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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산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실적 악화 등으로 비상경영에
돌입해 있는 상황임에도 성장과 도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산업 분위기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신약개발에 대한 비관주의, 규제산업의 굴레, 통상협상의 희생양이라는 패배의식을 훌
훌 벗어던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리가 해내자’는 결기가 생기기 시작한 것
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반전의 가장 큰 원인은 국내개발신약들의 글로벌진출에 있습니다. 제약산업의 꽃
은 역시 ‘신약개발’입니다. 분위기 반전의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이웃 화장품 산업의 선전입니다.
제조기술 등에서 한 수 아래라 여겼던 화장품 산업이 어느새 ‘설화수’ 같은 글로벌브랜드를 만들어
내며 국가경제발전에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장업계가 해냈는데 약업계가 못해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 다른 분위기 반전 요인은 준법·윤리경영 정착의 청신호입니다. 주요 제약기
업들은 준법·윤리경영의 틀을 갖추고 이를 적극 실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0대 제약기업
CEO들의 동참을 이끌어 낸다면 준법·윤리경영은 제약업계에 확고히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제약산업 체질 개선의 징표는 역설적이게도 실적 악화에서 나타납니다. 지난 3분기 주요 제약기
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보험급여정지·삭제법(투아웃
제) 시행과 R&D투자비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투아웃제 시행에 부응
하여 준법경영에 나선 제약기업의 실적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은 비정상적 현상이며 이는 산업계
모두가 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R&D투자 강화에 따른 실적 악화는 좀 더 다른 측
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개발이 고위험 프로젝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기업 경영자가 느끼는 위
험의 실체와 강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합니다. R&D투자 측면에서 신약개발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로 비유됩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처럼 신약개발은 제약기업의 선택사항이지만
일단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하여 일정단계에 이른 이후부터는 R&D투자를 멈추거나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약산업계는 현재 다수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들을 본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글로벌 임상시험 등에 요구되는 막대한 개발비용을 어떻게든 충당해야 하는 상
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약기업의 실적 악화는 재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아
주 우려스런 대목이며 신약개발의 적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개발을 얘기할 때마다 보험
약가제도를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KPMA Brief 3호에서는 보험약가제도 부문의 규제개선 과제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보험약가제도는 많은 이슈와 논쟁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슈의 본질은 보험자(정부), 가입자(국
민), 공급자(제약회사)가 생각하는 보험의약품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이 모두 다르다는 데 있습

니다. 한정된 재원을 사회보험원칙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보험자, 비용효과적인 보험
의약품을 기대하는 가입자, 적정이윤을 확보해 더 좋은 약을 만들어내야 하는 공급자의 입장이 일
치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현 보험약가제도 하에서는 신약을 개발해도 시
장에 이미 출시된 의약품의 보험약가(가중평균가)를 넘어서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 하
나뿐인 구매자(수요독점자)가 펼치는 이러한 보험약가격정책 하에서는 신약을 개발해도 고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신약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보험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려는 욕구 못지않게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새로운 의약품
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 역시 보험재정을 잘 관리하는 한편으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
민 건강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 점에서 보험재정 절감에 치우친 약가정책은 의약품과 의료서비
스의 질을 낮추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약협회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제
약산업의 발전을 두루 감안하는 균형 있는 약가정책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약협
회는 신약개발을 유인하고 이를 수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약가제도를 획기적 개선해야 한
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가 이익극대화를 위한 주장이 아닌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차원의 간곡한 요청임을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와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께서 십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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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현황과 정책방향
이선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Ⅰ. 들어가며

약가산정방식의 대규모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약제비

미국 보건자원서비스청(HRSA)는 2013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1,000여개의 안전망병원(Safety-Net

적정화 방안’을 실행한 바 있다. 또한 2012년에는 계
단식 약가제도 폐지 및 재평가를 통해 약가를 일괄 인
하하였다. 과거 건강보험의 진료비에서 약제비 비중

Hospitals for Pharmaceutical Access)에서 희귀의
약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은 30%를 넘었으나, 약가 관리 정책 시행을 통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품비 규모는 약

규칙을 공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반대하는

13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26.1% 수준으로 관
리되고 있다.

미 제약협회(PhRMA)와 법정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1)

인도 국가약가기구(National Pharmaceutical Pricing

Authority)는 올 상반기 100여개에 이르는 당뇨 및 심
혈관 치료제 대상 대규모 약가인하를 발표했다. 이번

Ⅱ. 약품비 지출현황

약가인하 규모는 150억 달러로 인도 제약 산업 총 매출
의 약 6%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 또한 인

1. 약품비 및 약가 현황

하 이후 필수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가인
하 대상이 되는 필수약제로 대상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과거 건강보험 총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방침이 국내에서 기사화되기도 했다.

30%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의약분업과 실거
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1인당 약품비의 연평

이처럼 세계 각국은 필수적이고 우수한 약제에 대한 약

균 증가율은 9.8%(OECD 평균, 3.5%)로 OECD 다른 국

가를 관리하여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환자의 접근성

가와 비교해서도 빠르게 증가해 왔다.

3)

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6년 보험약제의 등재결정과

이에 2006년 약가 등재결정과 약가관리를 위한 대폭적

1) Phama Sues Again Over Orphan Drug Discounts to Hospitals, WSJ Oct.9, 2014
2) India Imposes Price Controls on Diabets and Heart-Disease Drugs, WSJ July 14, 2014
3) “인도정부, 필수 약물 추가지정 고려한다”, 데일리팜 20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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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편이 이루어졌고, 사용량-약가연동제도(2007)

속적으로 약제비를 증가시켜 왔고, 제품 구성 변이 역

등 등재 이후 약가 사후관리 기전도 도입되었다.

시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

2006년 12월 허가된 의약품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
두 보험에 등재하던 방식(Negative list)을 선별등재방

석하였다. 특히 고가약으로의 대체(shift)가 지속적으

식(Positive list)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치료적 가

서는 의약품 이용량, 그리고 고가약 이용증가를 관리

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경제성 평가를 통

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여 선별하여 등재하도록 하였고, 기 등재된 의약품

실제 의사의 처방건당 품목 수는 200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2년 3.88개로 미국 1.97개(2005),

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47개 효능군, 14,197품목에
대한 정비도 실시하였다.

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약제비 적절관리를 위해

독일 1.98개, 일본 3.00개, 호주 2.16개에 비하면 여전

2012년 1월부터는 보험등재를 신청한 제네릭에 대
해서는 기존의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효

히 높은 수준이다. 소화기계 질환이 아닌 환자에게도

능 약제의 동일가격 원칙’에 근거하여 등재순서에

고, 항생제 처방률도 27.9DDD/1,000명/일(2010)로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OECD 평균

관계없이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가격의

소화기관용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45.06%로 여전히 높

53.55%로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일괄재평가도 실시
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품목 수

19.8DDD/1,000명/일).5)

는 2만 1,740개(2006년 1월)에서 1만 5,734개
(2014년 1월)까지 감소하였고, 약가는 평균 14%

약품비 증가의 또 다른 큰 원인 중 하나는 유래 없이 빠

인하되었다.

구의 11.5%에 해당하지만 건강보험 총 진료비 50조
7,426억 중 34.5%인 17조5,283억원을 진료비로, 건강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심평원의 실증분석4)결과에 따르

보험 총 약품비 13조2,413억원의 35.5%인 4조6,942억

면 약가수준은 2012년 약가재평가 이후 큰 폭으로 감
소했다. 2007년 10월∼2008년 9월까지를 기준시점으

원을 청구하였다.6) 2013년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는 305만원으로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

로 하여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약가수준은 2013년 3월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특히 약가

102만원의 3배에 이르고, 노인 1인당 연평균 약품비
또한 82만원으로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 약품비

재평가 이후에는 기준시점의 75% 수준까지 낮아진 것
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약가 수준은 낮아졌음에도

26만원인의 3배를 넘는다.
이는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층의 양적 증가와 만성질환

불구하고 의약품의 총 약품비는 약가재평가 이후에도

유병률 증가로 추정된다. 실제로 만성질환의 진료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및 약품비 증가추이도 크게 나타난다. 2013년을 기준
으로, 고혈압, 당뇨 환자의 전년대비 약품비 증가율은

2. 약품비 증가요인

8.6%, 12.6%로 총약품비 증가율 1.27%에 비하면 매
우 큰 차이를 보인다. 치매에 대한 약품비도 12.8%에

앞서 언급한 연구에 따르면 참조기간(2007년 10월
∼2008년 9월)을 1로 두고 약품비를 이용량변이, 가격

달한다.

변이, 제품구성변이(mix effect)로 분해하여 약제비에

이처럼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이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격변이는 지속적으로 약제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약품비도 지속적 증가가 예

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이용량은 지

상되어 이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른 고령화이다. 2013년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체인

4)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8
5) OECD(2012), OECD Health Data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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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약가제도 운영방향

(2) 산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1. 가치 기반(value-based) 약가의 결정 및 관리체계

산정대상 약제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

강화

기준 또한 의약품의 가치변화에 따른 개선과 탄력적 운
용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약가관리 제도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현재 약가산정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해석하기 쉽지 않

약의 가격에 대한 환자의 지불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

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향후 가능하면 기준은 이해

적으로는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우

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도록 단순화가 요청된다. 예를

수하고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보장되도록 하여 환

들어 과거의 약가 조정이력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

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있다.

공급업체가 3개사 이하일 경우 가산 유지조항 등의 예

보험약가정책은 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외적 고려사항들은 기존의 제도내로 조정, 보완해나가

만 아니라 의약품 공급자의 혁신적인 치료제 개발과 의

는 것이 필요하다.

약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약을 필

또한 발전하는 제약환경에 따른 산정기준의 새로운 규

요로 하는 환자의 이용접근성, 약을 처방·조제하는

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생물의약품 등 기존의 약제

전문가의 이용행태, 나아가 오남용 등 약의 복용행태

와 다른 새로운 약에 대한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다양한 영향을 함께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 나갈 계획이다.

고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을 작동시키는데
매우 세심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3)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1) 경제성평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등재 후에도 현장에서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등의 가치변화가 약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거

우선, 등재단계에서 신약의 가치를 합리적 평가, 가격

래가 파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을 결정하는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신약의 급여적정성 여부판단 및 약가부여의 판단을 위

2010년 10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된

한 개량적 평가방법으로 경제성 평가가 활용된다. 비

후 2014년 2월부터는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

용 대비 약의 임상적 유용성과 삶의 질 개선 정도 등을

도로 재시행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다시
실거래가에 따른 약가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평가하여 약의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이다. 이러한 개
량적 평가방법은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으로 영국, 대만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고 일본 등도 도

재시행되는 실거래가제도는 이전의 제도와 목적과 취

입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는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관리체계가 강화되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경제성평가는 통계적 입증의 어려

었다.

움, 근거자료의 신뢰도 수준, 그 운영과정에서의 투명성

첫째, 실거래가 파악자료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제고 등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청구자료(구입금액)가 아니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

단기적으로는 경제성 평가 사례 공개, 설명회, 평가 매

터의 공급자료(공급금액)을 통해 활용한다. 청구자료

뉴얼 제작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가고자 한다. 또한

활용시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매한 이후, 환자 진

경제성평가소위, 급여평가위원회 운영관리(예 평가 위

료·처방·조제·청구한 이후 집계된 이후의 자료라는

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 관리 강화 등)를 강화하

점에서 시차가 길게 발생한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공

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 평가 모형에 대한 전

급금액을 파악하므로 의약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현

문가와 이해관계자 등과 경제성 평가 모형 적절성, 효

재 시점 거래되는 가격의 변동을 보다 시의 적절하게

과성 제고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의약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약가제도 운영현황과 정책방향 -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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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전산자료로 가중공

이에 따라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

급가격 등을 결정한다. 과거 표본조사를 통한 실거래

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파악 방식을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시장의 의약품 실거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래 가격이 약가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

장려금을 달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이 제도를 통

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산출

해 요양기관이 저가구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의

하는 가중평균가격의 산출 모형을 보다 구체화, 정교

절감노력을 함께 기울이게 되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

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약품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큰 도움

셋째, 종전보다 약가인하 제외대상, 감면기준 등이 엄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격해졌다. 현재는 약가 인하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저
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의약품, 조사

(2) 사용량-약가연동제 운영

대상 기간 중 신규 등재되거나 상한금액이 인상된 경우
이고, 혁신형 제약 인증기업의 경우에만 30%를 감면
한다. 향후에는 실제로 1회 투약비용이 낮지 않음에도

의약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용량 관리를 위해 정부가

불구하고 저가의약품으로 분류되었던 품목들은 사후관

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007년 최초 약가결정 과

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저가의약품 뿐만 아니라 퇴장

정에서 사용량을 예측하는데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방지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함께 강화하여 실효성과 형

가격 설정 당시와 달라진 총약품비 지출의 변화 위험을

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약가조정을 통해 분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 사용량 관리를 통한 총약품비 관리 강화

2013년 9월 제도개선을 통해 협상대상기준을 대형품목
위주로 완화(협상대상 85개  44품목)하고, 협상대상

(1)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 시행

제외기준을 상향하였으며(연간 3억원미만  15억 미
만), 협상유형을 간소화(4개  3개)한 바 있다. 향후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에는 제도 운영과정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다른 약가 사
의약품 시장은 최종적으로 재화(의약품)을 소비하는

후관리 기전들과 조정하고 연계해 나가는 제도개선 노

최종구매자(환자)가 직접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

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라 의료공급자(의사, 약사, 병의원 등)가 대신 구매하
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소위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영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약품 사용량은

역이다. 이 때문에 환자에게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약가의 관

정확하게 제공하고, 꼭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는지 스

리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사용량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스로 관심을 갖게 하는 정책, 의료공급자에게도 환자

재정 건전화와 약제비 관리가 요구된다. 현재는 약가

에게 꼭 필요한 약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제공할 유인정

사후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량-가격을 연계한 조정

책 등이 요구된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개별 품목의

기존에는 요양기관이 저가의 약을 구매하면 차액의 일

약가 조정을 통한 약가 관리를 넘어 연간 총약품비 지

부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전을 두어 요양기관의

출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공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이 인센

유하는 시스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티브는 요양기관의 사용량 실적과 함께 평가되어 인센
티브를 받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되었다.

Ⅴ. 마치며

앞으로는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
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우리나라의 보험약제 관리 정책은 2006년 약제비 적정

에 대한 노력 정도를 감안한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화 방안, 2007년 의약품 사용량 관리 대책, 2010년 시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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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2011년 약가제도 개편 및 제
약산업 선진화 방안, 2012년 약가재평가, 2013년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2014년 처방·조제 약품비 절
감제도 등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과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어느 정도의 약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는 많은 논란이 있다. 한편에서는 과도한 약가인하로
연구개발에의 투자의욕을 꺾었으며, 신약의 가치가 약
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
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네
릭 약가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아 재평가 등을 통한 보
험약가의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
견 차이는 약의 가치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약의 가격은 수학공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약의 가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
담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으로 하
여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건강보험 재
정의 건전화와 보장성 확대라는 목표도 놓칠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다.
앞으로 서로 다른 목표와 의견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통
해 합리적인 약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구조를
만들고, 전문성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투명함이 훼손되
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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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의약품비의 국제비교:
유의점과 시사점1)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Ⅰ. 보건계정체계(SHA)에서의 ‘의약품비
(Pharmaceutical Expenditure)’

Expenditure)’라는 이름의 항목(코드)이 따로 있지 않다.
다만, ‘의료재화(HC.5 Medical goods)’의 하위 항목인 ‘의
약품/기타비내구재(HC.5.1 Pharmaceuticals and other

1. 보건계정체계

medical non-durables)'가 있고, 이것이 보통 ‘OECD의
의약품비(Pharmaceutical Expenditure)’로 인용된다. 흔

보건계정체계(SHA: System of Health Accounts)란
“국가 단위의 의료비가 1년간 어떠한 재원(financing)

히 인용되는 소위 ‘OECD의 의약품비(Pharmaceutical

에서 와서, 어떠한 제공자(provider)에게 흘러들어가,

Expenditure)’에는 의약품만이 아니고 ‘기타의료비내구재
(HC.5.1.3 Other medical non-durables)’ 즉, 반창고, 요

어떠한 내용(function)에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기 위

실금용품, 콘돔, 피임기구 등과 같은 광범위한 의료용 비

한 의료비의 분류체계”이다(OECD, 2000; OECD,
WHO, Eurostat, 2011)). OECD는 2000년에 「System

내구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제외한 ‘처방의약

of Health Accounts」라는 제목의 기준(매뉴얼)을 발표
했고, 이것이 WHO 및 Eurostat에 의해 전 세계로 확

품(HC.5.1.1 Prescribed Medicines)’ 및 ‘비처방의약품
(HC.5.1.2 Over-the-counter Medicines)’만을 뽑아서 ‘의

산되면서 이제는 보건계정체계가 의료비 분류의 국제

약품비(Pharmaceutical Expenditure)’로 발표해주면
좋겠는데 ‘기타의료비내구재(HC.5.1.3 Other medical

표준이 되어 있다. 2011년에는 OECD, WHO 및
Eurostat가 공동으로 신규 기준(매뉴얼)인 「SHA2011」

non-durables)’를 따로 구분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
아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국제비교에 장

을 공표했다.

애가 된다.
보건계정체계의 분류 원칙에 따라 의약품비는 ‘최종 소

2. ‘의약품비’의 외연

비 단계’에서 지출되는 돈만을 포함한다. 의약품을 위
한 조제료나 관리비는 의약품비에 포함되지만, 의료기

보건계정체계

내에는

‘의약품비(Pharmaceutical

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진행 과정에서 소모된 의

1) O
 ECD, WHO, Eurostat는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SHA)'를 통해 각종 의료비 지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본고는
보건계정체계를 따라 산출되어 국제비교에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비를 소개한 정형선(2008a) 및 정형선(2008b)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OECD 각국의 자료는 OECD Health Data 2014의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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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은 그러한 의료서비스의 중간 투입물로 간주되므

기인 의료비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데 비해 이 지표는

로, ‘입원의료비’나 ‘외래의료비’에 포함되고 ‘의약품비’

의약품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의 크기를 보여주는 장점

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분업 이전에는 일반적

이 있다.

이었지만 지금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원’에서의
직접 조제, 판매 의약품은 ‘의약품비’에 해당된다. 보건
계정에서는 ‘의원’이 제공자(HP.3.1)가 되는 ‘의약품
비’(HC.5.1 또는 HC.5.2)로 분류된다. 이상에서 볼 때,

Ⅱ. 우리나라 의약품비의 규모: 유의점 및
시사점

‘OECD의 의약품비’는 국민의 전체 의약품 소비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2)

1. 산출 방식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한방첩약이 ‘비처방의약
품(HC.5.1.2 Over-the-counter Medicines)’에 포함되

우리의 국민보건계정에서 제시되는 의약품비를 산출하

어 있기 때문에 ‘OECD의 의약품비’의 규모를 해석하는

는 과정은 꽤나 복잡하다. 단순히 의약품비의 전체 규

데 주의를 요한다.

모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계정에서
요구하는 재원별, 기능별, 공급자별 다차원 구조를 짜

3. 국제비교를 위한 의약품비 지표

기 위해서는 다차원의 하위 항목에 이들 의약품비를 동
시적으로 적용(mapping)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1인당 의약품비’ 지표는 미국 달러와 같은 공통의 화폐

보건계정의 산출 과정은 정형선(2014)에 기술되어 있

단위로 제시하므로, 의약품비 지출의 절대치에 대한

으므로, 여기서는 의약품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산출

국가 간의 비교를 가능케 한다. 화폐환산에는 보통 구

과정을 약술한다.

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ies; GDP PPP)가
사용된다. 이는 각국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차이를

공공재원 의약품비는 건강보험통계, 의료급여통계,

통제한 환산율이므로, 일반 환율보다는 그만큼 안정적

정이 가능하다. 보건계정의 하위 항목까지의 적용을

인 국제비교를 가능케 한다.

위해서는 공식 통계 이외에도 심사청구의 하위 자료원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한 국

이 일부 사용된다. 민간재원 의약품비의 경우 경제총

가 간의 화폐단위 환산 절차가 불필요하다. 특히 의료

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공급자별 총액

제도 내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을 정하고 가계(동향)조사와 의료비패널 등의 비율 자

제공하는 장점이 있어서 거시 정책적 논의에 자주 인용

료를 조합하여 기능별 하위항목을 추정해 나간다. 경

된다. 다만, 이 지표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의약품비
규모내지 의약품 소비량의 규모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

제총조사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그 중간연도는
가계(동향)조사의 해당 항목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구

어서,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의약품의 가격에 비해 낮

한다. 예를 들어, 약국에 해당되는 ‘의약품 및 의료용

은 국가에서는 이 지표가 크게 나타나고 높은 국가에서

품 소매업’에서의 의약품 등은 가계(동향)조사의 ‘양약’

는 작게 나타난다.

및 ‘조제약’의 증감률을 적용하고, 한방병원 및 한의원

‘GDP 대비 의약품비’ 지표는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추

에서의 한방첩약은 가계(동향)조사의 ‘한약 및 한약재’

어 국민의 의약품비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 증감률을 적용한다. 본고의 주제와 직접 관련은 없

보여준다. 아직까지 국제비교에 흔히 사용되고 있지

지만 공급자별 구분을 위해서는 의료패널의 비율자료

않지만,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지표가 분모의 크

도 활용된다.

3)

산재보험통계 등의 행정자료를 통해 비교적 정확한 측

2) 보건계정체계에서는 ‘기타 보고항목’으로 ‘Total Pharmaceutical Expenditure((SHA 2011의 경우 HC.RI.1)'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제출하는 국가가 많
지 않아 아직까지 ‘Total Pharmaceutical Expenditure'가 국제비교통계로 인용되지 못하고 있다.
3) 의약품 가격의 차이를 통제하고 의약품 소비량을 국가 간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약품구매력지수(Pharmaceutical PPP)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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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출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비 규모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표 1>은 보건계정의 추가적 보고항목인 ‘Total
Pharmaceutical Expenditure(HC.RI.1)’를 참고로 제

<표 1>은 2012년도의 ‘의약품비 총액’, ‘1인당 의약품
비’, ‘국민의료비 대비 비율’과 ‘GDP 대비 비율’을 보여

시하고 있다. 2012년 전체 의약품비 총액은 22.2조원으
로, 1인당으로는 535 $ PPP이고, 국민의료비의
22.8%, GDP의 1.7%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소모품’과

준다. 연간 ‘의약품비 총액’은 포함 범위에 따라 많게는

19.2조원에서부터 적게는 13.7조원까지 다양하게 표시
된다. 원화로 표시된 동 수치는 어차피 국제비교의 의

‘한방첩약’을 제외한 의약품비(조제료 포함)는 18.8조원
(1인당 453 $ PPP)이다.

미는 작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의약품의 규모를 추정
한다는 점에서 음미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OECD에서 국제비교에 흔히 사용되는 ‘국민의료비 대
비 의약품비(HC.5.1 Pharmaceuticals and medical

<그림 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1인당 의약품비’
465 $ PPP는 OECD국가의 평균 498 $ PPP보다 약

non-durables)’은 19.8%이고, ‘GDP 대비 의약품비’
는 1.5%이었다. 다만, ‘의약품비 총액’ 19.2조원 및 ‘1

간 작다. 반면에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19.8%
는 OECD 평균 15.4%보다 상당히 높다. <그림 1>에

인당 의약품비’ 465 $ PPP에는 ‘의료소모품’이 포함되

서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의 ‘GDP 대비 의약

어 있어 의약품비만을 보고자 하는 지표로서는 한계가

품비 비율’ 의 1.5%는 OECD 평균 1.4%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의약품비 규모가 절대액 면에서는 낮은

있다. ‘소모품을 제외한 의약품비’만의 지출규모는

17.9조원(1인당 432 $ PPP)으로 국민의료비의
18.4%(GDP 대비 1.4%)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한방

편이지만, 국민의료비 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첩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한 소위 ‘양약’에 대

와 같은 결과는 체코, 슬로베니아, 폴란드, 에스토니

한 지출만을 보면 15.9조원(1인당 383 $ PPP)으로 국

아 등 비교적 낮은 국민소득 수준이나 국민의료비 수

민의료비의 16.3%(GDP 대비 1.2%)에 해당한다. 이
모든 의약품비 지표는 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준을 보이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다.

비 의약품비’만이 아니고 ‘1인당 의약품비’도 높은 경

의약품비 규모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소비 정도
에 대한 지표로 이해되기 때문에, 의약품비의 규모에

향을 보인다. 아무튼 <그림 1>은 상대적 저소득 국가
의 경우 의료에서 약에 의존하는 정도가 고소득 국가

대한 논의에서는 외래와 입원에서 사용된 의약품에 대

에 비해 높음을 확인해준다.

높은 의약품비 지출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다. 다만, 헝가리와 슬로박공화국은 ‘국민의료비 대

표1. 약품비의 규모, 2012년
HC.5.1 의약품비 (입원의약품 제외)
의약품비
내용
지표

의약품/의료소모품
(HC.5.1)

의약품만
(HC.5.1.1+ 5.1.2)

전체 의약품비 (입원의약품 포함)
의약품/의료소모품
(M2 또는 HC.RI.1)

의약품만

한방첩약
포함

한방첩약
제외

한방첩약
포함

한방첩약
제외

한방첩약
포함

한방첩약
제외

한방첩약
포함

한방첩약
제외

지출규모

19.2조

17.2조

17.9조

15.9조

22.2조

20.1조

20.8조

18.8조

1인당(US$PPP)

465

416

432

383

535

486

503

453

국민의료비
대비 비율

19.8%

17.7%

18.4%

16.3%

22.8%

20.7%

21.4%

19.3%

GDP 대비 비율

1.5%

1.4%

1.4%

1.2%

1.7%

1.6%

1.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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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OECD Health Data 2014 (extracted on 05 Oct 2014 from OECD.Stat). OECD 34 회원국 중 터키를 제외한 3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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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OECD 국가의 ‘1인당 의약품비’ 및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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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상 제약기업의 법적 지위
이덕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Ⅰ. 들어가며

이하에서는 제약기업의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약제에 관해 보험등재·약가제도」에 관해 개략적

국민건강보험법은 「약제의 지급」을 요양급여의 일종으

으로 살펴본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제약기업의 법적

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약제가 요양급여의

지위가 충실히 보호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요양기관이 약제를 지급하
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
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보건복지부장관(‘장관’)이 요양급여목록

II.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에 대한 보험등
재·약가제도의 개관

에 등재하여 고시한 약제만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
고, 역시 장관이 고시한 약제 상한금액을 한도로 하여

1. 약제의 요양급여목록에의 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

요양급여비용이 인정될 뿐이다.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목록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 절차
전문의약품의 경우 공단의 수요독점적 지위로 인해

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요양급

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하면 사실상 국내에서

여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약제기준)에서 구

판매하기 어렵고, 상한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바, 그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

책정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약제의 보험등

와 같다.

재 여부와 상한금액의 크기’가 제약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굳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중요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제조업

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제약기업의 법적 지위

자 등’)는 장관에게 자사의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가 법률에 의하여 충실하게 보호되고 있는지는 의문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희귀의약

이다.

품이나 필수의약품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2호
2)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요양급여대
상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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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2)제조업자 등의 신청에 의해 약제에 대한 요양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목록등재절차가 개시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인

장관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약제평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심평원장’)에게 약제의 경제성, 요양급

2.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의 직권 조정

여의 적정성 및 기준 등에 관한 평가신청을 하는 방법
에 의한다. 과거의 Negative 등재 시스템에서는 품목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보험등재를

장관은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하거나 사용범위가 확대

신청하였어야 하나, 2006. 12. 29.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에 따라 Positive 등재 시스템으로 변경된 이후 제약기

13가지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고시되어
있는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

업이 보험등재를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치료적·경제

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각 경우에 있어서의 보다

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 등재하는 방식으로 바

구체적인 조정 사유 및 조정 폭에 대해서는 약제기준

뀌었다.

제8조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신청을 받은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참고로,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에서 먼저 심의하게 하는데, 급평위는 경제성과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해 장관이

하여서는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 및 제조업자 등이

그 상한금액을 직권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던

이행할 조건 등을 고려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과 관
련하여서는 보험급여원리 및 건강보험재정상태 등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2014. 9. 1.자로 요양급
여규칙 상의 근거규정이 삭제되면서 폐지되었다. ‘리베

고려하여 심의한다.

이트 투아웃제’가 2014. 7. 1. 시행되면서 동 제도 시행

되는 등 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전에 범해진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리베이
평가결과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

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리

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공단 이사장 사이에 약

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의 상한금액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협상이 이루
3)

어진 약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약제의

3.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리베이트 투아웃제)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지는 약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는 소위 ‘리베이트 투아웃

제의 경우에는 협상 과정 없이 장관이 건정심의 심의를

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장관은 리베이트와 관련

거쳐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결정하여 고시

된 약제에 대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요양급여의 적용

한다. 제조업자 등은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결정이나

을 정지할 수 있고, 정지되었던 약제가 다시 정지의 대

3)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친 재평가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요양급여규칙 제11조의2 제2~5항, 제13조의
2~5에서 규율하고 있다.
4) 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권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결과 합의된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② 약제
의 사용범위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③ 직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 이상 증가된 경우, ④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 상한금액의 결정·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요양급여대
상으로 결정된 약제와 동일성분·동일제형의 약제가 결정신청된 경우, ⑥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약제에 대한 개발목표제품과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
의 약제가 결정신청된 경우, ⑦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등이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서 생산 또는 수입원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⑧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 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약제, ⑩ 약제 제조업자 등이 급여
목록표에서 삭제되기를 희망하는 약제(장관이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예외), ⑪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 약제 실거래
가 조사결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된 약제, ⑫ 일반의약품으로서 건강증진, 건강유지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의사 등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
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 ⑬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공단 이사장과 협상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협상한 조
건에서 정한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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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

없어 상한금액인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여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양급여

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은, 비록 제약기업이 법리적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

으로는 상한금액인하고시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

행령 제18조의2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관

과하다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 동 시행령, 요양급

은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제외하는 경우 국

여규칙 등 약제상한금액고시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

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

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고 보아

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상한금액인하고시로 인해 침해된 법률상 이익을 보호

갈음할 수 있다.

하기 위해 동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
약기업은 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접적인 규율 대상

III. 국민건강보험법상 제약기업의 법적 지위

이 아닌 제3자적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약제의 보험
등재나 그 상한금액 결정·직권인하에 있어 그 실질적

1.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제3자

인 이해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일종인 「약제의 지급」과

2. 의회유보·법률유보 원칙의 충실화 필요성

관련하여 규율함에 있어, 가입자·피부양자, 국민건강
보험공단 및 요양기관의 법적 지위나 이들 상호간의 법

앞에서 약제의 보험등재나 상한금액 결정·직권인하

률관계 등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약제를 생

등 제약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강보험관

산·공급하는 제약기업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규율하고

련 제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제도들은 주로 ‘보건복

있지 않다. 제약기업은 건강보험제도의 밖에서 약제를

지부령’인 요양급여규칙이나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

생산하여 건강보험제도 안으로 이를 공급하는 제3자적

기준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제약기업이 건강

상 근거규정으로는 제41조, 제45조, 제46조가 있는

보험제도내로 공급하는 제품이 요양급여의 대상인 ‘약

데, 특히 약제 상한금액의 결정·직권인하에 대한 근

제’에 해당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령

거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46조 만으로 의회유보의 원

소정 ‘약제’에 대한 규율의 영향을 받고 있다.

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컨대, 장관이 특정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인
하하는 고시를 하는 경우 이는 요양기관이 공단으로부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을 인하하는 것이어

은 요양기관의 약제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서 요양기관이 그 직접 상대방으로 이해된다. 형식논

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리적으로만 본다면, 제약기업이 요양기관에게 약제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그 공급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있고 인하된 상한금액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령상의 제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한이 없기 때문이다.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하지만,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되었음에도 제약기업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

이 그에 맞추어 공급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약제의

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선택권한을 갖는 요양기관은 다른 약제로 수요를 변경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

함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음에 반해, 제약기업은 거래

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

가 중단될 우려로 인해 그 공급가격을 인하할 수 밖에

다.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결정 및 그 직권인하에 관한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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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가입자, 요양기관, 공단은 물론 제약기업의 기

히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은 침익적 행정행

본권에 있어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법률

위에 속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에서 형식적인 근거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침익적 행정처

않고 그 실질적인 내용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여야

분에 있어서의 위임입법의 한계에 대해서 밝힌 바 있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다. 장관의 약제 상한금액 직권인하처분은 침익적 행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

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설시

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던

한 법리에 부합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상한금액

구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을 직권인하할 수 있는 요건’과 ‘그 제재로서 상한금액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1999. 5. 27.자

을 인하할 수 있다는 점 및 인하의 상한·폭’에 대해서

98헌바70 결정이 참고가 될 것이다. [한편, 국민건강
보험법령상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인 ‘리베이트 약가인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 연동제’의 경우 모법의 구체적 수권없이 구 요양급
여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에서 규율하여 아쉬움이

IV. 결어

있었는데,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경우에는 모법인 국
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서 처분의 요건과 내용에 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결정·직권인하에 관한

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규정이 제약기업에게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

는 점은 의회유보·법률유보의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민건강보험법의 구체적 수권없이 하위법령(부령 내지

입법으로 생각된다.]

고시)에 의하여 규율되어 온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건
강보험제도 내에서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는 가입자,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공단,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규율하다보니 건강보험제

경우에 있어서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도 밖에 위치한 제약기업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소홀

위임하여야 하는데,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히 하게 된 데에 기인한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
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하지만,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결정·직권인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

하에 관한 규율은 제약기업이 누리는 기본권의 본질적

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의회유보·법률유보의 원칙을

는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구

충실화하여 하위법령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그

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동 조항만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로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아가, 위 제46조의 문구만으로는 장관에게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처벌법규의 위임에 관해서는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
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
로 정하며, 셋째,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

국내개발신약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험약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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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내 의약품 개발 현황

경 등의 개량신약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성
장 잠재력을 가진 생물학적제제의 개발도 활발하다.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규제 등으로 국내시장 수익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국내 제

국내 의약품은 대내외적으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

약사들은 R&D 투자 비중을 늘려 미래 성장동력 확보
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9월 15일 국내

고 있으나, 국내의 보험약가 측면에서는 아직 적정 가

21호 신약인 ‘리아백스주’가 식약처 허가승인을 받고
시판준비 중이다.

상의 불합리함의 해소와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정

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등재 제도
부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개발에 박차
를 가하고 있다. 크리스탈지노믹스의 ‘polmacoxib’는 보

II. 국내 의약품 지원 방안

건복지부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로 130억원을 지
원받고 있으며, 현재 식약처의 허가승인을 기다리고 있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의약품들은 한국에 선발매 후, 임

다. 동화약품의 ‘zabofloxacin’ 역시 허가를 신청한 제품

상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시설투자를 통해 해외로 수출되

으로, 미국 임상승인을 받아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는 경향을 보인다. 원개발국의 가격이 해외 수출시 참

있다. 또한 ‘팩티브’ 이후 11년 만에 FDA 허가를 받은 국

조가격으로 결정되다보니 국내 등재가격이 수출시 판매

내 신약도 있다. 동아 ST는 올해 6월 FDA에 ‘시벡스트로’

전략과 가격협상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를 승인받고 국내 허가를 진행 중이다.
국내 의약품이 직면한 보험약가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기존에 허가 승인된 신약도 적응증 확대를 위한 3b 임

등재 당시 낮은 약가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가장 현

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양의 ‘놀텍’은 작년 미란성식도

실적인 문제는 출시 이후의 지속적인 약가인하 기전에

염의 적응증을 추가한데 이어, 현재 비미란성 식도염,

서 비롯된다. 일례로 국산신약 14호인 일양의 ‘놀텍정
10mg’는 2009년 12월 발매 이후 시장형실거래가 상환

H.pylori 제균에 대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을 승인
받았다.
그 외 기존 신약의 라인업 확대를 위한 복합제, 제형 변

제, 사용량-약가 연동제 유형1과 3,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사전인하의 기전에 따라 최초 1,405원에 등재된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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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내 3상 임상 승인 또는 허가 신청한 국내 의약품 현황
구분

제약사

성분명 / 제품명

크리스탈지노믹스

Polmacoxib

퇴행성관절염진통소염제

KFDA허가신청

동화약품

Zabofloxacin

항균제

KFDA허가신청

동아ST

Tedizolid
(시벡스트로)

항균제

FDA승인, KFDA허가신청

동아ST

Evogliptin

당뇨(DPP-4 억제제)

3상 진행중('13.4 IND)

한미약품

ALS-L1023

복부비만(천연물신약)

3상 진행중('12.11 IND)

SK케미칼

HMP301

천식(천연물신약)

3상 진행중('12.7 IND)

한올바이오파마

HL-009겔

아토피(비타민B12 유도체)

3상 진행중('13.3 IND)

JW크레아젠

크레아박스
- 에치씨씨주

환자 본인의 수지상세포를 이용해 간암
치료

3상 진행중('14.3 IND)

SK케미칼

NBP606

폐렴구균-단백접합백신주

3상 진행중('13.11 IND)

일양

슈펙트

1차백혈병치료 적응증 확대

3상 진행중('11.5 IND)

일양

놀텍

H.pylori 감염 적응증 추가

3상 진행중('12.9 IND)

일양

놀텍

비미란성 식도염 적응증 추가

3상 진행중('12.6 IND)

LG생명과학

제미글로

중등도 또는 중증 신장애를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 치료적 확증

3상 진행중('13.7 IND)

대원제약

펠루비

감기해열 적응증 추가

3상 진행중('14.3 IND)

신규허가

적응증추가

주요 적용증

진행현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승인현황

약가가 현재 1,192원으로 조정되었고, 앞으로 사용범
위 확대에 따른 약가 인하와 동일제제 출시에 따른 약

로 약가 우대 규정을 적용해주길 바란다.

가 인하가 예상된다. 또한 보령의 ‘카나브정’도 터키 진

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기업 중 전년도 의약품 연구개

출을 준비하다가 낮은 약가로 인한 사업성 부족으로 수

발투자액(또는 투자비율)이나 의약품 수출액(또는 해

출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

외수출비중)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제약기업의 제품

또는 국내 보험재정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의약

중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한정하여
정부의 보험재정 수급균형을 위해 약가 사후관리제도

약가 우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불가피하겠지만, 국내 의약품의 수출 경쟁력 확보
를 위해 정부의 규제정책과 지원정책간의 균형이 절실

이들 ‘지원품목’ 중 협상절차를 통해 등재되는 의약품은

히 필요하다.

신규 등재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지원품목’ 여부
를 평가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시할

1. ‘지원품목’의 요건 및 지정시기

수 있으며, 산정절차를 통해 등재되거나 기등재된 의
약품은 지원규정 시행 후 최초 약가조정대상이 되었을

국내 제약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을 목표로

때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을 ‘지원품목’으로 지정

하며 원개발국 약가를 참고하여 등재되는 신약, 자료

하여 아래의 지원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제출의약품, 개량신약, 생물학적제제 등의 약가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등재

①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시 우대

당시 수출계약(수출계약서, MOU, CDA 체결 등)이 체
결되었거나, 해외허가/임상을 진행중인 품목을 우선으

국내 의약품은 비용적인 한계로 출시 후 순차적으로 적

국내개발신약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험약가 사후관리 개선방안 -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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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증을 추가하여, 이로 인한 지속적인 사용범위 확대

실거래가를 토대로 매년 약가가 인하되게 된다. 국내

와 연동한 약가인하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의

제약 유통구조상 불가피하게 상한금액 미만으로 거래

약품 대다수가 me-too 의약품이라 등재당시에는 다양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제도에 따른 지속적인 약가 인

한 적응증을 확보한 first-in-class의 대체약제와 비교
하여 가치를 저평가 당하고, 출시 이후에는 적응증 확

하로 수출시 의약품 가치가 저평가되어 가격협상력을

대로 약가까지 추가로 인하하게 되는데, 이는 형평성
에 어긋나는 이중규제이다. 따라서 등재 당시 대체약

‘지원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R&D 투자액에 따른 상한
금액 인하의 최대 감면율만큼은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

제의 적응증 범위내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도 지원이 필요하다.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적어도

사전인하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지정한 ‘지원품목’에 대해서는 사용범위 확

III. 요약

대에 따른 사전인하시 최종 결정된 사전 인하율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거나 사전 인하를 면제하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인 ‘2017년까지 세계 10
대 제약강국 도약’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
하고 있다. 하지만 원개발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수출

②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시 우대

국의 약가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약가
를 형성할 수 있는 지원책은 전무했으며, 대부분 진출

국내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은 국내에서 출시 후 벌어들

국가의 인허가획득지원, 인허가절차 간소화, 국제 기

이는 수익으로 해당 제품의 해외 임상이나 적응증 확대

구 조달시장 동향 등 보조적·행정적 지원에 그치고 있

등의 R&D 재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간다. 그러나

었다.

현행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제도에 따르면, 사용량 증대

국내 의약품의 활발한 해외 진출과 수익창출에 있어 경

에 따른 주력품목의 약가인하로 제약기업의 이익률을 일

쟁력 있는 약가 형성이 가장 핵심이고, 본질적인 요소

정수준으로 제한하며 수익구조가 악화되어 판매량 증대

이다. 제약사들은 체감지수가 높은 구체적이고 실질적

로 보전할 길이 없어진다. 특히 이러한 악순환으로 국내

인 약가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

에서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어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

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건의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요

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며, 국내 제약산업의 하향평

청한다.

준화와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본 글은 제약협회 국내개발신약 TFT 의견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지원품목’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년
도 수출액 또는 등재 이후 R&D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협
상참고가격을 우대 적용하거나. 협상참고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 또는 협상에서 면제하는 등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블록버스터급 국내 의약품의 육성
과 적정가치의 보존이 가능할 것이고, 해외 수출을 통한

R&D 투자의 선순환 궤도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조정시 우대

2014년 9월 1일 시행된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
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에 따라 상시 약가관리기전으로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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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가치반영 개선방안
김경선
제약협회 외자약가연구회/한국 에자이 부장

보건복지부는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만

list
system)’ 도입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2006년
12월에 도입하였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급여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재평가하였다. 그 결과 2012.4.1 자로 약 8,776개의
품목의 약가가 평균 14% 일괄 인하된 바 있다.
이렇게 약가 수준이 낮아졌음에도 총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보면, 최초 복제약이 진입하는 시점에서 오리지널

사용량 및 처방 패턴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약가는 인하된 오리지널
약가의 80%로 산정하며, 보험등재 이후 1년이 경과한

2011년 발표한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면, 정부는 지속적인 약가 인하 의지를

시점에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의약품의 가격을

표명하고 있다.

재조정하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05년 기준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현재 신약의 약가를 검토시에는 대체약제 내지는

29.2%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24%까지 낮추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46개 효능군, 14,197

비교약제와 비교하여 치료적·경제적 가치 평가를

품목에 대한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를 통해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중 총 2,624개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약제의 가격

제품에 대해 최대 20%의 약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바

베이스라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존 약가의 수준이

있다.

현재 시점으로도 볼 때 매우 낮고, 또 지속적으로 약가

그러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시 비전으로 삼았던 약제비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신약에 적정한

비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2011년 8월 ‘제약산업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지 여부는 매우 비관적으로

선진화방안 및 약가 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는 종전의

보인다. 이는 여러 수치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한 효능의약품에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는 약가 인하제도 개편을

가능한데, 2013년도 제 25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단행하였다. 이로서 2012.1.1 이후에는 제네릭 등재 후

약가비교’ 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등재신약 가격은

최초 1년이 경과하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은 동일가로 산정되었고, 기등재

OECD 평균 가격의 42% 수준이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최저가 품목은 147개였다. 이는 조사 의약품의

의약품의 경우 변경된 약가 기준에 따라 약가를

74%에 달하는 수치에 해당한다(표1,그림1).

하게 되어 있고, 가치 평가 결과 급여 여부와 약가를
수준이

신약의

가치

평가시에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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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OECD 대비 우리나라 신약 약가 수준 현황1
구분

2006년 선별등재제도 이전

2006년 선별등재제도 이후

전체

비교약품수

52

198

250

최고가 품목수

0

0

0

최저가 품목수

30(58%)

147(74%)

177(71%)

그림1. OECD 평균약가 대비 우리나라 신약 약가 수준1
방사선
기타
호흡기
함종양
피부

약효군별 OECD
평균 약가 대비
50%에도 못미치는
품목이 대다수

통증/골질환
정신신경계
안이비인후과
순환기
소화기
비뇨기
면역기계
대사/내분비
감염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대체약제 AI. 경제성 평가시 비교약제 범위 축소
2014년 9월에 개최된
ISPOR 6th Asian-Pacific
A
(특허만료후 A’)
100
N
conference에서 이의경 교수가 발표한 한국 신약의
신약 N

80
(특허만료후현재
N’)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2014』
OECD 약가와의 비교에 대한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
신약
O
A’
가격 구조를 60세세하게 조사하고 한국의
약가 구조와
(특허만료후에
O’)‘비교 및 대체 약제 선정 기준’ 에 준하여 선정될 수
N’
O

40
동등하게 조정하여
약가 비교를 하였다. 연구 결과,

OECD 조정된
20 약가와 비교시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
신약의 약가는
0 46% 수준이었고, 한국의 경제 수준과

있도록 하며 제약사와 심평원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O’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청드리고자 한다.
세부평가기준에 언급된 것과 같이 허가 및 급여기준으로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한
시점1 결과 56.7%에
시점2 불과하였다.
시점3
한국의 약가 수준이 유사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과

동등한

비교하더라도 동일한 잣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약리기전도 고려대상에 포함하여 비교대안으로서

것은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선두 주자인
한국의 급여 평가 요소에 신약의 가치가 충분히

치료학적 동등한 약제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단, ‘등재 후 15년 이상의 약제는 비교대안 및
대체약제에서 제외’ 규정추가를 요청 드리는 바이다.

현재의 신약 등재 제도로서는 신약가치반영에 어려움이

과거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 비교약제 선정에 있어서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신약의 환자접근성이 제한되고

‘등재 후 15년 이상 약제는 제외함’의 이력이 있었으며,

있어, 이에 정부가 발표한 신약가치방안에 대해 다음과

일본의 경우 신약등재시 비교약제는 등재 후 최대 15년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이내의 약제로 국한하고 제네릭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치료범위

중에서,

교과서/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과 같이 임상적 근거를 고려하고,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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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선정한다는 해외의 사례가 있는 바, 보다
합리적인 비교약제 선정을 위한 문구 추가로 사료된다.

같이 Innovation(혁신성) 평가 항목을 추가하여
혁신정의 정도를 파악하고, 심평원에서의 평가한
혁신성에 따라 공단의 약가협상에 차등을 둠으로써,

비교 및 대체 약제 선정 기준

• 허가 및 급여기준에서 동등한 치료범위 중에서
• 교과서, 임상 진료 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에서
제시하는 약제를 고려하되,
• 국내 전문가 또는 학회 의견 및 약리기전도 함께
검토하여, 치료학적 동등한 약제를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단, 등재 후 15년 이상 약제는 제외함)

공단 약가 협상시 고려하도록 한다.

III. 가중평균가를 수용하여 심평원의 평가를
받은 신약의 등재절차 개선
가중평균가를 수용하여 심평원 평가를 마친 신약의
경우, 비용효과성 및 재정절감을 입증한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신약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공단
약가협상과정을 거쳐야 한다.

II. 희귀의약품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경
제성평가 대체 평가방안 마련

서두에서 언급한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최대 20%,
2010~2012) 및 약가일괄인하(평균 14%, 2012.4)로
인해 등재된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는 이미 매우 낮아져
있는 상태이고 특허만료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과
방사선

우선, 경제성평가 면제 및 대체평가 적용은 희귀의약

제네릭
가격이 53.55%이하로 낮아져 있다.
기타

품(식약처 허가 기준)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대

‘가중평균가’란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호흡기

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함종양 값으로서, 병·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제네릭을
나눈

희귀의약품/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경우 심평원에
서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정도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피부
모두
포함한 가격이다.

약효군별 O
평균 약가
50%에도 못
품목이 대다

통증/골질환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를 산정시에는 특허만료된

정신신경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면제하고, 면제시 선진국 7 안이비인후과
대체약제 및 그 제네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거의
개국 최저가 또는 OECD 평균가 중 낮은 것으로 평가를
제안드리는 바이다.

순환기 수준인 53.55%로 이미 약가결정 기준 가격이
반값
소화기
낮아져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체약제의
비뇨기

가중평균가를 수용한 약제는 재정에 중립적인 영향을

면역기계

또한, 희귀의약품 및 희귀난치성 질환치료제의 개발은

미치게
대사/내분비

된다.

세계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고, 새로운

감염 해당 신약이 특허 만료되어 제네릭이 진입할
이후

치료제의 개발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의학적

20% 약가가
30%인하된다.
40%
경우,0%또 다시10%
53.55%로

미충족 요구 등으로 인한 가치를 인정코자 아래 항목과

혁신성 항목

그림2. 지속적인 약가 기준가격 하락
100

대체약제 A
(특허만료후 A’)

A
N

신약 N
(특허만료후 N’)

80

1. 새로운 약리기전 약제 (New Mode of Action)
2. FDA/EMA breakthrough designation or
Fast Track으로 허가 받은 약제
3. Galian innovation award 수상 등 혁신성 평
가에 근거한 Award 수상 이력 약제
4. 효능 개선
5. 편의성 개선
6. 안전성 개선

50%

60

A’

N’

40

O

신약 O
(특허만료후 O’)

O’

20
0
시점1

시점2

시점3

6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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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5년 이상의 신약 개발 기간동안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는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출시,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한 가격인하 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고, 최초 등재 가격의 거의
반값에

해당하는

53.55%로 낮아지게 됨으로서

결국에는
-용
 법·용량만을

개선한

개량신약의

산정약가

(53.55*110%=58.9%)보다도 낮게,
-그
 림 2에서 최초 신약의 제네릭인 A’ 약가보다도
낮게 후발 신약의 약가(O)가 산정되게 된다.
따라서, 가중평균가를 수용하여 심평원의 평가를 마친
신약의 경우, 공단의 협상을 면제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
바이다.
지금까지의

약품비

관리

정책은

약가

통제에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약가 관리 중심의 정책은 약품비
통제에 한계가 있다. 약품비 구성요소인 ‘약가’와
‘사용량’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가 관리가 용이하며 그
효과가 직접 비용에 반영되어 나타나므로 단기적으로
약품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러한 약가 통제의
정책 효과는 지속성을 갖기 어렵고, 제약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사용량의 증가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할 것이다2.
좋은 약에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해 주어야 좋은 약이
개발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로 볼 때, 가치
평가와 지나친 가격 규제는 범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환자의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신약에 적정한 가치 부여가 업계의 과도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 특히 본문에서 제안한 비교약제의 합리적인
선정, 희귀의약품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의 약가
산정, 그리고 가중평균가수용 약제에 대한 협상 면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제언드리는 바이다.
[본 글은 제약협회 외자약가연구회 의견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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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약품 실거래 상환제도의 안착을 위한 제언
김민권
제약협회 약품비절감장려금제 TFT/종근당 팀장

1. 실거래 가격 상환제도의 정책 목표
1999년 11월 15일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상환제도는
정부의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제 의약품 거래가격으

행 되었다.
하지만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된 ‘시
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도 해당 기간 인센티브 지급액
대비 약가인하 규모가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기

로 상환해 주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전환되었다. 실

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 해당 제도가 모든 요양기

거래가 상환제도로 변경하게 된 주요 정책적 배경은 고

관에서 작동하지 않고 일부 요양기관에 국한되었다는

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가 의약품 사용의 왜곡을

점, 2012년 2월 시행된 약가재평가(일괄인하)로 인한

초래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그 차액을 국

약가인하의 실효성이 상쇄된 점, 대형 요양기관의 과

민 혜택으로 전환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실제 거래되

도한 할인 요구 등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기에는 많은

는 가격을 모두 상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償還)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또 다시 구입금액의

주는 상한(上限)가격을 정부에서 고시하였고 고시가격

차액 7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

제도에서와 동일하게 실거래 가격 표본조사를 통하여

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고 지급규모를 약가 차액의

상한가격을 인하하였다.

70%에서 20% 낮춘 저가 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절감
장려금 등의 방법으로 약제비를 절감한 요양기관에 지

그 이후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상한가격

급하는‘처방 조제 장려금’제도로 개편하였다. 역시 해

보다 낮게 구입할 동기가 없고 제약사는 실거래 가격

당 제도도 실거래 가격을 상환해 주되 가격 조사를 통

이 약가인하로 연계됨에 따라 상한가격을 유지하기 위

하여 상한 가격을 인하 조정하도록 하였다.

한 입장에서 상한 가격으로 거래하려는 관성이 생긴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0
년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서 제

종합하여 살펴보면 1999년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상환제도는 실거래

시된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문제

가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고시가 제도부터 가격 조사

점을 개선하려 하였다. 이 제도는 음성적 거래 관행의

를 통하여 상한 가격을 인하하는 기전도 유지하고 있

재원을 약가 거품으로 규정하며 저가 구매된 의약품

다. 그리고 실거래 가격 상환제도의 정책 목표인 건강

가격을 인하하여 불법행위를 단절시키고 건강보험 재

보험 재정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음성적 약가 마

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해 2010년 10월 시

진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의 왜곡, 리베이트 재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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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거래를 활성화해야 하며 상시적인 약가인하를 달

대 허용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사실 우리

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도 일종의 고시 가격 상환제도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단일 가격 고정방식의 경우 고시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이 저가 구매할 할 경우 그 차액을

2. 실거래 상환제도의 당면 해결 과제

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한금액
이하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거래된

앞서 알아본 사실처럼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 건강보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차액으로 인한 약가마

험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적 수

진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1)

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양
기관의 저가구매 동기 부여와 두 번째 상환 가격인하가

따라서 단일 고정 가격 방식의 고시가 제도는 저가 구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가 구매 동기 부여는 우

매할 경우 요양기관의 수익 발생이 가능해 저가 구매를

리나라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저가

위한 별도의 동기 부여 정책이 필요 없지만 우리나라와

구매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처방 조제 절

같이 약가 마진이 없는 경우 저가 구매 동기를 위한 별

감 장려금’제도가 시행 중이나 결국 요양기관에 지급되

도의 인센티브 또는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저가 구매

는 금액은 저가 구매 차액에서 산출한다는 점에서 같은

노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맥락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두 번째 수단은 저가 거
래된 실거래 가격을 조사하여 약가 인하한다는 것은 주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 효과 분석’ 결과 요양기관 종

지의 사실이다.

별의 제도참여율이 종합병원에서만 작동될 뿐만 아니
라 (표-7)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저가 청

1) 저가 구매 동기 부여

구는 전체 청구금액의 21%점유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상에서 평균할인율 2.9%의 77%를 점유하고 있는 문제

의약품 구매에 따른 요양기관의 금전적 이익은 상환제

점이 분석되었고2) ‘처방 조제 장려금 제도’에서도 저가

도와 연관성이 깊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구매 장려금이 일부 종합병원에서만 작동될 가능성이

서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 효과 분석(2010.10)’에 따

있어 여전히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르면 OECD 국가의 의약품 상환방식은 크게 고정가격
방식과 이윤규제 방식으로 대표 된다. 그 중 고정가격

더욱이 상환되는 가격인하가 저가 구매 동기 부여 제도

방식은 고시가격제도, 약가기준제도, 공정가격제도 라

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함에도 결국 종합병

고도 명명되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중이다.
또한 단일 가격으로 고정하는 방식과 우리나라처럼 최

원 저가 거래 내역만으로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 틀에

가 일부 종별에서만 작동된다는 우려와 맞물리게 되면

갇혀버린 상황이다.

1) 1999년 11월 15일 시행된 실거래 가격제도 도입 주요 배경은 고시가격제도 아래에서 약가 마진은 의약품 선택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큰 것으로 언급하
고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장형 실거래가 효과 분석 중 요양기관종별 평균할인율
약품비 청구 기관
구분

청구기관수

구입약가
총액

품목수

청구기관수

구입약가
총액

약제상한

15,887

차액총액

품목수

상한가기준
약품비 총액

평균
할인율

8,988

18,558,007

2.9

계

68,386

18,018,268

7,511

4,090,524

196,619

상급종합

47

2,229,488

45

1,693,962

107,253

2,430,919

8.3

종합병원

290

1,686,680

249

1,242,125

73,149

1,900,604

11.3

병원(치과)

2,877

775,693

1,545

311,244

12,350

847,053

8.4

의원(치과)

43,289

644,293

3,697

88.003

3,564

676,093

4.7

약국

21,883

12,682,114

1,975

755,190

303

12,703,33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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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거래 가격 조사를 통한 약가 인하

그러나 과거 시장형 실거래 가격 제도와 현재 실거래
가격 제도 하에서 가격 조사는 이미 이러한 약가마진

우리나라와 같이 가격 조사를 통하여 상환되는 가격을

제공, 할인 할증의 불법 행위가 거의 근절되고 다른 근

인하하는 국가는 일본, 대만, 호주 등으로 파악되고 있

절 방안, 예를 들어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등 보

다. 각 국가의 가격조사를 살펴보면 일본과 대만은 고

다 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가인하 목적

시 가격 상환제도 아래에서 2년마다 실거래 가격을 인

외 그 명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하고 있고 호주는 참조가격제도 하에서 매년 신고 가
격 조사를 통해 상환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3) 물론 해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실거래 가격 상환제도의 장점은 설

당 국가에서도 가격 조사의 목적은 고시된 가격보다 낮

계가 고시된 가격(상한가) 이하로 거래되었을 때 그 빛

게 거래되어 생기는 약가 마진을 축소하기 위한 약가인

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정작 저가 거래가 제약회사

하이다. 그러나 각 국가의 가격 조사의 명분은 꼭 약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약가인하가 지속될 경우 저가 거래

인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공정가격

가 불가능해 진다는 것과 일본, 대만의 경우 약가인하

제도(일종의 고시가 제도)를 표방하고 있다. 즉 과거

가 약가마진의 축소 개념이라면 약가 마진이 없는 우리

일본의 의약품 유통구조가 의약품 도매업소와 요양기

나라의 약가 인하는 약가 차액이 커짐에 따라 장려금이

관, 조합 간의 총액 입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

즉 마진이 증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문에 이로 인한 약가마진 실체 파악 및 축소, 부당한 거
래 방법 등을 개선하고 개별 약제의 실제 거래 내역을
파악하여 공정한 약가 가치(Value)를 평가하기 위함도
있으며 대만의 경우 가격 조사의 핵심은 약가마진 축소

3. 실거래 가격 상환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제언

도 있지만 불법적인 차액, 예를 들어 신고하지 않은 할
인, 할증, 또는 저가 A약제를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 상환제도는 약가제도 최상위에

일제형의 고가의 B약제로 변경하여 청구한다든지 등
불법적인 유통을 개선하기 위함도 가격조사의 명분이

있는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과거 실거래

었다. 호주의 가격조사 제도도 특허의약품의 경우는

유통에 대한 부조리 개선으로 상환제도 및 가격인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한 가격과 조사 가격이

설계된다면 그 하위 법령 등은 의약품의 가치 파악, 의

10%를 넘지 않을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
약의 가치와 제너릭 의약품의 원활한 유통을 담보할 수

약품의 합리적이고 원할한 유통의 설계보다는 약가인

있는 제도적 보완을 두었다.

다. 그리고 가격조사를 통한 약가인하만이 부조리를

가 상환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되었던 것과 같이 의약품

하와 조정, 규제 등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클 것이
개선하고 건강보험재정의 효율화를 달성한다는 보장은

물론 우리나라의 실거래 가격 제도 도입에 따른 가격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일부 원내 품목에서는 자의반 타

조사의 목적도 약가마진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의 왜곡

의반으로 거래될 때 고시된 가격보다 30%이상 저가 거

현상 개선, 불법적인 할인 할증 행위 근절을 위함이었

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즉 현 제도 하에서 10%

고 2010년 10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전까지 약

인하되었다고 해서 건강보험재정에서 10%의 절감효과

10년 동안 시행되어 많은 개선을 이루기도 하였다.

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저가 거래가 지

4)

3) 일본 : 시장실세가격가중평균치조정폭 방식, 조사된 가중평균가에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조정폭 2%와 신약창출가산제도를 두어 약가를 인하
대만 : 시장 가격 조사 제도, 정상적인 약가 차액 조사와 불법 차액 조사 병행, 특허 의약품은 15% 조정폭을 두어 인하, 특허만료의약품은 그룹별(오리지널+생
동입증, 그 외) 가중평균가로 개별 약가인하
호주 : 시장가격 신고 및 약가인하제, 제너릭 등재된 의약품에 한하여 인하, 기존 신고가 차액이 10%이상일 때만 인하
4) 2000년 가격 조사를 통해 2.6%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2001년 최고 7.4%였으나, 제도 시행 이후 가격 인하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08년 최저 0.47%
가격 인하되고 2010년 폐지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의약품 실거래 상환제도의 안착을 위한 제언 - 김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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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경우 해당 품목은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며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가약
으로만 대체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 외 현 요양급여 등
재제도의 핵심은 대체 가능약제의 비용효과 분석이 일
반적인데 대체 가능한 약제가 지속적으로 약가인하 될
경우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해외에서 도입될 의약품의
적정한 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의약품 상환제도를 부조리 개선과 동등하게 건
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측면을 대 명
분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약가 인하만이
재정 절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만 새
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본 글은 제약협회 약품비절감장려금제 TFT 의견을
정리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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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인하 해소를 위한
약가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김보경
제약협회 PVA TFT/한국 다케다 부장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되면서, 실거래가제
도와 약가재평가 뿐인 사후관리는 사용량약가연동제
도,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약제의 약가인하제
도, 기등재목록정비제도가 추가되었다. 이후 2012년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시행에 따라, 동일성
분 동일약가 규정에 따라 오리지널약제와 제네릭의 약
가는 오리지널약제 약가의 53.55%까지 일괄인하, 적
응증 확대에 의한 사전 약가인하, 장려금 제도, 실거래

1.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중복 적용 사례 1 :
제네릭등재로 인한 약가인하, 1년후 추
가인하 및 PVA
보령제약의 스토가정은 한 달 사이에 약가인하가 2회
발생했다. ‘스토가정’의 사례는 약가 일괄인하와 사용
량 약가 연동에 의한 약가인하가 겹치는 첫 사례로 후

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 약가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발주자 등재로 인한 가산기간이 종료되어 2014년 4월
203원에서 155원으로, 그리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제 등 여러 가지 약가인하 기전이 동시에 존재한다. 사

(이하 PVA)에 의해 2014년 4월 18일에 155원에서 147

용량 약가연동제 도입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약가는

원으로 인하됐다. (그림 1 참조)

기등재목록정비, 일괄인하, 사용량약가연동 등 여러 약
가인하 기전들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어 약가가 인하되고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소통을 하기 위해 수

있다.

차례 복지부에 중복 인하 적용에 대해 피력했으나 원칙

사용량약가연동제도는 초과 수익을 보험재정에 환불하

적인 답변만 듣게 되어 사법부의 심판을 요청하게 되었

는 구조가 아니라 약가를 인하하는 구조로만 운영된다고

다.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4년

볼 수 있다. 또한 사용량약가연동제는 기준년도와 평가
년도를 비교하여 재정영향에 따른 인하율을 결정함에도

5월에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복지부의 PVA로 인
한 약가인하 고시가 효력 정지되고 2014년 8월 21일에

인하 상한금액의 기준을 협상이 결정된 시점으로 함으로

1심 심결에서 승소했다.

써 타 제도와는 다르게 중복되어 인하되도록 제도가 운영
되고 있다.

사법부의 1심 심결 판결내용에 따르면, 처분 시점의
개정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아래 5가지 사례를 통해 현재 약가 사후관리 제도들간의

구 요양급여기준이 아닌 신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했어

중복인하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중복인하에 대한 합

야 하며, 203원일 때 결정된 사용량 약가 연동 인하율

리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한다.

을 155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중복인하 해소를 위한 약가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김보경

이다. 즉, 다른 사후 기전에 의한 약가 인하를 PVA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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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 고려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2-3년 동안 약가인하가 4회 이상 발생되는 품목이 다
수 발생한다.

판단이 최종 심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복지

● 기등재 목록정비의 목적: 선별등재 이전에 등재된

부와 공단은 다른 사정에 의한 약가 인하를 사용량 약

품목들의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여 일괄 약가인하

가 연동에 반영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다. 동일제제 동

한 제도였음.

일가 원칙에 의해 후발주자 등재 시 53.55%로 반토막

● 사용량 약가연동제 유형 다의 목적: 등재 4차년도

이 나는 상황에서 PVA가 다른 기전의 약가 인하라는
사유만으로 별개 적용하는 것은 납득받기 어려운 논리

부터 사용량이 급증한 경우 재정 부담에 대한 공동

이다.

분담을 위한 약가인하
각 제도가 도입 시 목적이 다르고, 환경이 다름에도 이
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중복인

업계는 PVA대상 지정검토부터 최종 약가인하까지
PVA제도의 도입취지에 기초한 판단이 절실히 요구된

하가 적용된 사례이다. 기등재 목록정비로 선별등재

다고 사료되며, PVA대상이 된 경우라도 해당품목의 여

재로 인한 약가인하가 반영되지 않은 과거의 사용량 증

러 요인들을 고려되어야 한다. PVA가 단순한 약가인하

가로 사용량약가연동에 의한 약가인하가 단행되어, 약

로 작동하기보다 업계로 하여금 보험재정을 분담하는

가인하의 중복 적용이 발생했다.

이전 등재 품목들에 대한 약가 조정이 되었음에도 기등

사회적 기여를 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 제도운영이 필요
하다.

2.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중복 적용 사례 2 :
실거래가, 기등재, PVA, 일괄인하 또는
기등재, PVA
2000년 초반에 등재 약가재평가, 실거래가 조사에 의
한 약가인하제도에 의해 약가인하가 되었고, 이후 사
용량 약가연동제와 기등재 목록정비로 약가인하가

3. 약가사후관리제도 적용의 불일치성 사례
3: 실거래가, 기등재, 제네릭등재로 인
한 인하, 일괄인하, PVA
특허만료로 20% 약가인하가 된 이후 2012년 4월에 일
괄인하 대상으로 당시 공급업소 4개사 미만으로 약가
가산 적용을 받은 사례이다. 일괄인하 이후 사용량 약
가연동으로 인하되었는데 향후 추가 제네릭 도입 시 현
재 가격을 기준으로 53.55%가 되므로 일괄인하 이후

그림1. 스토가정 중복인하 사례 1
제네릭 등재(2013.4.1)로 인한 약가인하
[290원의 70%]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협상

연간 사용량
모니터량

보험등재

2009.7.1.

2012.7.1.
290원

제네릭 등재 후 1년 경과
[290원의 53.55%, 제네릭 12개사 동일]

193원
2013.7.1.

2014.3.28.

203원

290원을 기준으로
재정영향 분석

이 사건 처분

2014.4.1.
155원

중간에 다른 인하
사유 발생

2014.4.18.
147원

290원을 기준으로
재정영향 분석 결과를
155원에 적용??

www.kpma.or.kr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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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복 약가인하 사례 2, 3
품목명

시행일자

인하율

인하사유

2008.05.15

0.3%

실거래가

2010.09.01

0.1%

실거래가

2011.07.01

7.0%

기등재

2011.12.01

4.8%

PVA

2012.07.01

8.0%

기등재

2013.07.01

7.2%

기등재

2014.12.1

13%

일괄인하

2012.01.01

6.9%

기등재

2012.05.01

8.5%

PVA

2013.01.01

8.1%

기등재

2014.01.01

7.6%

기등재

2003.07.01

0.1%

실거래가

2003.10.01

1.9%

실거래가

2005.08.01

0.1%

실거래가

2006.03.01

0.1%

실거래가

2007.01.01

11.0%

약가재평가

2009.02.01

0.2%

실거래가

2009.03.15

20.0%

특허만료

2011.10.01

0.5%

실거래가

2012.04.01

12.1%

일괄인하

2014.05.01

5.1%

PVA

2005.08.01

품목A

기등재 목록정비로 매년 약가인하와 동시에 사용량 약
가연동으로 인하
2년간 4회의 약가인하 발생
제네릭 등재로 약가인하

2005.08.30

품목B

기등재 목록정비로 매년 약가인하와 동시에 사용량 약
가연동으로 인하
2년간 4회의 약가인하 발생

2001.07.18

품목C

PVA에 의한 약가인하분은 중복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에 대한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 2012년 일괄인하

특히 2007년에 약가재평가로 11% 인하 후, 2009년
특허만료로 20% 된 후 2012년에 일괄 인하됨.

제네릭이 3개 미만인 가산적용
등재 13년 만에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의한 약가인하.
향후 추가 제네릭 진입 시 53.55%수준으로 인하될 예
정.

4.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중복 적용 사례 4 :
사전인하, PVA

단행시, 일괄인하 기준 가격은 2007년 1월 약가였으므
로 2007년 1월 이후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분은 감
면되었다. 하지만 일괄인하 이후 PVA에 의한 약가인하

국내 14호 개발 신약인 일양약품 놀텍정은 최초 허가
당시 PPI제제의 일부 적응증만 허가받아 출시하였으

이후 추가 제네릭 진입에 의한 일괄인하의 기준 가격은

며, 대체약제와 비교하여 부족한 적응은 지속적인

직전 약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R&D 연구로 추가하고 있다.
적응증 추가에 따른 사전인하로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문제가 발생한다. (표 1 참조)

290원을 기준으로
재정영향 분석

중간에 다른 인하
사유 발생

290원을 기준으로
재정영향 분석 결과를
155원에 적용??
중복인하 해소를 위한 약가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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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복인하 사례 4
1,450
1,400
1,350
1,300
1,250

놀텍정10mg
A약제

1,200
1,150
1,100
2010년

2012년

2011년

2013년

2014년

적응증 추가 이후 매출 성장하였다고 하여 또 다시 보

중 규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재검토가 필요하

험약가를 인하하는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대체약제

다.(그림 2 참조)

110%

글로벌최저가
국내가격
& 급여제한(신환자만)
와 비교하여 새로운
적응증
추가가
아닌 동일한 적응증
100%

제품D

급여확대를 위한 자진인하2회

을100%
추가하는 것임에도 사전인하
및 사후인하(사용량
95%
91%

91%

연동제)를
이중 적용하는 것은 한 사건(적응증 추가)에
90%

88%
대하여 두 번 제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법률
80%

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벗어난다. 놀텍은 GERD 적
70%
응증
추가로 사전인하 되었으며, 사용량 연동제에 해
당되어
또 한 번 보험약가 인하되었다. 이러한 사전인
60%
하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없거나 폐지된 제도로서 일본
50%

제품E

제품F

제품G

5. 약91%
가사후관리제도의 중복 적용 사례 5 :
88%
88%
88% 따른 인하,
88%
사전인하,
제네릭
등재에
제네릭등재약가인하
일괄인하, PVA
73%
69%

69%

63%

63%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D는 세계최초약제로 혁신적
일괄인하추가인하
신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제임에도 국내에

에서는 적응증
추가시 오히려
개발비
2003.1.1
2004.7.1약가인상을
2009.5.1통해 2010.1.1

서는
글로벌 최저가로
책정되고2013.1.1
급여기준 역
2010.11.10
2011.1.1 약가가
2012.4.1

보존을 해주고 있다.

시 신환자만 급여가 되는 등 현실적으로 판매가 어렵

또한, 적응증 추가로 인한 약가인하는 대체약제와 비

게 출시되었다. 출시 후 급여확대를 통한 환자 접근

교하여 보험약가 차이를 더욱 커지게 하며, 대체약제
와 같게 적응증을 추가 할 경우 보험약가 차이는 얼마

성 개선을 위해, 2회에 걸쳐 자진인하 했다. 이후 제
네릭 등재로 인하되고 또한 일괄인하로 추가 인하되

나 날지 예측도 못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 현재도 글로벌 최저가 수준이다. 현재 국내 가격

맞지 않는다. 놀텍은 추후 2-3가지 적응증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 아래서는 R&D 강화

은 중국가격의 1/2 가격 수준이다.(그림 3 참조)

가 좋은 선택 인지는 미지수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급여기준이 확대되어 사용량이
증가하면 비록 타제제보다 현저히 낮은 약가임에도 불

게다가 이러한 제도의 충돌은 신약 개발의 의지를 꺾을

구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세부기준에 부합한다는 이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약의 경우

유로 추가 약가인하 위험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정

에는 해외 진출 시, 개발 국가의 보험약가를 참조하여 약

순기능 품목이라고 해도 현재는 PVA대상만 되면 무조

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해외 진출 국가의 보험약가 산정

건 약가인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진인

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신약을 개발해도

하, 제네릭 등재로 인한 인하, 일괄인하에 이어 사용량

수출이 힘들어 지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약가연동제도와 실거래가사후관리까지 적용되어 추가

그러므로, 사전인하와 사후인하(사용량 연동제)의 이

중복 약가인하가 될 우려가 크다. 참고로, 이미 제품 F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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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복인하 사례 5
110%
100%

글로벌최저가 국내가격 & 급여제한(신환자만)
100%
급여확대를 위한 자진인하2회
95%

91%

제품D
91%

91%

88%

88%

제품E

제품F

제품G

90%
88%

80%

88%

88%

제네릭등재약가인하
73%

70%
69%

69%

63%

63%

60%
일괄인하추가인하
50%
2003.1.1

2004.7.1

2009.5.1

2010.1.1

는 국내시장에서 철수한 상태이다.

2010.11.10

2011.1.1

2012.4.1

2013.1.1

히 필요한 때이다. 약가인하만을 위한 약가제도는 지
속가능하지 못하고, 국내신약개발 투자나 해외진출에
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에

마무리

대한 관심에서도 그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글로
벌 신약의 국내 도입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약가사후관리제도들이 각각 적용되고 있기에, 위
에서 살펴본 5가지 중복인하 사례 외에도 다양한 중복

그런 의미에서 약가사후관리제도들간의 중복인하 문제

조합으로 인한 약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중복인

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하 문제는 중복인하가 발생할 때 최대 약가인하율만을

[본 글은 제약협회 PVA TFT 의견을 정리한 것임을

적용하여, 중복인하되는 부분은 약가인하에서 제외하

밝혀드립니다.]

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약가제도는 외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제학회에서도 국내의 낮
은 약가수준과 현 약가제도의 한계와 개선 제안을 발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노령화와 보험재정 확보
의 어려움 등으로 약제비 절감을 정부가 열심히 해온
결과라고 본다.
문제는 최근 중국 등 시장잠재력이 큰 나라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가격을 참조하면서 국내가격으로 인한 글
로벌 가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들은 심각하게 고
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와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제약산업의 발전
과 지속가능한 환자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약가제도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확인된 원칙에 기초한 약가제도 운영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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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 규격단위 표준화 및
포장단위별 등재
정진용
제약협회 규격단위 표준화 TFT/JW중외제약 부장

I. 서론

고’(2012.1.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1호) 및 ‘약제
의 결정 및 조정기준’(2011.12.30. 보건복지부 고시 제

제약산업은 정부규제가 강한 산업이다. 약가는 수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

2012-6호)을 고시하여 2012년 4월 1일 일괄인하를 시
행하였다.

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
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개발, 생산, 판매 전 과정에 걸

약가제도 개편 주요내용은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에

쳐 규제당국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다.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 받아야 된다는 원칙 아래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및 모든 제네릭 제품의 가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국내 제약산업은 전문의약
품을 중심으로 비교적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격을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의약품 가격의 53.55%로
부여하고,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 특허만료 오

의료서비스 이용증가 및 보장성확대, 고가의약품 처방
증가, 의료보험 수가인상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5%로 적용하는 방안
이다.

증가하게 되면서, 건강보험 지출의 약 28%를 차지하
는 약가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또

기등재 의약품은 53.55%로 정해지는 신규등재 의약품

한, 제약산업 전반의 양호한 성장 속에서도 국내제약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하여 변

사 대부분이 여전히 영세한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어

경된 약가 기준에 따라 13,814품목에 대하여 약가를 재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게 되

평가 하였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 조정은 제네릭 등재

었다.

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07.1.1
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로 판단하고 저가약 사용

II. 2012년 4월 일괄약가인하

촉진 등을 위해 동일효능 군 내 하위 25%(상대적 저가
선) 이하 가격 의약품인 1,767품목에 대해 인하대상에
서 제외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하여 퇴장방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1년 8월 12일 기존의 약가규제

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기초수액제, 산

안보다 강도가 높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

소, 방사성의약품 등 5,541품목을 인하에서 제외하고

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제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

6,506품목에 대하여 재평가 하였다.
www.kpma.or.kr

34

KPMA Brief｜2014. 11. Vol. 03

위와 같이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제외기준을 연간 청구금액 10억원에
서 20억원으로, 저가의약품 기준을 내복제, 외용제는

IV. “약제급여목록 규격단위 표준화 및 유
통단위별 등재“ 사업

50원에서 70원, 액상제는 15원에서 20원, 주사제는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3개사 이

1. 약제급여목록정비(안)

하 생산 의약품 가격에 대하여 특례(오리지널 70%, 제

약가 재평가과정 및 재평가 후 확인된 약제급여목록의

네릭 59.5%)를 부여하였다.

합리성 제고를 위한 급여목록 정비를 위하여 보건복지
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업계가 참여한 working

III. 약제급여목록 정비 배경

group을 구성하고 총 4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재평가 시행 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건강보험 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소단위로 등재된 의약품을

관리실태’(2012.10)에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 운

유통 규격단위로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통자료

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및 청구자료 분석 후 규격단위 2개 이상인 품목을 대
상으로 하였다 (단, 보건복지부 분류번호 431(방사선

감사원에서는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의 내재적
따른 저가의약품 선정이 곤란하다고 하였으며, 약제

의약품), 721(조영제) 의약품은 진단용 목적으로 사
용되고 적용 부위 및 체중에 따라 상이한 기준으로 투

급여목록에 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 포장단위 (

여되며, 진단목적으로 원내 사용시 투여단위를 규정

병, 포, 관, 앰플 등) 및 계량단위 (1ml, 10ml,
100ml, L, mg, g 등) 529종의 규격단위가 혼재되어

할 수 없으므로 예외 대상으로 검토).

있어 등재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고시에 정해진 가
격선과 비교하여 절대적 저가의약품을 선정하는 절대

이후 2014년 상반기 급여목록 정비 사업에 관하여 보
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업계가 참여한

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를 운영할 경우 고가의약품인

간담회가 실시되어 단위, 규격 등 표시방법의 표준화,

데도 저가의약품인 것으로 판단하거나 동일 약값의

동일제제 정의, 제형별 등재 유형 표준화, 주성분 표

약제 중 일부만 저가의약품으로 판단하게 되는 모순

시방법 표준화,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 변경 세부방

을 지적하였다.

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계를 거론하며 가격 산정 기준 및 등재단위 혼재에

표1. 약투여경로별 규격단위 표준화 및 실제 유통되고 있는 포장단위별 등재의 합리성 검토
투여경로

등재원칙 검토(안)

검토사항

내복약

- 정제, 캡슐제는 규격단위 등재 유지(정, 캡슐)
-액
 제, 산제는 mL, g을 유지하되, 1회 투여 포장 단
위 반영

- 소분을 위해 덕용포장을 생산하는 품목은 유통실적
분석 후 생산규격단위 반영 여부 결정 (현탁제 및
액제)

외용제

-g
 , mL의 최소단위가 아닌 생산규격단위로 변경(근
거) 생산규격단위 그대로 처방 소분 투여 거의 없음
(DW 자료 활용)

- “자사규격단위”로 허가됨에 따라 실제 처방용량에
대한 자료 전무
- 처방 행태 모니터링 및 기준 검토를 위한 자료 활용

주사제

-m
 L, I.U. 등의 생산규격단위 반영(근거) 1회 투약
량 기준 생산 원칙

- “자사규격단위”로 허가됨에 따라 실제 처방용량에
대한 자료 전무
- 처방 행태 모니터링 및 기준 검토를 위한 자료 활용

※ 단, 혈액응고인자 제제 허가관리 방안에 따라, 역가단위별 약가로 등재된 품목의 경우 현행 유지

약제급여목록 규격단위 표준화 및 포장단위별 등재 - 정진용

2. 약제급여목록정비 사업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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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유통규
격단위 등재로 인한 규격별 상한금액 차이로 환자 부담

급여목록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고려할 사항으로 첫 번

금이 달라질 것이다.

째 다양한 포장단위 및 규격단위 표시방법 표준화, 두
번째 현재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소단위로 등재되어 있

약가산정에서 신약은 대체가능약제 투약비용을 고려한

는 제품을 유통되는 규격단위로 등재할 경우 상한금액

경제성평가 및 재정영향 분석결과에 따라 급여여부가

산정, 세 번째 유통되는 규격단위로 등재할 경우 신규

결정되는데 규격단위별 상한금액이 상이한 경우 신약

로 등재되는 규격단위 상한금액의 산정, 마지막으로

약가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체가능약제 규격에

규격단위로 등재할 경우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 산정

대한 다툼 등에 의한 등재기간 지연으로 신약에 대한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접근성이 저하될 것이다. 또한 함량비교산식에 따라
기등재된 의약품이 유통규격단위 등재로 인하여 함량

다양한 포장단위 및 규격단위 표시방법을 표준화하는

비교산식을 중복 적용받아 등재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으나, 유통되는 규격단위로 등

있을 것이다. (점안제, 점이제 등)

재할 경우 현행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자사
제품이라도 규격단위가 다양한 경우 최소단위 금액이

절대적 저가의약품에 대하여 감사원이 지적한 불합리

달라지는 일이 발생될 것이고 신규로 등재되는 규격단

한 사례는 특정품목에만 해당되는 사례로 특이한 소수

위 또한 마찬가지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는 요

사례 개선을 위해 전체에 적용된 기준을 단순하게 변경

양기관에서 시럽제, 산제 등 최소단위로 청구되는 의

하기보다 동일 효능군 제품과 형평성을 고려한 평가가

약품의 급여청구, 관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을 것

1. 규격단위 등재

이다.
절대적 저가의약품은 고가의약품 대체 등 건강보험재
정에 긍정적인 요인을 제공하는 의약품으로 최소한의

약제급여목록 규격단위 표시방법 표준화에 대하여 공

생산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약제의 결정 및 조정 전

감을 가지고 있으나 제형별 등재 유형 표준화에서 전

에 사전적으로 보호를 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품목 (정제, 캡슐제 제외) ‘생산규격단위 등재’는 식품

있다. 유통되는 규격단위로 등재할 경우 절대적 저가

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제조품목허가증과 동일한

의약품의 기준이 재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동일성분,

등재단위로 일치시키는 범위에서 최소화하여 해당제품

함량 제품이 유통규격에 따라 절대적 저가의약품 여부

의 공급 안전성 확보 및 요양기관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할 것이다.
유통규격단위 표시방법 표준화 및 최소화된 규격단위

V. 약제급여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제안

일치를 통하여 감사원에서 지적한 규격단위 혼재에 따
른 고가의약품인데도 저가의약품인 것으로 판단하거

요양기관에서는 유통규격단위 등재로 인한 청구오류

나, 동일약제 중 일부만 저가의약품으로 판단하게 되

및 청구내역 불일치, 의약품 관리 부담 가중 등 예기치

는 모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제산제 규격단위 등재 현황
등재 규격단위

g/포

ml / 포

포

g

등재 품목 수

9품목

14품목

3품목

4품목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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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일본 최저약가
구분
정제

최저약가
(일본 약전 수재품)

단위
1정

9.90¥

1cap

9.90¥

환제 (pills)

1개

9.90¥

산제(세립제 포함)

1g

7.40¥

과립제

1g

7.40¥

분말제

1g

7.40¥

100ml 미만 1병

95.00¥

100ml 이상 500ml 미만 1병

113.00¥

500ml 이상 1병

149.00¥

1개

19.90¥

5ml 1병

88.00¥

1ml

17.60¥

1일 약가

9.60¥

내용액제 (syrup제)
(소아에 대한 적응증이 있는 것)

1ml

10.00¥

외용액제
(피부용 살균소독제에 한함)

10ml

9.80¥

캡슐제

주사제

좌약
점안제
내용액제 (syrup제)
(소아에 대한 적응증이 있는 것 제외)

주1) 산제, 과립제, 분말제, 외용액제는 규격단위가 10g인 경우 10g
주2) 내용액제(syrup제)는 규격단위가 10ml 인 경우에는 10ml
근거 : 일본 후생성 약가산정기준 (2014.02.21.)

그리고 유통규격단위 표준화를 위하여 재 등재 시 함량

위를 벗어난 제품은 과거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

비례산식 적용은 산정방식 기본원칙 위배, 의약품 공

등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기전에 따라 상한금액 인하

급 왜곡현상 발생, 요양기관의 청구불일치 발생 등 요

되어 이익률 저하에 의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

양기관 및 제약기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며, 그 피해는 국민 및 대다수의 국내제약기업에 미칠

최소화된 유통규격 표준화에 의한 유통규격단위 재 등

것이다.

재 시 함량배수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working group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유

2, 절대적 저가의약품

통규격단위 등재 후 하한 10%tile을 적용하여 저가의약
품 적용 시 동일제품의 하위용량 규격단위는 저가의약

절대적 저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제품은 고가의

품에 해당하고, 상위용량 규격단위는 고가의약품으로

약품을 대체하여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

분류되므로 동일품목이 사후관리에 다르게 적용되어

며, 대다수의 제품이 국내제약기업에서 생산하여 시장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동일제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위

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규격단위 표준화에 따

당 상한금액이 달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부담

라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 변경될 경우 저가의약품 범

금 차이 등 다양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약제급여목록 규격단위 표준화 및 포장단위별 등재 - 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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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의약품을 최소단위로 등재하고 있는 일본의

다. 이러한 행보가 합리적인 사업진행으로 이어지기를

경우 약가 재 산정 결과 산정가격이 제형 구분별로 정

기대해 본다.

해진 ‘최저약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보다 낮은 경우

[본 글은 제약협회 규격단위 표준화 TFT 의견을 정리

최저약가를 기등재품의 약가로 인정’ 하는 최저약가제

한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절대적 저가의약품 분류기준인 내복제를
정제, 캡슐제, 환제, 산제, 과립제, 분말제, 시럽제(소
아적응증 유무로 분류)로, 외용제(1회 용량과 덕용으
로 분류)를 점안제, 점이제, 연고제, 외용액제로, 주사
제를 용량별 구분 및 조형제로 현재보다 세분화한 절대
적 저가의약품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도입취지에 맞춰
최소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시장에 저가의약품을 원활
하게 공급하여 고가의약품을 대체함으로써 건강보험재
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I. 마무리
보험급여의약품 목록정비 표준화 사업은 혼재되어 있
는 규격단위 표시를 표준화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사업
이라 할 수 있고 유통규격단위 등재 및 절대적 저가의
약품 변경은 보험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약품 관리의 긍
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준화 사업 진행으로 요양기관의 처방형태,
청구방식 변화, 약국의 의약품 관리 부담 가중, 청구불
일치 증가, 제약기업의 공급의약품 변화, 환자의 본인
부담금 변동 등 처방권자부터 약국, 환자, 의약품 공급
자까지 많은 변화와 부작용이 예측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제약기업에게는 일괄인하와 유사한 충격
을 줄 수 있으며, 현재 절대적 저가의약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제약기업에게는 생산여부를 고민하게 하는
정책변화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 working

group 구성 등 가장 여파가 클 것이라 예측되는 제약기
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성의 있는 행보를 지속해왔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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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국내 이행사항의 중요성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연구관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각
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해 배타적 주권을 갖게 되었

사전통보승인과 이용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계약, 즉

으며, 이에 대하여 나고야 의정서는 사전통보승인

있는 국내이행에 필요한 필수사항을 조사·분석하여

(PIC: Prior Informed Consent)와 이용 이익을 공유하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의정서

기 위한 계약, 즉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의 체결이 의무화된 것이다.

의무준수 여부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

이는 유전자원 그 자체에 대해 일종의 지식재산권을 인

나고야의정서에서 당사국의 의무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정한 것으로서, 이용자는 사용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과

담겨 있는 부문은 제1조 목적에서 ‘당사국은 공정하고

연구·개발로 취득한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

균등한 이익의 공유를 법, 제도, 정책 수단으로 채택해

해서도 공동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지식재산

야 함’을 시작으로 하여 제23조에서 ‘국가의 제도에서

권과 관련된 환경이 급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전자

기술이전, 기술이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인센

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국제논의에 대한 시사점에 대

티브가 다루어져야 함’까지 각 조항에서 제시하고 있

해서 국내 기업과 연구 기관 등의 이해 부족으로 이익

다. 의정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는 유전자

공유 또는 특허 취소 소송 등 국내 산업계의 피해와 생

원의 접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조직

물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에 우려가 있어 국내 유

(예컨대, 연락기관, 책임기관, 정보공유체계, 점검기

전자원 보호뿐 아니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가져오는

관 등)과 수단(예컨대, 사전통보승인, 상호합의조건)

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인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다 (표1)

따라서,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여 국가 이행 필수사항

의정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조로 할 때, 의정서

들에 대한 검토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지식재산

가입 시 우리나라 정부가 의정서의 당사국으로 의무를

권 관련 해외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행하기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상호합의조건 체결 등 나고야 의정서에서 의무화 하고

비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나고야 의정서
상의 당사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기반

나고야 의정서 대응 국내이행 필수사항 분석
연구

의 마련, 2) 연락기관(National Focal Point), 책임기
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점검기관(Check

Point)의 지정 및 운영, 3) 국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국내 이행사항의 중요성 -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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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절차 마련 및

국가들의 법률을 분석하여 각국이 파생물을 그 국가의

운영, 4)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 Clearing
House, ABS CH)의 설치 및 운영, 5) 유전자원 제공국

법률 범위에 넣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된 의무준수 조치.

(2)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의무

(1) “유전자원 이용” 범위에 대한 고려

나고야 의정서 제6조제1항은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그리고 접근 및 이익공유에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국내 조치를 위해서는 ‘유전자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요건의 마련을 조건으로, 해

의 이용’에 대한 범위에 대한 고려와 검토가 필요하다.

당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자원의 원

나고야 의정서 의정서 제2조에 정의된 것처럼 ‘유전자

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

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의 사전통보승인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만 사

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전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전통보승인이 요구되며, 이로부터 이익이 창출될 경우

서는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 이익공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자

이러한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

원의 이용에 대한 범위에 있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인

제 조건이 있다. 첫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목적이

표 1.  나고야 의정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
조항

표제

국가 의무 사항

제1조

목적

- 당사국(유전자원의 제공국과 이용국)은 공정하고 균등한 이익의 공유
를 법, 제도, 정책 수단으로 채택

제2조

용어 사용

- 용어, 예를 들면 ‘파생물(derivatives)’, ‘이용(utilization)’등에 대
한 특정 국가의 의무 부여 사항 없음
•의정서 상에서 정의하고 있는 ‘파생물(derivatives)’의 범위에 대한
모호함은 남아 있음

제3조

범위

- 국가의 의무 사항 없음
•국가의 제도로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음

제4조

국제 협정 및 문서와의 관계

- 특별한 ABS를 제외하고는 국가의 의무 사항 없음
•ABS를 다루고 있는 국제협약과 나고야 의정서간의 상호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의 이행체계 검토는 필요할 수 있음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

- 의정서 채택에 따라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의 의무 이행
(법, 제도, 정책 조치)이 필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타나는 공정하고 균등한 이익의 배분
•원주민과 지역 사회 간에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타나는 공정하
고 균등한 이익의 배분(우리나라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전통지식에 연계되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타나는 공정하고
균등한 이익의 배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의 법과 제도적 수단, 또는 정책의
틀(체계)을 수립
•유전자원 제공국은 해당 유전자원을 얻고자 하는 주체에게 유전자원
에 대한 접근을 승인할 수 있는 사전통보승인 체계 구축 필요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인식할 수 있는 국가의 적절한 제도(수단)
제공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연계된 공정한 국민들의 참여가 이행될 수
있는 지침 제공

제5조

제6조

제7조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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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표제

국가 의무 사항

제8조

특별 고려사항

-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단순 절차,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연구를 구분
하는 절차를 포함한 일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수단 마련
- 국가와 국제 비상시의 경우 이익의 배분을 확보할 수 있는 이행 수단
마련

제9조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 유전자원의 이용자와 제공자를 격려할 수 있는 수단 마련
•이러한 수단은 환경 보전 목적을 따라야 함

제10조

세계 다자 간 이익 공유 체계

- 모든 ABS 제도에 지구적 다자간 체계를 고려하여 사전통보승인 적
용

월경성 협력

- 공유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대한 당사국과의 협력을 위한 노력
- 국가의제도는일반규정을이행하는실제적인체계이어야함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 원주민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
줌으로써 관련 ABS 협상 시 유전자원으로부터 나타나는 이익을 실
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국내법, 제도적 수단 제공

제13조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 법적인 국가연락기관과 책임기관의 지정 및 운영
•이 조직에는 해당 조직의 기능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
적인 수단 제공

제14조

자료교환기구와 정보 공유

- ABS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요구되는 정
보를 공개해야 함

제15조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
는 규제 요건의 준수

- ABS 결정내용을 국가 수준에서 결정하고 이행하기 위한 수단
•국가수준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국가들의 (법, 제도)와 관련된 기능
을 이행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에서 이행해야 함

제1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ABS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준수

- ABS 결정내용을 국가 수준에서 결정하고 이행하기 위한 수단
•국가수준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국가들의 (법, 제도)와 관련된 기능
을 이행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을 확보하고 국가차원에서 이행해야 함

제17조

유전자원 이용 감시

- 유전자원의 이용과 연계된 전통지식의 모니터링하기 위한 점검기관
(Check points) 마련. 동등한 기능의 다른 수단도 가능
•허가 또는 이와 동등한 것(Permit or equivalent)은 국제 증명서가
될 것임

제18조

상호합의조건의 준수

- 유전자원의 이용자와 제공자간의 수단
•더욱 강력한 수단도 가능

제19조

표준계약조항

- 국가의 의무

제20조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
는 기준

- 국가의 의무
•국가의 관련 Code of Conducts는 의무사항으로 상향조정 고려

제21조

인식 제고

- 인식 제고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 제공
•효과적인 인식개선(특히 연구 부문에서)을 위한 지침제공 등 국가의
제도 제공

제22조

역량

-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역량을 마련할 수 있어
야함

제23조

기술 이전, 공조 및 협력

- 국가의 의무
•국가의 제도에서 기술이전, 기술이전을 위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인
센티브가 다루어져야 함

제24조

비당사자

제25조

재정체계 및 자원

제26조

이 의정서의 당사자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

제27조

보조기구

제11조

- 해당 없음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국내 이행사항의 중요성 - 이병희

조항

표제

제27조

보조기구

제28조

사무국

제29조

감시와 보고

제30조

이 의정서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
차와 체제

제31조

평가 및 검토

제32조

서명

제33조

발효

제34조

유보

제35조

탈퇴

제36조

정본

부속서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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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무 사항

- 해당 없음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의정서

국가책임기관의 명확하고 투명한 서면 결정의 제공

제2조에 정의된 것처럼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

마.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할

설정의 증거로서 허가증이나 이에 상응하는 문서의 발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만 사전통보승인이 요구되어

급 준비와 이에 따른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유전자원의 접근은 유전자원의 이용이라는 목적과 항

통보할 것

상 수반되어 해석하여야 한다.

바. 적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국내 입법에 따라, 유전

둘째,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접근 및 이익

자원 접근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보승인 또

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 요건을 마련하여야 한

는 승인과 참여를 획득하기 위한 기준 및/또는 절차에

다.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는 반드시 입

관하여 규정할 것

법적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으며 규제요건(regulatory

사. 상호합의조건의 요구 및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규칙

requirement)도 가능하다. 셋째, 접근의 대상은 ‘자원
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

과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그러한 조건은 서면으로 작

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이다.

을 포함한 이익 공유 조건, 제3자의 후속 이용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제6조제3항은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

조건,의도의 변경에 관한 조건 등을 포함할 수 있음.

는 조치가 충족해야 할 실체적인 그리고 절차적인 요건

따라서, 유전자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유전자원에 접근

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는 각 당

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을 ‘무조건적으로’ 또는 ‘절대적

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

으로’ 요구할 의무는 없을 수 있다. 이러한 취지는 제6

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해야한다.

조제1항의 문장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다. 당사국에게

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

어떤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의정서에는 ‘Each

건의 법적 확실성, 명확성, 그리고 투명성의 제공

party shall...’이라는 문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제6조
제1항은 ‘access to genetic resources for their

나.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공정하고 비자의적 규칙과

성되어야 하며, 분쟁 해결 조항,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

다. 사전통보승인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utilization shall be subject to prior informed
consent...’라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유

라.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합리적 기간 내에

전자원에 접근하는 이용자에게 사전통보승인을 반드시

절차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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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도록 다른 국가들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내포

하고 장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고 규정하여 비

하고 있는 것으로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지 않을 권리

상업적 연구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조치를 마련하기 위

도 있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한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간소화된 접근은 비

또한 제6조제3항은 ‘상기 제1항에 따라, 사전통보승인

상업적 연구이어야 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을 요구하는 각 당사국은...’이라고 하여, 제6조제3항에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된 의무는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는 당사국에만 적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promote and encourage)하기

용된다는 것을 명확히하고 있으며, 이는 제6조제1항의 ‘

위한 ‘여건을 조성(create conditions)’할 의무만을 규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마

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련을 조건으로’라는 문구와 결부되어 이러한 국내 입법

나고야 의정서 제8조제2항은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

또는 규제 요건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는 사전통보승인을

으로 판단할 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거나 침해하는 현존하는 또는 임박한 비상사태

사전통보승인을 요구하기로 했다면, 그러한 요구조치

(imminent emergencies)’에 대한 적절한 주의 의무

는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 수

를 부과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은 ‘유전자원

있다. 즉,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나 요건이

에 대한 신속한 접근(expeditious access)의 필요성과

법적으로 확실성이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감당할 수 있는 치료제에

하여야 하며,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유전자원 이용으로부

야 한다. 또한,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규칙이나 절차

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면서 신속하게 공

는 공정하고 비자의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최

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기상황 시

혜국대우원칙이나 내국민대우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

유전자원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고려할 의

니다. 상기 두 가지는 사전통보승인 조치가 갖추어야

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항상의 의무는 위기상황이

할 기본적인 성격이며, 나머지 요건은 사전통보승인

발생한 장소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유전자원

신청, 신청결과의 제공, 허용되는 경우 증서의 발급 및

제공국에서 발생한 위기상황의 경우도 해당됨은 물론

정보공유체계 통보 의무, 적용되는 경우 토착지역공동

이며, 인적·물적 왕래가 빈번한 현 상황에서 한 국가

체 관여를 위한 요건, 그리고 상호합의조건 체결을 위

의 위기상황은 그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쉽게 다른 국

한 규칙 및 절차 마련 의무, 서면 작성 의무 등 구체적

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

인 절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은 나고야의정

이다.

서에서 제시한 ABS 정보공유체계(CHM)에서 일정 부
분 해결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기상황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라고 규정하고, 위기상황 판단기준을 법
률, 정책, 요건, 지침 등에 따를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있

(3) 유전자원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 절차 부여 의무

어, 당사국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
나, 위기상황을 현존하는(present) 또는 임박한

나고야 의정서는 비상업적 연구 또는 위기상황 시 유전

(imminent) 사례(case)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기상황

자원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을 마

에 대한 범위나 개념을 아주 광의로 확대하고 있지만,

련하거나 그 필요성을 고려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시점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임박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형태로 부과

있다. 또한, 당사국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pay due

되고 있다.

regard) 의무만을 요구하고 있다.

제8조제1항은 ‘연구 의도의 변경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고려하여, 비상업적 연구를 위한 접근에 대한 간소화

(4) 상호합의조건 등 이익공유와 관련된 의무

된 조치를 포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생물다양
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

나고야 의정서에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생물다양성)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국내 이행사항의 중요성 -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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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5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

와 유전자원의 제공자 측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협

과 그에 따른 응용 및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상될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이해관계자에는 유전자원

그러한 자원의 원산국으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의 소유자·관리자·수탁자,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당사자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자와

지식 보유자·관리자·수탁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며, ‘그러한 공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권한있는 국내 당국이 협상에 참가할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나고

수도 있다. 또한, 상호합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당

야 의정서 제5조제3항은 ‘위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입

사자들의 사적자치에 의하여 결정되나, 유전자원의 접

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적절히 취할 것’을 의

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국내법 등에 의하여 당사자들

무화 하고 있다.

의 의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때, 이익공유의 대상국은 ‘유전자원의 원산국으로서

이러한 상호합의조건의 과정에서는 협상 당사자들 사이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협약에

의 서로 다른 능력 및 인식의 수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자’도 포함된다. 유전자원

이러한 협상 능력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토착지역공동

원산지국이 제공국일 경우에는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

체 등 낮은 수준의 협상력을 가진 당사자를 위한 교육 등

지 않을 것이나,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하였다

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ABS 체제의 성공적인 확립

고 주장하는 국가로부터 유전자원을 제공받는 경우,

은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신뢰의 구축에

유전자원 이용자는 제공국이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의하여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유

‘취득’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여야 한다. 단,

전자원 제공자는 이용자의 유전자원의 접근에서부터 이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은 협약에 따라서도 취득

용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하여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될 수 없다.

하고 이러한 안정된 배경 하에서 유전자원 이용자는 유

‘협약에 따라’라는 구절은 생물다양성협약이 정한 요건

전자원을 이용하는 장기적인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

이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아 한다는 의미로, 생물다

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전

양성협약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사전통보승인을 얻고,

자원 이용자가 제공받는 유전자원을 이용한 이익이 발생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때 사전

하는 경우 제공자에게 그러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은 제공국의 국내 조치가 정

공유할 것이라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러한 상호

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신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절차의 투명

취득(aquire)’이란 ‘구매나 제공을 받아 얻는 것(obtain

성 및 이용자의 의무준수의 보장이 당사국들의 입법적,

something by buying or being given to it)’을 의미하며,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임의로 가진 것은 취득

행정적, 정책적 조치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

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때의 ‘취득’이 물리적 점유를 한

의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서상으로만 사전통

나고야 의정서 제6조제3항제마호에 의하면, 사전통보

보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승인을 요구하는 각 당사국은 ‘접근 시점에 사전통보승

않으며, 이러한 상황은 이용자가 문서상만으로만 사전

인 결정과 상호합의조건의 확정에 대한 증거로서...’라

통보승인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공국

고 명시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시기가 적어도

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으며, 가장 확

접근 허가가 부여되는 시점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또

실한 방법은 상호합의조건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한 제6조제3항제사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호합의조

그러나 생물다양성협약은 물론 나고야 의정서도 유전자

건은 “서면”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서, 상호 충분한 정보의 교환 및 협상을 통하여 상호합

원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된 이익이 당사자 사이의 상호
합의조건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5) 국가 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설치 및 지정 의무

있을 뿐, 이익의 범위와 공유의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는 않다. 상호합의조건은 유전자원의 이용자

당사국들은 나고야 의정서 제13조에 따라 유전자원의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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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가연락기관(NFP: National

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접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

Focal Point)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국가연락기관의 일차적 책임은 사무국과의 연락기능으

기관은 효과적이어야 하고, 동 업무를 이행할 수 있어

로 의정서와 관련된 모든 통신은 국가연락기관을 통해

상업화 전 뿐만 아니라 상업화의 모든 단계에서의 관련

이루어지게 된다. 국가연락기관은 기본적으로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사전통보승

또한, 점검기관은 국제의무준수인증서에 있는 정보를

인 취득절차와 상호합의조건 체결 절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상기 정보를 관련 국내책임기관, 사전통보승

제공하며, 나아가 국내적으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

인 발급국, ABS 정보공유체계 등 적절한 곳에 제공하

련 전통지식의 성격에 따라 여러 개의 국내책임기관이

여야 하나, 비밀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지정된 경우 이들 각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도 부

유전자원 접근 시 제공국에 의해 발급되어 ABS 정보

담한다.

공유체계에 통보되는 허가증이나 상응문서는 국제의무

당사국은 또한 나고야 의정서 제13조에 따라 유전자원

준수인정서가 되고, 이 인증서에 기재된 유전자원은

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

사전통보승인 발급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통보승

(CNAs: Competent National Authorities)을 지정할
의무가 있다.

인 발급에 따른 접근과 상호합의조건의 체결을 입증하

국가책임기관의 기본적인 업무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

하고, 최소정보(발행당국, 발행일자, 유전자원 제공

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을 허가하거나 접근요건이 충

자, 증서의 고유 인식번호, 사전통보승인을 발급한 사

족된 경우에는 그 증서를 발급하는 기능을 한다. 나아

람이나 기관, 인정서에 의해 취급되는 관할사항 또는

가 국가책임기관은 사전통보승인과 상호합의조건 체결

유전자원,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확인, 사전통

에 관한 절차 및 요건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

보승인이 취득되었다는 확인,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우 이에 대해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용도 등)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 중 특히 연구, 개발, 혁신,

는 역할을 하게된다. 동 인증서는 비밀인 경우를 제외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은 반드시 별개로 지정
될 필요는 없으며, 각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개의 기관을 지정해도 된다. 당사국은 늦어도 의정서

(7)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설립 및 정보
제공 의무

가 발효되기 전에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연
락처를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각 당사국은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당사국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들이각각 부담

총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접근 및 이

하는 책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M: ABS Clear House
Mechan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하며, 각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기능을 담당할 국내 정보공유 기관(NCH: National
Clearing House)을 설립할 것이며, 국내 정보공유기

한다.

관은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입법적, 행정

지정이나 연락처 또는 국가책임기관(들)의 책임에 변

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

(6) 감시기관의 설치 의무

관에 관한 정보, 그리고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
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 증거로 발급하는 허

나고야 의정서 제17조에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감시하

가증 또는 상응 문서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ABS-CHM

기 위한 방법으로 당사국에게 하나 이상의 감시기관

에 제공해야 한다.

(checkpoint)을 지정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감시기관
의 주요 역할은 사전통보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

국가연락기관이 ABS 관련 국가책임기관이나 제도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합의조건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

반면에, 국내 정보공유체계은 이러한 기관이나 제도

나고야 의정서 발효와 국내 이행사항의 중요성 - 이병희

뿐만 아니라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 정보
를 ABS-CHM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8) 전통지식 관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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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자이익공유기금의 설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고려 의무
유전자원이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존재하거나 사전통보승인 취득 혹은 발급이 불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에는 따로 전통지식

가능한 경우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

(TK, Traditional Knowledge)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생물다양성협약 제8조제차항에 기술된 ‘생물다양성의

게 공유하기 위한 다자이익공유기금의 설치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
을 위하여온 토착지역공동체의 지식, 혁신적 기술 및

(10) 상호합의조건 준수의 장려 의무

관행’이라는 표현을 전통지식의 일반적 정의로 수용하
기도 한다.

당사국은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

협약 제8조제차항 및 나고야 의정서 제3조에 따라 유전

식 제공자 및 이용자가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할 때 모든

자원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과 관련이 있는 전통지식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적용 가능한 법률(준거

(traditional knowledge)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의정서

법), 그리고/또는 조정 또는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국내법에 따라

해결책을 포함하도록 장려할 의무를 부담한다.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관

또한, 당사국은 상호합의조건에서 비롯된 분쟁이 일어

습법, 공동체 규약, 그리고 절차 등과 관련되는 것을

날 경우 적용 가능한 관할 요건에 따라 당사국의 법률

고려하여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하고 상호합의조건을 체

체계 하에서 분쟁해결을 추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

결하여야 한다.

다. 나아가 당사국은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그리고 외

토착지역공동체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 또한 생물다양

국 판결 및 중재 판정 상호 인정과 집행 관련 체계의 이

성협약이나 나고야 의정서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유엔

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효과적인 조치

환경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은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등으로 주류사

를 채택해야 한다.

회와 단절된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11) 인식제고 조치 채택 의무

토착지역공동체를 인정받지 어려운 국가는 유전자원
과 관련이 있는 전통지식이 존재하더라도 나고야 의정

나고야 의정서 제21조에는 ‘당사국은 유전자원과 유전

서의 적용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일

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접근 및

부 한방기술처럼 유전자원과 관련이 있고 토착지역공

이익공유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경우 나고야 의정서가 적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

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식

유에 대하여 인식제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을 공유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이러한 인식제고의 방법으로는 1) 나고야 의정서에 대

하다.

한 홍보, 2)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회
의 조직, 3)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

한편, 모든 국가의 모든 전통지식이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라, 유전자원과 관련이 있는 전
통지식이어야 하며, 토착지역공동체(ILCs: Indigenous

한 지원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4) 정보공유체계를 통
한 정보 확산, 5) 토착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관계자와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publicly

의 협의에 있어 자발적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

available) 전통지식이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
식은 의정서에서 제외된다.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경험의 교환에 대한 홍보, 7) 유

리고/또는 기준에 대한 홍보, 6) 적절한 경우, 국내적,
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 및 제공자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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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8)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나
고야 의정서 이행 참여, 9) 토착지역공동체의 공동체
규약 및 절차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된다.

(12) 기술 이전 및 공조 그리고 협력 의무
나고야 의정서 제23조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제

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당사자국은 나고야 의
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생명공학 연구를 포
함하여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조
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견실하고 타당성 있는 기술적, 과학
적 토대를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해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
사자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의 기술 접근 및
이들 당사자에 대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더불어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그러한 공조 활동들은
해당 자원의 원산국인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들)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들) 내에서 그
리고 이들 국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13) 기타 사항
당사국은 1) 상호합의조건을 위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계약조항의 개발, 갱신 및 이용 및 2)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한 자발적인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 또는 기준의 개발, 갱신 및 이용을 권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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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빅데이터와 제약산업의 만남과 과제
황의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장

1. 왜 빅데이터인가

증한다. 여기에 빅데이터가 지닌 가치(value)를 포함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존

해 ‘4V’로 지칭한다(삼성경제연구소, 2012.5). 빅데이
터를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분석하여 가치있는 정

재가치와 활용은 시간문제일뿐 현실과 미래의 주요 과

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제이다. 보건의료와 ICT융합, 이로 인해 쏟아지고 저
장·관리되는 보건의료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대응하고 변화를 예측하는 정보화 기술’로 정의하기도
한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다. 빅데이터 활용이 미래 성장동력이자 기업의 제
품·서비스 개발에서 소비 전 단계에 걸쳐 경쟁성패를

빅데이터는 스마트 혁명과 글로벌화에 힘입어 새로운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자 경영전략이라는 의미다.

가치를 창출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활용 가치가 매우 크고 경제에서 차지

빅데이터는 통상적인 DB 관리도구가 저장·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

하는 비중이 커 기대효과가 큰 분야로 분석된다
(Mckinsey, 2013).

(Mckinsey, 2011)를 말한다.
‘21세기 산업혁명의 원유(oil)’이자 ‘고부가산업 융합
빅데이터의 특성으로는 생성·복제 및 유통되는 데이

의 자산’으로 일컬어지는 빅데이터 중에서 보건의료와

터의 부피(volume)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유통

제약산업 분야는 심평원, 건보공단, 식약처, 질병관리

되는 데이터 유형이 다양성(variety)이 크고, 실시간으

본부 등 공공부문, 그리고 병의원 등 민간 중심으로 생

로 데이터가 생성·복제되어 유통속도(velocity)가 급

성·저장·관리되고 있다. 정부가 심평원의 보건의료

표1. 데이터의 과거 - 현재 - 미래
저장

검색

관리

공유

분석

분석(전망)

DB

검색엔진

KMS

Web 2.0

빅데이터

상황인식, 예측

축적

활용

확산 및 공유

가치창출

※ 출처 : NIA 빅데이터 전략연구소, 빅데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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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등을 전국민 규모로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

약품정보DB, 질병관리DB 등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한 데이터를 국가 중점 개방 빅데이터로 지정하는 ‘공

진행 중이다.

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2014.9)을 발표하고, 제약산
업에서도 활용 가치와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 구현 방안’에서 DNA와 의료데이터 융합분
석시스템을 추진하고, 2012년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이하에서 의약품·보건의료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현

통해 DNA·진료기록·질병정보의 융합분석을 통한 건

황, 산업계 활용 방안 및 그 과제를 심평원의 빅데이터

강정보 진단과 질병발생 가능성의 예측 및 암·당뇨·

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만 등 100여개 질환의 유전 위험도를 예측하여 맞춤
형 예방서비스 추진을 밝혔다. 2014. 9월 「정부 3.0」
추진전략과 「공공부문 데이터 개방 발전전략」을 통해

2.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과 활용 현황

국가단위 보건의료·의약품 관련 정보의 사용자 중심
개방 및 활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심평원은 2014. 4월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를 구축
하여, 이용자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제공 단계를 벗
어나 이용자가 스스로 데이터에 접근·분석 활용 할 수

보건의료산업과 IT기술의 융합·발전 추세에 비추어,
빅데이터는 미래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건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강위험요인 예측모델 구축, 만성질환 관리, 맞춤형 의
료·건강 서비스 제공, 약물 부작용과 임상효과 파악 등

심평원의 데이터는 국민 진료비청구심사자료, 보건의

에서 다양한 연구성과의 창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웨어러

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생산에서 소비까지

블 스마트기기 대중화, 생체신호 감지기술 발달 등으로

유통정보, 의약품·급여기준, 의료 질 평가정보 등 연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생성·축적이 심화되어 이를 바탕

간 30여종 14억건(522TB)에 달하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A4용지로 출력해 쌓을 경우 에베레스트산

으로 기업과 경영의 혁신은 물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
출이 가능할 것이다.

(8,848m)의 22.15배, 미국 의회도서관 정보(20TB)의
19.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심평원의 빅데이터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개인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미래

이용, 의약품 사용 및 의료자원 정보가 시간의 흐름에

발병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예측하고 적합한 의약품을 추

따라 수집·저장되는 빅데이터 ‘4V ’특성이 뚜렷해 그 유

천·생산하는 서비스, 동일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간에

용성과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이다.

축적되는 정보를 임상·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의 수요
예측 데이터로 활용하는 서비스, 공공부문·병원 등에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보험료, 진료내역 등 대규

서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등이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

모 DW정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코호트 DB를 구축하여

고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제약·의료기관 등이

공개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설계·활용할 계획이다.

보유한 임상·의약품 데이터를 결합하여 연구자에게 데

보건복지부는 인체자원중앙은행을 설립하여 전국 17개
거점병원을 통해 인체자원을 수집하고 있는데 2012년 기

이터풀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준 60만명이 참여하여 DB 구축 중에 있다. 대형 종합병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는 DW정보를 이용자
가 적시에 분석할 수 있도록 각 주제영역에 대한 통계

원을 위주로 차세대 EMR시스템과 임상연구 빅데이터
플랫폼 등 의료정보화가 확산 중에 있다.

분석·시계열분석, 다차원분석 및 추이분석 등과 같은

한편,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민건강 주의예보 시범사

다양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활용목

업 서비스 구축, 의약품 안전성 조기경보 시스템, 심실

적별로 심사분석·평가분석·의약품분석·통계분석

부정맥 예측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건강보험DB, 의

데이터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와 제약산업의 만남과 과제 - 황의동

49

표2.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구조도

실례로 2014년 심평원 데이터베이스 기반 약물 상호

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의약품의 역할에 전환

작용 검출 연구(서울대 신완균 교수)등 연간 50여건의

점이 될 10대 변혁 이슈가 IMS에 의해 선정되었다. 이

연구성과물이 창출되고 있다.

중에서 건강정보 접근 및 데이터 공유가 용이해 질 전
망이며, 영국에 이어 미국·한국이 공공의료 빅데이터

심평원은 앞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공개’에서 ‘활용’ 중

를 개방하면서 빅데이터 분석·활용이 가능하게 되었

심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다고 한다(김자연, 2014.9.25. 일간보사). 미래창조과

항목과 대상을 지속 발굴하고 오픈API 구축 및 메타데

학부는 BT와 ICT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이터 형태로 개방하면서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고, 포

에 본격 나서 내년 의료·바이오 신약개발을 통한 제품

털을 통해 적시 제공과 개방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출시에 266억원의 예산을 새로 투입하고, 보건복지부
는 보건의료 R&D 전략으로 연구 기반 플랫폼 구축 및

심평원, 건보공단, 식약처 등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기관간 연계방안 마련, 바이오 뱅크 고도화 및 관련 빅

데이터는 상호 연관성이 높아 연계·활용할 필요성이

데이터 연계·활용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있다. 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구축·개방하는 데이터
셋의 표준화와 통합 DB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빅데이터는 제약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급격

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데이터는 비

한 변화 속에서 영업·서비스 측면에서 뿐아니라 신약

급여 진료내역이 포함되지 않고, EHR에 포함된 임상
진료 내역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발과 연구, 임상 경로 및 효과 측정 등 분야에서 새

법령 마련 등을 거쳐 고품질 데이터가 마련되도록 하는

미 수많은 정보가 저장·관리되고, 활용성을 높이고

정책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있다.

로운 가치창출의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국내 제약사는 R&D,의약품 품질 관리에 “상대적으

3. 빅데이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로 통계 기반이 취약하여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
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규, 생동성 시험 연구 통계

올해 세계 제약시장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

적 방법, 2014).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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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빅데이터 등 공공분야의 보건의료빅데이터

담고 있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 정책과 법

는 의료산업의 생산성 및 근거기반 의사결정 향상, 시

령 정비가 시급하다. 이 경우 보건의료정보의 특성과

장분석을 통한 효과적 정책개발 및 미래전략 수집, 신

활용가치를 감안한 정보 보안과 활용의 균형을 맞춘

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기업간·산학 공동의 오픈

‘보건의료 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특별법’ 제정이 정보

이노베이션 등에 잠재가치가 크고, 선진국 등에서 그

보호와 가치 창출의 조화를 만들 것이다.

기능이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활용이나
가치창출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엄청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버려지거나 기존에 놓
쳤던 정보 분석과 예측이 제약산업 R&D와 혁신, 가치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

창출 원천으로서 빅데이터의 가치와 활용의 핵심이다.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 해결 및 환경 기반이 필
요하다.

빅데이터 활용에서 소통과 공유, 협업이 고비용·저
효율의 의약 서비스 구조 개편, 보건의료 생태계 구축

첫째, 심평원, 건보공단, 복지부 등 많은 부처와 국

을 통해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청되는 문

책연구기관 등이 분산·관리운영하고 있는 Data의 정

제 해결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지름길이다.

보 표준화와 DB 연계 구축, 병의원 등 민간 기관들과
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포럼 운영 등 ‘범국가적 보

빅데이터에 대한 맹신과 우려에서 벗어나 먼저, 능동

건의료빅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된다.

한다.

적으로 활용 방안과 가치에 주목해 적극 나서기를 제안

둘째, 국가차원의 오픈 API의 제공이 필요하고, 이를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고 ‘첫 술에 배부

적극 개방하는 환경과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등 지원

를 수 없다’고 하듯이, 보건의료 부문 빅데이터 기관

환경이 필요하다.

들, 제약산업과 의료계 경영자와 종사자들이 이제부터
빅데이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면서 활용을 함께 하는

셋째, 빅데이터를 분석·처리할 수 있는 관련 기술과

지혜와 노력을 기대한다.

빅데이터 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 끝으로 빅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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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하는 등의 내용을 혁신 추진과제로 삼았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스마트 혁명’과 함께

이는 공급자인 정부 중심에서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로

세계적으로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만일 공공

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정부의 공공정보는 독점적

정보를 국민 중심으로 개방하면, 공공기관간의 공유는

이며 폐쇄적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06월 20

물론 기업과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많

일, ‘정부 3.0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선포
식에서는 공공 정보를 개방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은 일자리를 창출 및 다양한 산업발전에 기여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고,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
특히 국민의 보건의료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예) 건
정부 3.0 실현을 위한
3대 전략별 10대 중점 추진과제
투명한 정부
1.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2.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3. 민,관, 협치 강화
유능한 정부
4. 정부 내 칸막이 해서
5. 협업, 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6.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서비스 정부
7.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8.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9.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10.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겅보험공단, 국립암센터
등)의 데이터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병원·약국 서비스
이용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등은 국민들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가치를 지닌 데이터로써, 제약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 서비스의 국내외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Ⅱ. 국외
2012년 3월 말 오바마 행정부는 백안관에서 개최된 빅
데이터 서밋(Big Data Summit)행사에서 다양한 산업
(보건 IT를 포함)의 빅데이터 지원 정책에 2억 달러를
www.kp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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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의 지원정

보험 기록 등) 의료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 및 통합하여,

책은 헬스케어와 보건 IT를 주요 활용 분야로 언급하고

통계적으로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정보를 찾아 의료진에

있었으며, 그 중 미국 국립보건원의 익명화된 유전자

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는 맞춤형 치

정보를 아마존 웹서비스를 통해 ‘1000 유전자 프로젝

료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트’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진들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대

할 수 있게 되었고, 응급상황에서 빠른 치료를 할 수 있

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프

게됨으로써 의료 사고의 발생율을 낮춰 의료의 질을 향

로젝트의 연구 성과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

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가적으로 발생

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

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의료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Watson은 스마트폰 정도
의 크기로 축소 및 속도 역시 빨라져 보건의료 데이터

1. WellPoint와 IBM의 합작품 ‘Wason’

를 이용하여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기능에 활용된 사
례로 손 꼽히고 있습니다.

이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시켜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는

미국

건강보험회사인

WellPoint와 IBM의 합작품인 슈퍼컴퓨터 Watson을
꼽을 수 있습니다.

Ⅲ. 국내

기존의 복잡한 미국의 의료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비효

Wason의 경우 실제적으로 의료현장에 보건의료 빅데
이터를 적용하여 활용한 반면,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

율성을 줄이기 위해 방대한 규모의 (환자 임상정보 및

그림1. Wason의 질병 진단 분석 흐름도

※ 출처 : Thomas giles, IBM industry solution, IBM Watson and Medical Records Text 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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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관리공단의 ‘국민건강 주의 알람서비스’로 보건의료

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산업은 데이

빅데이터의 공개 서비스에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터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의 데이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1.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다음소프트의 ‘국민건강
주의 알람서비스’

경우, 정부 3.0 구축에 따른 보건의료 공공정보 공개도
촉진되어 점차 근거 중심의 산업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2014.05.1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
주의 알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국내 제약산업은 최근 임상시험의 수가 매년 가파르게

부터 2012년까지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빈도가 잦
은 상병에 대한 월평균 등락률과 SNS빈도수를 근거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임상시험을 이용한 데이

건강주의 예측에 적합한 질병 4종(인플루엔자, 눈병,
식중독,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선정하였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

이 알람서비스는 질병별로 지역과 연령을 구분하여 관

문에 저비용으로 일반화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내 보

심, 주의, 경계, 위험 4단계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각

건의료 분야의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단계별로 생활속에서 주의해햐 할 사항을 알려주고 있

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을 주축으로 막대한 데이터

습니다.

를 보유하고 있으며, EMR 등과 같은 의료기관의 정보

이는 특히, 국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SNS
데이터와 진료데이터를 통합하여 예측할 수 있는 모델

역시 고수준이므로 빅데이터의 질(Quality) 또한 강점

터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효율성도
우, 제한이 없는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기 때

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을 계발한 후, 이에 알맞게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
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난 4월 개소한 ‘의료정보
지원센터’의 명칭을 8월 1일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센
터‘으로 변경하면서 요양기관정보, 청구명세서 등에 관

Ⅲ. 마치며

련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및 연구용으
로 사용되는 R&D분석실 및 제약회사에게 공개되는 정

전세계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고하자 하는 인류의 욕

보분석실로 분리, 공개되는 데이터의 범위도 다름).

그림2. 국민건강 주의 알람서비스 개념도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05.1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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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약회사에는 동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제약산

확보해야 하며,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주일

업에 대한 성분별 시장 분석 및 자사품목의 사용 현황

전에 미리 반출해야 할 데이터와 이용자 현황을 확인

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성분 및 제품별 예상 매출
에 대한 모델링과 약가 등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

해야 합니다. 또한 반출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10MB
이하의 파일 10개까지(한시적)만 이용이 가능하고, 반

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출 신청 후 실제로 반출심사가 완료 될 때까지는 약 한

Survey를 대체하므로써, 신약 연구 개발을 위한 신뢰
도 높은 데이터로 이용되어 비효율적인 비용을 절감할

달~두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성분별로 데이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성분에 여러

특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약

개의 주성분 코드를 포함하고 있어 의미 있는 데이터

품 부작용 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데이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연구자

터가 통합된다면, 맞춤형 의약품 개발 및 의약품 부작

들에게는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는 반면 제약회사에서

용으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절감 등 제약산업 및 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은 변수(행위수가코드를 포

건의료 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

함)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석할 경우, 최대 5개의 주성분 코드의 데이터를 이

입니다.
이처럼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은 기존에 현장 중심

물론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에 따라 미시적으로

의 마케팅보다는 정확한 분석과 예측, 검증, 데이터

는 자사의 정보가 타사에 공개되어 회사의 이익에 영향

관리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의 역량을 필요로 하며

을 끼칠 수도 있으며, 거시적인 면에서는 자국민의 개

제약산업계에 고용양상의 구도도 변화될 것으로 보입

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

니다.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문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2년부터 2010년까
지의 국민건강정보 DB를 기반으로 한 약 100만명의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 데이터의 공개방법

코호트 자료 및 보험료 급여 및 사후 시스템에서 생성

해야 하겠습니다.

및 이용기간 등 자세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되는 데이터를 연구용으로만 공개하며(2015년 제약회
사에 공개할 예정), 국립암센터에서는 2002년부터 암
등록 데이터를 구축하여 암종별 발생률, 생존율, 유병

향후 정부의 공공 정보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률, 사망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간의 데이터의 공유는 물론 제약산업 발전에 효과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특히 공공기관
정책이 마련되어 기업과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하지만 현재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공개되고 있는 보건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데이터들 간의 표준화가 미흡
하고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간의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용으로 활
용 가능한 공개데이터의 범위와 제약회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다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수적인 규정들, 빅데이터 도입
및 활용에 소극적인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국내 제약회
사가 풀어가야할 숙제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분석실을 이용
하여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사의 제품에
대한 자료를 열람 및 반출하기 위해 타사의 위임장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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