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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인터넷은 모든 국가 및 경계로부터 규제와 단속이 없는 네트워크를 통

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보장하고, 자유스러운 정보의 공유, 자유분방한

의사의 개진과 자기표현을 기본정신으로 발전되어졌다.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사이버스페이스, 인터넷이라는 생각이 지금의 단계까지 발전시켰

고 다양한 형태로 전자상거래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의료분야도 다

른 기업이나 산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거래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

료광고, 인터넷 약국, 의료용구의 거래,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에서 전자상거

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인터넷이 좋은 면만을 가

지고 있지 않고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함으로써 인터넷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전자상

거래 개념과 의료분야에서 활용되는 전자상거래의 유형과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요건과 위험요소, 제약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질과 제공되는 의료광고 범위에 대한 논의, 인터넷약국의 의약품공급과

인터넷약국이 도입되면 그에 따르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의료분야의 조직간

거래에서 전자거래 되는 의료용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허용범위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정책방향을 세워야 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건강보조

식품의 유통을 전자상거래 도입으로 개선시키도록 한다. 그러므로 의료분

야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에 따르는 법률고찰과 정책방

향을 제시해본다.



1. 서론

1 . 연구의 배경 및 의의

정보화사회로 일컬어지는 21세기를 앞두고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진전이 기존 경제의 패러다임의 총

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세계를 하나로 묶어놓은 디지털화는 정보화혁명이

라고 하는 사회의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정보화혁명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의해 가속화되었고, 우리의 생활속에 깊숙히 파고들었

다. 이러한 전자매체의 등장은 여러분야의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고 전통적

인 의료분야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방식이 나타나면서

전자상거래의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활성화되고 있다(정인근, 1998).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매체를 이용한 상거래로써 조직간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지향적 전자상거래로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많은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의료기관도 다른 기업이나 산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거래

요소를 가지고 있다(김창엽, 1996). 상업적 거래요소는 인터넷을 통한 의료

정보제공, 의약품유통과 관련된 인터넷약국의 도입, 병원의 진료비 청구와

지불 및 약품이나 의료용구의 유통은 대표적인 병원과 관련기관간의 조직

간 전자상거래로 분류되며 가정용 의료용품의 유통과 건강보조식품의 구입

은 소비자 지향적 전자상거래로 분류된다. 진료비청구와 지불,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유통에 있어 전자상거래 혹은 전자결제가 가져올 긍정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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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명확하다. 모든 거래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 각, 단계별 조직 혹은 중간단계에서 재고가 최소화될 것이며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비용의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도입으로

초래되는 문제점을 각 분야별로 현재 국내외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환경을

살펴보고 활성화되었을 때 기술적인 요건과 요인들을 분석하고 위험요인,

제약요인, 정보화 확산의 기반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의료관련 법률을

고찰하고 제안법안을 도출해보고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여 전자상거래 시

스템 확산을 문전에 둔 시점에서 온라인 소비자와 의료기관 , 의료정보화

부문의 개선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우리 나라에서 아직까지 법·제도에서 의료분야 정보화가 정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이

행됨에 따라 의료부문에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직면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의료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광

고나 전자의무기록, 인터넷 의료상담, 원격진료 등은 현행법과 상충되는 부

분이 있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약품, 의료용품,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에

있어서도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문제라든지

국민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이 유통 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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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분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단계적으로 이

룩해 나아가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국내 전자

상거래 현황과 의료분야, 국내외 전자상거래 동향과 전망에 따라서 관련

국내외 법률을 고찰하여 법적 장애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 법규 정비

방향을 모색하고 그간 추진되었던 의료분야의 전자상거래 도입과 확산되기

위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현황조사와 개선법안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의 의료분야 전자상거래현황과 제반 여건에 따르는 기술적

인 요건과 위험요인, 제약요인을 도출해본다.

둘째, 국내외 현행 의료관련 법률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요인들을 분석한다.

셋째, 의료분야의 전자상거래 도입과 확산을 위해 개선할 수 있는 관련

법안에 담길 조항을 제시해본다.

넷째, 향후 의료분야의 전자상거래 활용방안을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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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의료분야에서의 전자거래와 관련된 이슈로는 인터넷 의료광고, 의약품

의 전자거래, 의료용품이나 건강 보조 식품의 전자거래 등의 문제 등이 있

다. 의료분야 전자거래 각 이슈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관련된

이슈들이 해결되고 단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험요인(risk factor s )

과 장애요인 (constraint s ) 등의 방해요인이 제거되어야 한다. 위험요인이란

관련 이슈들이 시행됨으로써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의미하고, 장애요인이란 관련 이슈들의 시행에 장애가 되지만 제

도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말한다. 이들 위험요인과 장

애요인은 의료분야 전자거래가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데 영향을 줄뿐

만 아니라 법이나 제도의 개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이에 따르는 제

반 문제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을 고찰하고 개선법안을 제시해본다.

그림 1. 의료분야 전자거래 관련법령 정비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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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료분야 전자상거래의 현황

1. 전자상거래 정의와 유형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1999년 7월 1일 시행된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

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르면 컴퓨터 등과 정

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 대해 사이버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일반 대중에게

는 인터넷 쇼핑몰로 더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법률에 정의된 것처럼 전

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전자적 방식으로 전자공간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

래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람과 사람이 물리적인 매체의 전달을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컴퓨터와 네트워크라는 전자

적인 매체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 혹은 소비자·기업·정부간의 모

든 거래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먼저 통신

기술의 관점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정보의 전달, 상품과 서비스의 배달, 지불

까지의 과정이 전자적인 매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업무처리의 관점에서의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 업무 처리 과정을 자

동화하여 사람의 투입을 최소화하여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

하게 된다. 서비스 관점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의미는 위의 두 가지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

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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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유형은 기업대 기업간 전자거래의 형태인 B2B (Business

to Busines s ),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거래의 형태인 B2C(Busines s to

Consum er ), 기업과 정부간 전자거래의 형태인 B2G(Business to

Government ), 소비자와 정부간 전자상거래의 형태인 C2G(Consumer to

Government )로 나누어진다.

의료부문에서의 전자상거래는,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일반적 전자거

래에서의 소비자 개념에 환자, 기업 개념에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산업체,

정부는 그대로 정부를 대입하고, 이들 간의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는 보건

의료정보, 의약품, 의료용구, 보건의료서비스의 거래과정을 컴퓨터 등의 정

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으로

전자거래를 통신기술, 업무처리, 서비스의 관점에서 따라서 의료부문의 전

자상거래는 보건의료정보, 의약품, 의료용구,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배달 및

지불까지의 과정을 전자적인 매체로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

라서 의료부문의 전자상거래를 기존의 의료부문 거래업무의 처리를 자동화

하고 인력투입을 최소화하여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환자에게 보다 저렴하면서 높은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료부문 전자상거래의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부문 전자상거래의 개념은 몇 가지로 세분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

이다. 다음 표에서 전자상거래와 의료분야의 전자상거래를 관점에 따라 통

신기술과 업무처리, 서비스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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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자상거래의 개념

관 점 전자상거래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통신기술

(c o mmunic a t io n)

전자상거래란 정보의 전달, 상

품과 서비스의 배달, 지불까지

의 과정이 전자적인 매체를 통

해 거래되도록 하는 것

보건의료정보, 의약품, 의료용

구,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배달

및 지불까지의 과정을 전자적

인 매체로 거래하는 것

업무처리

(bus ine s s

proc e s s )

전자거래란 기존의 거래업무 처

리과정을 자동화하고 인력투입

을 최소화하여 정확성과 신속성

을 높이는 것

기존의 보건의료부문 거래업무

의 처리를 자동화하고 인력투

입을 최소화하여 정확성과 신

속성을 높이는 것

서비스

(s e rvic e )

전자거래란 위의 두 가지를 최

대한 활용하여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저렴

한 가격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

위의 두 가지를 최대한 활용하

여 중간 유통마진을 최소화하

고 환자에게 보다 저렴하면서

높은 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기업 간 전자상거래는 비교적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가

장 변화의 폭이 크리라고 예상되는 분야로서 기업과 기업간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거래들, 예를 들어 부품의 상

호 조달, 운송망 공유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무

역업 및 제조업의 부품조달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금융업 등 타

업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의 등장에 따

라 새로운 시장이 늘어나고 업종이나 품목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의료분야

에서도 의료용품의 구매나 물류관리, 대금지불 등을 전자거래 방식으로 전

환해 나갈 것이므로 이에 따른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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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자상거래 품목에 따른 의료부문 전자상거래의 유형

전자거래 품목 전자거래 유형

의약품의 전자거래

제약회사 ↔ 의료기관(B2 B)

제약회사 ↔ 약국(B2 B)

약국 ↔ 환자(B2C)

의료용구의 전자거래
의료용구 제조회사 ↔ 의료기관(B2 B)

의료용구 제조회사 ↔ 환자(B2C)

건강보조식품의 전자거래

건강보조식품 생산회사 ↔ 판매업소(B2 B)

건강보조식품 생산회사 ↔ 환자(B2C)

판매업소 ↔ 환자(B2C)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급속한 신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인터

넷을 통한 전자문서교환이나 CALS (comm erce at light speed) 등을 통한

주문, 공급자 관리, 재고 관리 등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대기업

중심의 기업대 기업간 전자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인터넷

접속이 저렴해지고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고가의 EDI시스템 등을 구축

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도 EDI(web - based EDI)가 등장하는 등 기업 간 전

자거래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 간 전자거래는 세계 전자거래 시장

가운데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업 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조달, 운송, 판매, 고객서비스 등 거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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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의료용구 제조회사와 의료기관간의 의료용품의 공급과, 건강보

조식품 생산회사와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소간의 거래가 B2B의 대표적인 전

자상거래의 유형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는 주로 전자소매(electronic retailing )에

해당하는 것이며, 인터넷 특히 웹의 출현 이후 크게 성장하였다. 이 유형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하여 케이크, 와인에서부터 컴퓨터, 자동차에 이

르기까지 소비자 상품을 각종 방법으로 공급하는 쇼핑몰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의료부문에서의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처방전

에 의한 약국과 환자(소비자)간의 약품공급과, 의료용구 제조회사와 환자

(소비자)간에 가정에서 사용가능한 의료용품의 거래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므로 규모 면

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고, 건강보조식품은 생산회사 및 판매업소와 소비자

간에 전자거래를 예로 들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다단계 판매로 가

격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하게 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

지고 유통과정이 축소되어 최적의 가격으로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국내 의약품 B2C 현황의 예로는 인터넷 약국의 형태 즉 환자가 온라인

으로 처방전을 전달하면 약국에서 전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배송도 하는 사업의 형태로 이러한 서비스는 전국 2

만 5천여 병의원과 1만 8천여 약국을 네트워크로 묶는 막대한 작업이면서

엄청난 부가가치와 수익모델이 잠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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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과 정부 간 전자상거래는 회사와 정부조직 사이의 모든 거래를 포

함한다. 예컨대 정부의 조달예정 대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시하고 회사들

은 전자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과 같다. 현재 이 유형의 전자상거래는 출발

점에 있지만, 정부가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독자적인 운

영을 시작하면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조달 이외에도

그러한 거래를 위하여 회사세금의 지급과 부가가치세 환급과 같은 거래에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의료부문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와 정부기관의 지불의

형태로써 B2G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다. 진료비의 EDI 청구는 의

료기관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형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전자상거

래는 정부부처에서도 종이문서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전자문서의 실용성이

강조되어 업무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소비자와 정부간 전자상거래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과 소비자간 및 기업과 정부간 전자상거래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는 복지급여의 이체, 세금환급 등과 같은 분야에 전자

적 작용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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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현황

전자거래의 규모를 보면 산업자원부에 의해 국내 인터넷 전자거래 시장

규모가 1999년 2000억원(B2B 700억, B2C 1300억)에서 2000년 5000억원

(B2B 3000억, B2C 2000억)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 3. 1999∼2000 국내 인터넷 전자거래 시장규모

년도 B2 B B 2 C 합계

1999 700 억원 1300 억원 2000 억원

2000 3000 억원 2000 억원 5000 억원

1999년 10월 정보통신연구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국내외 의료관

련 사이트의 수는 약 747개라고 하였으며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

수가 약 4배 이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공되는 의료서비

스 광고정보는 의료증진의 목적을 위해서만 공개되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는 유포되어서 안되며 개인의 Privacy권은 공공의 건강, 의학적

연구, 의료사기 방지, 일반적 의료정보 등에 의해서도 보호받아야 한다. 의

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의료용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거래가 이루

어지고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다단계 판매보다 전자

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되어야 한다. 불규칙한 식생활, 영양의 불균형 등 식

생활에 의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와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및 과학의

발전에 의한 인구의 노령화로 국민 총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

건강 및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건강보조식품은 일상

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급하여 국민의 영양 개선과 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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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기능에 작용하여 건강 증진 및 식생활에 의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주어 국민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분야는 일반국민과 의료인력간

의 정보의 불균형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국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의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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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의료분야 전자상거래의 현황

가. 미국

미국의 전자거래 전문 조사기관인 'PC 데이터 온라인 '이 1999년 8월 한

달간 40개 전자거래 사이버몰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약국으로 유

명한 '드럭스토어(drugstore .com )'와 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이트인

'플래닛(planetrx .com )'이 실제 구매율에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미국에

서는 인터넷 약국이 다른 사이버업종을 제치고 실제 구매율 2위를 기록하

는 등 전자거래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거래 컨설팅업체인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com )가 미국 인터넷 이용자 3000여명을 대상으

로 벌인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경

험이 있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인터

넷 약국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해 최근 들어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1999년 2월 26일에 세계 최대의 인터넷 약국이자 B2C 전자거래 형태인 드

럭스토어에서는 약 1만 5천 아이템의 상품이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판매

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까지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는 다수 존재

하고 있었지만, 인가가 필요한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것은

새로운 움직임이었다. 다루는 상품의 카테고리는 일반의약품, 건강보조식

품, 처방약 등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처방전약의 판매

카테고리이다. 드럭스토어 고객이 처방전을 받는 방법은 다음의 4종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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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B2C의 예 (drugstore.com )

고객이 처방전을 받는 방법

"d rugs to re .co m"측 담당 의사에게 고객의 처방전을 주문한다

고객이 이용하고 있던 약국에서 "d rugs to re .co m"으로 내역을 전송하여 받는다

고객이 처방전을 "d rugs to re .co m"에 우송한다

담당 의사가 "d rugs to re .co m"에 처방에 관해 연락한다

2000년 1월 10일 CNN은 미국 내 2위의 체인 약국인 CVS사가 온라인

의료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Healtheon/ W ebMD(HLT H )사와 제휴해 온

라인 약국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

들은 처방약, 일반약, 비타민 등의 품목을 CVS의 온라인 약국인 CVS .com

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HLT H가 구축하고 있는 온라인망을

통해 질병 정보 및 상담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리서치 전문업체인 Jupiter Research의 2000년 9월 자료에 의하면

(처방약은 2000년 2월 자료) 2000년도 처방약의 온라인 전자거래는 3,300만

달러 규모에서 2004년에 전체 시장규모 예상치인 1,750억 달러의 적어도

2.5%인 44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일반의약품

(over - the counter drug )의 경우 2000년 4200만 달러에서 2001년에는 1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하여 2005년에는 8억달러 이상의 시장규모를 갖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의료용구의 경우 의료소모품과 개인 의료기기를 합하

여 2000년에 2억 달러에서 2001년에 대략 6억 5000만 달러, 2005년에 4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보았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에는 2000

년 1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2003년 10억 달러, 2005년에 대략 23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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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소

식지(2000. 11)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서 인터넷에 의한 건강보조식품의 판

매비중은 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표 5. 2000∼2005년 미국 보건의료 전자거래 시장 규모 (단위 :백만달러)

종 류 1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처방약 33 100 400 1,100 2 ,300 4 ,400 -

OTC 약 9 42 106 224 42 1 6 14 8 14

의료소모품 42 88 167 3 13 547 785 1,03 1

개인의료기기 6 1 2 14 487 938 1,622 2 ,3 19 3 ,042

건강보조식품 35 109 265 565 1,087 1,658 2 ,288

합 계 180 553 1,425 3 ,140 5 ,977 9 ,776 7 ,175+

나. 유럽연합의 의료분야 전자상거래 현황

유럽연합에 경우 2000년도 인터넷 전자거래의 규모는 76억 유로에서

2002년 대략 2배인 147억 유로로, 2005년에는 대략 8.5배인 644억 유로의

시장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jupit er research , 2000. 3.). EU 15개국 중

2000년의 전자거래 시장규모가 1억 유로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국

가는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며, 2005년에는 EU 모든

국가가 1억 유로 이상의 전자거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에 전체 76억 유로의 전자거래 시장 중 영국이 24억 유로로 1위, 독일이

22억 유로로 2위, 스웨덴과 프랑스가 6억 유로로 공동 3위를 나타내고, 이

들 상위 국가들의 수위 유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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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999∼2005 EU의 국가별 전자거래 시장규모 (1억 유로)

국 가 1999 2000 200 1 2002 2003 2004 2005

Ge rma ny 9 22 4 2 68 99 133 18 2

Aus tria 0 1 2 3 5 8 11

Switz e rla nd 1 2 3 5 7 10 13

Unite d King d o m 9 24 4 7 74 104 137 173

Ire la nd 0 0 1 1 2 3 4

Swe d e n 3 6 9 13 18 22 28

De nma rk 1 2 4 6 8 11 14

No rway 1 2 4 6 8 10 13

Finla nd 1 2 3 4 6 8 11

Nethe rla nd s 1 3 7 11 17 23 32

Be lg ium 0 1 2 4 6 08 11

Luxe mbo urg 0 0 0 0 0 0 1

Fra nc e 2 6 13 24 38 55 76

Ita ly 1 2 6 11 18 27 4 2

S pa in 0 2 4 7 12 17 27

Po rtug a l 0 0 0 1 1 2 4

Gre e c e 0 0 0 1 1 2 4

합 계 9 76 14 7 24 0 350 4 77 644
NOTE: E1 = $ 1.04 1 (3/ 00)

EU 15개국의 2000년도 상품의 범주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를 살펴보

면, 전체 76억 유로 시장의 순위는 1위부터 4위까지 23억 유로의 여행상품,

13억 유로 규모의 컴퓨터, 8억 유로의 식료품, 7억 유로의 도서의 순으로

분포하였다(jupiter research , 2000. 3.). 2001년까지 상위 순위의 변화가 없

다가 2002년에는 기타의 전자거래 분야가 도서를 누르고 4위가 되고, 2004

년에 컴퓨터를 물리치고 3위, 2005년에는 식료품보다도 많이 거래되어 2위

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의료분야 재화나 용역의 전자상거래는 기타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

- 16 -



정할 수 있어, 2000년에 5억 유로 이하의 하위권 시장규모에 불과할 것이

지만 크게 성장하여 2005년에는 상위권의 거래규모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표 7. 1999∼2005 EU의 범주별 전자거래 시장규모 (1억 유로)

범 주 1999 2000 200 1 2002 2003 2004 2005

Bo o ks 4 7 11 16 2 1 26 3 1

Mus ic 2 3 5 8 11 14 16

Vid e o s 0 1 2 3 4 6 8

S o ftwa re 1 4 9 16 22 29 39

PCs 4 13 25 37 50 64 8 0

PC Pe rip he ra ls 2 4 7 11 15 20 25

Co ns ume r Ele c tro nic s 1 2 4 6 8 10 11

Ap pa re l 2 6 11 17 24 3 1 39

Toys 0 1 2 3 4 5 6

Gro c e rie s 2 8 18 33 52 73 96

Trave l a nd To urs 8 23 44 69 100 134 176

Othe r 1 5 10 22 4 0 65 117

합 계 29 76 14 7 24 0 350 4 77 644

NOTE: E1 = $ 1.04 1 (3/ 00)

다. 일본

일본통신판매협회 조사에 의하면 1998년 일본 통신판매 업계의 시장규

모는 1800억엔이었다. 통신판매는 카탈로그(신문,전단,잡지), T V 홈쇼핑, 인

터넷 쇼핑몰에 의한 판매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본 통신판매업계의 4사중 3

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의 본격도입은 일본 통

신판매업체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 건강보조식품의 시장은 1999년 7600억엔이었으며 이중 6할이 넘는

4800억엔이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로 유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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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터넷 의료광고 현황과 정책방향

1. 인터넷 의료광고의 현황

인터넷이 우리 일상 속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접근이 어려웠던 의료정

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광고는 즉 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

항을 용어와 형식을 통해 표현해 놓은 정보와 관련된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보건의료 및 복지와 관련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

자. 음성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으로 표현된

의료에 관련된 광고를 말한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

는 국내 사이트는 10개 이상이며 이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

기관만도 병원급 4백여곳, 의원급 1백여곳, 한의원 50여곳에 이르며 그 수

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병의원, 제약회사, 건강식품회사

등이 운영하는 의료관련 사이트는 6000여 개로 수많은 사이트들이 개설되

었다가 폐쇄됨으로써 이 같은 관련 사이트들의 폭주로 일반인들은 의료정

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의료정보 사이트들이 가진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통해서 다른 매체가 제공하지 못했던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 정보기술은 현재 의료서비스가 갖고 있는 제약과 한계성을 극복

해주고 일반인에게 건강정보의 제공과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와 사이버 진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사이버의료가 사업모델로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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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상품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의료정보에는 의약품에 대한 의료광고, 의료

용구에 대한 광고,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 형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료광고가 질환과 관련되어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적절한

의료광고의 기준이 필요하다.

2. 인터넷 의료광고 확산에 따른 문제점

가. 기술적인 요인

세계를 하나로 묶어놓은 디지털화는 정보화혁명이라고 하는 사회의 일

대 변혁을 가져왔고 정보화혁명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의해 가속화되어 우리의 생활속에 깊숙히 파고들었다. 이러한 인터넷은

T CP/ IP라고 하는 개방된 표준 규약(이를 Protocol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방된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의 제조회사나 기

종이 다른 컴퓨터 상호간에도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며, 매우 넓은 범위의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

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면 인터넷은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인

터넷 속에서 주고받는 정보는 내용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네트워크를 따

라 흐르고 있다. 그런데 정보를 열람하는 사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

년자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무한 범위의 정보를 열

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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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인터넷을 통한 유입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의료정보의 유입을 자율적으로 차단하거나 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기술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위험요인

(1) 의료관련 웹사이트의 의료광고의 질

수많은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의료광고의 질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정보이므로 최악의 경우 이용자의 경우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다.인터넷 의료정보 사이트의 질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이에 따른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현행법령 하에서 의학적으로 검증

된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제공되는 정보의

건강 위해성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자의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판단의

주체가 모호해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민간단체에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의료정보의 과대광고

가능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는 진료담당 의료진의 성별, 이름, 전문 진

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진료시간, 응급의료시설 등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

는데 따라서 질병 검사방법, 치료율, 치료의 효능, 해외의료정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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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규정된다. 불법제품의 정보가 의료정보와 함께 사이트에서 제공

되거나 연결되어 만병통치약 내지 모든 암에 효과가 있다고도 소개되어 일

반이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정보와 의약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절묘하게 혼

합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은 발달된 컴퓨터

및 통신기술을 이용해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에게 최신 의료정보를 저가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 제약요인

의료는 인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과대 허위광고는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의료 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의료정보의 대중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광고의 범주를 넓힐 필요가 있

다. 의료광고의 범주를 넓히는데 있어서 의료법에서 정한 허용범위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의료광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의 제한적 해석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의한 의료광고제공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 인터넷 의료광고는 먼저 교육적 자료적 의미에서 국민

의 알권리와 정보청구권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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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법률과 문제점

의료정보 광고에 대한 규제를 들면 우리나라 의료법 제46조와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하여 과대광고나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알 권리의 신장이라

는 의미에서 의료인, 전문과목, 의료기관소재지 및 진료일 등의 범위 내에

서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광고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완화된 제도자체도 상당한 부분보완이 요구된다. 과대, 허위 광고의

금지 조항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금지

조항은 유지하면서 허용되는 광고의 내용이나 게재방법의 감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단체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예를 들면 의료법 제46조 제2항에서는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

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3항에서는 특정의료 기관이나 특정의료인에 관한 대중광고 등을 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제46조 제3항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

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악효 등에 관하여 대중

광고·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의 권리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

다. 이러한 인터넷의 정보의 제공은 정보제공과 광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제공은 광고의 성질을 부인할 수 없

으므로 의료법상 광고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 이 경

우 의료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은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의 제공을 심각

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검색은 능동적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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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동성이 그 특색이므로 의료광고를 규

제하는 법제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색장치의 이용과 관련해서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가 규정하는 의료광고

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조가 규정하는 의료광고

의 범위이외에도 의료진의 경력, 관련의료설비, 치료방법, 입원실 사용가능

여부 등도 허용되어야 한다.

현행법령에는 의약품 광고의 금지규정도 두고 있는데 약사법 제63조에

과대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의 광고 방법들 중에서 인

터넷에 의한 광고가 2000년 3월 3일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 제79조에 명시

됨으로서 법적인 인정을 받게되었다. 기존의 규정은 의약품 광고 매체를

사진이나 그림, 라디오나 T V 등 방송, 화상, 색채 이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

로 광고 수단에 신문, 방송, 잡지, 전단, 팜플렛, 견본 외에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이 포함되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도 약사법시행규칙 별표5에 따

르면 신문·방송 또는 잡지만 아니면 광고할 수 있다. 그 동안 규제의 사

각지대에서 운영되던 제약사 등의 홈페이지 광고에 대해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광고의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의료용구의 경우 약사법 제55조에서 의약품이 아닌 것은 의학적 효

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금지를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이 2000년 5월 24일 의료용구가 아닌 것을 특정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20개 업소(33개 품목)을 적

발한 사례가 보여 주듯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종류가 2만여 가지에 달

하는 의료용구의 허위·과장 광고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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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대중화되면서 적발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 외국의 입법동향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율규제로 가는 추세이

고, 의료정보 사이트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는 방법이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고 구체

적으로 인터넷상의 의료정보 사이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은 없

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정부가 온라인 상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현

재 온라인 보건의료정보 규정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의 하나가 개

인의료기밀에 관한 법안이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사례로 온라인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혼(http:/ / ww w .hon .ch/ home.html)」

규약이 있다. 95년 9월경 11월개국 60여명의 원격진료 전문가들이 제네바

에 모여 인터넷을 효과적이고 믿을 수 있도록 향상시키자는 결의를 하였고

다음해 3월경 혼(HON)사이트가 시작됐다. 혼사이트에서는 웹사이트의 신

청을 받아서 인증을 주고 있다. 웹사이트가 혼에 가입하면, 혼팀이 방문하

여 그 웹사이트가 8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파악한 후 인증

을 주고 있으며 현재 3000개의 사이트가 등록되어 있다. 웹사이트의 제공

자들의 자율규제 예로는 하이에식스(http:/ / w ww .hiethics .org ) 윤리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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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하고 있고, 그 이

유는 웹의 특성상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내용으로

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어려워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2) 일본의 입법동향

일본의 경우 비록 광고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광고의 횟수 및 광고

수단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어 우리 나라 에서 제한하는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의 보건법전에도 광고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단지, 의사협회에

서 만들어 제한하여 대통령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의사직무규정 제79조에

는 의사성명, 병원주소,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상담진찰시간; 의사가 단체나

기업체 소속일 경우, 동업의사 성명; 의료보험 단체 혜택여부; 보건부가 승

인한 의사협회의 자격규정에 입각한 의사의 경력; 전국의사협회가 인정한

학위증, 직위; 1977년 재정법의 제64조가 명시된 등록조합 가입여부; 프랑

스 공화국이 수여한 훈장 등의 사항만을 처방전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제80조에는 의사는 일반대중 대상의 명부에 의사성명, 병원주소, 전화번호

와 팩스번호, 상담진찰시간; 의료보험단체 혜택여부; 자격규정에 입각한 의

사의 경력, 부전공 학위증과 진료과목 사항만을 기입할 수 있다. 제82조에

는 의료행위를 시작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의사는 홍보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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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알릴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문구는 사전에 도의

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바. 정책방향

초고속통신망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의료분야 에서도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광고를 하고 있어 환자

들은 양질의 의료정보를 얻고 의료광고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의료에 대

한 지식도 많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허위정보의 유통이나 조악한 중소의료시설들

의 과대광고, 광고경쟁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적기관에

서 신뢰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인터넷상의 의료광고의 올바른 의료정보의 정착을 위해선 첫째 정부가

규제하는 방안, 둘째 학회나 민간단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시하는

방법, 셋째 정보제공자들의 자율규제, 넷째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네티즌이 바람직한 의료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서 검색웹진을 만들어 양질의 의료정

보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2000년 4월 1일 식약

청은 연말까지 총 1억8,000만원을 들여 인터넷 의약품 광고 및 판매 자동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약국 및

도매상 또는 사설 인터넷사이트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의료정보나 의약품

정보를 올려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를 검색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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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만큼 현 불법광고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방식에 선행되거나 병행돼야 하는 것은 네티즌에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의

료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티즌의

수준이 사이트를 제대로 판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온라인 상의 의료정

보가 호기심을 유발한다 할지라도 자기 상황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내

용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을 지양하고 자신에게 맞

는 양질의 의료정보만을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해주고 따라서 온갖 의료정

보 사이트의 범람으로 혼란스러운 양상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의료정보 사이트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 낮은 상태이나 의료정보학회를 중심으로 인터넷 의료정보 관련 사이트

의 질 확보를 위해서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건강 위해 정보 내지

과대선전 또는 책임 불분명한 건강상담의 유통을 민간심의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질 관리를 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만든다면 의료광고는 의료

분야의 정보화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방안들은 크게 상향식

방식과 하향식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현재 하향식 방식에 의한 규제는 바

람직하지 않으며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며 대부

분의 국가에서 자율규제로 가는 추세로 의료정보 사이트가 준수해야 할 윤

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는 방법

(Health On the Net F oundation , Guidelines for AMA W eb Sites ,

Internet Healthcare Coalition, e- Health Code of Ethics 등)이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의료정보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메타정

보(metadata )에 의한 관리 등의 방법이 제안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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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이러한 규약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현행의 의료법제는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한 의료정보의 제공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현

재의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였고, 현행법상에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법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외국의 정책방향은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율

규제로 가는 추세이고 의료정보 사이트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

고 이를 준수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는 방법이 현재 가장 널리 이

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상의 의료정보 사이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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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인터넷 약국의 현황과 정책방향

1. 인터넷 약국의 현황

가. 의료기관( 병원 )과 환자와의 B 2C 의약품 거래

국내 의약품 B2C 현황의 예로는 인터넷 약국의 형태 즉 환자가 온라인

으로 처방전을 전달하면 약국에서 전송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배송도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에 진출한 의료

정보업체인 엣메디카코리아, 메디뱅크, 에이취알넷, 메디다스와 위드팜이

제휴를 맺는 등 의료정보 업체들이 약국간 종합정보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이 추진하는 전자처방 전달 서비스는 전국 2만 5천여

병의원과 1만 8천여 약국을 네트워크로 묶는 막대한 작업이면서 엄청난 부

가가치와 수익모델이 잠재되어 있다. 앞으로 인터넷 약국은 의약분업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선진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는 환

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인터넷 약국이 도입된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받고도 약을 조제하지 않는

환자의 약품 구입 취소로 미국의 의약계는 한해 25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처방전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지 않아도 되며, 처방전의 분실·훼손이나 변조·

위조의 위험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조제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고 처

방 전달 내용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진료비 청구와 보험환급을 위해

처방전이나 조제정보를 재 입력하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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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가지 이점들은 의약분업 정착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인터넷 약국이 활성화되고 처방전만으로 의약품의 구입이 이루

어지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도출될 수 있다. 해외사이트를 통한 의약품의

반입의 경우 비아그라 같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해

외사이트로 반입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의약

품의 전자상거래를 법적 제한 없이 활성화하거나 합법화하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

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인 경우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나. 의료기관( 약국 ) 과 제약회사 ( 의약품 도매상 ) 의

B 2B 형태의 전자상거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마

케팅응 구축, 의약품의 공동구매와 발주, 배송 및 결제, 재고관리 등을 온

라인에서 실시하여 기존 다단계 의약품 유통을 개선, 물류비용을 30- 50%

까지 줄여 병원과 약국의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의료정보회사들은 인터넷진료시스템, 병

원과 약국 경영진단 및 관리프로그램, 처방전 전달시스템, 상품 머천다이징

등 다양한 솔루션을 갖춘 의약전문 전자상거래가 시도되고 있다. 국내 의

약품 B2B 전자거래의 첫 사례가 되었던 회사는 준비과정을 마치고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국내에 의약품 유통시장에도 본격적인 B2B가 시작되었다.

IMPS (Int ernet Management Pharmacy Syst em )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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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들의 공동구매를 통해 바잉파워(buying pow er )를 형성하고, 제약회사

에 영업비용절감과 함께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한 선결제 후납품하는 방법으

로 금융비용까지 절감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이 회사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은 서버용, 약국용, 제약회사용 프로

그램으로 구성되며 J은행 결재시스템과 연계돼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전문의 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의약품 B2B의 사업 모형은 다음의 그림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2. 의약품 B2B 전자거래 사업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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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약국의 확산에 따른 문제점

가. 기술적인 요인

(1) 의약품 전자거래 시스템

전자처방전달시스템과 함께 의약품 전자거래는 국내 의료부문 정보인프

라를 구성할 핵심 축이다. 이의 구현을 위해 현재 정부는 의약품 유통에

일대 혁명을 몰고 올 의약품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삼성

SDS와 한국통신을 전담사업자로 하여 2001년 5월부터 본격 가동될 의약

품유통정보센터가 바로 그것인데,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 유통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인터넷 전자문서

교환(EDI)을 통한 의약품 전자상거래 사업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관과 약국

의 약품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격 파악과 약품정보, 시장정보 등 각종 의약

품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기술적인 요건이 갖추

어지게 될 것이다.

(2) 웹기반 EDI (w eb - b a sed EDI)

의료부문의 EDI는 보험 EDI 청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EDI는 지난 97년부터 이미 상용화되었다. 진료비를 EDI로 청구할 경

우 심사기간의 단축에 따른 요양기관 자금회전율 호전 및 건강보험 관리비

용의 절감은 물론이고 의료부문 정보화 촉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000년 현재 전체 청구물량의 50% 정도가 EDI로 청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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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e- m ail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료

부문 전자거래에서 e- mail을 사용하여 거래상담을 했더라도 결국에는 EDI

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 의료용구 등의 전자거래

를 활성화하려면 의료기관, 약국, 제약업체, 의료용구업체들 간의 EDI구축

이 필요한데, 그로 인해 각광을 받게된 것이 바로 웹기반 EDI 기술이다.

인터넷 접속이 저렴해지고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고가의 EDI시스템 등

을 구축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도 웹기반 EDI가 등장함으로 인해 기업 간

전자거래를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3 ) 보안기술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 웹기반 EDI 등 보건의료부문 전자거래의 생명

과도 같은 보안성 문제는 의사와 약사 등 사용자의 인증, 위조·변조·수

정 검출을 포함한 전송된 메시지의 인증, 전자서명 생성키를 이용한 전자

서명, 중계시스템의 안정성, 환자 약력·병력 DB에 대한 보안성 등 어느

한 부분에서 사소한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나. 위험요인

(1) 해외사이트에서의 의약품의 불법반입

인터넷 약국이 현재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소비자가 해외 인

터넷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다. 전자처방

전달이 인정되어 인터넷 약국의 전자거래 범위가 전문의약품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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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해외사이트에서 의약품을 들여오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우려를 안고 있다. 또한 국내 유통 규조상 인터넷 약국은 의약품 오 남용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인터넷 약국의 법적 개설효력과 해외사

이트를 통한 의약품의 반입과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현

행 규정으로는 의약품의 전자상거래를 허용하지 못하므로 이에 따른 법조

항의 개선을 통해 확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전자상거래

앞으로는 의약품의 유통은 병원과 약국을 네트워크화해 온라인으로 처

방전을 전달하고,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자마자 약국에 전송돼 약사가 즉

시 약을 조제하여 환자는 별도의 처방전 없이 바로 약을 찾을 수 있어 환

자의 조제대기 시간을 줄여준다. 또한 처방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실 및 위 변조 위험도 없어진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종이처방전

을 발행하고 재 입력하는 비용도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의료비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전자처방전이 인정되어 시스템이 실시되면 의약품의 유통이

원활해지고 약사로서도 처방전을 별도로 컴퓨터에 재 입력하지 않아 오류

를 줄일 수 있다.

다. 제약요인

의료부문에서는 전자결제, w eb - EDI 등이 시작되는 단계여서 아직

크게 확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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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전자거래의 도입을 가로막는 제약요인은 의료분야 전자거래를 위

한 소프트웨어나 기술적인 표준화작업의 미비, 의료분야에서 전자결제시스

템 아직 크게 확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등이다.

라. 국내 입법현황 및 문제점

인터넷 약국의 법적효력은 현행 약사법 시행령 제2조 (약국의 시설기

준) 대통령령 제 16613 호에서 약국개설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다. 약국에

는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조제실, 독약 및 극약의 저

장시설,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에 의

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와 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조제

(약국제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기구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시

설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인터넷 상에서 약국이라는 명칭과 의약품의 거래

는 위법이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형태로 의약품의 거래가 인터넷 상에서

약국과 소비자와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면 법조항이 개선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인터넷 약국이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 나라에

서는 인터넷 약국의 의약품판매활동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

행 약사법 제41조 규정에는 의약품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조제·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 약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약사법에서는 제

38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약국개설자,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기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

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에 관한 조항을 준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인터넷상의 의약품 판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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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음으로 이에 대한 법조항이 필요하다. 즉 인터넷

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현행법에 위반이 된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2000년 6월 13일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시행규칙 제15

조에 의해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행하여 의료기관(의료인)에서 전자서명이 된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보

낼 수는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처방전의 효력이 인정되면 인터넷 약

국의 의약품판매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

게된다.

이것을 수기처방전 없이는 소비자에게 해당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자처방전은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이 환자에게 종이처방전만을 발행할 경우 환자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고 약국은 종이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후 EDI청구를 위해 이

를 다시 전산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

전자처방전 전달 서비스란 전국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을 전자

문서로 바꿔 인터넷을 통해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

하는 것이다. 전자처방시스템은 수많은 업체들의 개발참여로 이 분야의 기

술은 확보되어 있고 일부 선점 업체들은 기술적 우수성과 전문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B2C 전자거래가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 보건의료정보화는 그 만큼 퇴보할 지도 모른다.

인터넷 사이트의 의약품의 반입은 국내 관련법령에서는 의약품의 수입

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의약품등의 수입자등 조항에서 수입자 확

인증 발급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약

사법시행규칙 제57조에서 약국개설자 의약품제조업자 수입자 및 의약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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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유통체계

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의약품의 수입에는 엄

격한 심사와 사전허가가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의약품의 수입에

는 수입물품에 대한 규정에서 의약품이므로 국민건강상의안전성에서 좀더

엄밀한 규제가 따라야 하며, 통관과정에서 관리되어야하고. 의약품의 수입

은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들여올 수 있는데 해외 사이트를 통한 무분별한

의약품의 반입은 국민건강을 해치므로 새로 법을 만들어 금지를 해야 한

다. 우리 나라 에서도 이러한 무분별한 약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수입이

된다면 이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져야 한다.

마. 국외 입법현황

(1) 미국

불법 인터넷 약국과 관련해 1999년 여름 미 국회의원들은 청문회를 개

최하고 관련당국에 발기부전약 비아그라를 비롯해 비만치료제 제니칼 등

처방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수백 개의 인터넷 약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2000년 4월 3일 보건사회뉴스에 따르면 미국내 14개 주

에서 인터넷 의약품 불법조제 및 판매를 막기 위해 연방 식의약·화장품법

(F ederal F ood, Drug , and Cosm etic Act )을 채택하여 규제하고 있다. 로이

터통신의 2000년 5월 26일 보도에 의하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 (F ood

and Drug Administration )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과 적법

한 처방전 없이 처방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약국에 대한 전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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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으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인터넷 약국 운영자 등 43명을 체포

하고 22명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불법 인터넷 약국은 우후죽순처

럼 생겨났으며, 또한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며 인터넷을 통해 미국 내에서

인터넷 약국을 운영하는 파렴치한 사이트 운영자들도 처방의약품 유통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해외운영자들을 막기 위한 최선책으로 소

비자가 적법한 인터넷 약국임을 쉽게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클린턴 행정

부는 인터넷 약국 운영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를 담은 법률안을 1999년 8월

5일 의회에 제안하였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인터넷 약국 소

비자 보호법안 (Internet Pharmacy Consum er Prot ection Act , H .R. 2763)

이며, 이 법안에서는 licensing이나 licenses라는 단어를 해당 사이트의 모

든 페이지에 잘 보이는 위치에 링크하도록 하고 다음 표와 같은 사항을 기

재한 경우에만 인터넷 약국에서 처방약을 판매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표 8. 적법한 인터넷 약국 식별을 위한 사이트 인증 방법(H .R. 2763)

인터넷 약국 사이트의 각 페이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

처방약을 판매하려는 자의 이름, 사업지의 주소, 사업지의 전화번호

처방약을 판매하려는 자가 처방약 조제 면허를 받은 주명

사이트를 운영하는 약사들의 이름과 그들이 처방약 조제 면허를 받은 주명

처방에 대한 의학자문을 받는 경우 자문을 제공하는 자의 이름과 면허를 받은 주명

미국의 각 주법이나 연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인디애나주에서는 전자처

방전의 전달을 인정함으로써 인터넷 기반약국을 인정하고(IC 25- 26- 1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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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제25조), 콜로라도주에서도 인터넷 기반 약국을 인정하여 미국 우편

서비스나 기타 배달 서비스를 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달된 처방전에 대

해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IC 25- 26- 18 제1- 2조). 이러한 법

들로써 드럭스토어 같은 인터넷 약국들이 등장하여 전문의약품의 경우 전

자처방전을 받고 의약품 제조·판매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은 일부 병원 등에서나 인트라넷 방식의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처

방전을 발행하고 있으며(중앙일보 iweekly , 2000. 7. 18.), W algreens사가

1998년 이메일 처방전을 운용했었으나 보편화되지 못 했었던 이유는 의사

가 실제로 처방했는지 인증해 주는 전자서명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netventure, 2000. 10.). 그러나 미국 연방법에서는 2000년 6월 30일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S .761) 법안

이 제정되어 전자서명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 법에서 전자기록이

란 전자적 수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생성되거나, 보내지거나, 통신되거

나, 받거나, 저장되는 계약서나 기타 기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이러한

전자기록을 전송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 법안이 2000년 10월 1일 발효되면서 디지

털과 전자 서명이 일반 생활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시대가 드디

어 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 5년 내에 온라인을 통해 전자서명

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증권

거래나 자동차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전자처방의 전달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해외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반입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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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두고 있다. 인터넷 상으로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찾는 소비자들

에게 처방전 없이도 약을 살 수 있다고 하여 인터넷 약국에 대한 불신과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에 약을 배달할 것을 약속하나,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유통기간이 지났을 수 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

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1999년 7월

FDA는 해외 사이트에서 인터넷상으로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가 이루어지

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터넷상으로 조제약품을 판매하는 해외에

개설된 12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효한 처방전 없이 미국 시민에

게 조제약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 행위를 경고하고 미국의 조제약

품 판매를 규율하는 법률들을 통보하였다. FDA는 이들 인터넷 사이트 운

영자들에게 향후 미국으로 이러한 상품의 선적은 자동적으로 보류되거나

반입이 거절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통상법제 브리핑 제51호).

(2) 유럽연합

1999년 6월 유럽연합(EU ) 의·약사 단체들은 작년 인터넷을 통한 의약

품 구입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팜플렛을 공동으로 제작하여 이를 경고하고

나섰다(보건사회뉴스, 1999. 6. 24.). 이들의 주장이 담긴 팜플렛에는 인터넷

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 그 약품이 관리규정대로 보관 및 운송된 것

인지, 유효성과 안전성 기준에 합당한지, 가짜약은 아닌지 등에 걸쳐 아무

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이유를 핵심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영국에

서는 1999년 11월 영국 최초의 인터넷 약국 pharmacy2u (pharm acy .co.u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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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설되었으며, 이 사이트는 의사가 발행한 개별 처방전을 가지고 있거

나 그 사본을 확보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영국의

사협회(British Medical A ssociation )와 영국약사회(National Prescription

Administrators )는 pharm acy2u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는

비아그라 같은 전문의약품들이 의료보장(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제

한을 받고 있으나 인터넷 약국이 일반화되면 이들 의약품들도 활발하게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국의 의료윤리 관련법령들은 의약

품의 경우에 우편을 통한 주문(mail order )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25일부터 수기 사인이 들어있는 서류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만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전자서명 제도가 시작되었다.

독일의 경우 2000년 8월 16일, 미국과 영국에 이어 전자서명에 법적 효

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동 법안 역시 자국의 전자거래를 활성

화하기 위해 컴퓨터에 의한 전자서명을 오프라인 양식인 펜과 종이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법안이다. 당시 통과된 독일의 전

자서명법은 EU의 전자거래 법안을 준수하고 있다. 동 법안은 독일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01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3) 일본

일본의 경우 1998년 12월 25일 팩시밀리를 이용한 처방전 수납 체제와

환자의 집에서의 약제의 수수에 관하여 라는 후생성 통지(후생성 의약안전

국 의약심의 제90호)에서는 팩시밀리에 의한 환자와 약국간의 의약품 거래

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환자 등이 약국을 방문하는 것이 곤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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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팩시밀리로 전송된 처방전에 의해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허용하

고 있다. 약사는 팩시밀리 내용에 기초로 약을 조제하여 환자의 집 방문한

다음, 처방전을 수령해 약국에서 조제할 때의 사용한 처방전과 내용이 같

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조제되는 의약품이 전회와 동일하여 약사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 환자가 종업원에 의한 배달을 동의하고 해당 약국이 해당 환자

의 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하고 있다. 반드시 종업원이 회

수해온 처방전의 내용이 팩시밀리로 받은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일본에서

도 2000년 5월 31일에 전자서명법(정식 명칭은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

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동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리고 일본 후생성은 한국의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운용실적에 따라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netventure, 2000. 10.)고 한다.

바. 정책방향

인터넷 약국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첫째는 의료정보기술의

도입이다. 의약분업이 진료와 처방의 분리를 통해 선진 의료체계를 확립

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인 만큼 세분화

되고 첨단화된 각종 의료 정보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전자처방전달체

계와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근간으로 의료분야 전자상거래(B2B, B2C)

형태의 각종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

활한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도입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정보 인프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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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자 등 의료 종사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진료 및 처방은 물론 약품수급까지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정보체계의 수립이다. 이는 처방전 발

급에 따른 혼선과 조제약품 부족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약분업을 조기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의약품 유통체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약품 관련

코드가 표준화되어야 만 기존 시스템과 연계성이 이루어져 물류비용을 절

감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해 투명거래와 실 거래가 파악을 통한 효율적 정책

수립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약국의 법적 효력으로서의 문제인데 전자처방전이

공식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개설한 실제 약국 운영자들이 인터넷

을 통해 의약품 제조·판매할 수 없다면 현행처럼 전자처방전은 단순히 환

자가 약국에 가기 전에 처방전을 미리 전달하는 효과밖에 없게 된다. 인터

넷 약국의 전자거래 개선법안으로는 인터넷 약국의 정의로 인터넷약국이라

함은 약사법에 의해 실제 약국을 개설한 자가 인터넷상에 가상으로 개설한

사이트를 말한다라는 조항과 앞으로는 인터넷 약국의 인정은 인터넷상으로

주문된 일반의약품이나 전자처방전에 의해 제조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

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터넷 사이트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

터넷 사이트상에 의약품 판매자의 이름, 사업장의 주소, 사업장의 전화번

호, 약사면허 번호 등의 필수사항을 인터넷 약국사이트에 표시하였는지 확

인하도록 한다. 인터넷 약국의 운영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처럼 사이트 인

증을 함으로써 불법 사이트를 쉽게 가려내고 처방전 없이 처방약을 거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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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해외로부터 처방약이 은밀히 반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

다. 운영자격필 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존재하지 않

는 약국의 사이트 개설을 차단하여 운영자격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겠다

는 내용을 기재한 사이트는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안전성과 유효성

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의약품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세계 각국에 판매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전문의약품 전자거래를

인정하면 국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

해서는 인터넷 약국 사이트 운영 자격필 부여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므

로, 아예 해외 반입 의약품 금지 조항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

로는 인터넷 약국 사이트를 개설하는 제조업소 및 도매상, 약국에 대해 관

할 허가 및 등록 관청에 보고토록 하여 모든 인터넷 약국 사이트에 대해

민간심의기구의 심의와 인증을 받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의약품까지 아직은 개방할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

나 외국의 사례처럼 인터넷 약국을 인정하여 처방약까지 전자처방전에 의

해 전자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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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의료용구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방향

1. 의료용구 전자상거래 현황

1999년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의 자료를 보면, 국내 의료용구 시장은

6870억원(이 중 수입 의료용구는 5898억원으로 전체의 85.1%) 규모를 보이

고 있다. 국내 의료용구 산업의 보호와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용구 산업

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전자거래를 통한 유통 확산이 필요하며, 인터넷

의 발전으로 이는 가속화될 것이다. 의료정보 사이트들은 협력체제를 구축

하여 의료기관에게 의료요구를 일괄 구매하여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를 시작

했고 의료기관에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

과의 전자상거래는 기술적인 문제와 의료인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물품구매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어야 한다.

가. 의료기관과 제조업체의 전자상거래 ( B 2B )

의료용구의 전자거래는 의료용구 산업은 복지사회의 지향, 고령화사회

의 도래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특히 기술집

약형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의료용구 산업 중 전자의료기기 부

문은 미래의 핵심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용구 산업에도 B2B

전자거래 바람이 불고 있다. 2000년 5월 의료용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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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40여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메디스몰닷컴

(medism all.com )은 최소 1만개의 품목을 취급하고 배송업체와 연계하여 중

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는 인터넷 의료용구 전자거래를 실현시킨다는 방

침을 세우고 있는 one- stop 의료용구 전문 쇼핑몰이다.

초기에는 수술실 용품, 일회용 주사기, 봉합사, 채혈튜브 등의 의료용

소모품을 다루되 점차 수술용 가위, 혈당측정기, 인공척추 등 의료용 기기

그리고 X- ray 촬영기, 자동 혈액 분석기, MRI 등 의료장비를 포함하여 질

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수만가지의 의료용구를 모두 한곳에 모아 의료

용구 전문 전자거래를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 첫 단계로

개원의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전자거래 공조를 통해 의료용구

전자거래를 진행후 모든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의 의료 전문사이트인 케어캠프닷컴(carecamp .com )은 병원과

의료 관련 제조회사를 연결하는 B2B사이트(exchangecamp.com )를 2000년

8월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의료 전문 공동구매 서비스 를 제공하여, 병원

과 제조업체들이 진료 재료나 의약품 의료장비 등 제품을 공동 구매하도록

지원하려 한다. 20여개 종합병원과 30여개 의료용구 제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나. 제조업체와 환자( 소비자) 와의 전자상거래

건강유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의료용품이 무허가판매업체를 중심으로 거래되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많

이 주었으나 믿을만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면 의료용

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은 제품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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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가능해져 활발한 의료용품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혈당

측정기, 저주파치료기 등 가정용 의료용품의 거래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과대광고와 지명도가 높은 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제품을 팔고 치료효

과에 대한 검증없이 과대광고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거래가 이루

어지는 형태로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홈케어

체인사업 등에도 진출하는 등 종합적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야닷컴(대표 황강춘 http:/ / ww w .ahyah .com/ hom e.asp)은 가정용의료기기

등을 약국에 공급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이달중 실시할 계획이다.

2. 의료용구의 전자상거래 문제점

가. 기술적인 요건

(1) 전자구매조달시스템( SCM )

병원의 반복적인 구매 조달업무의 생산성향상과 공개경쟁으로 병원구매

물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잠재 공급업체의 지속 발굴과 정

보를 공유하고 병원물품 관련 구매업체와 공급업체의 공동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가격 구조 결정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전자구매조달시스템의 데

이터베이스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효율적 병원경영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구매

과정을 효율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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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서명

의료기관의 물품구매에 있어 기존의 거래는 자필서명을 하여 구매에 대

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거래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비 대면

방식의 전자적 거래로써 대면방식의 기존 거래 방식의 단점을 극복케 하는

벙법으로 전자서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전자적 거래는 기존 거래 방식에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문제점을 해결해줌으로써 새로운 거래 문화로서 자

리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거래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사용자에게 역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보안 요구

사항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전자서명은 상기의 보안 요구사항 중 인증, 무결성, 부인방지에 대한

보안 기능을 제공해 주며, 이것은 결국 비 대면 방식의 전자적 거래 환경

구축 시 전자서명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서명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질 수 있다. 첫 번

째는 광의의 전자서명으로서「Electronic Signature」를 의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협의의 전자서명으로서「Digital Signature」를 말하는 것이다.

전자의 가장 일반적인 예는 전자펜을 이용한 그래픽 기반의 서명 방식이

다. 즉,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결재를 수행하는 경우, 송신자는 전자펜을 이

용하여 전자문서의 결재란에 자신의 수기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기입한 후,

수신자에 송신한다. 이후 전자서명된 문서를 수신한 수신자는 시각적으로

전자서명의 진위를 확인한 후 전자문서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후자

는 공개키 암호기술에 기반을 두는 방식으로서 사용자는 자신만이 알고있

는 전저서명 생성키를 이용하여 수학적 방식의 연산을 통하여 자신만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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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전자서명 값을 계산한 후, 그 결과를 수신자에게 송신한다. 수신자는

송신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 검증키를 사용하여 전자서명 값의 진위 여부

를 수학적 연산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올바른 결과 값이 나오는 경

우에만 전자문서를 접수한다. 선진 각국에서 시행 또는 제정 중에 있는 전

자서명법은 일반적으로 후자의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자의 방식이 안전·신뢰성 측면에서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전자서명의 특성은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안전·신뢰성 보장을 위해 기

본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해야만 한다. 전자서명 알고리즘은 전자서명 검증

에 사용되는 전자서명 검증키로부터 전자서명 생성에 사용되는 전자서명

생성키가 계산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해야 하며, 전자서명은 메시지 내용,

서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 그리고 사용자 정보에 의존되어 생성되어야만

한다. 전자서명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본적인 요구사항들을 만족

해야만 한다. 합법적인 서명자만이 전자서명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전

자서명의 서명자를 불특정 다수가 검증할 수 있고, 서명자는 서명행위 이

후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변경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3) 웹기반 EDI 기술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려면 의료기관, 의료용구업체들 간의 EDI구축이 필

요한데, 그로 인해 각광을 받게된 것이 바로 웹기반 EDI 기술이다. 인터넷

접속이 저렴해지고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고가의 EDI시스템 등을 구축

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도 웹기반 EDI가 등장함으로 인해 기업 간 전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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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4 ) 의료용구 전자거래 시스템

의료용구의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 주문시스템의 도입과 인 터넷 전자

문서교환(EDI)을 통한 구매과정이 이루어지면 의료용구 전자상거래 사업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관과 거래업체간에 자동으로 수발주 시스템이 이루어져

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격 파악과 의료용구의 상품정보, 시장정보 등 각종

의료용구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의료용구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5) 보안기술

거래에 있어서 전달 서비스, 웹기반 EDI 등 보건의료부문 전자거래의

생명과도 같은 보안성 문제는 거래당사자들에게 사용자의 인증, 위조·변

조·수정 검출을 포함한 전송된 메시지의 인증, 전자서명 생성키를 이용한

전자서명, 중계시스템의 안정성, 거래내용 DB에 대한 보안성 등 어느 한

부분에서 사소한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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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험요인

( 1) 의료용구의 안전성과 유효성

약사법 제2조에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

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

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의료용구

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료용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

2000- 37호)의 제2조에서 의료용구의 품목과 품목군 및 각 품목의 등급에

대해 정해 놓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료용구의 품목을 총 925종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들이 원자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가 비슷한 품목의

집단으로 분류되어 위의 표와 같이 39가지의 품목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품목군에는 갖가지 해당 품목들이 분류되어 있다. 1번 진료대의 품목군

에는 진료대 및 수술대, 의료용 침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이비인후

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안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등의 품목으로 구성된다.

품목별 의료용구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의료용구의 등급은 다음

의 기준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갈수록 인체에 대한 영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등급 300종, 2등급 476

종, 3등급 149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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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의료용구의 등급 분류기준

등급 분 류 기 준

1등급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거나 접촉되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으며
고장발생시에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의료용구

2등급
제품의 원자재, 구조, 사용방법, 사용목적 등으로 보아 당해 의료용구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의 검토, 시험검사, 제조·
수입품목허가 등 일정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용구

3등급
당해 의료용구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한
의료용구, 생명유지용 의료용구, 심장·중추신경계 또는 중앙혈관계에 직접
접촉되는 의료용구, 기타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용구

1등급에 해당하는 의료용구는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거나 접촉되더라도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으며 고장 발생시에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

한 의료용구를 말하고, 2등급의 경우 제품의 원자재, 구조, 사용방법, 사용

목적 등으로 보아 당해 의료용구의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의 검토, 시험검사, 제조·수입품목허가 등 일정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용구를 의미한다. 3등급에 해당하는 의료용구는 당해 의료용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한 의료용구, 생명유지용

의료용구, 심장·중추신경계 또는 중앙혈관계에 직접 접촉되는 의료용구,

기타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것이 해당된다.

1번 품목군 중의 한 품목이었던 진료대 및 수술대의 경우 세부적으로 의

료용구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을 지정하여 진료대 수동식은 1등급, 수술대

전동식은 2등급, 환자고정보조대는 1등급, 방사선치료대는 2등급 하는 식의

예로 등급이 부여된다. 다음 표는 의료용구의 품목 39가지를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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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10. 의료용구의 품목군 (식약청 고시 제2000- 46호)

품 목 군

1. 진료대 14 . 체온계 27. 보청기

2 . 일반기기 15 . 체외진단용기기 28 . 침 또는 구용기구

3 . 판금물 16. 생체현상측정기기 29 . 자기치료기

4 . 마취기 17 . 의료용 경 30 . 의료용물질생성기

5 . 내장기능대용기 18 . 시술기구 3 1. 방사선용품

6 . 방사선진료장치 19 . 전기수술장치 32 . 봉합사 및 결찰사

7 . 비전리진단장치 20 . 레이저진료기 33 . 정형용품

8 .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 2 1. 주사침 및 천자침 34 . 인체조직 및 기능대치품

9 . 이학진료용기기 22 . 주사기 35 . 부목

10 . 심혈관용기계기구 23 . 의약품주입기 36 . 시력표 및 색각검사표

11. 비뇨기과용 기계기구 24 . 정형용기기 37. 피임용구

12 . 환자운반차 25 . 치과용기기 38 . 외과용품

13 . 청진기 26 . 시력보정용렌즈 39 . 치과재료

(2) 인터넷상의 의료용품의 무허가업체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들은 일반적인 물리치료 효과를 인슐

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진 것처럼 광고를 하고 소비자들이 제품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도 반품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생기고

의료용구는 건강과도 직결되므로 국민건강을 담보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서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상에 허가된 업체임을 밝

힐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품판매와 관련 소비자들이 불만을 이루고 있어 가정용 의료용품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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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영업방식을 도입하고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 전

자상거래를 도입해야 한다.

다. 장애요인

인터넷상에서 전자거래를 하는데 따르는 장애요인으로는 전자문서의 표

준화와 의료정보의 표준화를 들 수 있다. 전자문서의 호환으로 결제시스템

이 도입되면 단계가 축소되어 유통과정이 활발해 질 것이다.

라. 현행 국내 관련법률과 문제점

약사법 제26조, 제34조와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27조에 의해서 이

러한 의료용구 품목들의 판매를 허가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성·유효성 검

사를 실시하게 되어있다. 안전성·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해서 개발 및 사용

현황, 물리 화학적 성질 및 구조·원리, 기준 및 시험방법, 전기·기계적

안전성, 생물학적 안전성,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전자파 장해, 성능, 임상

시험성적 등에 관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성·유효

성의 평가는 유효율이 66.7% 이상인 적응증 등에 대하여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의료용구를 제조하는 경우와 수입하는 경우 의료용구의 등급이 2, 3

등급인 경우에만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만 제조품목허가와 수입

품목허가를 받아 의료용구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형법에는 의료용구가 지닌 특성 중에 인체에 미치는 심각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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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안전성·유효성

을 심사하여 판매를 허가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 의료용구에 대해서도 이 같은 안전성·유효성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거래는 실물에 대한 확인 없이도 소비

자의 구매욕구에 따라 의료용구가 판매될 수 있으며, 판매자도 안전성·유

효성 심사를 받지 않고서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와 직거래할 가능성도 있으

나 이에 대한 법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

료용구 관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판단되는 추적관리, 부작용 보고

체계, 재심사, 재평가, 리콜(recall) 등 의료용구의 전자거래 사후관리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현행법의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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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의료용구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절차

순
서

의료용구제조 의료용구수입

품목신고 (1등급) 품목허가 (2 ,3등급) 품목허가 (2 ,3등급) 품목신고(1등급)

1 의료용구 해당여부 심사의뢰

2 의료용구 품목추가지정 및 등급재분류 심사

3 해당없음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

1등급- 신개발품 등
해당없음

4 해당없음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 해당없음

5 해당없음 해당없음 시험검사시료확인 해당없음

6 해당없음 해당없음 수입요건확인 해당없음

7 해당없음 시험검사 해당없음

8 제조업소 요건 수입업소 요건

9 제조·수입관리자 신고

10 제조·수입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11 제조업 허가 수입품목 허가 수입품목신고

12 제조품목신고 제조품목허가 수입요건 확인

※ 상기내용은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고시등의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한 사항임

마. 외국의 입법현황

(1) 미국

의료용구와 관련된 미국의 법률들로는 연방 식의약·화장품법(T he

F edera1 F ood, Drug and Cosm etic Act ), 의료용구 수정법(Medical Device

Am endm ent s ), 의료용구 안전법(Safe Medical Devices Act ), 식의약 관리

현대화법(T he F ood &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 ion Act of 1997),

미연방법전 제21장(Code of F ederal Regulation 21) 등의 입법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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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용구 관련 법률의 구조는 의약품·식품·화장품과 함께 같은

법률 내에 존재하고 있으나 미국법의 체계상 별도의 장으로 완전히 분리되

어 있으며, 의약품·식품·화장품과는 별개의 규제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

법률에서의 의료용구에 대해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완화·

처치 또는 예방에 사용하는 것 또는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는 기구, 기계 및 장치를 말하며 그들의 구성물,

부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의료용구의 분류는 미국 FDA의 등급분류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3개 등급으로 1384종을 분류하고 있으며, 1등급 489종, 2등급 744

종, 3등급 151종으로 구분된다. 등급에 따른 규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시행

하고 있으며 특히 2등급 의용용구는 품목은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검사

성적서(510(K))와 GMP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3등급 의료용구는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검사성적서, 안전성·유효성심사(PMA )와 GMP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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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각국의 의료용구 등급에 따른 규제 사항

미국 일본 EU 우리나라

FDA 주관 후생성 주관

주관기관이 없으며
적합성선언절차에 필요한
인증기관(NB)만 존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1등급 (품목등록) :
품목등록과 GMP 자
가선언 및 자가품질
관리시험 후 판매

2등급 (품목신고) :
5 10(K)와 GMP 준
수의무

3등급 (품목승인)
PMA와 GMP 준수
의무

※ 5 10 (K) ≒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검사
성적서

※ GMP ≒ 우수의료
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 PMA ≒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검
사성적서, 안전
성·유효성심사

1등급 (품목신고) :
품목신고와 자가품
질관리시험후 판매,
조명기등 GMP 준수
를 권장함

2 등급(품목승인)
품목승인신청서
GMP준수의무

3 등급(품목승인)
품목승인신청서(임
상시험자료포함)와
GMP준수의무

※ 수입승인신청서 ≒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검사성적서,
안전성·유효성심사

1등급 (자기선언) :
자가검사와 자가품
질관리시험 후 판매

2a 등급(인증기관 개입)
자가검사 + 품질관리
기준 또는 제품검증/
종합품질관리기준(설
계검증 제외) 적합인
증 후 적합성선언

2b등급(인증기관 개입)
형식시험 + 품질관리
기준 또는 제품검증
적합인증/ 종합품질관
리기준(설계검증제외)
적합인증 후 적합성
선언

3등급 (인증기관 개입)
형식시험 + 품질관리
기준 또는 제품검증/
종합품질관리기준(설
계검증포함) 적합인
증 후 적합성선언

1등급(품목신고) :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와 자가품질관

리시험 후 판매
2등급(품목허가) :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검사성적서, 품

질관리기준 준수의무
3등급(품목허가) :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검사성적서, 안
전성·유효성심사(필

요시) , 품질관리기준
준수 의무

㈜ GMP는 권장사항임

매년 시설등록 및
제품목록 제출

업허가 5 년,
품목허가 3 년

-
신고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한
유효기간 없음.

(2) 유럽연합

의료용구에 관련된 EU의 입법에는 의료장비규정(Medical Devices

Directive, 93/ 42/ EEC), 인체침습용 의료용구 규정(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Directive, 93/ 68/ EEC), 유리로 제조된 진단용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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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Directive : Proposal) 등이

있다. EU 법령의 특징은 미국과 달리 의료용구에 관한 단독 규제법을 갖

고 있다는 것이다.

EU에서는 의료용구에 대해 기구, 기계, 용구, 재료 또는 기타품목으로서,

단독사용이나 조합사용을 불문하고, 또 적용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제조업자가 인체에의 사용을 의도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약학, 면역학 또는 신진대사의 수단을 체내 또는 체표에서 사용하지 않

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질병의 진단·예

방·감시·치료, 또는 고통완화, 부상 또는 신체장애의 진단·예방·감

시·치료 또는 통증완화, 해부학 또는 생리학상의 검사·대체 또는 수정,

수태조절 등으로 하고 있다.

등급의 분류는 1등급, 2a등급, 2b등급, 3등급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에 따른 규제는 앞의 표와 같다.

(3 ) 일본

일본은 우리 나라와 유사한 법령 체계로 인하여 의료용구에 관한 규정은

의약품 등과 같은 법률 내에 존재한다. 일본 약사법에서 종전에는 의료용

구가 '의약품 등 '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4년 약사법을 대폭 개정하여,

의료용구의 규제 조항 전체를 미국과 같이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였다. 일

본 약사법에는 의료용구를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혹은 예방

에 사용되는 것 또는 사람 혹은 동물의 신체구조 혹은 기능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 목적인 기구기계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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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의료용구의 등급 분류는 일본 후생성에서 안전성·유효성 측면에서

3개 등급으로 하고 있다. 1등급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신고 후 자가품질관

리 심험 후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고, 2등급과 3등급은 품목에 대한 허가와

품질관리 준수를 의무로 하고 있으며, 3등급의 필요시 경우 안전성·유효

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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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책방향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용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는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역작용을 최

소화하고 전자거래가 원활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거래 당사자간의 불만 해

소 방안이며, 둘째는 의료용구전자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에 사용되는 의료정보의 표준화 방안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가 인터넷 거래를 기피하는 일반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구매물품의

미인도, 늑장 배송, 부당대금 청구, 해약 거절, 구매물품의 질적 수준 미달

등이며, 또한 사이트 운영자가 구매물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거

나 근거없는 가격비교와 허위 과장 광고를 해도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신뢰 부족으로 축약된다. 이러한 소비자 불

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판매하려

는 의료용구의 안정성, 유효성을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한

안정성, 유효성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심의하고, 또한 사이트 운영

자들이 제조회사, 판매업체, 구체적 사양, 일반매장 가격, 생산국과 원산지

등의 필수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증을 제도화하는 것이

다. 즉,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민간심의기구가 인터넷 사

이트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 심의하고, 운영자격을 부여하며, 운영자격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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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운영자는 자격 취득 여부를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서 해당 사이

트와 판매되는 의료 용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

는 전자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함으로서 전자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려면 정보를 제공하는 쪽과 받는 쪽

사이에 약속이 필요한데 이러한 약속을 표준이라 하고 그 정도를 표준화

라하며, 어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사이에서도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전제되어야 한다. 표준화의 대상으로는 의

무기록의 양식과 용어 등의 표준화로 전산의무기록의 전송표준화는 전달방

법에서 진일보하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의 전송에서 전산접속기술의 발

달로 인해 검사장비 자료를 직접 입력 또는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의무기록

전송표준안은 실용측면의 편리성, 운용성 및 호환성으로 인해 사용이 가능

하게 되었다. 전송표준안은 이제 의무기록 뿐만 아니라 단순 파일, 원무/ 보

험자료, 약제정보, 방사선과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병원

에서 표준화된 의료정보가 구축된 후 의료기관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표준화된 의료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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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정책방향

1. 건강보조식품 전자상거래 현황

건강보조식품은 일상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급하여 국민

의 영양 개선과 인체의 생리적 기능에 작용하여 건강 증진 및 식생활에 의

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주어 국민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거래의 활성화는 건강보조

식품의 긍정적인 활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건강관련식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

고 세계 각국의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은 99

년도 시장규모가 279억달러(약 30조원)이며, 일본은 7500억엔(약 7조5천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99년도 건강보조식품 매출이 소비자가

격으로 8729억원으로 전년대비 40.4% 성장세를 나타냈다. 따라서 건강보조

식품의 긍정적인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자거래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건강보조식품의 전자거래는 현재 10% 수준밖에 안되지만

우리 나라 인터넷 보급과 인터넷의 기반인프라가 급성장하고 있어, 전체

전자거래에서 건강보조식품이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건강보조식품의 유통

방법에서 전자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다. 더구나 산업자원부의 시장전망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시장규모는

1999년 2000억원(B2B 700억, B2C 1300억)에서 2000년 5000억원(B2B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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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B2C 2000억)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 제약업체와 약국 ( 전문 판매점)의 B 2B 거래

내수용 전문의약품 생산에 주력해 온 주요 제약업체들이 의약분업 실시

와 바이오벤처의 출현 등으로 인해 D제약회사의 경우 지난 2000년 5월 질

병 및 연령별로 적합한 건강보조식품 35종을 시리즈로 내놓기로 하는 등

건강보조식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건강보조식품 제조회

사 수는 316개로 국내기업 148개, 수입업체 168개이며, 국내 식품총생산액

31조원의 3%인 매출액 980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

조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제약업체들도 다단계 판매로 인한

가격구조를 합리화하고 제품개발에 주력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나. 제약업체( 전문사이트 ) 와 소비자간의 B 2C 거래

건강보조식품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

사이트로 FIA 인포메이션(fiainfo.com )이 있다. 1999년 12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FIA 인포메이션은 건강보조식품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보조식

품 전자거래 사이트로서 국내외의 건강보조식품 완제품 및 원료와 관련된

최신정보를 한자리에 수록하고 있으며 각종 건강보조식품을 전자거래로 구

입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비교를 손쉽게 할수 있으며 가격면에서도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의료관련 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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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에서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은 이제까지 방문판매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

고 건강보조식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사전검사제도가 도입된다면 건

강유지와 국민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문제점

가. 기술적인 요인

(1) 전자인증

전자인증의 안전성이 전제된다면 인터넷상에서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

거래는 활성화될 것이다. 제약업체와 전문약국사이에 건강보조식품의 전자

거래와 일반소비자들의 거래에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인증에는 크게

사용자 인증과 메시지 인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적 거래에서의 사용

자 인증은 원격지에서 접속한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지인증은 원격지에서 전송된 메시지가 위 변조되지 않

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증이라 함은 사용자 인증을 말하는

것이며, 메시지 인증은 무결성으로 대치될 수 있다. 무결성은 메시지 인증

과 같이 메시지의 변조나 수정등을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쉬함수나 블록 암호등을 사용함으로써 구현 가능하다. 부인

방지는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경우 해당자가 송·수신에 대한 행위를 부

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전자인증제도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전자상거래는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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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기술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웹기반 EDI 등 보건의료부문 전

자거래의 생명과도 같은 보안성 문제는 사용자의 인증, 위조·변조·수정

검출을 포함한 전송된 메시지의 인증, 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한 전자서명,

중계시스템의 안정성, DB에 대한 보안성을 확립하여 보안에 대책이 필요

하다.

(3) 전자지불시스템

인터넷 사이트상의 전자지불 시스템은 전자 지불을 처리하기 위한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지불 매체에 따라 전자 현금, 신용카드, 전

자 수표, 전자 자금 이체 방식 등으로 분류되고 다시 지불 방식에 따라 브

로커형과 전자 현금형으로 나뉘어 진다. 브로커형은 신용카드, 전자 수표,

자금이체 등과 같이 실제 지불처리는 은행 쪽에서 이루어지며 시스템은 단

지 지불 처리를 위한 정보의 전달 매개체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전

자 현금형은 시스템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 그 자체가 현금으로서의 기능을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 건강보조식품의 결재에 있어 현재까지 전자 지불

시스템은 주로 매체에 따라 분류되어 왔으며 시스템의 개발 또한 어떤 방

식 즉, 매체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 개발되었고 사

업적인 특성보다는 주로 기술적인 특성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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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이러한 지불시스템이 안전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

라 발전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거래를 위해서 물리적인 현금이 아닌 디

지털 데이터화된 가치의 교환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인터넷이 가지는 개방

성에 따른 거래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안 기술의 도입이 필수

이다.

나. 위험요인

(1) 건강보조식품의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인터넷 상에서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이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전단, 제품설명서, 옥외광고, 교통수단 등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

만 되어 있어서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건강보조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또는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광고하기 전에 당해 광고물 내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 또한 처벌규정도 행정처분 수준이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상태이며, 인터넷에 게시된 과장

사실의 유포는 어느 다른 매체를 통한 피해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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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조식품의 안전성과 유용성 문제

건강보조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는데

마치 질환의 치료용으로 오용되어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

다. 유용성은 식품의 영양소와 질병 또는 건강과 관련된 증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인된 사실들을 식품영양학적, 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에 대해서

표현을 함으로써 식품강조표시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영양소기능표시와

건강강조표시로 나뉘는데 유용성 인정범위가 매우 애매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 제약요인

유용성에 대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려는 인터넷 사이트는 소비자에게

건강에 이로운 식품소비를 증가시키고 식사의 일부로써 특정식품섭취가 건

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으나 건강보조식품의 전자거래 활성화에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제품의 구매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표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기

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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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관련 법률과 문제점

2000년도 식품공전에는 건강보조식품을 24가지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고

각 건강보조식품별로 기준 및 규격이 정의되어 있다. 그 종류는 다음의 그

림과 같다.

표 13.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식품공전, 2000)

건강보조식품의 종류

정제어유가공식품 유산균함유식품 알콕시글리세롤식품 알로에식품

로얄젤리가공식품 조류식품 포도씨유식품 매실추출물식품

효모식품 감마리놀렌산식품 식물추출물발효식품 자라가공식품

화분가공식품 배아가공식품 뮤코다당 단백식품 베타카로틴식품

스쿠알렌식품 레시틴가공식품 엽록소함유식품 키토산가공식품

효소식품 옥타코사놀식품 버섯가공식품 프로폴리스추출물가공식품

또한 건강보조식품의 정의를 식품공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건강보조

식품이란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하여 섭취할 목적

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분리 또는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3에서는 건강보조식

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의 유용성에 대해서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용성이란 식품의 영양소와 질병 또는 건

강과 관련된 증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인된 사실 즉 식품영양학적, 생리

학적 기능 및 작용에 대한 표현이다. 유용성표시는 식품강조표시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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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며, 크게는 영양소기능표시와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 )로 나누어

진다.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1997년 4월부터 1999년 4월까지 열린

제25차∼제27차 회의에서 건강강조표시의 사용에 관한 권고 안을 논의했

으나 현재까지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건강보조식품 소식지, 2000. 11). 현행

법에 있는 유용성에 대한 제도는 유용성 인정범위가 매우 애매하고 국제적

인 식품에서의 유용성 인정범위와 동떨어져 있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관

련 산업을 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적으로 공인되고 증

명되고 있는 신소재와 제품의 유용성(효능·효과) 표현을 객관적이고 공인

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2000년 11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안 을 제안해 놓고 있

기도 하다.

현행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표3에 따르면 단지 라디오, 텔레비전, 잡지,

영상, 제품설명서 등의 인쇄물에 대해서 유용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용성에 대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려는 인터넷 사이트에 표시하

여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은, 건강에 이로운 식품소비를 증가시키고 식사의

일부로써 특정식품섭취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

육 효과 등이 있어 건강보조식품의 전자거래 활성화에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려는 소

비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제품의 구매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에는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표기에 대해서 인터넷에 기재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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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국의 입법현황 및 제도

(1) 미국

미국이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조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양표시교육법(Nutrition abeling and education act )의 건강강조표

시(Health claim )와 건강보조식품 건강 및 교육법(Dietary supplem ent

health and education act ) 때문이며 이들 법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산업발

전과 대외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NLEA이는 건강강조표시는 특정영양

소와 질병 또는 건강상태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건강보조식품을 포함

한 모든 식품이 일반적이고 과학적 증거를 경험과 숙련을 갖춘 전문가 사

이에 결정된 건강관련표현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이다. NLEA는 1990년

입법되어 1992년 FDA 규정마련을 거쳐 1994년부터 정식 시행되어 육류

와 그 가공류를 제외한 모든 포장식품류에 적용시켰다. NLEA는 모든 포

장식품에 대한 영양표기를 의무화하고 영양관련표현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

며 특정영양소와 특정질병의 예방효과나 치료를 주장하는 '건강강조표시 '

가 사용이 허가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하였다.

DSHEA는 1994년에 하치·리차드슨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건강한 삶

을 영위하는데 있어 건강보조식품의 중요성과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FDA의 규제방식 등과 관련된 공론에 따라 미국 국회가

제정한 것이다. 건강강조표시는 FDA에 청원하여 건강보조식품표시위원회

와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검토 및 검사를 통해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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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각국의 건강보조식품 관련제도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정의

식품성분중 한가지
이상을 함유하면서
식사를 보충하는
식품

영양성분을
보급하고, 특별한
보건용도에 적합한
식품

특별한 기능을
가진 식품

특별한 영양소나
특별한 보건기능을
가진 식품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허브 등

적용
범위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허브 등

비타민, 미네랄,
허브 등

기능성이 인정된
정부가 허가한
품목

보건기능이 인정된
정부가 허가한
품목

유용
성

표 시

건강강조표시
(특정영양소와

질병에 관한 표시
: 칼슘과 골다공증

등 11가지 )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표시

영양소 기능표시

특정보건용도
표시

면역조절,
노화방지, 혈당조절
등 24가지
기능성에 대한
규정과 절차에
의해 표시

면역능력 조절,
지방질 감소,
위장기능조절 등
5가지 기능성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의해 표시

운영
관리

사후관리
개별 허가형
기준·규격형

사전허가 사전허가

(2) 일본

일본에서는 영양개선법 제12조의 특별용도 식품중에 특정보건용 식품을

91년도에 신설하여 법제화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특정보건용 식품의 정의

는 식생활에 있어서 특정의 보건목적으로 섭취하는 자에 대해서 그 섭취

를 통해 해당 보건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한 식품 이라 하

였다. 이 식품은 환자 등을 위한 특별용도의 식품으로 엄격한 과학적 근거

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 있으며, 생체조절기능 등의 식품의 유용성을 후생

성의 허가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약사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건강식품은 그 유용성의 표시가 극히 제약을 받고 있으나 영양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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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제대상인 특정보건용 식품은 엄격한 과학적 근거 하에 개별적 표시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에는 일본 건강영양식품협회가 자가기준 규격으로 설

정한 47개 건강식품 품목군이 있으며 이 건강식품으로 설정된 품목군은 식

품의 안전 위생성은 물론 표시내용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

가기준 규격에 적합성을 인증받은 식품으로 품목군이 설정되어 있다.

(3 ) 유럽연합

유럽연합에서 기능성식품은 일반적인 영양 효과 이상의 생리적인 효과

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적인 식품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식사보조제(F ood

supplement )와는 구분되는 식품으로 정의된다. 유럽에서도 미국 및 일본의

식품산업 발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기능성식품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연구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등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의 정

부에서도 건강강조표시의 활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추세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기존의 영양 정책과 함께 새롭게 제기된 기능성식품이라는 개

념에 기초해서 기능성 식품에 대한 건강강조표시(Healthe claim s )제도가

고안되거나 시행되고 있으며, 기능성식품의 생리효과에 대한 강조표시는

주로 6가지 식품에 대한 강조표시 중 기능향상 강조표시(Enhanced

function claim s )로 분류한다.

정보표시의 허용에 대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양소 기능 강조표시만을

허용한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식품을 의약품과 혼동하게 할 수 있다는 시

각에서 질병 발생 위험감소 강조표시를 제외한 다른 위험감소 강조표시를

- 73 -



제외한 다른 식품성분의 성질에 대한 강조표시를 건강강조표시로 통칭하여

허용된다. 스웨덴에서는 미국과 같이 질병발생 위험감소 강조표시를 중심

으로 건강강조표시라 칭하며, 영양소 기능 정보표시와 함께 허용한다. 프랑

스나 벨기에에서는 식품성분의 특성에 대한 모든 강조표시를 건강강조표시

라 칭하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 12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fiainfo.com은 건강보조식품 종합정보

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전문 사이트로서 국내외의 건강보조식품 완

제품 및 원료와 관련된 최신정보를 한자리에 수록하고 있으며 각종 건강보

조식품을 전자거래로 구입할 수 있다.

바. 정책방향

21세기 생명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건강보조식품이 국민건강증진과 만

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짐

으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우리 나라에서도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법률적인

연구와 전자상거래를 확산시키는 제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다.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개선법안은 건강보조식품의 제조·가공 또

는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을 개설하고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인

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하는 때에는 정확한 해당 건강보조식품의 유용성

에 대한 정보의 기재와 해당 건강보조식품의 제조회사, 판매업체의 주소

및 전화번호, 해당 건강보조식품 구성성분 및 함량, 일반매장의 가격, 생산

국과 원산지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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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신소재·신물질 연구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미국,

일본의 건강보조식품이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매년 10%이상의 성

장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가에서 건강보조식품이 호황

을 누리고 있는 것은 건강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영업활동의

자율화와 제품의 유용성 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를 시행하

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된 건강보조식

품의 광고가 인터넷 열풍과 함께 급속히 확산되어 유통되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쇄매체를 대상으로

광고사전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건강보조식품의 전자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도 민간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인터넷 광고사전심의를 의무

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과학적

인 근거를 갖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조식품의 정확한

유용성에 대해 정보를 민간심의기구의 인증하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려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자

는 관할 허가 및 등록 관청(식약청이나 복지부가 될 수도 있음)에 보고하

여 복지부가 지정한 민간심의기구가 사이트 개설전에 사이트에 대한 운영

자격필 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전자거래 되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에도 민간심의기구는 사

이트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인 필수사항을 지정하

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하여 운영자격필을 부여할 수 있을 것

이다. 소비자는 사이트에 표시된 운영자격필을 통해 판매자가 게시한 건강

보조식품의 유용성표시와 필수정보를 신뢰하게 함으로써 건강보조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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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997년 3월부터 식품위생법

에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광고사전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건

강보조식품의 제공·가공 및 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는 때에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광고

사전심의업무에 관한 사항은 사전심의기구의 협회명칭 변경 등으로 2000

년 10월 28일 개정된 광고사전심의운영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60

호)에 규정하고 있다 . 심의기관으로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와 한

국식품공업협회가 지정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심의를 거친 광고물은 광고

심의필 문구를 삽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사전광고심의 의무를 위반하였

을 때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가에

서 건강보조식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은 건강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

식과 더불어, 영업활동의 자율화와 제품의 유용성 표시·광고를 할 수 있

는 법률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조식품은 상당한 고부가

가치를 가진 산업으로서, 국내 건강보조식품 산업이 미국, 일본과 같은 경

쟁력을 확보하고, 더욱 발전하여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

터넷과 전자거래의 시장규모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건강보

조식품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부문의 정보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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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온라인시스템과 인터넷의 대중화로 가상공간에서 어느 곳이든 원하는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접촉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컴퓨터 보급률이 증가

됨에 따라 가상공간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21세

기 의료기관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비용절감의 효율적인 도구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국민에게 의료접근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하고 보다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인터넷 약국의 도입방안과, 의료기관의 의료용품과 같은 조직

간의 전자상거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건강보조식품의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국내외 의료분야 즉 의료사

이트를 통한 의료정보의 질과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인터넷 약국의 의약

품 유통과 의료용품의 전자거래의 기준에 대한 모색과 거래에 따른 안전성

과 유효성을 조사하고 건강보조식품의 유통을 소비자와의 측면에서 전자상

거래 현황 및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한 국내외 의료관련법률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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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현행 의료법은 현재와 같은 인터넷 광고, 전자처방전, 전자정보저장,

인터넷 약국, 의약품, 의료용품의 전자상거래 등을 예상치 못하고 만들어졌

다. 이에 따라 현행법령과 법 현실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의료법을 비롯

한 보건의료법령의 제.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 전자상거래의 초기단계에서

는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을 적용하여 해결하

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법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문

제해결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정보화는 기술적인 면에서 낙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

공유가 시급하고 의료정보화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간에 협조하여 중복투자

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적인 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보안문제 등

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반여건이 해결됨으로서 의료정보화와 의료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의료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의료광고와

관련된 이슈에서 의료정보의 편리성을 의료법의 제한적 해석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의한 의료광고 제공을 금하는 것은 교육적

자료적 의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의료정

보의 범위를 넓혀 주어야 한다. 건강 위해 정보 내지 과대선전 또는 책임

불분명한 건강상담은 민간심의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질 관리를 행한다면

의료광고는 의료정보화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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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 a l A s pect s of E lect r on ic Com m er ce in H ea lth car e

Sun J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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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 sity

(Direct ed by Profes sor Young Moon Chae, Ph .D.)

With improvem ent of internet technology , electronic comm erce (EC)

has been rapidly disseminated to business industry as well as

healthcare industry . Applications of EC in healthcare include internet

advert isement , online drug store, online medical supply store, and online

health food store, etc. How ever , current legal as w ell as regulatory

constraint s limit to the further growth of EC in healthcare. In this

study , therefore, such legal and regulatory constraint s w ere review ed

fir st , and then recommendations to reduce these constraint s were m 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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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review of foreign legislations on EC. In addition ,

technical aspect s of EC w ere also review ed to examine how technology

affect s EC in healthcare.

As a result , the followings recomm endations w ere made: to allow

educational backgrounds of doctor at w ebsites to provide more

information (and thus more choice) to patient s , t o establish review

committee for EC within profes sional societies , and to est ablish

standards for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document s . How ever , online

drug store was recommended to open in a phased approach to reduce a

potential conflict with pharmacist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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