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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에 대한 산출 정보 개선방안, 항암제 접근성 관련 과제,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책
방안, 의약품 분야에서의 향후 OECD 역할 등 2차 전문가 그룹 회의 의제 논의

OECD는 조사 예정인 처방의 질을 높이고 다품목 처방을 줄이기 위한 정책 관련 조사 등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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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 간 기구로, 1961년 9월 30일에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1996
년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OECD 보건위원회(Health Committee)는 OECD의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연 2회 국가 대표들과 만나 회의를 진행한다.
OECD 보건위원회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활동과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1)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2차 회의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약제정책연구부 직원 2인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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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였다. OECD는 2018년을 시작으로 매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The Expert Group on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을 운영하
고 있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최근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의제를 다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을 대표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OECD 사무국 보고서
에 의견을 개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9년 5월 9~10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 국제회의장에서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회의가 개최되었다. OECD 사무국은 의제에 대해 발언하
고 관련 프로젝트를 소개한 후 회의 참여국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의 산출 정보 개선방안에 대한 의제로 시작하였고 의약품
분야에서의 향후 OECD 역할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2차 전문가 그룹 회
의에서 다룬 주요 의제의 논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표 1).
(표 1)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 2차 회의 의제 구성

첫째 날

둘째 날

주제1.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관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에 대한 산출 정보 개선방안
•산업 활동 및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미래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주제2. 보건의료체계 내 유전자 검사의 발전 방향

주제3. 의약품 지출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
•성과기반 관리형 급여계약(Performance-Based Managed Entry Agreements)
주제3.(계속) 의약품 지출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제기되는 과제

주제4. 의약품 지출 효율성 및 품질 향상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의약품 분야에서의 향후 OECD 역할

자료: OECD. Meeting of the Expert Group on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REVISED DRAFT
AGENDA. 2019.

2.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 산출정보 개선방안
가. 합리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관리
1)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에 대한 산출 정보 개선방안
OECD에 보고되는 의약품 관련 통계는 보건자료(Health Data)에 포함된 의약품 판매액
통계와 보건계정(Health Account)에 포함된 약품비 지출 통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두 가지
통계를 모두 산출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다. 다만 두 가지 통계의 산출 기준이 다른데,
이에 OECD 사무국은 통일된 하나의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OECD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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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지출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방식의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standardised approaches)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보

건통계작업반(Working Party on Health Statistics, WPHS)과 협력하여 수행할 것이며, 2019년
10월 OECD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문가 그룹과 OECD 보건통계 실무자 대표들이 참석하
는 워크숍에서 이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OECD 사무국은 참석한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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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 관련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원, 방법 등 피드백을 제공
해주길 요청하였다.
현재 의약품 총 지출 항목은 국가별로 보건의료 환경이 달라 산출 자료원과 추정을 위
해 사용하는 방법론이 다양하다. OECD 사무국은 의약품 지출 모니터링을 위한 활동을 통
해(표 2), 더 많은 국가가 의약품 지출 통계를 제출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의약품 유통 경
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별 산출 자료원과 방법론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지출 과정의 다양한 흐름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
다. OECD 사무국은 보건통계작업반과 협력하여 의약품 지출 정보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
할 예정이며, 이에 수반되는 활동에 대한 OECD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표 2) 의약품 지출 정보 개선을 위한 활동
•병원 외래환자 의약품의 재원(funding) 및 유통 관련 각국의 관행(practice) 정보를 문서화하기 위한 반구조적 인터뷰
(semi-structured interview) 탁상조사 실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에게 투여하는 의약품 지출을 구분할 수 있는 회계 관행(accounting practice)의 확립을 위한
보충 질문서 개발

•총 의약품 지출 추정치를 제공하는 몇몇 국가와 협력하여 총 의약품 지출에 대한 표준화된 회계 또는 보고 가이드라인
(accounting or reporting guideline) 수립

자료: OECD. Improving Information on 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Expenditures. 2019.

OECD 사무국은 의료기기 지출 정보에 대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체 의료기기 지출을
포괄할 수 있는 자료원을 파악하고 방법론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기 지출 정보 개선
을 위한 프로젝트는 OECD 국가의 정책 수립자가 관심이 있는 의료기기 범주를 선정하고
의료기기가 구매되는 방식과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OECD 사무국에 제시한 의견은 병원에서 할인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비용도 지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 의료기기 지출을 산출하기 위
한 자료원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국가는 국제 사회와 협조하여 적절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
기를 바란다는 것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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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활동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미래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OECD는 2018년 ‘Pharmaceutical Innovation and Access to Medicine’ 보고서를 통
해, 의약품 정책 관련 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성공적으로
출시된 의약품의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비용 추정치는 수백만 달러에서 26억
달러까지 그 추정 범위가 넓다(DiMasi, Grabowski and Hansen, 2016; Prasad and Mailankody,
2017). 또한 의약품 시장의 크기와 기업 이윤에 대한 추정치를 제시하는 보고서가 다수 발

간되고 있으나(Deloitte Centre for Health Solutions, 2016; IQVIA, 2019), 추정치의 산출 자료
원과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제
약 산업의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한 신뢰도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논쟁이 되고 있다고 부연
하였다. 이에 따라 OECD 사무국은 미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 활동 모니터링을 제시
하였다. 산업 활동 모니터링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표를 잘
수집하는 것이다. OECD 사무국은 산업 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분석틀을 개발하고 지표를
선정하고 간단한 지표 목록(short list)에 대한 자료원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이어 제약 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투입(input), 활동(activity), 산출(output)로 구
분하여 분석틀을 제시하였고(표 3), 참석 대표단에게 산업 활동을 평가하는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표 3) 제약 산업 성과 평가를 위한 세 가지 영역의 지표 예시
영역

유형

투입

재정 유입 집계
재무 지표 집계

활동

자원 할당 특성
연구 개발에 대한
비재정 측면의 지표

산출

신물질 수

지표

- (전체 및 질병별) 매출
- 직접 보조금(direct subsidies)
- 세금 공제
- 수익성(이윤)
- 자본원가

- 연구개발(R&D) 비용
- 판매 및 마케팅 비용

- (전체 및 질병별) 단계별 제품 개발 프로젝트 수
- (전체 및 질병별) 단계별 연구개발 지출
- (전체 및 질병별) 진행 중인 임상시험 수
- (전체 및 질병별) 임상시험에 등록된 환자 수

- (전체 및 질병별) 승인된 새로운 신물질
- (전체 및 질병별) 승인된 신물질/적응증(indication) 쌍(pairs)
- (전체 및 질병별) 혁신적이라고 간주되는 신물질의 비율
- 동일 계열에서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인 신물질의 비율
- OECD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신물질 비율

자료: OECD. Feasibility Study of Monitoring Industry Performan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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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의료체계 내 유전자 검사의 발전 방향
OECD 사무국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유전자 검사의 이용가능성, 급여 범위, 접근성,
환자에 대한 정보 전달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시하였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환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은 주요 요건임을 강조
HIRA 연구

하였다. 각 국가에게 수집할 정보로는 유전자 검사의 급여범위 및 상병, 검사 지시자, 검사
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유형, 지불 방식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OECD 사무국은 각국의 상
황을 파악하여 환자 동의에 대한 법제화 여부,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지침
등을 비교할 예정임을 밝혔다.

다. 의약품 지출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
1) 성과기반 관리형 급여계약(Performance-Based Managed Entry Agreements)
관리형 급여계약(Managed Entry Agreement, MEA)은 효과의 불확실성 수준 등에 따라 등
재된 의약품 가격을 환급하는 제도이며 대부분 비밀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다. OECD는
2017년 관리형 급여계약의 정의, 분류, 운영 현황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8년
3월 1차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관리형 급여계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1
차 전문가 그룹 회의 이후 일부 국가에서 수집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성
과기반 관리형 급여계약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OECD는 2019년 2월 성과기반 관리형 급
여계약 현황 파악을 위해 11개 국가2)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6개 국가가
응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6개 국가의 성과기반 관리형 급여계약 사례를 종합한 결과, 24
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과기반 관리형 급여계약을 시행하고 있었다.
2)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제기되는 과제
OECD 사무국은 항암제의 접근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회의 전에 일부 회
원국과 논의하여 도출한 항암제 관리 및 접근 관련 핵심 과제 6가지를 소개하였다.3) 세계
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의 Geneva 대표는 항암제 가격 책정을 주제
로 발표하였다. Geneva 대표는 의약품 선택은 의약품 지출에 있어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
향으로 진행해야하며 투명성 증진을 위해 상호 의약품 가격을 공개하고 조정해야한다고 주
2) 호주, 벨기에, 체코, 에스토니아,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3) ①초기비용(up-front costs), 경제성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②임상적 혜택의 불확실성, 비용효과 및 예산 영향 ③적응증
확산(cascade of indications) ④치료 장소 ⑤접근의 불균형 ⑥환자의 기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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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였다. OECD 사무국은 2019년 6월~8월에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한 후
최종적으로 2019년 말까지 보고서를 완성하는 일정임을 설명하였다.

라. 의약품 지출 효율성 및 품질 향상
1)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
2018년 12월 OECD 24차 보건위원회에서는 의약품 수요를 관리하고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는 국가별 활동과 성과에 대해 검토하기를 제안하였다. 합리적 의약품 사용
은 효과적이고 질 좋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요소로서 WHO에서는 “환자가 임상적 요구에
따라 적절한 의약품을 개인 조건에 충족하는 용량으로, 적정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처방받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의약품의 과다사용, 과소사용, 잘못
된 사용은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건강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OECD 사무국은 부적
절한 처방과 과다사용의 주요 원인, 의약품 사용 장려 정책의 영향 등을 검토하였다. 또 의
약품 처방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품목처방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2) 의약품 분야에서의 향후 OECD 역할
OECD 사무국은 OECD 보건국(Health Division)에서 수행하는 항생제 내성 정책과 핵에
너지부(Nuclear Energy Agency)에서 수행하는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업무, 그리고 의약품과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 활동을 안내하였다. OECD 보건국 소속인 Michele Cecchini은 항생
제 내성과 관련한 OECD 사업을 소개하였으며, Martin Wenzl은 방사선동위원소의 지속
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위한 OECD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3. 나가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OECD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바, 2차 전문가 그룹 회의의 내용을 고려하여 OECD 의약품 통계의 산출 방식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각국의 경험을 고찰하여 국내 의약품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2차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제기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 정보 개선을 위한 OECD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의료기기는 주사기 등 간단한 품목에서부터 수술기구, 진단 영상기 등 장비와 같은 복
잡한 제품까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다만,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의료기기 지출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기의 전반적인 사용 수준을 보여주는 명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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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OECD 사무국은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제기되는 과제 개요를 소개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절차 및 향후 일정을 공유하였다. 항암제는 국가, 지역, 기관 수준에 따
라 보상 범위와 접근성이 달라지므로 접근의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OECD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이 도전적 과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과정에 협조하
HIRA 연구

고, OECD는 과정과 결과를 함께 공유해야할 것이다.
OECD는 2019년 합리적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것
임을 밝혔다. 의약품 사용 장려 정책과 노인의 다품목 처방 감소 방안에 대한 조사 등에 대
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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