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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overview and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that have governed new drug
access in Korea, and to propose policies to enhance patient access to drugs, particularly for new innovative medicines. Methods: We

approached drug access issues in two perspectives: approval lag (or availability) and reimbursement lag (or affordability). The issues
were identified and evaluated through the review of literature, public documents, repor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news articles. Results: To shorten approval lag, it is recommended to hire and train more reviewers at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creasing user fees to a realistic level can facilitate this process. To reduce reimbursement lag,
flexible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threshold, alternative cost-effectiveness e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funding source
other tha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re identified as the areas to be improved. Conclusion: The current policies and regulations
had to be supplemented by new systems to drastically promote patient accessibility to new drugs, consequently in order to promote
national public health.
KEYWORDS: Access to new drugs, regulatory approval, national reimbursement, cost-effectiveness evaluation, 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threshold

정부는 지난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하나로 ‘선별등

용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험 급여가 지연되거나 아예 불

재 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했다. 선별등재 제도 이전

가능해져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제기됐다.2) 예를 들어, Ha 등은 선별등재 제도의 시행 이전인

이 의약품을 허가하면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건강보험 급여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62.0%와 76.0%이었던 급여 등재율
이 시행 이후인 2007년에는 34.8%, 2008년에는 54.5%로 현저
히 떨어졌다고 보고했다.3)
의약품 접근성(access to medicines)은 ‘지역 사회에서 환자

를 받았다. 그러나 선별등재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는 엄격한
경제성 평가를 거쳐, ‘임상적 ·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건강보험의 급여를 했다.1) 이후 일부 신약의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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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꼭 필요한 약이 신뢰 가능한 보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될
4)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의약품 접근성은 환자가 의료 시

관점에서 의료비 절감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한국의 신약
접근성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설에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접근가능성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국의 신약 접근성 현

(accessibility), 실제 서비스가 조직 및 제공될 수 있는 이용가
능성(availability), 기술과 공급자의 능력을 신뢰하는 수용성
(acceptability),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을 낼 수 있는 지불가능성(affordability)으로 나누어 접근
할 수 있다.5) 이 중에서 의약품 접근성에 중요한 요소는 이용
가능성과 지불가능성이다.6)

황을 살펴보고 신약 접근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

의약품의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려면 판매 및 마케팅을 위해

lag)’과 ‘급여 지연(reimbursement lag)’으로 나누어 접근했다.
2020년 8월 31일 이전에 각 분야의 쟁점을 적시한 국내외 학술
문헌, 학회 발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공보 자료, 관련 단체에서 정리해 발표한 자료, 뉴스 기
사, 칼럼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를 근간으로 허가 지연과 급여
지연의 현황을 파악한 뒤 각 지연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했
다. 이 과정에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나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과 같은 관련 제도의 변화를 함께
조사했다. 특히 김유진 등이 2018년에 출판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 고찰’12)에서 제시한 급여 지연 쟁점을 대상
으로 해당 논문이 출판된 이후 최근까지 2년 간 제도 변화가
초래한 추가 변화를 분석했다.

의약품이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았고, 가용한 재고가 있고, 유
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의약품의 지불가능성은 의료 시
스템을 통해 의약품 가격이 책정됐고 적절한 보험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급여 또는 경제적 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가
리킨다. 의약품의 접근성은 국가, 의약품의 종류, 수혜자의 사
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의약품 사용을 보장한다.7) 당연히 의약
품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허가와 건강보험급여 결정이 원활해
야 한다. 이때 의약품의 접근성을 신약 관점에서 정의한 개념
이 신약 접근성(access to ‘new’ medicines)인 셈이다.
신약 접근성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올라가며 장
기적으로 의료비가 절감된다. Frank R. Lichtenberg은 한국의

째, 한국에서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신약 접근성 문제를 ‘허가 지연(approval

신약 접근성 현황과 신약 접근성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2003-2012년에 출시된 신약이 2005-2015년의 국내 평균 사망
연령을 1년 이상 증가하는 데 기여했고, 1989-2003년 등재된
신약이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을 26.7%나 올렸다고 보고
했다.8) 또한 2004-2012년 사이에 한국에 신약이 등재되지 않
았다면 의료기관 이용 일수는 약 30.7%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
고, 신약이 등재된 결과 의료기관의 이용 일수를 줄임으로써
2017년 한 해에만 약 115억 달러의 의료비 절감을 시현했다고
주장했다.
선별등재 제도 시행 초반 5년과 비교하면 최근의 급여 등재
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예를 들어, 신약의 급여 등재율은
2007-2011년 52%에서 2012-2016년 71%로 유의하게 증가했
다. 이는 정부가 선별등재 제도 시행 이후 낮아진 신약 접근성
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이후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도입한 효과로 보인다.9)

연구 결과
의약품 허가 지연
의약품 허가 지연은 절대 지연(absolute drug lag)과 상대 지
연(relative drug lag)으로 나뉜다.13) 절대 지연은 각 국가나 지
역에서 특정 의약품의 미허가 상태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고,
상대 지연은 세계에서 최초로 의약품을 허가한 국가를 기준으
로 다른 나라에서 허가가 얼마나 지연됐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의약품 허가 지연은 비교적 심각하
지 않고 지연 기간도 짧은 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 이전
의 자료를 이용해 염증성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s)
을 치료하는 의약품의 허가 지연을 각국별로 비교한 논문에
따르면, 크론씨병과 궤양성대장염 치료제 중 미허가 의약품의
분율, 즉 절대 지연의 정도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로 낮

하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신약 접근성은 여전

았다.14) 상대 지연의 측면에서도 최초 허가국을 기준으로 한

히 낮다. 2011-2019년 미국, 유럽,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신약

국에서 신약이 허가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크론씨병의 경우에

365개 중 한국에서 환자가 쓸 수 있는 약은 128개(35%)에 불과
했다.10) 이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같은 의약 선진국(A7 국가)
의 평균인 200개(5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특히 항암제
의 경우, A7 국가의 평균이 69% 인 것에 비해 크게 낮은 45%
에 불과했다.11) 앞서 언급한 Lichtenberg의 연구에서도 2005

아시아 국가 중 제일 짧았고, 궤양성대장염의 경우에도 필리
핀에 이어 두번째로 짧았다.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관찰됐다. 2009년과 2017년
사이에 허가를 받은 신약의 상대 지연 정도를 한국과 일본 사
이에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15) 한국과 일본의 상대 지연 기간

년 이후 출시된 의약품의 국가별 판매 비율로 측정한 국내의

(중앙값)은 각각 28.2개월, 54.1개월로 양국에서 비록 짧지 않

신약접근성은 조사된 31개국 가운데 19위로 분석했다. 장기적

은 상대 지연일을 보였지만 한국의 허가 지연일은 일본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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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연일보다 훨씬 짧았다. Kwon HY 등은 유럽에서 2014-

2017년 사이에 제한적인 임상 자료에 근거해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총 14개의 신약(이중 13개는 희귀의약품이고 나머지 하
나는 플루 백신)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허가율(즉, 절대 지연이
없는 정도)과 유럽의 EMA가 허가한 날짜 대비 허가일 지연(즉,
상대 지연의 정도)을 비교했다.7) 이 연구에 따르면, 유럽을 제
외하고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허가율이 높은 나라였다.

끼쳐, 결국 허가 지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19)
또한, 최근에는 융복합 제품, 유전자 치료제를 포함한 바이
오의약품, 정밀 의료 및 동반진단과 같은 혁신적인 신의료기
술의 허가 신청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의약
품의 허가 신청은 2010년 1건이던 것이 해마다 점점 증가 추세
를 보여 2017년에는 11건에 이르렀다.20) 그러나 ‘첨단바이오
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이 2020년 8

뿐만 아니라 한국은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 중 스위스에 이어

월에서야 시행되기 이전에는 첨단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

다섯 번째로 빨리 신약을 허가한 나라로, EMA 허가일 대비 지

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적용하여 획일적으로 관리했다.21) 그

연일의 중앙값은 152일이었다.

렇다 보니,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 인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은 적어도 의약품 ‘허가’

력이 식약처 내에 확보되지 않았고, 식약처의 어느 부서에서

지연이 신약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 요소는 아닌 것처럼 보인

허가 심사를 담당할지 정리되지 않았다.21) 이는 첨단 의약품

다. 그러나 신약 심의 중에 수 차례 발생하는 ‘보완’에 드는 기

의 허가에 심각한 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다.

간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심의 기간은 앞에서 소개
한 여러 논문에 요약된 상대 지연 기간보다 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FDA의 경우 신약허가신청자료(NDA package)를 받을
때 자료의 완결성에 문제가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면 아예 받지 않고 반려한다(refuse to file).16) 그래서 한
국의 식약처처럼 심의 중에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자료 검토 기간의 중간값과 총 허가 소요 기간의 중간
값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2010년 이후에는 아예 같다.17) 총
허가 기간과 자료 검토 기간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우

심의 기간 예측 불투명성

2011-2017년 사이에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115개의 신약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의약품 허가에 걸린 기간을 분석한 연구
에 따르면, 국내 허가 심의 기간에 일정한 추세가 없었고 오히
려 2015년 이후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22) 따라서 제약
기업은 물론, 환자 역시 언제 신약이 허가될지 예측하기 어렵
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증가하는 심의 기간이 허가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은 전체적인 신약 접근성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선심의(Priority Review)와 표준심의(Standard Review)에서
모두 관찰된다.

의약품 보험 급여 지연

의약품 허가 지연 현황 : 문제점

성을 저해하는 요소라면, 의약품 보험 급여 지연은 지불가능

전술한 의약품 허가 지연이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신약 접근
성 측면에서 신약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심사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앞서 살펴본 미국과 한국의 규제기관 사이에 신약허가신청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각국 규제기관의 인력과

의약품 보험 급여 지연 현황

있다. 품목 당 신약 허가 심사 인력을 보면, 미국이 40-45명, 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2007년 이후 허가된 국내 신약 570개 중 383개가 급여 등재돼
전체 급여 등재율은 67.2%에 달한다. 하지만 2013-2015년 허
가 신약의 등재율이 70% 이상인데 반해, 2016-2018년에 허가
된 신약은 등재율이 50% 전후로 급격하게 떨어졌다.23) (Table
1) 즉, 신약 10개가 허가를 받는다면 그 중 5개는 보험 급여 목
록에 등재될 때까지 최소 3-4년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나다 10명, 일본이 15-20명인데 비해, 한국은 5명에 불과해 의

선별등재 제도에서 약가는 두 단계의 이원화 방식을 거쳐

전문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
해 식약처가 성공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절대 인력이나 특정 영역 전문가 확보에 미진
한 부분이 있다.
우선, 식약처는 적은 심의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약품 심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8)

2013년 대비 2018

결정된다. 우선 건강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약제급여평

년의 허가 심사 관련 민원 건수는 3.8배 늘어난데 비해, 담당

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급여 기준, 비

인력은 90명이 늘어난 354명에 불과했다.18) 또한 심사 인력이

용효과성을 검토하는 경제성 평가를 거쳐 급여 적정성 유무를

자주 퇴사하여 평균 근속 연수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

평가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이후 ‘공단’)

년 3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됐다.19) 이렇게 심의 인력

과 협상을 거쳐 보험급여원리와 건강보험 재정상태 등에 따라

이 부족하고 자주 변경된다면 심의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질

약가가 결정된다.1) 이러한 과정에서 신약의 경제성은 비교 약

뿐만 아니라 심의 인력의 전문성 축적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제 대비 효과 증가의 한 단위당 어느 정도의 비용이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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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imbursement status of new drugs approved in 2007-2018 (Source: Translated from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Future Prospect of Pharmaceuticals and Medium to Long-Term Strategy of Health Policy and Governance, 2019)
Reimbursement starting year

Approved
year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07

13

9

12

2

1

3

1

2

1

1

1

9

6

7

2

1

’08
’09

3

’10

9

2

1

10

13

6

1

5

11

9

6

9

4

4

6

13

4

4

1

7

25

4

11

18

16

15

2

22

’11
’12

’14

3

’15
’16

28

21

29

27

30

55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점증적 비용 효과비(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 ICER)’를 통해 평가한다.

1)

15

61

25 (58.1)

18

43

19 (67.9)

9

28

37 (77.1)

11

48

2

1

2

33 (64.7)

18

51

1

2

26 (68.4)

12

38

28 (71.8)

11

39

2

49 (75.4)

16

65

6

55 (77.5)

16

71

1

25(46.3)

29

54

10

6

25 (56.8)

19

44

9

6

15 (53.6)

13

28

31

13

383 (67.2)

187

570

9

21

46 (75.4)

3

’18
18

Total

4

’17

13

Not
reimbursed

’19

4

’13

Sum

’18

Sum (%)

33

64

미치는 수치이며, 호주(63,096 USD), 벨기에(180,653 USD), 캐
나다(98,183 USD), 영국(65,871 US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경제성 평가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24)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다. 뿐만 아니라, 위험분담제처럼

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매년 허가를 받는 신약의 수는

최근에 정부가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에도

더욱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25) 지나치게 낮은 ICER 임계값

제한점이 있다. 결국 한국에서 보험 급여가 지연돼 환자의 신

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혁신적인 신약의 한국 시장 진출 의

약 접근성이 더욱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저해된 시장 진출 의지는 환
자의 신약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한국의 의약품 보험 급여 지연 현황 : 문제점
현행 경제성 평가의 문제
우선 경제성 평가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이 있다. 김유진 등
은 “신약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 제한점”으로 분
석기간, 비교대상 설정의 문제, 병용요법에 따른 복잡성을 지
적했다.12) 즉, 단기간의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가 사
망하기까지(life time)의 장기적인 영향을 추정해야 하는 불확

일부 항암제 또는 희귀 질환 치료제의 경우 ICER 임계값을

2배의 GDP, 즉 4천만원까지도 적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신
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에서는 ICER의 임계값
에 대해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기
술했지만, 각 요소가 어떻게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는지 구
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적정한 가격에 대한 제약사와
정부간의 의견 차가 크다.

실성이 있고, 비교할 만한 의약품이 없거나, 비교대상이 비용
이 발생하지 않는 최적 지지 요법인 경우, 또는 최적지지요법
이나 다른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비용 효과성을 입증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위험 분담제
위험분담제는 현행 경제성 평가 방식의 한계가 초래한, 낮은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체 치료법

또한 낮은 ICER 임계치도 문제이다.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암, 희귀 질환

의 세부평가기준’은 “ICER의 명시적인 임계값은 사용하지 않

이거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인 경우

으나 1인당 GDP를 참고범위로 한다”고 기술한다. Cameron 등

비용효과성이나 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공단과 제약사가 분

은 2015년 기준 한국의 ICER 임계치를 23,124 USD로 보고 했

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급여를 인정한다.26) 2013년 ‘4대 중

는데, 이는 해당 연도 한국의 1인당 GDP인 34,356 USD에 못

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암과 희귀 난치성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 정책 제안 / 5

질환에만 위험분담제가 시행됐다.27)

자료의 종류나 평가 방법론의 세부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위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 최초 계약 시 3상 임상시

분담제로 보험 급여가 인정된 약제의 수는 매년 증가했다.23)

험 실시를 조건부로 급여를 결정한 약제의 경우, 3상 임상시험

예를 들어 2016-2019년 사이에 등재된 신약 중 위험분담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상적 유

적용 대상 의약품의 분율은 33.3% (47개/141개)이었고, 2016-

용성 및 비용 효과성 입증이 계약 조건에 명시되어야 하지만,

2017년 허가된 항암제 중에서는 90% 이상이 위험분담제를 통
해 보험 급여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위험분담제는 항암제 분
야에서 신약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해야 할지 기준을 명

그러나 위험분담제는 여전히 급여 목록 등재에 걸리는 시간

확히 해야 한다.
위험분담제 이외의 제도 활용 부진

을 단축하지 못 했다. 위험분담제를 통해 급여가 되는 신약도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일부 약제의 빠른 급여 목록 등재를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성 평가를 거치기 때문이다.

위한 대안으로 위험분담제 이외에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 · 진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하면서 대체 약제가 전제되는 경제성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실제로 2018년 1월 기준 위험분
담제 도입 이후 급여된 17개 품목의 소요기간은 746일, 위험분
담제를 통해 급여가 된 7개 품목의 평균 급여 기간은 729일로
차이가 없었다.28) 특히 항암제의 경우, 급여 기간이 짧게는 612개월에서 길게는 5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즉, 의약품이 이용
가능(available)하지만, 지불 가능하지는 않은(not affordable)

료상 필수 약제 제도 · 선별 급여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적용되

상태로 환자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의미이
다. 의료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려면 ‘적시에(timely)’ 의료 서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

29)

따라서 급

는 약제는 극히 제한적이다. 진료상 필수 약제 제도는 대체 치
료법이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이면
서 대상 환자 집단이 작고 상당한 임상적 개선을 입증한 약제
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33) 즉, 제도는 다르지만 적용조건
은 앞서 언급한 경제성 평가 특례 제도와 유사하다. 이러한 까
다로운 조건 때문에 2020년 9월 기준 진료상 필수 약제 제도의
적용 약제는 10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2014년 ‘카바글루’ 이후
추가된 약제는 없다.33)
그나마 암이나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활용이 매우 부진하더
라도 원칙적으로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나 진료상 필수 약제

여 등재율 뿐 아니라 급여 등재 기간 또한 중요한데, 현재의 위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질환은 경제성 평가 이

험 분담제는 환자가 필요할 때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외의 대안이 거의 없다. 임상적 유용성, 대체가능성 및 사회적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이는데 미흡해 보인다.

요구도에 따라 일반적인 본인 부담률(항암제 5%, 희귀질환약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고도 급여 등재를 신청할 수 있는 약

제 10%, 일반약제 30%)보다 높은 30% 또는 50% 정도를 적용

제는 2015년 5월 도입된 경제성 평가 특례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하는 선별 급여 제도는 질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34) 2020년

약제에 제한되어 있다.30) 희귀 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이면

9월 현재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약제는 총 9 개 성분(20개 품

서 임상적 필요도가 높고, 비용 효과성에 대한 근거 생산이 곤

목)이고 비항암제는 1 개 밖에 없다.35)

란해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2020년 10월 개
정 이전까지는 총액 제한형으로만 급여 등재가 가능했다.26)

의약품 허가 지연 개선을 위한 제안

따라서 이 제도에 따라 급여에 등재된 경우는 2020년 6월 기준

17개 약제에 불과하다.31)
또한, 위험분담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재평가를 수행하
고 계약을 연장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심평
원이 2020년 10월 개정 공고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에는 적용 대상, 계약 기간, 기간 만료 평가방법의 개
정 사항이 포함되었다.32) 또한 적용 대상에 치료적 위치가 동
등한 약제가 있는 후발 약제나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및 3상
조건부 허가 약제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위험분담계약의 기간
이 만료된 경우 평가 내용에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여부’를 삭
제하고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평가 등’만 남겨 두었는데,
‘제네릭 등재 등으로 위험분담계약이 중도 해지’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전
히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허가 심의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앞서 언급한 식약처 심의 인력의 절대적 부족은 식약처도
오랜 기간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
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확충한 인력의 대부
분이 공무직(계약직)이었으며, 2020년 35 명의 심사관을 새로
채용하기로 했지만, 이들 또한 모두 기간제 근로자였다.36) 보
완이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실제로는 심의 업무를 지연하는
방식을 식약처가 자주 사용하는 이면에 이처럼 과중한 업무량
과 업무 평가에 따라 매년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심
사 결과를 온전히 책임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202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 바이
오의약품법에 따라 식약처는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
허가담당관”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허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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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지정하여 맞춤형 심사 및 조건부 허가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37)

경제성 평가 이외의 대안 마련

미국,

경제성 평가 이외의 대안을 개발하고 다양한 신약 급여 목

일본에 비해 5년이나 늦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신속

록 등재 기전을 활용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가 어렵거나 적절

한 허가 절차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전문성 확보를 간과해서는

하지 않은 만성 질환에도 위험분담제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안된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빠르게 진화

2019년부터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FDA의 획기적의약품지정(break
through designation) 또는 EMA의 신속심사(PRIME) 트랙으
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약제로 약평위가 인정하는
경우처럼 위험분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화했다.

하는 새로운 의약학 지식을 한 발 앞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
허가 심의 수수료의 현실화 및 목표 심의 기간 설정
앞서 살펴본 미국 FDA의 ‘목표 심의 기간’은 ‘처방약 사용자

이처럼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신약의 범위를 항암제 및 희귀

수수료 법(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과 관련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일반약제로 넓히면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이 있다. 제약회사가 FDA에 신약 승인 신청 문서를 제출할 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수수료(user fee)를 납부하고, FDA는 납부한 수수료를 통해 형

또한 가용한 치료제나 치료 방법이 없다면 우선 신약에 보

성된 재원으로 신약 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제도

험 급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사후 평가를 통해 급여

38)

다. 제약회사가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사전에 설정된
PDUFA 날짜(dates), 즉 ‘목표 심의 기간’ 내에 심의가 종료된
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도 신약 허가 신청을 할 때 약
600 여 만원39)의 허가심사 수수료를 낸다. 하지만 이 금액은
미국 35억,38) 유럽 4억원,40) 일본 4억원41)과 비교하면 매우 작
다. 따라서 PDUFA와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수수료를 올
리고, 아울러 목표 심의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신약 허가 지연
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의약품 급여 지연 개선을 위한 제안
ICER 임계치의 탄력적 적용
신약의 급여 목록 등재 유무를 결정할 때 경제성 평가 ICER
의 임계치를 국민 소득 수준의 증가, 질병의 위중도 및 특이성,
환자의 필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경제성 평
가 자체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만 급여를 인정함으로써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국

여부나 약가를 조정하는 재평가 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
야 한다. 등재 신청 후 바로 선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예를 들어 ‘180일’과 같은 등재 목표 기간을 설정한 후 목표 기
간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 선급여를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임상 환경에서 확보된 자료, 즉 real world

data를 이용해 경제성이나 의약품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다
양한 방법론이 개발됐는데 사후 재평가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
할 수 있다.
정부와 제약사 사이에 신약의 보험 급여를 둘러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 보다는 환자 부담을 낮춰줄 수 있
는 대안으로 선별급여제도가 적용되는 질병이나 신약의 종류
를 확대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 부담율이 낮은 항
암제(5%)나 희귀 질환(10%)의 경우, 환자 부담율을 30-50%
정도로 높이더라도 급여 등재에 실패하여 환자가 약값의
100%를 내는 것 보다는 훨씬 부담이 적으므로 이렇게라도 급
여가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내에서 현재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보수적
이다. 또한 ICER 임계치를 넘어서더라도 신약의 혁신성이나

건강 보험 재정 이외의 별도의 기금 조성

형평성, 질병의 위중도, 생애 말기의 생명 연장의 의미와 같은

위에서 기술한 방법으로도 신약 접근성이 여전히 제한된다

사회적인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

면 건강보험 이외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투

치료가 시급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

자해야 하고 이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울

을 통해 급여를 제공한다면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러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한국의 GDP 및 구매력을 고려

신약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 약제급여 결정 전문가와 이

하여 ICER의 임계치를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또

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35명 중 82.9%와

한 신약의 경제적 · 사회적 가치가 더 분명한 암과 같은 중증

65.7%가 각각 희귀질환 약제와 항암제에 별도의 기금을 도입
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42) 찬성의 이유는 신약 접근
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건강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정부는 60%대 초반의 건강 보험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70%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강

질환이나 희귀 질환의 경우에는 더 높은 임계치를 수용하거나,

ICER 임계치 이외의 대안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ICER
의 임계치를 설정하는 대신 질환군이나 적응증별 특성을 반영
하여 다른 ICER 값을 수용할 수 있도록 ICER 값을 범위의 형
태로 설정해 놓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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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43) 이 정

처가 주도한 규제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한국에서 의

책에는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약품 허가 지연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

포함한 과부담 의료비 해소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약제

러나 미국과 달리 허가 자료 심의 중 ‘보완’에 드는 기간이 반

의 경우 ‘선별 급여’의 형태로 건강 보험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영되지 않아 실제 심의 기간은 알려진 것보다 길다. 이 문제를

항목의 수를 늘려갈 예정이라고 했다.44) 그러나 앞서도 살펴

해결하려면 허가 심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면서 심의 목표 기간

본 것처럼 아직은 ‘선별 급여’의 적용을 받는 약제의 수가 매우

을 설정하고, 식약처의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한적이다.

35)

즉, 약제비 이외에도 행위, 재료 등 여러 가지

한국에서 신약 접근성을 제한하는 더 큰 요인은 보험급여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증가로 인해 약제비 지출 규모를

지연이다. 경제성 평가 자체의 한계로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기 어려운 신약이 있기 마련인데, ICER의 임계치마저 낮아 경

또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매우 성공적이라 해도 환자가 높

제성 평가를 통과하기는 더욱 어렵다. 특히, 맞춤형 신약은 특

은 약가를 100%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성상 대상 환자수가 많지 않거나 대체 치료법이 없어 비용 효

냐하면, 선별등재 제도 하에서 약제의 허가 사항 전체를 급여

과성 입증을 위한 비교 대상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등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재의 제도가 유지된

이러한 약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위험 분담제 · 경제성 평가

다면 개별 약제 건의 급여 결정까지 긴 시간 동안 급여의 공백

특례 제도 · 진료상 필수 약제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실효성은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합의된 원칙을 만족하

의문이다. 왜냐하면 위험분담제는 여전히 경제성 평가를 거쳐

는 경우 우선적으로 약가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면, 환

야 하므로 급여 기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고, 경

자가 지불 가능한 수준에서 신약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성 평가 특례 제도 · 진료상 필수 약제 제도는 엄격한 기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탓에 적용되는 약제가 각각 17개, 1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미 항암제나 희귀 질환에 대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실제로 건강 보험 약제비 재정에 이 세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재정 지원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다. 영국의
New Cancer Drug Fund나 New Medicines Fund, 호주의 Life
Saving Drugs Program, 캐나다의 New Drug Funding Program
과 Rare Diseases Drug Program 등이 대표적이다.45) 이 제도
들의 재원은 대부분 정부에서 마련하지만, 영국의 New
Medicines Fund나 이탈리아의 5% AIFA 기금과 같이 제약 기
업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45) 별도의 기금을 어
떻게 조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가 이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12)

2017년 기준 위험분담제가 1.61%, 경제성 평가 특례 제도가
0.25%, 진료상 필수 약제 제도가 0.39%로 매우 미미했다.2)
또한 세 종류의 대체 제도가 대동소이한 조건을 갖춘 경우
에 적용되면서, 암 또는 희귀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중증
질환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한다(Table 2). 2019년 위험
분담제 적용 대상에 중증 난치 질환 항목을 추가했지만, 여전
히 중증 질환을 정의한 세부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그러므로
중증 난치 질환 항목의 추가로 혜택을 볼 약제는 많지 않다. 따
라서 신약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의
확대 또는 보완이 시급하다.

고

찰

무엇보다 급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위에서 언
급한 경제성 평가의 대안들이 실제 급여 기간의 단축으로 이

신약개발 분야에서 지난 십여 년을 규정하는 단어는 ‘맞춤

어지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의약품이

형’이다. 환자의 특성이나 소인에 관계없이 일차의료 현장에

허가된 이후에도 급여가 되지 못한다면, 고가의 신약 비용을

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우울증처럼 다수의 환자에게 투여

환자들이 100% 부담하면서 ‘메디컬 푸어(Medical poor)’가 되

돼 매출을 극대화하던, 소위 블록버스터 의약품에서 점차로

거나 약가가 ‘지불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적절한

특수 영역,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질병과 환자에게 사용

치료 없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심지어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신약(specialist medicine)’을 개발하는 쪽으로 제약기업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급여 기간의 실질적인 단축

이 선회 중이다. 맞춤형 신약은 유전학, 단백체학, 대사체학과

을 위해 우선 급여 후 사후평가(재평가)를 통해 급여 유무와 수

같은 기술을 응용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분자 수준의 반응

준을 재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선 급여가 어렵다면 앞서

을 예측하고, 이를 조정하는 식으로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언급한 것처럼 급여 목표 기간을 설정한 후 목표 기간 내에 협

맞춤형 신약은 그 자체로 이미 혁신적이며, 많은 환자가 이러

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선 급여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한 혁신적 신약의 효과로 생명 연장이나 삶의 질 증가, 생체 활

있고, 그것도 어렵다면 선별 급여 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

동의 개선을 경험한다.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든

신약 접근성을 낮춘 두 요소는 의약품의 허가 지연(approval
drug lag)과 보험급여 지연(reimbursement drug lag)이다. 식약

신약을 ‘지불 가능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가
질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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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alternative policies to improve drug access in Korea
Risk sharing
agreement

Waiver of
cost-effective analysis

Medically
essential drugs

Differential
coverage systema

Dec-13

May-15

Jul-12

Dec-13

O

X

X

O

- Cancer or rare disease

O*

O

O

X

- Severe and incurable disease

O*

X

X

X

O†

O*

O†

O

†

Time of introduction
Cost-effective analysis required
Application condition
- Disease

- Clinical necessity
- No alternative treatment option

†

- Severe enough to threaten life

O

O*

O

X

- Difficulty in generating evidence

X

O

O

X

- Clinically meaningful improvement

O

X

X

O

Other cases where the
committee deems it
essential for the care of
patients

Social necessity

- Other considerations

Other considerations such Registered in three or
as the severity of the
more countries among
A7b
disease, its social impact,
and its impact on other
health and medical care

a

Differently applied according to the degree to which each item in the application condition is applicabl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Germany, Italy, Switzerland, Japan
*Need to meet either one of two conditions
†
Need to meet both of the two conditions
b

한국의 급여 등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약의 가치 평

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단순히 보험 혜택을 받

가 대신 가격 통제에 중점을 둔다는 사실이다. 심평원에서 경

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 보다는 보험 급여의 혜택이 더 필요

제성 및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미 비용 효과적이라고 평

한 중증 환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게 우선순위를 다시

가된 약가를, 공단과의 가격 협상에서 또 인하하는 경우가 흔

매겨야 한다.

하다. 예를 들어 항암제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부터 신약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재평가를 통해 임상

의 임상적 유효성보다는 약가를 먼저 논의한다. 또 재정 영향

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제의 급여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 보

분석에서도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에서 최악

건복지부는 2020년 5월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

의 시나리오를 채택한다. 이는 더 낮은 약가를 책정하기 위한

범사업’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포함한 제

의도로 해석되며, 그 결과 혁신적인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평

품을 재평가했다.48)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치매 이

가받지 못하고 있다.

외의 적응증에는 환자 부담률을 30%에서 80%로 늘리기로 결

정부와 제약사가 신약 약가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꼭 필요

정했다.49) 재평가 적용 약제의 확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한 신약의 급여 등재가 지연돼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저하되

의심되는 약제가 초래할 건강 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는다면

는 이면에는 고가의 신약이 급여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

혁신적인 신약의 급여를 위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약제

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과

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나 재료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중요도

연 기존에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약제에 할당된 재정은 효율

가 낮거나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서비스에 급여를 제

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총의료비 대비 높

공함으로써 재정이 낭비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은 약제비 분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약의 약가를 낮게 책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한국의 약가를 직간접적으

정하는 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약제비로 할당된 건강보험

로 참조해 자국의 약가를 정하는 국가가 많아지면서50) 한국의

재정의 세부 항목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낮은 약가가 타 국가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일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책정된 제네릭 의약품의 약

부 다국적제약사는 국제적으로 약가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

가46)를 조정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처방되고 있는 항생제47) 처

기 위해 저약가 정책을 고수하는 한국에서 신약 허가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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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등재를 지연하거나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당연히 한국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신약 접근성 문제는 무엇보다도 “환자 중심주의”로 접근해
야 한다. 신약 접근성이 확대되면 환자의 건강이 증진되고, 환
자는 물론 가족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억제하는 현행 경제성 평가와 위험분담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결국 국민 건강이 증진되는 결
과로 이어진다.

결

론

한국의 신약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허가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인
력과 전문성을 확충하고, 허가 심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심
의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허가 지연의 개선 보다
더 시급한 것은 급여 지연이다. 급여 지연의 개선을 통해 신약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신약
의 급여 목록 등재 유무를 결정할 때 경제성 평가 지표인
ICER 임계치를 국민 소득 수준의 증가, 질병의 위중도 및 특
이성, 환자의 필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ICER
의 임계치를 설정하는 대신 질환군이나 적응증별 특성을 반영
하여 다른 ICER 값을 수용할 수 있도록 ICER 값을 범위의 형
태로 설정해 놓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성 평가
이외의 대안을 개발하고 다양한 신약 급여 목록 등재 기전을
활용해야 한다. 경제성 평가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은 만성
질환에도 위험분담제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가용한 치
료제나 치료 방법이 없다면 우선 신약에 보험 급여를 하고 일
정 기간이 지난 다음 사후 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나 약가를 조
정하는 재평가 시스템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셋째, 건
강보험 재정 이외에도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별도의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가 이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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