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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국내 제약 산업은 상위 30대 기업이 전체 생산 매출의 55.1% 를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소업체들은 공

급자 과잉의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제약업체를 중심으로 기존 설비를 활용하여 외국 제약회사의 

Original 의약품을 복제한 Generic 의약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OEM/ODM 방식의 위탁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의약품을 중심으로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

약품 위·수탁 사업에 있어서 영업사원의 핵심역량인 정보제공, 전문성, 판매기술, 태도 및 관계형성, 업무유연성이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CMO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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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Customer Satisfaction), 핵심역량(Core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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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국내 의약품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4.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 간 생산능력에 차이가 크고 영세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

고 있다.[1]. 이는 신약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국내 제약 산업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다. 국내 

제약회사들의 경우 외국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Copy하는 제네

릭(Generic) 의약품의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레닉 의약품

의 활성화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전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비용과 R&D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중소제약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을 보장할 수 있는 위·수탁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제약회사의 주된 영업방식인 인적판매는 영업사원의 역량이 회사의 

성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약품 위탁 생산기업)업체들 또한 인적판매를 통한 

영업활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사원의 역량에 따른 

성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Literature Review

1. 영업사원 역량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영업직은 27.9%(26,443명)로 생산직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그만큼 의약품 산업에 있어서 

영업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의 성과가 곧바로 

회사의 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영업사원의 성과 요인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영업사원의 역량과 성과의 상관관

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2]는 영업역량을 중요도에 

따라 12개의 역량으로 구분하였고, [3]는 기술, 지식, 인성, 능력 

등 4가지 역량군에서 19가지 역량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제약회

사의 연구를 통해 가장 공통점이 많은 영업사원의 핵심역량은 판매기

술, 전문성, 정보제공, 태도 및 관계형성 4가지로 제시한다[Table 

1].

역량 행동양식 

판매기술 제품지식, 답변 능력 등

전문성 제품의 최신 정보, 제품의 특징 설명 등

정보제공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유용한 프로그램 제공 등

태도/관계 친절함, 예의, 외모 등

Table 1.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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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MO 영업사원 역량 

제약 CMO 영업사원의 역량은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역량 

모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약 CMO 영업사원은 

의사나 약사들이 주 고객이 아니고 그들과 동일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주 고객이다. 관련법규나 정부의 규제에 대해 민감하여야 

하고 마케팅과 관련한 컨설팅 기술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4]는 

판매원의 직무를 배달원, 주문접수자, 직무수행자, 기술자, 수요창조

자, 해결방법 제공자의 6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때 CMO영업사원은 

수요창조자 또는 해결방법 제공자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영업사원의 핵심역량 4가지(판매기술, 전문성, 정보제

공, 태도/관계)에 영업사원의 업무유연성을 추가하여 고객만족에 끼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III. The Proposed Scheme

영업사원의 역량과 만족도에 관한 Pre-Test를  CMO업체와 거래가 

있는 국내 제약회사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26일~27일까

지 수행했다. 판매기술, 전문성, 정보제공, 태도 및 관계형성, 업무유연

성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5개씩 총 25개와 만족도 관련 항목 27개, 

총 52개 항목으로 진행하였으며,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

다.

1. 영업사원 역량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영업사원의 역량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업무유연성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척도 순화과정을 위해 일부 항목을 

제거한 결과 5가지 요인들이 모두 고유값(eigen-value)이 1.0이상, 

요인적재치 0.40 이상을 나타내 유의한 변수로 볼 수 있다.

2. CMO 영업사원 역량과 만족도

현재 거래하고 있는 CMO 영업사원의 역량과 만족도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결과 태도 및 관계형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p<0.05 

이고, t값은 ±1.96보다 크기 때문에 태도 및 관계형성을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Durbin-Watson은 1.587로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종속

변수
독립변수

표준

오차
β t값

유의

확률

공차

한계

만

족

도

상수 .53 - 1.02 .322

업무유연성* .15 .419 2.29 .033 .297

태도/관계 .15 .024 .147 .884 .390

정보제공* .15 .633 3.72 .001 .344

전문성* .17 -.395 -2.28 .034 .331

판매기술* .14 .295 2.22 .038 .567

R =.895, R2 =.801, 수정된 R2 =.751

F = 16.105, p =.000, Durbin-Watson = 1.587

Table 2. 영업사원역량의 요인분석 결과

IV. Results

본 연구에서 CMO 영업사원의 핵심역량과 고객 만족도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역량모델 외에도 업무 유연성이 중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업사원의 업무유연성을 포함

한 모든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고객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각 독립변수간 위계관계를 분석하여 

CMO 영업사원의 역량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설문 대상자를 100여 명 이상의 제약회사 종사자로 확대하여 국내 

제약 위∙수탁영업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CMO업체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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