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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신약이 시장에서 확산되는 과정과 이로 인한 재정적 영향

분석 그리고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체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신약 도, . , 

입시 고려되는 재정적 검증을 위해 시장출시 후 신약의 확산과 시장변화

를 경쟁적 확산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균형분석을 통해 향후 시

장의 변동을 예측하였다 또 신약도입에 따른 약품비 증가를 새로운 산. 

식을 통해 계량화하였으며 이러한 신약의 재정적 영향을 좌우하는 급여 , 

및 가격결정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약의 확산과정을 대체약제와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살펴보, 

기 위해 경쟁적 확산모형인 모형을 적용하여 Lotka-Volterra Competition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신약은 대체약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확산해나. ,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신약의 의사결정시 고려되는 기존 약의 대체

로 인한 재정절감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신약이 기존 약을 대체하기 . , 

보다는 공생하여 성장하고 신약이 포함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균형분석결과 신약과 기존 약은 균형점에 이르. , 

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지속적인 약품비 지출

을 가늠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약 도입 시 이루어지는 보험재정영향. 

은 상당히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진입한 신약이 보험재정절감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가격과 무관하게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과 이를 통한 유인수요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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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장을 확대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약의 급. 

여결정시 가격과 단순한 대체약의 대체라는 비현실적인 재정추정보다는 

보다 정교한 연구를 통한 재정예측이 요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신약의 도입이 약품비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 

해 보기위해 신약의 시장확장효과와 구성비변화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

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신약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신약의 . 

시장확장효과는 신약도입에 따른 수요창출을 의미한다 또 효과. drug mix

는 기존 저가약에서 고가의 신약으로 사용 전환을 통해 약품비 증가에 

기여한다 즉 통상적으로 고가인 신약이 도입됨으로써 저가의 기존 약. , 

을 사용비중을 대체함으로써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약효군마다 . 

해당 효과의 영향은 상이하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신약은 약품비 증가, 

에 기여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가운데서도 효과(1.00~1.32) drug mix

보다 시장확장효과 가 더 크게 나타났다(0.87~1.06) (1.00~1.52) . 

마지막으로 신약에 대한 재정부담의 결정과 직결되는 급여 및 가격

결정현황을 분석해보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첫째 필수약제의 경우 환자의 접근성보장원칙이 최우선적. , 

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급여결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고려되나 협상. 

시에는 재정적 부담을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다양한 . 

협상기법을 통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마련이 요구된

다 둘째 비용효과성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격결정은 추가적 가. , 

치와 연계되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 가치를 지닌 신약에 대한 . 

무조건적 가격인하보다는 적절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신약개

발 및 장기적으로 환자의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분배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비. 

용비효과적인 약들에 대한 급여목록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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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비용규제와 신약의 효과 및 재정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

한 위험분담기전의 활용이 필요하다 가격 중심의 단순한 협상보다는 다. 

양한 협상기법들을 통해 구매자의 협상력을 고취할 수 있다 더불어 보. 

험재정영향이나 신약의 수요예측 등 체계적인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급여 및 가격결정의 이원화된 구조에서 심평원과 . , 

공단의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업무협조 및 의사결정기준의 일관성 추구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신약의 도입에 따른 약품비의 증가를 효율적, 

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신약도입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

에 따라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신약을 바라보는 명백한 관. 

점을 확립하였다 기존 약에 비해 개선점이 없는 대부분의 신약이 추가. 

적인 재정부담을 차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를 효율적으

로 규제하는데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 

신약도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수요창출을 규제하고 더불어 신약도입시의 , 

수요와 재정에 있어 보다 현실성있는 예측이 요구된다 또 비용효과적인 . 

약물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급여기준이나 처방가이드라인 등 비효율적 재

정지출을 합리화할 수 있는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신약 경쟁적 확산 보험재정영향 비용효과성 약가협상: , , , , , 

약제비적정화방안         

학 번 : 2006-30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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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약품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

되어 왔다 이를 위해 다양한 규제책들을 적용하고 있으나 좀처럼 효과. 

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년 년 동안 약품비는 . 2002 ~2011

증가하여 국내총생산 의 증가율 대비 배 수준에 179.7% (nominal GDP) 2.5

달한다.1) 특히 급속한 노령화사회로의 진입과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으 

로 인해 이러한 상황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약을 비롯한 신의료기술의 도입은 비용증가와 직결된다 노령화와 만. 

성질환의 증가 외에도 신의료기술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 수요로 인한 의

료비의 증가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약의 도입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영향들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효율을 꾀할 수 있어야겠다 하지만 신약의 영향에 대. 

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신약이 얼마나 혁신성을 지니는지 기존 약과 . , 

어떤 경쟁관계를 지니는지 또 건강보험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궁금증이 본 연구의 모티브가 된다.

신약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신물질신약 로 정의된(new chemical entity)

다 신약에 대한 행정적 정의는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 “

학구조 또는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 으로 정의” 2)하고 있다 이러한 신약가. 

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년 월 일( : 2012 5 31 )
2)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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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서도 새로운 화학구조를 지닌 물질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약과 유, 

사한 화학구조를 골격으로 하되 약간의 변형을 통해 개발되는 신약도 존

재한다 후자의 경우를 약 또는 이라고 한다 즉. Me-too ( follow-on drug) . , 

기존의 약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거나 약간의 차이를 지닌 약으로 기

존 약의 작용기전을 그대로 모방하며 추가적인 치료적 가치를 가져다주

지 못하는 약에 해당된다. 

신약의 개발에는 상당한 기술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신약이 품. 

목허가를 득하기 전까지는 통상 약 년이 소요되며 그 개발비용은 8~10

억 정도로 추정된다 약 천 만개의 후보물질들이 개발되지만 이 $8~10 . 5 ~1

가운데 하나만이 허가를 받을 정도로 신약개발의 성공확률은 매우 낮

다.3) 게다가 의약품 시장의 규제정책에 따라 가격과 수량이 규제되고  , 

있어 막대한 투자에 대한 회수가능성도 불확실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입장에서는 약의 개발이 완전히 새로운 화학물Me-too

질을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

어 약 개발에 대한 동기부여가 훨씬 더 큰 상황이다Me-too .  

더불어 최근에 개발되는 신약들이 진정한 신약인가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신약들이 혁신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인류의 .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약들도 . 

혁신적 신약과 같이 특허를 통한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으며 제약사

는 여전히 높은 가격을 통해 투자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Jayadev 

et al, 2009).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된 신약의 대부분은 기존 약에 비해 임

상적 효과를 개선시키지 못한 약에 해당되었고 이에 따라 제약사는 기, 

3) PhRMA,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 Understanding The R&D Proc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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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고가약을 대체하여 재정절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

고 있으며 보험자 또한 동일한 기대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

나 신약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진정으로 재정절감을 가져다주는지에 , 

대한 사후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도 

마련되어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신약의 도입은 약품비 증가의 요인이 되. 

며 얼마나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할 것이다, . 

결과적으로 신약의 재정적 영향은 가격결정단계에서 좌우되는 것이

다 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계기로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을 위. 2006

해 비용효과성을 통한 선별등재방식과 약가협상을 통한 가격결정방식이 

적용되었다 신약의 기존 약에 대한 추가적 가치를 평가하는 체계의 도. 

입과 보험자의 구매력을 감안한 협상기전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 

신약에 대한 의사결정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약의 영향에 대해 크게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3

고자 한다 첫째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시 고려되는 재정영향에 대한 . , 

검증을 위해 시장에 출시된 후 대체약제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어떻

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신약도입이 실제로 약품비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 

대해 약품비 구성요소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신약도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좌우하는 가격결정단계, 

에 대한 고찰을 위해 년부터 적용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른 신약2007

의 급여 및 가격결정과정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신약에 대

한 재정부담을 예측하고 보다 견고한 평가를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

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며 약품비 지출구조를 합리화하고 자원배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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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신약도입에 따른 재정적 영향과 이를 좌우하는 급여 및 

가격결정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약의 도입에 따라 대체약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확산과정을 ,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신약의 도입으로 인해 시장의 동태적 양상을 분. 

석함으로써 신약도입에 따른 사용을 예측하고 기존 경쟁품과의 역학적 

관계를 통해 시장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시장의 예측은 재정부담의 예측. 

과 일맥상통하므로 보험자나 정부에서는 증가하는 약품비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도출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 확산이론에 기반. 

한 모형가운데 경쟁적 확산모형인 모형을 통Lotka-Volterra Competition

해 신약의 확산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균형분석을 통해 향후 시장. 

의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신약도입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신약도입이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나 어떻게 또 얼마나 ,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신약은 시장확장효과. 

와 구성비 변화효과 를 통해 (treatment expansion effect) (drug mix effect)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약의 효과를 약품비 구. 

성요소별로 계량화하여 신약도입이 약품비 증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량식의 도출이 요구된다. . 

셋째 현행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현황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 

년에 도입된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선별등재방식은 신약의 추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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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를 평가하는 틀을 마련한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보험자의 구매. 

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급여결정과 

가격결정이 이원화된 구조를 마련한 바 있다 새로이 도입된 정책에 대. 

한 고찰과 함께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제

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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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약의 경쟁적 확산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기술혁신의 확산 이론은 가장 (Technology innovation and diffusion) 

대표적인 학제간 연구로 기업의 전략적 측면과 정부의 정책적 측면 등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활용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이는 현대의 경제. 

가 지식정보기반 경제로 이행되면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이 기술 혁신에 더욱 의존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혁신전략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등( , 2006). 

이러한 확산이론은 년대 1960 Bass(1969), Fourt and Woodlock(1960),  

등에 의해 마케팅 분야에 소개되었다 이는 신제품 또는 Mansfield(1961) . 

혁신상품이 시장에 진입하여 이용되는 양상을 모형화하고 이를 통해 다

양한 마케팅 전략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후 소비자의 . , 

행태 기업경영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확, , . 

산이론은 주로 내구소비재에 적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산업 주식시, IT , 

장 보건의료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

최근의 확산이론은 시장의 동태적 상황을 반영하는 모형을 통해 수

요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확산이론이 신제품의 확산에 미치는 . 

내적 외적 영향들만을 주로 다루었는데 반해 최근에는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반영하고자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신. 

제품의 확산에 기존제품의 경쟁 및 대체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Mahajan et al, 1993; Parker et al, 1994; Kim 

et al, 1999; Trichy et al, 2000; Modis et al, 2001; Guse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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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산업은 대표적인 집약 산업으로 상당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R&D

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화된 신약은 고도의 기술력이 내재되어 있는 혁. 

신상품으로 시장에 침투된다 신약의 확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제약사. 

의 마케팅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Lilien et al 1981, Bernt et al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은 이 신약에 대한 확산곡2003, Valente 1993). (2003)

선의 유형을 확인하고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콕스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신약의 확산연구는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인. 

프라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기술평가연구이지만 확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의 신약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예측할 수 있다

고 하였다 더불어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신약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신약의 확산을 촉진 또는 

억제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신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나 일각

에서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신약 또한 기존 약들을 대체함으. 

로써 약제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신약의 약가협상 시에도 제약사는 . 

기존의 고가약을 대체함으로써 재정절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인 재정영향을 예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방법론이 .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혁신기술의 확산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약이 시장에 침투하면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만 신약에 대한 연, 

구는 미흡하다 신약의 도입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동태적 양상을 분석함. 

으로써 제약사측에서는 신약의 판매예측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으나 보험자나 정부입장에서는 신약의 진입, 

에 따른 사용을 예측하고 기존의 경쟁제품과의 역학적 관계를 설명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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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증가하는 약품비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의 도입을 동태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확산모형을 신약에 적용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점들이 상당?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므로 다양한 확산이론과 , 

모형을 통해 신약의 확산을 설명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

이 있다 더불어 신약자체의 확산과정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경쟁적 확산. 

모형을 이용하여 신약의 도입이 기존 약과의 경쟁 및 대체관계 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도 제

기된다 이를 통해 신약의 이용과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예측함으로써 신. 

약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론 고찰  2. 

가 혁신상품의 확산. (Diffusion of Innovation)

혁신상품의 확산에 관한 연구는 년대 초기에 소개된 이후로 소1960

비자행태 마케팅관리 및 경영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분야로 신, 

제품의 생명주기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사용되었다 이후 이러한 확산모. 

형들은 신제품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전통적으로 활용되어왔다. 

확산이론이 활발하게 연구된 이유는 신제품의 실패율을 줄이고 발매, 

와 도입확산과 관련한 마케팅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이 항상 존재

하기 때문이다(Wright et al, 1995).

신기술의 확산에 대해서는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사한 목표를 “

수행하기 위해 낡은 기술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과정”(Ayers,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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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상 인용 혁신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는 과정, 2007 ), “ "(Bass, 1969), 

기타 학습과정으로서의 확산과정 등 학자마다 상이하게 정의되었다" " .

는 확산 을 전통적으로 혁신상품이 사회체계구Rogers(1983) (diffusion) "

성원 간에 특정 경로를 통해 시간에 따라 의사소통되는 과정 이라고 정"

의하였다 따라서 확산과정은 혁신상품과 혁신상품이 영향을 미치는 사. 

회체계 그리고 사회체계에서 의사소통의 경로 시간이라는 개의 주요, , 4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확산이론에서는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인지되는 생각, 

물건 행위 등 어떤 것이든 혁신상품이 될 수 있다 의사소통경로는 정, . 

보가 사회체계내로 전달되는 수단을 말하며 매스미디어나 개인간 의사소

통 구전 이 있다 시간은 혁신상품이 확산되는 속도나 사회구성원들에 의( ) . 

해 도입되는 상대적 속도로 간주된다 사회체계는 공통된 문화를 공유하. 

는 개인 조직 등으로 혁신상품의 잠재적 도입자가 된다, (Mahajan et al, 

1985). 

이 가운데서 확산이론의 주요 관심사는 혁신상품에 대한 정보가 사

회체계내로 전달되는 의사소통되는 경로에 있는데 사회구성원은 혁신상

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때에 각 수단에 대해 상이한 선호도를 지니게 

된다(Mahajan et al, 1990).  

혁신상품의 확산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한 

모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확산모형을 개발하는 궁극적 목적은 확산모형. 

을 통해 도입자수의 증가를 묘사하고 진행되는 확산과정을 예측하는데 

있다 따라서 확산모형은 신제품의 생애주기곡선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 

두고 있으며 판매예측 에 도움이 된다(forecasting) (Mahajan et al, 1990).

대표적인 확산모형으로는 모형과 모형이 있다 두 모형은 Rogers Bass . 

모두 혁신상품의 확산에 미치는 요인으로 외부적 효과와 개인간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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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효과를 결합하여 형 누적곡선을 모델링한 공통점을 지닌다S (sigmoid) . 

그러나 초기 확산모형은 엄격한 가정에 기반을 두므로 현실적 한계점이 

많이 존재한다 최근에는 이들 모형을 변형발전시켜 보다 현실적이고 예. ․
측도가 뛰어난 모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의 확산모형은 고전적인 종모양의 정규분포곡선을 근간으로 Rogers

한다 곡선은 시간에 따라 제품을 도입하는 소비자의 빈도를 의미하며 . 

정규분포곡선을 누적곡선으로 표현하면 형의 패턴을 보인다 확산곡선S . 

이 정규분포를 보이는 이유로 그는 사회체계에서 개인간 상호작용에 의

한 학습효과 때문이라고 하였다. 

는 혁신성 을 개인 또는 다른 단위가 상대적Rogers (innovativeness) “

으로 새로운 생각을 다른 사회체계의 구성원에 비해 빨리 도입하는 정

도 로 정의하고 혁신상품의 도입자를 도입시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선도자 조기도입자(innovators or pioneers), (early adopters), 

중간도입자 후기도입자(intermediates or early majority), (late adopters), 

유행지체자 의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림 (laggards) 5 < II-1>.

그는 선도자들이 잠재적 도입자들의 도입시점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선도자들을 목표로 할 때 확산속도가 빨라진다고 가

정하였다 그는 각 도입자 유형별로 특성을 규정지었는데 예를 들어 선. 

도자 들은 탐험적이며 겉보기에도 세계적 사고관과 교육수준(innovators)

이 높고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이동이 빈번한 공통점을 

가진다고 규정지었다 도입자의 이러한 특징짓기를 통해 혁신상품의 마. 

케팅 전략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매스미디어보다는 선도자들을 대상으

로 한 개인간 상호작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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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II-1 확산모형의 개념> Rogers 

에 의하면 의 확산이론은 몇 가지 한계점을 Wright et al(1995) , Rogers

지닌다 먼저 혁신성의 특징과 개인적 특징간의 일관된 연관성이 없다. , 

는 것이다 도입자 특징은 산업마다 상이하여 한 품목에서의 유행지체자. 

가 다른 품목에서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모형이 도입시간에 . 

대한 분포에 기초하기에 평균과 표준편차의 계산이나 도입자군의 분류는 

확산과정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확산모형을 활용하기위해서는 . 

누가 선도자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며 선도자나 조기도입자는 중간도입, 

자에 개인적 영향을 미쳐 확산속도를 빨리한다고 가정하나 일부 시장에

서는 개인 간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소수의 소비자를 , 

목표로 하는 것은 전체 시장을 접근하는 마케팅전략보다 확산속도가 늦

어지게 된다 또 구전이 강한 영향력을 지닌 시장이더라도 도입자 프로. , 

파일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조기도입자나 선두자를 분류하고 대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매스마케팅은 높은 확산속도를 유도하는 경향이 . 

있는데 이는 단순히 더 많은 잠재적 도입자들이 신제품에 노출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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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연구에서의 주요 원동력은 이다 그는 잠재적 도입자들Bass(1969) . 

은 매스미디어와 구전 이라는 개의 의사소통수단에 의해 (word of mouth) 2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도입자들은 매스미디어에 의해서만 . 

영향을 받는 군과 구전 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군으로 (word of mouth)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첫 번째 군은 선도자 로 두 번째 군을 . (innovators) , 

모방자 로 정의하였다(imitators) . 

는 매스미디어나 외적 영향에 의해서만 구매하는 자와 구전과 Bass

같은 내적 영향에 의해서만 구매하는 자들이 확산과정동안 늘 존재한다

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것이 의 확산이론과 상이한 점이다 그는 . Rogers . 

아래의 식을 통해 모수인 를 혁신계수와 모방계수로 언급하였다p, q . 




  




그림 < II-2 확산모형의 개념> 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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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함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내구 소비제품Bass hazard rate

이나 음식 텔레커뮤니케이션 등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어 왔다 모, . Bass 

형은 실제 확산곡선과 시간 최대정점의 강도 등을 잘 예측하는 장, (peak) 

점이 있다 예측능력은 실제 자료를 통해 검증한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 

었으며 다양한 산업영역에서도 일관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 

모형은 의 모형에 비해 우월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Bass Rogers (Wright 

et al,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확산이론은 몇 가지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

데 이 가정은 엄격하고 현실성이 결여되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도입. 

자는 하나의 단위만 회 구매한다는 최초구매모형1 (first purchase model), 

신제품은 기존의 제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 잠재시장은 시간에 따라 , 

일정한 점 등은 현실적 제약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보다 현실화. 

하기 위해 반복구매모형 경쟁적 확산모형(repeat purchase model), 

유동적 확산모형(competitive or substitution model), (flexible diffusion 

등으로 보완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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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적 확산이론. 

기술대체에 관한 확산이론은 시장에서 제품의 구매 변천과정을 분석

하거나 신기술이 기존의 기술을 대체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

되었는데 이것은 신기술의 단순한 확산보다는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이전의 오래된 기술을 대체하는 것에 대한 정교한 예측 이 의(forecasting)

사결정의 오류로 인한 막대한 비용부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더 

중요하였기 때문이다(Sharif et al, 1976). 

이러한 기술대체모형은 기존의 확산에 관한 연구가 단일제품 또는 

단일기술로써의 신제품의 확산과정에 대해 주로 다루어져온 반면 시장, 

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기존 제품과의 상호작용 경쟁이나 대체 을 고- -

려하여 신제품의 판매를 예측하는데서 출발하였다. 

기술적 대체과정은 대부분 시장점유율 모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Blackman, Fisher-Pry, Flyod, Sharif & 

모형을 들 수 있다 이들 모형은 기술적 예측을 통해 대체효과를 Kabir . 

살펴보는 모형으로 다음과 같다(Sharif et al, 1976).

Blackman ln

   

Fisher-Pry 


 exp

Floyd ln




   

Sharif-Kabir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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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모형들은 신제품의 시장점유율과 기존 제품의 대체효과

를 고려한 기술적 예측을 위해 개발되었으나 새로 진입한 제품을 모델, 

링하는데 국한되어 있고 감소하는 경쟁품은 모형에 반영되지 않아 대체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모델링에는 실패하였다 이에 (Morris et al, 2003). 

따라 동일한 범주 내에서 경쟁대상이 되는 기존 제품과의 관계를 고려, 

함으로써 신제품의 확산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쟁효과를 고려한 경쟁적 확산모형은 본래 진화게임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진화게임모형의 관점에서는 게임 참여자의 관점에서 볼 때 . 

그의 전략선택이 다른 참여자의 전략에 대한 최선의 대응일 때 채택과정

이 이루어진다 생물학적 진화이건 기술상의 진화이건 실제 진화는 공진. 

화 의 역사이며 공진화란 각 구성체의 적응적 생동이 생태(co-evaluation)

계나 기술시장 및 경제를 구성하는 또 다른 이웃 구성체들의 구조를 바

꿔버리는 상호 연결된 변형적 구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산업 주체들. 

이 제각기 기술 경쟁에 가세하면 파괴성을 가진 해답이 나올 확률은 증

가하는데 이를 성난 레드 퀸 의 세계라 부른다 이 사례에서(Red Queen) . 

는 종래의 모형에서 가정한 것과 같은 일관적인 개인의 선택이나 합Bass

리적 선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쟁은 비합리성을 지니며 종래의 합리. 

적 선택의 논리적 근거는 무너지게 된다 경쟁적 기술의 확산과정을 동. 

시에 보여주기 위해 기술경쟁모형은 기존의 대체모형과 유사하나 보다 

많은 관계를 보여주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경쟁관계를 잘 반영하는 . 

모형이 모형이다 김윤배 등Lotka-Volterra Competition(LVC) ( , 2001). 

에서의 시장점유율f : t

시장점유율의 최대치F : 

회귀선의 기울기2 : α 

t : time

대체가 이루어진 시점t0 : 50%

상수C1, C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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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경LVC 쟁기전을 도입한 대표적 모형으로 기존의 독점시장에 

새로운 경쟁기업이나 경쟁재화가 진입하는 경우의 경쟁관계를 고려한 제

품의 확산과정을 설명하는 기초모형으로 많이 응용된다(Mahajan et al 

1993). 

은 동태적 시장환경에서 한 제품에 대한 수요는 Shocker et al(2004)

다른 제품의 마케팅노력에 영향을 받게 되며 제품의 대체가능성

이나 보조가능성 은 제품 간의 관계로 인(substitutability) (complementarity)

지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경제학 이론에서 교차탄력성을 기반으로 정. 

의되는 대체재나 보조재는 다른 재화와 연관된 동적인 수요효과를 강조

하고 있어 구매자나 그들의 시장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제품간

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유. 

선전화 무선전화 페이저간의 관계와 무선전화와 무선 간의 관계들, , PDA

을 보면 대체제와 보완재를 정의하는 전통적인 틀과 맞지 않다고 하였

다 신제품의 진입은 종종 구매자가 기존 제품에 비해 시장구조의 속성. 

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써 이해된다 신제품의 도입은 새로운 편. 

익 비용 또는 기존의 편익을 넘어서는 새로운 편익이나 비용을 만들어, , 

냄으로써 시장구조를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시장에서 제품간의 . 

관계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다른 제품의 효과를 고려, 

하지 못하는 경쟁효과에 대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는 시장구조를 . 

이해하는데 한계점을 가져다주므로 다른 제품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모형은 동일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두 종족이상의 상호작용을 LVC

나타내기 위한 모형으로 년 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으1924 Alfred Lotka

며 이를 통해 경쟁하는 두 종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후 일부 연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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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상호 경쟁하는 기술을 나타내는데 활용함으로써 활발한 연구LVC

가 진행되어왔다. 

모형은 두 개 이상의 상호작용을 지닌 종족에 대한 단순한 기술LVC

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른 모형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다 먼저 단순한 모형이지만 경쟁효과와 수확체증의 효과와 같이 잘 알. , 

려진 경제학적 원리를 잘 묘사하고 있다 두 번째 두 개의 상이한 종족. , 

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및 외적 효과를 모형화함으로써 기존의 확산모형

에서 강조되었던 개별 개체의 행태뿐 아니라 집단의 행태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식자 포식자 체계 뿐 아니라 다양한 다른 경쟁. , -

유형을 조명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 필수적인 상호작용의 (Modis, 1999). 

유형들은 이 모형을 통해 연구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Arato, 2003). LVC

은 매우 활용도가 높은 모형이며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이를 적용한 많

은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성준( , 2003)

은 생태적 상호작용을 Pistorius et al(1995) 순수경쟁(Pure competition), 

피식자 포식자 관계- (Prey-predator) 공생, (Symbiosis)이라는 가지 유형으로 3

분류한 바 있다 순수경쟁. 은 각 제품의 성장에 서로가 방해요소로 작용

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생은 각 제품의 성장에 서로 긍정적 요소로 작용, 

하는 것을 말한다 피식자 포식자 관계는 하나는 긍정적 다른 하나는 . - ,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은 모형에서의 경쟁관계를 순수경쟁Modis(1997) LVC (Pure competition), 

피식자 포식자 상호의존 일방적 피해- (Prey-Predator), (Mutualism), 

일방적 수혜 중립 의 가지로 구(Amensalism), (Commensalism), (Neutralism) 6

분하였다 순수경쟁은 서로의 성. 장을 저해시키는 관계이며 포식자 피식, -

자 관계는 영화관과 와의 관계처럼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면 도 이TV TV

익을 얻게 되나 가 많이 보급되면 영화관은 감소하게 된다 상호의, T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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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관계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관계처럼 서로 공생하며 증가하는 경

우이다 자동차와 자동차의 부속물은 일방적 수혜의 사례로 자동차가 많. 

이 팔리면 자동차 부속물도 더불어 증가하나 부속물의 판매와 자동차의 , 

판매는 무관한 관계이다 볼펜과 만년필의 관계는 일방적 피해의 사례로 . 

볼펜의 판매가 만년필의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볼펜은 만년필과 

무관하게 성장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중립관계는 중복되는 시장이 없는 .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제한된 시스템내에서 경쟁하는 LVC , 

두 종족의 확산과정을 쌍으로 결합된 로지스틱 미분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2)

단 종족 에 대한 수요의 누적값, X, Y : X, Y

자신의 성장률을 나타내는 성장계수   a1, b1: 

자신의 성장에 따라 받는 제약   a2, b2: 

경쟁 종족에 의해 받는 영향   a3, b3: 

식 과 는 미분방정식으로 (1) (2)  은 자신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고,  는 자신의 성장에 의해 받게 되는 제약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며,  는 경쟁 종족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나타내는 파라미

터에 해당된다 따라서 .  의 부호에 따라 경쟁하는 두 제품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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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정의되게 된다 는 . Modis(1997)  의 부호에 따라 두 종족간의 경

쟁관계유형을 가지로 분류하였다 표 6 < II-1>.

  경쟁유형 설명

순수경쟁 두 집단이 서로 상대방 집단으로 인해 성장의 방해
를 받는 상황

일방적 피해
한 집단은 다른 집단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나 다른 
집단은 그 집단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피식자 포식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직접적인 먹이가 되는 상황

상호공존 두 집단 모두 상호 공존하는 공생관계로 시너지효
과

일방적 수혜
한 집단은 다른 집단으로부터 해택을 받으나 다른 
집단은 그 집단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

중립
두 집단 간에 서로 영향이 없는 상황

표 집단 간 경쟁관계 유형< II-1> 

자료원 

모형은 시간에 대해 연속적인데 반하여 일반적인 모형에 사용되LVC

는 자료의 형태는 이산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분방정식으로 표현, 

된 상기의 식을 아래와 같은 이산적인 형태의 차분방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Leslie, 1958).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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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와 는 경쟁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일 종족의 확산과α β

정으로 로지스틱곡선으로 모형화할 때 사용되는 계수와 동일하다 반면. , 

는 상대방의 종족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낸다. γ

미분방정식의 계수와 차분방정식 계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이때 미분방정식인 식 과 식 의 계수 값들은 다음의 . (1), (2) (3), (4)

관계를 지니게 된다 이성준( , 2003; Kim et al, 2006).

     ln

 

ln

 

ln

     

상기 식에서 

ln
은  인 범위에서는 언제나 양의 값을 지니게 1≠

되므로 두 종족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 의 부호는 의 부호와 

동일하게 된다. 

기존 문헌검토3. 

가 경쟁적 확산에 관한 연구. 

모형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주LVC . 

로 모형에 대한 수학적 해석과 이를 이용하여 모형추정을 위한 통계적 

고찰 및 모형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ln

 

ln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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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모형을 실제 자(Bhargave,1989; Farrell et al,1990; Brazykin,1998). 

료에 활용한 확산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은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쟁적 동태성을 모형을 Lopez et al(2001) LVC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인터넷 시장에 대한 수학적 해석을 개발할 수 있. 

는 유용한 모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는 모형을 통해 인터넷 시. LVC

장의 경쟁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경쟁유형하에서의 성공전략을 기술하, 

고 있다 그에 따르면 모형은 단순하면서도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 LVC

고려하고 있으며 임의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보다 현실적인 설명들이 가

능할 수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의 동태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도로 간. 

주하였다 시장의 유형을 완전협력시장 완전경쟁시장 혼합시장의 가지 . , , 3

유형을 구분하였다 완전협력시장은 모든 경쟁자가 서로 협력하여 경쟁. 

의 강도는 약한 상태로 서로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완전경쟁시장은 . 

모든 경쟁자가 서로 강한 경쟁 상태를 지닌 것으로 이러한 시장에서는 

승자독식의 특징을 보인다 혼합시장에서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상. 

태로 이 경우 경쟁적 동태성은 다양한 행태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는 제시한 모형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인터넷 사이

트의 경쟁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모형의 모수를 통해 단순히 시장의 . 

경쟁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전략들을 제시한 점을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모형이 인터넷 시장의 경쟁적 동태성을 기술하기에 . , LVC

적절한 모형임을 보여주었다.  

은 기존의 제품이 경쟁적 우위를 지닌 새로운 제품Morris et al(2003)

에 의해 대체되는 과정에서 모형의 행태를 기술하였다 더불어 기존LVC . 

의 기술대체모형인 모형과 시뮬레이Bass, Gompertz, NSRL, Sharif-Kabir

션 및 그래픽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이들 모형과 달리 모형을 쌍. LVC

으로 결합된 모형으로 동태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식은 매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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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며 신기술과 감소하는 기술 간의 예측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 생태계에서 토끼들이 그들의 영역 내에서 섭취할 수 Modis(1999)

있는 풀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각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경

쟁하는 목표를 투자자의 관심과 자금이라고 가정하고 년 미국 주식1987

시장 대폭락을 기점으로 주식과 채권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모형을 LVC

적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최초로 금융시장에 모형을 적용하였. LVC

다 주식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가들의 차트중심으로 이루어진 반. 

면 그의 연구는 거래량과 거래금액으로 분석하여 마치 생태계에 존재하, 

는 종족과 같은 투자대상들이 경쟁을 유지하는 주식시장을 수학적인 방

법으로 정형화하였다 생태계의 경쟁과 주식시장에서의 경쟁이 유사한 . 

점을 설명하고 생태계에서 한정된 자원을 서로 다른 종족들이 다투는 상

황을 응용하여 주식시장에서 각 회사의 주식들의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

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으로 적용하였다 그는 연구결과. , 

대폭락이전에는 주식과 채권이 공생관계였으나 대폭락이후에는 피식자-

포식자의 관계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김윤배 등 은 세대 아날로그 휴대전화 및 세대 휴대전(2001) 1 ( ) 2 (CDMA 

화 및 에 이어 제 세대 통신이라 불리는 서비스가 제공되PCS) 3 IMT-2000

면서 이에 따른 시장규모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 Bass

모형을 고찰한 결과 모형에서의 초기값의 오차와 세대의 소멸에 대Bass 1

한 지연된 결과를 발생하는 점 다양한 시장 확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 

계점을 확인하였다 결국 각 세대의 진입시점에서 다양한 시스템 모델. , 

이 작용하는 가정과 기존 모형에서 간과했던 각 세대가 다른 세대에 미

치는 영향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에 따라 세대의 패턴 추정의 정확성과 1

이론적 관점에서 세대의 본질적 특성인 성장률 포화치 상호영향 등을 , , 

통해 동적이고 복잡한 결과를 내포하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 23 -

평가되는 모형을 도입하였다 각 세대별 동적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LVC . 

변형된 다세대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입자의 LVC IMT-2000

수요를 예측하였다 수요예측 시 세대와 세대의 성장관계가 세대와 . 2 3 1 2

세대의 성장에 의해 그 가입자수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며, 3

세대서비스의 가입자 성장은 세대의 성장처럼 초기 성장률이 크지 않다1

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제안된 모형은 세대. 

별로 구분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 적용가능한 모형으로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에서 세대 이동통신인 휴대전화와 의 시2 CDMA PCS

장 확산추세와 세대 이동통신인 아날로그 휴대전화의 가입 감소추세의 1

경우에도 비교적 잘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준 은 주식시장에서 코스닥이 도입된 이후 거래소 시장(2003)

과 코스닥 시장 의 동태적인 경쟁관계를 모형을 이(KOSPI) (KOSDAQ) LVC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두 시장의 경쟁관계는 코스닥 시장이 도입. 

된 직후에는 코스닥 시장이 정부의 중소벤처에 대한 활성화와 투자자들

의 많은 관심으로 인해 우위를 선점하다가 이후 두 시장이 공생의 관계, 

로 변모하였고 최근에는 순수 경쟁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사실을 도출하

였다 또한 균형분석을 통해 최근의 두 시장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균형. 

상태가 존재하며 균형점이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는 경쟁 환경이 심해질수록 회사의 경쟁능력은 지속Tang et al(2005)

적으로 개선되는 점을 감안하여 모형을 기반으로 변형된 경쟁모형을 LVC

제시하고 이를 통해 판매자인 와 의 분기별 수익을 통해 경CPU AMD Intel

쟁관계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술주도적 산업에서는 전략보다는 . , 

기술혁신이 경쟁의 주 요인이 되고 후발제품이 보다 혁신적인 경우 장, 

기적으로는 선발제품과의 경쟁에서 성공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 

라 승자가 독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상호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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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확인하였다(mutualism) .    

은 한국에서 시장의 경쟁효과를 고려한 핸드폰의 수Kim et al(2006)

요함수를 추정하였다 모형을 이용하여 와 의 동태적 경. LVC Cellular PCS

쟁관계를 규명한 결과 와 는 일방적 수혜 관계, Cellular PCS (Commensalism)

를 확인하였으며 균형분석을 통해 균형점이 존재함과 추정된 수요함수, 

를 통해 균형점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그의 연구를 통해 모형을 . LVC

통한 수요예측은 상당히 예측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문수 등 은 기업간 경쟁에 따른 시장구조의 변화와 수요확산(2006)

간의 동태적 과정과 기술간 경쟁이 수요확산패턴에 미치는 영향구조 등 

크게 두 가지의 이론적 배경을 통합한 기술간 경쟁과 시장구조를 고려한 

수요확산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을 현실에 적용하여 정보통신서. 

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사업자의 전략적 차원이나 , 

정보통신서비스 정책차원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 

년대 통신시장의 경쟁도입에 따라 독점적 시장구조에서 경쟁적 시80-90

장구조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술간 경쟁 진입과 퇴출이 빈번한 통, 

신시장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수요확산모형을 통해 향후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통신네트워크와 같은 하부구조의 투자 및 용량계획 등 정부 정책IT

의 참고자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모형에 시장구조. LVC

를 고려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수요확산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인

터넷 접속서비스 협대역 접속기술 광대역 접속기술 와 이동전화서비( vs )

스 기술 기술 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PCS vs Cellular ) . , 

인터넷접속서비스에는 협대역 접속기술과 광대역 접속기술간에 대체관계

를 지니되 이러한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잠재시장의 규모를 확대해나가, 

는 결과를 보였다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기술별 시장의 잠재규모를 . 

확대하는 결과를 보였다 기술과 기술간에는 시장경쟁의 변화. Cellular 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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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확산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구조보다

는 독점 혹은 과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모형을 . LVC

활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신규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활

용가능하며 향후 도입된 새로운 기술과 확산 정책 및 기업의 전략수립, 

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는 모형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 간의 경쟁Lee et al(2009) LVC (ICTs)

구조 및 유형에 관한 특허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는 간의 상호작용분. ICTs

석을 통해 혁신의 효과를 보여주고자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특. 

허분석은 기술혁신과 확산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중의 하나로 특

허는 기술진보와 혁신적 활동에 대한 지식의 풍부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특허가 이후의 특허에 얼마나 인용되었느냐를 보는 인용분석은 

지식의 흐름을 통해 혁신을 조장하는 효과를 지니며 이에 따라 특정 기

술혁신이 다른 기술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였으며 부

정적 효과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특정 기술의 개발이 다른 기술의 개발. 

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대체가능성이나 제한된 재정을 두고 경쟁하는 경

우 있어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한 기술이 다른 기술을 대체하면 다른 기. 

술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제한된 예산 하에서는 한 기술R&D

의 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다른 기술의 성장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므로 기

술간의 상호작용분석을 통해 혁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규명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해 미특허청 자료를 이용하여 상이. (USPTO)

한 그룹간의 경쟁적 확산과정의 규명을 통해 혁신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간 지식의 이전효과 에 있어. , (spillover)

는 긍정적 효과를 자원에 대한 기술간 경쟁에 있어서는 부정적 효, R&D 

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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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희 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이용율과 이에 따른 (2010)

콘텐츠의 발달 급격히 증가하는 의 시장규모를 감안할 때 e-book , e-book

출판시장에 대한 구매수요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모. LVC

형을 활용하여 새로 도입된 출판시장이 기존 과 어떻e-book paper-book

게 경쟁하며 확산해나갈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과 간. Paper-book e-book

에는 북미권과 세계 총 시장은 피식자 포식자관계를 유럽과 중국은 상- , 

호공존 일본과 아태권 남미권은 포식자 포식자관계를 보였다, , - . 

이처럼 모형을 활용한 경쟁적 확산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LVC

어져오고 있다 만연필 카펫 등의 소비제품부터 핸드폰 휴대전화통신. , , , 

정보통신기술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장에서 적용CPU, , e-book 

되고 있다 그간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모형은 기존의 모형 등. , LVC Bass

과 달리 마케팅변수의 효과를 추정하지 못하므로 마케팅전략수립차원에

서는 큰 의의를 지니지 못한다 하지만 새로운 제품의 진입에 따라 시. , 

장을 예측함에 있어 마케팅변수에 의존적인 예측보다는 경쟁제품과의 동

태적 상황을 반영한 예측은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의약품 확산에 관한 연구.  

확산모형의 개발과 다양한 분야에의 적용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왔

으나 의약품시장 특히 전문의약품의 확산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는 의약품시장의 독특함에 기인한다 일반적인 신제품은 새로운 시장 . 

즉 소비자의 수요를 창출하지만 의약품시장은 의사가 진단한 환자의 니, 

즈에 기반을 두어 만들어진다 따라서 환자의 니즈는 신제품의 판매이전. 

부터 누적되어 있으며 의사가 환자의 니즈를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수요가 누적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Vakratsa et al, 2008).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의약품의 확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단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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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확산요인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확산요인은 디테일. 

링이나 광고와 같은 마케팅 전략의 효과와 신약의 실질적인 수용자인 의

사의 처방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

져왔다 이에 따라 신약 자체의 확산을 중심으로 한 차원적 분석을 중. 1

심으로 한 연구들이 선행되었으나 이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

다 특히 국내에서 신약의 확산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더불어 기. . 

존의 경쟁제품과 동태적 확산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에 . 

가 기존 약과 새로 진입한 신약에 대한 다세대 혁신상Guseo et al(2012)

품의 확산을 모형을 Competition and Regime Change Diachronic(CRCD) 

통해 분석한 연구가 있다 표 < II-2>.   

은 기존의 확산모형에서 전제하는 가정이 의약품시Lilien et al(1981)

장에 적절하지 않은 점을 기반으로 반복구매확산모형 및 외부효과로 제

약산업의 특징인 제약사원의 디테일링을 적용한 모형을 제시하였다LRK .  

이 모형을 통해 그는 신약의 시장출시 전 매출을 예측하는 방법도 제시

하였는데 유사한 약의 확산을 기반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 

신약이 출시된 후 초기의 판매자를 기반으로 베이즈 회귀식을 통해 판매

예측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은 의 연구가 실제 의약품의 확산에 Rao et al(1988) Lilien et al(1981)

적용하여 적절성 검증부족과 유사한 약을 통해 출시전 판매예측방법에 

있어 유사한 약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의 신약에 대해 모형을 적용한 확산과정을 분석하였다 더21 LRK . 

불어 의사패널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조사를 통해 신약의 특징을 대체약

제와 비교한 혁신성 대체약제 대비 효과 환자에 대한 위험도 적절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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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범위 처방을 위한 상태의 심각성 처방빈도에 대해 등급화한 자, , 

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출시전 판매예측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인식도조사와 모형에서의 추정된 모수간의 관계도 규명하였는데LRK , 

제약사의 디테일링 효과는 보다 혁신적이라고 생각한 약 광범위한 질환, 

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약일수록 증가하였다 매우 빈번하게 처방되는 . 

약에 대해서는 경쟁적 디테일링이 가장 효과를 보였다.  

은 모형을 이용하여 의 확산에 있어 영Valente(1993) Bass Tetracycline

향을 미치는 외부효과와 내부효과를 계량화하였다 분석결과 외부효과인 . 

매스미디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개인 간 상호작용인 내부효과, 

는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스미디어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의0.03 . 

사들을 개 이상의 저널 구독자와 그렇지 않은 군으로 나누고 각 집단에 4

대해 확산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구독하는 저널 수가 적은 의사들

은 다른 의사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났다 반면 구독저널 . , 

수가 많은 의사는 매스미디어와 개인간 영향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은 기존의 확산모형을 개의 영역으로 나눈 반복모Hahn et al(1994) 4

형인 모형 을 제시하였다 시점 까4-segment trial-repeat model(HPKZ ) . t-1

지 잠재적 구매자에 해당되나 시점에서 신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영역, t 1

과 시점에서 신제품을 구매하는 영역 시점까지 신제품을 사용하였, t 2, t-1

으나 시점에서 구매하지 않는 영역 이후에도 계속 구매하는 영역 로 t 3, 4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신제품의 판매액을 산출하는 식과 모형을 기. Bass

반으로 마케팅변수들이 결합된 모형을 통해 개 신약의 확산을 분HPKZ 21

석하였다 마케팅변수로는 디테일링 비용과 광고비를 사용하였으며 모형. 

을 통해 판매촉진활동과 제품의 질 및 시장성장과의 관계를 구전효과와 , 

약효군의 특징 및 시장의 경쟁정도와의 관계를 반복구매율과 제품의 질 , 

및 시장특징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모형은 기존의 확산모형. HP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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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모수측정과 예측의 정확도에서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는 신제품의 인지나 이에 대한 태도는 매스Van den Bulte et al(2001)

미디어뿐 아니라 사회적 접촉 과 회사의 마케팅에 의해 (social contagion)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모형을 이용하여 discrete-time hazard 

의 확산과정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적 접촉Tetracycline . 

은 사회구성원의 수용행태가 다른 구성원의 혁신에 대한 지식 태도 또, , 

는 행태에 노출되는 기능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접촉과 . 

마케팅믹스가 혼동되어 분석되는 점을 파악하고 사회접촉과 마케팅믹스

를 구분하고 각 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회접촉효과는 통. , 

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즉 도입자가 비도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 , 

고 설득하는 과정인 사회접촉은 의사의 수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반면 공격적인 마케팅 효과는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은 Packer et al(2006) Sildenafil, Cox-II inhibitor, Verteporfin, 

등 가지 보건의료기술의 확산을 유로스캔멤버국인 호Interferon-beta 6

주 캐나다 덴마크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 , , , , , , , 

스위스의 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로 확산에 영향을 10 . 

미치는 조기경보시스템 이나 급여여부의 결(early warning activity) HTA, 

정 평균이상의 인당 의료비지출 건강보험재원에서 조세비중 등 상이, 1 , 

한 정책들이 적용되고 있다 반복측정 를 이용하여 이러한 정책. ANCOVA

들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급여기준이나 보건의료기술평가 는 , (HTA)

를 제외한 모든 약에서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Cox-II Inhibitor

으로 나타났다 인당 보건의료지출비용이 평균이상인 경우는 확산에 모. 1

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상이한 기술들의 확산. 

패턴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근거에 기반을 둔 이상과 현실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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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격차를 의미하므로 정책결정가들은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조기 

경고 체계나 의료기술평가 경제성평가와 같은 도구들을 잘 활용할 필, , 

요성을 제기하였다.

은 수많은 확산모형에도 불구하고 환자치료와 보Vakratsa et al(2008)

건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인 처방의약품의 확산에 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신약의 확산을 중증질환의 환자를 포함

하는 조기 수용시장과 경증환자를 지닌 후발 시장으로 구분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시장에서의 확산은 일반화한 모Dual-market . Bass

형 을 통해 전문지광고지출비 디테일링 건(GBM, Generalized Bass Model) , 

수 샘플링 소비자직접광고 비용과 같은 마케팅전략과 연계하여 분, , (DTC)

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비자직접광고와 의학저널광고의 효과가 두 시장. , 

으로 구분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두 시장으로 .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을 때 의학저널광고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 

정책적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형을 통해 각 . Dual-market

시장별 마케팅활동의 영향을 잘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 

의 모형에서 모수 추정이나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 의약품의 이용과 지출비용을 예측하는 연Wattermark et al(2010)

구를 실시하였는데 새로운 약물치료는 재정적 영향을 통해 보건의료체, 

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신약의 이용과 지출비를 예측하는 

것의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년 스톡홀름 . 2009

지방 의 약품비 지출은 인당 로 년 대비 증가한 수(county) 1 349 2008 3.3%€
치였다 시계열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년에는 년에는 . , 2010 2.0%, 2011

약 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가운데 항암물질과 면역조절제 4.0% . 

및 신경계 감염성 질환 혈액 및 혈액조성기관에 사용되는 약물과 함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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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은 당뇨병 치료제인 의 확산을 Wen et al(2011) Thiazolidinediones(TZD)

병원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그는 개의 대만 병원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580

종별 민간 공공 비영리와 같은 소유형태별 지역별로 해당 약의 수용, , , , 

시간 침투속도 최대침투(time to adoption), (rate of penetration), (peak 

를 모형과 을 이용penetration) Cox proportional hazard quantile regression

하여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신약도입 이전을 기준으로 측정한 당뇨약의 . , 

처방집중도가 높은 병원일수록 신약의 수용에 부 의 영향을 미쳤다(-)

지방병원 은 (HR=0.02, 95%CI=0.01 to 0.04). (district hospital) medical 

에 비해 신약의 수용이 느리며 공공center (HR=0.43,95%CI=0.24 to 0.75), 

병원보다는 비영리병원에서 신약이 빠르게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약도입이전의 병원의 당뇨약 처방과 침(HR=1.79,95%CI=1.23 to 2.61). 

투속도는 유의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를 초기에 도입한 병원과 침투TZD

속도가 빠른 병원에서 최대 침투도도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최상은 이 국내에 도입된 신약이 어떤 속도로 처방(2003)

에 도입되고 있으며 신약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 

신약을 처방하는 의사개인의 특성보다는 환경요인이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생각하고 개의 신약에 대해 을 통10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해 확산연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추가적인 설문을 통한 요인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신약의 확산속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원보다 빠르. 

게 나타났으며 일반의보다 내과 가정의학과와 같은 전문의에서 확산속, 

도가 빨랐다 대체가능한 두 약의 확산속도에서는 비용효과적인 약이 빠. 

르게 확산되었으며 요양급여인정기준과 의약분업은 신약의 확산을 각 각 

억제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약의 혁신성이 클수록 외자사의 제, . , 

품일수록 확산이 빠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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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는 기존의 확산연구가 단일제품의 확산과정을 Guseo et al(2012)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기술대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제품의 확산에 

관한 연구의 연장된 연구로 두 제품 간의 동시적 경쟁을 모형화하였다. 

그의 연구는 완전대체재들에게는 공통된 잔여시장 이 정(residual market)

해지는 동일한 제품카테고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브랜드 특이적인 . 

동태적 잔여시장에 의존하는 모형과 접근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LVC .  

그는 선두제품이 독점하는 상태에서 후발제품의 진입으로 인한 통시

적 경쟁상황이 레짐 변화를 유발하므로 이를 반영한 (Regime) 

모형인 통시적 CRCD(Competition and Regime Change Diachronic)

모형을 제시하고 추정된 모GBD(Diachronic Generalized Bass Diffusion) 

수를 통해 경쟁상황이 기존 제품의 확산모수를 변화시키는지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경쟁하는 두 약물인 과 의 확산에 직접 . Cimetidine Ranitidine

적용한 결과 후발제품에 해당되는 의 진입에 따라 시장을 주, Ranitidine

도하고 전체 규모를 확장시켜 의 감소를 지연시키며 전체 약,  Cimetidine

효군을 확장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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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내용 연구방법

반복구매와 제약사원의 디테일링효과를 포함한 모형을 통
해 신약의 판매예측 및 마케팅 변수의 효과추정  

반복구매모형 개발
모형을 통해 시장출시 전 매출예측 유사약의 확산참고
초기 판매자료를 기반으로 베이즈회귀식을 통해 판매예
측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소개

 

∆
 

시점에서 비처방의사수 시점에서 처방의사
수 λ 디테일링 효과 λ 구전효과
λ 경쟁사의 디테일링 효과

모형을 보완한 신약의 확산과정에서 마케팅노력에 따
라 신약도입 이전에 판매를 예측하고 초기 판매자료를 통
해 예측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소개

다양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반복구매모형의 적절성에 대
한 검토
의사패널의 인식도조사를 통해 신약의 출시전 판매예측
실제 판매자료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방법제시

모형
인식도 조사 대체약과 비교시 신약의 혁신성 효과
위험 질환의 범위 중증도 처방빈도 등에 대한 조사

외부효과 매스미디어 와 내부효과 구전효과 가 혼합된 
모형을 통해 의 확산을 규명 


     모형

처방의 비중 잠재적 의사의 수 매스미디어 효과
효과

기존의 신제품확산에서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모수의 
추정과 예측의 정확도가 우수한 모형 제시
판매촉진활동과 제품의 질 및 시장성장과의 관계규명

모형 개발 
    ln      
   

표 의약품 확산에 관한 기존 연구의 요약 < 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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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전효과와 약효군의 특징 및 시장의 경쟁정도와의 관계
규명
반복구매율과 제품의 질 및 시장특징과의 관계규명

에서 신제품의 매출액 에서 신제품의 마케팅노력

잠재적 시장규모 에서 신제품 구매자로 인한 매출

ρ 기존사용자 중 반복구매자의 비중

확산과정에서 신제품의 인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접촉과 
마케팅변수를 구분하고 각 각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을 대상으로 분석

모형 

Pr          ′       
의사 가 시점에서 신약을 수용한 경우 누적분포함
수 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벡터 ω 의 에 대
한 노출 벡터 모수α β

신의료기술의 확산에 대한 국가별 비교분석
국가별 정책적용여부 및 확산과의 관계를 통해 정책 급여

기준 등 의 영향분석

반복측정 

신약의 확산을 중증질환자 중심의 조기수용시장과 경증환
자중심의 후발시장으로 구분한 모형을 제시
각 시장에서 을 통한 마케팅믹스 광고비 디테일링 샘
플링 소비자직접광고 등의 영향분석

모형 
            

신규처방건수 조기수용시장에 기인한 처방 그렇지 않으
면 지시함수 가변수 조기수용시장 후발시장

신약도입에 따른 이용 및 지출비 예측의 중요성 강조와 전
체 약품비의 예측

시계열분석

당뇨병 치료제인 의 병원에서의 확산
수용시간 침투속도 월단위 처방증가율 최대침투에 대한 
분석
독립변수 병원유형별 소유별 공공 민간 비영리 지역
별 병원의 집중도지표 등

   exp 
기저위험함수 모수의 벡터 독립변수의 벡터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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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은 신약의 확산속도에 대한 요인별 영향분석
요양기관종별 진료과목 비용효과적인 약 요양급여인정
기준 의약분업 혁신성 외자사 제품 등   

ln           ∋
약이 기관에서 시점에서의 순간변화속도
기저위험함수
약이 기관에서 갖는 변수 의 값

경쟁품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확산 연구
모형을 통해 동시에 공존하는 선두제품과 후발제품

의 경쟁에 따라 후발제품의 도입으로 인해 시장의 레짐
변화를 가져와 선두제품이 감소하고 후발제품이 증가하
는 상황을 분석
새로운 신약도입으로 기존 시장을 주도하되 전체 약효군
을 확장시키며 기존 제품의 감소를 지연시키는 효과 확
인

모형 제시 

′  
 

   


   

  


   




′  
 

   





  
       

        

누적판매액 의 잠재시장규모
모형에서의 추정모수 지시함수 가 참이면 아니면 

잔여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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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4. 

가 연구대상 및 특징 . 

의약품에 관한 기존의 확산연구에서는 단일제품을 중심으로 제약사

원의 디테일링과 광고와 같은 마케팅노력이 신약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이루어져왔다 이는 신약의 매출을 극대. 

화하기 위해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려는 제약회사의 관심분야에 해당된다. 

반면 신약의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용을 예측하는 것은 규제, 

적 측면에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신약의 도입으로 인한 시장예측은 . 

보험재정에 대한 예측과 일맥상통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품과의 

경쟁관계를 통해 시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확산모형의 적용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신약의 확산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과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경쟁적 확산모형인 모형을 통해 신약도입에 LVC

따른 기존 제품 간의 경쟁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신. 

약의 도입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운데 대체약제와의 대체

관계를 감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관계는 기존 약을 . 

대체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와 같이 매우 단순한 시나리오에 100% 

의존하고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신약이 기존의 약에 비해 저가, . 

로 진입되는 경우 기존 약의 대체로 재정절감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나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러한 약품비 증가에 신약, 

이 일부 기여하고 있어 신약도입 시 기존의 약과 경쟁관계와 이를 통한 

시장예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신약의 확산에 적용하기 위해 다LVC

음의 가정을 기반으로 하였다 먼저 분석대상이 되는 신약과 대체약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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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관성을 지니며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 

한 가정은 건강보험재정이라는 제한된 자원과 동일한 적응증을 두고 서

로 경쟁하고 있는 의약품 시장 하에서는 쉽게 충족된다 두 번째는 . LVC

모형은 경쟁하는 두 종족 이상의 경쟁관계를 규명할 수 있으나 본 연구, 

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모형은 두 경쟁자체계이므로 동일한 적응증을 대

상으로 개의 경쟁품이 존재하는데 국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년 2 . 2007

이후 등재된 신약가운데 주된 대체약제가 하나인 즉 동일한 적응증을 , 

기반으로 신약을 포함한 두 성분이 경쟁하는 시장을 선별하였다 다만. , 

신약의 진입이 활발하여 해당 약효군내에서 두 성분이상이 경쟁하고 있

는 경우에는 두 성분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반면 나머지 경쟁품들의 효과는 미미한 약효군을 선정하였다 더불어 신. 

약등재이후의 관찰기간이 충분하여 통계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다 년도에 도입. . 2007

된 신물질신약 개성분 가운데 상기의 조건에 맞는 성분을 선택하고자 10

하였으며 년 월에 등재된 을 포함한 개의 신약성분과 2008 8 Decitabine 4

그에 따른 대체성분을 선정하였다 년 월 년 월까지 건강보. 2004 8 ~2010 12

험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표 ( ) . < II-3>

과 같으며 각 약효군별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약효군 신약 등재년월 경쟁 성분

만성 형간염
차

차

골수이형성 증후군

철분과다증

과민성방광증상

표 분석대상< I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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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만성 형 간염치료제시장규모는 연 평균 씩 크게 성장B 26.45%

하고 있으며 약 억원 년 기준 의 규모에 해당된다 또 새로운 1,800 (2010 ) . 

신약이 년 이후 지속적으로 등재되고 있는 대표적인 약효군에 해당2006

된다 기존의 약제로는 과 의 내성환자가 사용할 . Lamivudine Lamivudine

수 있는 이 발매되어 있었다 년 월 가 도입되면Adefovir . 2007 1 Entecavir

서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이후 년 월 년 월 , 2007 2 Clevudine, 2009 12

가 차례로 시장에 도입되었다Telbivudine . 

그림 만성 형간염 치료제 시장규모 금액< II-3> B ( )

만성 형 간염시장에는 총 개의 성분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실제 급B 5 , 

여기준을 통해 시장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차 치료제. 1

로써 과 이후 도입된 Lamivudine Entecavir 0.5mg, Clevudine, Telbivudine

이 이에 해당된다 반면 와 은 . , Adefovir Entecavir 1mg Lamivudine, 

을 투여한 후 내성을 지닌 환자에게 사Entecavir, Clevudine, Telbivudine

용할 수 있는 차 치료제로 구분되어 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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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년 기준 시장의 약 를 차지하는 2010 93% Lamivudine, 

로 국한하되 새로 진입한 가 기존 약에 대해 Adefovir, Entecavir Entecavir

가지는 경쟁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차 치료군과 차 치료군내. 1 2

에서 과 이 기존 약과 어떤 상호작용을 지니는지에 Entecavir 0.5mg 1mg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적 치료와 화학요법 조, 

혈모세포이식 등의 방법이 있으며 대다수의 진단 초기 환자들은 수혈이

나 항생제 등의 대증적 치료를 하지만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화학요법, 

을 통해 치료한다 이 가운데 로는 . DNA hypomethylating agent

과Adecitabine 이 있다 Decitabine . DNA hypomethylating 의 시장은 agent

년 기준 약 억 원 규모이며 증가율은 에 달한다 기존 약제로2010 82 24% . 

는 년에 도입된 과 년에 도입된 이 존재하2006 Azacitabine 2008 Decitabine

므로 두 성분의 경쟁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 II-4>.

의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과 비용비교Decitabine , Azacitabine

시 동등하고 대상 환자수가 많지 않으므로 급여된바 있다 보험재정영, . 

향에서는 급여기준에 따라 신청품이 사용될 경우 재정부담은 신청품 도

입 전 연간 소요비용과 동일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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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골수이형성증후군 치료제 시장규모 금액< II-4> ( )

 

철분과다증은 선천성 혈색소침착증 수혈에 의한 철분과다증 기타 , , 

알코올 중독자에서 유사한 증상의 발현 등이 있으며 철분과다의 결과로

서 철이 조직내 축적되어 유해한 산소유리기 생성을 촉진시켜 세포손상

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데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는 철킬

레이트 제제 인 와 가 등(Fe Chelating agents) Deferoxamine Deferasirox

재1)되어 있다 년 기준 해당 성분의 시장규모는 약 억 원에 달. 2010 100

하며 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12% .  

그림 에서처럼 기존 약제인 은 일정수준을 유지하< II-5> Deferoxaime

고 있는 반면 년 새로이 진입한 은 가파른 증가추이를 ,  2007 Deferasirox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두 성분의 투여경로가 상이하여 실질적인 대. 

체관계를 지니는지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1) 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용실적이 미미하여 본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Deferipr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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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철분과다축적치료제 시장규모 금액< II-5> ( )

과민성방광증상 치료제의 시장규모는 연 평균 씩 성장하고 있으14%

며 약 억원 년 기준 의 규모에 해당된다 년에 새로운 신약인 480 (2010 ) . 2007

이 등재되었으며 년에는 기존 약인 의 Solifenacin 2009 Tolterodine prodrug

인 이 등재된 바 있다Fesoterodine .

기존의 약제로는 과 Tolterodine Oxybutynin, Propiverin, Flavoxate, 

이 존재하며 이 가운데 은 년 기준 전체의 Trospium , Toterodine 2007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이 진입한 , < II-6>

과 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년 Solifenacin Fesoterodine . 2010

기준 은 전체시장규모에서 약 를 차지하고 있으며Tolterodine 26% , 

은 약 의 점유율을 보였다Solifenacin 23.2% . 



- 42 -

그림 과민성방광증상치료제의 시장규모 금액< II-6>  ( )

본 연구에서는 과 새로이 진입한 의 경쟁관계를 Tolterodine Solifenacin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진입한 도 추가적으로 분석대상이 되. Fesoterodine

나 관찰기간이 짧아서 분석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 . 

과 만이 경쟁한다는 엄격한 가정 하에 분석하고자 Tolterodien Solifenacin

한다 의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은 . Solifenacin , Solifenacin

과 비교시 임상적으로 비열등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Tolterodine

과 비용최소화분석을 통해 등재된바 있다 이에 따라 tolterodine . 

이 을 대체할 경우 연간 보험재정의 절감을 예측한 Solifenacin Totlerodine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나 분석내용.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식 과 의 모형을 통해 선정된 약효군을 (3) (4) L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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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신약과 기존 약의 경쟁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 

의 비선형 최소자승법 을 Eviews 3.0 (NLS, nonlinear least square method)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선형최소자승법은 수리적인 . 

알고리즘이라는 반복적 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Marquardt 

이러한 반복적인 프로세스는 최대 반복 횟수와 수렴의 (Amemiya, 2001). 

기준값 을 규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수렴의 기준(convergence criterion) . 

값은 각 계수의 추정에 있어 그 변동성의 최대한계를 말하며 본 연구에

서 사용된 기준값은 즉 보다 작은 변화의 한계를 규정하였다0.001 0.1%

(Kim et al, 2006).

또한 모형을 통해 신약의 이용을 예측해 봄으로써 모형을 , LVC LVC

통한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신약의 이용을 .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분석은 의 기능. Eviews Forecast

을 활용하고 예측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형을 통해 두 성분 간의 경쟁관계를 모형화하게 LVC

되면 해당 약효군별 시장의 균형 상태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균형 상태

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균형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모형을 도식화한 미분방정이 균형(Burns et al, 2008). LVC

을 이루기위해서는 두 종족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nd


    (5)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식 과 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1) (2)

식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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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위의 식을 살펴보면,  


이라면, 


 이므로 종족은 X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감소하게 된다 마, . 

찬가지로 도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식 의 두 직선이 일사Y . (7)

분면 안에서 두 직선의 교접이 존재하면 균형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렇지 않으면 균형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균형점이 존재하는 경우 . 

그 균형점의 안정성 여부 또한 두 직선의 교차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모형의 계수 값에 의해 결정된다LVC . 

Y



B          D

균형점            

   C



A

  X

그림 균형상태 < II-7>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 값을 기준으로 식 에서의 모수를 산출한LVC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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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림 과 같은 균형점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 < II-7> . B

영역은 의 시장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영역이고 영역X , A

은 의 규모가 증가하는 영역이다 영역은 와 가 모두 증가하는 영Y . C X Y

역에 해당되며 영역은 와 가 모두 감소하는 영역에 해당된다 균형D X Y . 

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종족 와 가 동태적으로 규모의 변화 없이 X Y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점에서 이탈된 경우에는 다. 

시 균형점으로 수렴하는 성질이 있는가와 관련된 균형의 안전성여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만약,   고   을 만족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 를 완전 대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대의 상황이면 가 를 Y X . X Y

대체하게 된다 그림 의 와 는 와 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를 . < II-8> (c) (d) X Y

나타낸다 이 경우 교차점을 균형점이라 하며 다음의 교점에서 교차하. , 

게 된다.

′ 


 ′ 


    (8)

균형점이 존재하는 경우는 안정적인 균형 상태와 불안정한 균형 상 

태로 구분된다 안정적인 균형 상태는 .   와   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두 시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 

와 에 근접하게 된다 반면X' Y' . ,    와   을 만족

하면 균형상태가 불안정하며 균형에서 이탈했을 시에는 균형에 수렴하, 

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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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지 가능한 균형관계< II-8> 4

이에 따라 경쟁하는 두 성분 간에 균형점의 존재여부와 균형의 안정

성 여부에 관한 균형분석을 통해 향후 시장의 변동을 예측 및 분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 5. 

가 모형을 통한 경쟁관계 규명. LVC

간염치료제시장은 급여기준에 따라 차 치료군과 차 치료군으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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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 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차 치료. , 1

군 시장에서는 기존 약인 과 새로이 진입한 Lamivudine Entecavir 0.5mg

의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 대체제인 간, Lamivudine Entecavir 0.5mg

에는 일방적 피해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Amensalism, +/0) . , 

은 의 진입으로 피해를 입으나 Lamivudine Entecavir 0.5mg Entecavir 

은 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0.5mg Lamivudine

표 모형을 통해 추정된 값과 실제 자료를 적합 시키면 그림 < II-3>. LVC <

과 같이 모형은 실제 추이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II-9> LVC . 

이를 통해 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Entecaviro 0.5mg

다. 

모수 추정치 값 모수 추정치 주 값

 

 

 

 

표 차 간염치료군의 모형 모수 추정값< II-3> 1 LVC (n=48)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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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_LAMIVUDINE
FITTED_LAMIVUDINE

ACTUAL_ENTECAVIR0.5MG
FITTED_ENTECAVIR0.5MG

그림 차 간염치료군의 누적사용량과 모형 추정결과< II-9> 1 LVC

차 치료군 시장에서 와 새로 진입한 의 경쟁2 Adefovir Entecavir 1mg

관계를 분석한 결과 와 간에는 중립 의 , Adefovir Entecavir 1mg (Neutralism)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성분인 와 . Adefovir Entecavir 1mg

는 서로 무관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유의수준 를 기. , 10%

준으로 의 부호가 으로 나타나 일방적 피해 의 관계를 +/0 (Amensalism)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가 에 의해 성장의 . , Adefovir Entecavir 1mg

저해를 받으나 은 이와 무관하게 성장하고 있다Entecavir 1m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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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추정계수 값 모수 추정계수 값

 

 

 

 

표 차 간염치료군의 모형 모수 추정값< II-4> 2 LVC (n=48)

*p<0.1,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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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 간염치료군의 누적사용량과 모형 추정결과< II-10> 2 L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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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성분의 경쟁관계를 분석하기위해 사용량은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주기당 투여량1)으로 보정하였다 이는 성분간 투여량의 차이를 보정해. 

주기 위함이다 보장된 사용량을 기반으로 과 의 경. Azacitidine Decitabine

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성분은  일방적 수혜 관계, (Commensalism, 0/ )—
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새로이 진입한 이 기존의 으. Decitabine Azacitidine

로 인해 수혜를 받고 있으나 은 의 영향을 받지 않, Azacitidine Decitabine

음을 의미한다 표 또 실제 누적사용량을 모형으로 적합한 결< II-5>. LVC

과 모형은 실제 사용량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LVC <

II-11>. 

모수 추정계수 값 모수 추정계수 값

 

 

 

 

표 과 의 모형 모수 추정값< II-5> Azacitidine Decitabine LVC (n=29)

*p<0.1, **p<0.05, ***p<0.001

1) 성인남자의 체표면적 적용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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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골수이형성 증후군치료제의 누적사용량과 모형의 추정결과< II-11> LVC

새로 진입한 가 기존 약 과의 경쟁적 확산을 Deferasirox Deferoxamine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성분간 용법용량이 상이한 점과 성분내 함량의 차, 

이를 일 투여량 를 기준으로 보정하였다 모형을 통한 1 (30mg/kg/day) . LVC

경쟁유형분석 결과 표 와 같이 두 성분은 중립 의 관계, < II-6> (neutralism)

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자의 성장에 상대방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 

을 의미한다 두 성분의 투여경로는 주사제 와 확산정. (injection)

으로 투여경로가 상이한 점을 감안한다면 비록 동일한 (dispersible tablet) ,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이 상이하여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지, 

니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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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추정계수 값 모수 추정계수 값

 

 

 

 

표 과 의 모형 모수 추정값< II-6> Deferoxamine Deferasirox LVC (n=48)

*p<0.1,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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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철분과다축적치료제의 누적사용량과 모형의 추정결과< II-12> LVC

과 의 경쟁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두 성분 간에Tolterodine Solifenac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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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방적 피해 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Amensalism) . 

은 의 진입으로 인해 성장의 방해를 받고 있으나 Tolterodine Solifenacin

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Solifenacin < II-7>. 

모수 추정계수 값 모수 추정계수 값

 

 

 

 

표 과 의 모형 모수 추정값< II-7> Solifenacin Tolterodine LVC (n=37)

*p<0.1,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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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과민성방광증상치료제의 누적사용량과 모형의 추정결과< II-13> L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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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신약과 대체약제를 취합하여 신약과 기존 약

의 경쟁관계를 분석해보았다 개별 약효군의 분석은 다양한 시장특성을 . 

감안할 경우 신약과 기존 약의 관계를 일반화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를 통해 신약과 기존 약의 관계에 대한 . pooled analysis

일반적 내용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신약과 기존 약은 . , 의 

부호가 으로 나타나 일방적 피해 의 관계를 지니는 것을 +/0 (Amensalism)

확인하였다 표 즉 신약은 기존 약과 무관하게 시장에 확산되고 < II-8>. , 

있으며 기존의 대체약제는 신약에 의해 성장의 피해를 받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신약은 도입 시 의사결정단계에서 흔히 전제하고 있는 . 

대체약제와의 대체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 

로 신약이 대체약제와 대체관계는 순수경쟁이나 피식자 포식자 관계를 -

유지할 때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신약은 대체약제와 무관하게 성장하고 .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약제 신약

모수 추정계수 값 모수 추정계수 값

 

 

 

 

표 신약과 기존 약의 모형 모수 추정값< II-8> Pooled analysis : LVC (n=48)

*p<0.1,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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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형을 이용한 수요예측. LVC

앞서 추정된 모형은 시간에 따른 제품의 성장을 잘 보여주고 있LVC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의약품의 수요에 대한 예측도 모형을 통해 . LVC

가능할 것이다 은 모형을 통해 의 수요를 예측하. Kim et al(2006) LVC PCS

였는데 모형이 기존의 로지스틱 곡선에 비해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LVC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모형을 통해 의약품의 수요에 대한 예측을 시도LVC

하기위해 비교적 관찰기간이 긴 만성 형간염 치료군을 선정하였다B . 

년 월 년 월의 사용량을 모형으로 예측하기위해 년 2010 1 ~2010 12 LVC 2009

월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모형의 계수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12 LVC

년의 수요량을 예측하였다 추정된 곡선의 정확도를 위해 실제 자료2010 . 

와 비교하였으며 예측오차를 통해 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차 간염시장에서 과 의 년 월 년 1 Lamivudine Entecavir 0.5mg 2010 1 ~2010

월까지의 누적사용량의 예측 및 차 간염시장에서의 12 2 Adefovir 

의 사용량 예측은 그림 과 같다Entecavir 1mg < II-14> . 

각 모형의 예측오차는 평균절대예측오차(MAE, mean absolute 

와 평균절대백분위예측오차prediction error) (MAPE, mean absolute 

로 측정하였다 측정된 오차는 낮을수록 예측percentage prediction error) . 

력이 높으며 가 수준으로 나타나 모형의 예측정확도는 MAPE 3%~7% LVC

상당히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이를 통해 모형은 신약의 < II-9>. LVC

예상사용량을 예측하는데 상당히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 

이러한 신약의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신약으로 인한 추가적 재정부담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중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출의 기반으로 활용

성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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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형에 따른 예측< II-14> L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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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오차
차 치료군 차 치료군

표 모형의 예측오차< II-9> LVC

 

다 균형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하는 두 성분 간에 균형점의 존재여부와 

균형의 안정성 여부에 관한 균형분석을 통해 향후 시장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형을 통해 추정한 가지 약효군 및 . LVC 4 pooled 

에 대한 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추정된 계수를 통해 각 data . LVC

약효군별 미분방정식의 계수와 균형점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 II-10>

과 같다 분석결과 균형점이 양수를 나타내는 만성 형간염의 차 치료. , B 2

군 골수이형성 증후군 치료군 철분과다증 치료군은 균형점이 존재하며, , , 

이 가운데 안정적 균형 상태에 해당된다 만성 형간염의 차 치료군의 . B 2

균형점은 와 이 각 각 Adefovir Entecavir 1mg 132,588,187.113, 

로 나타났다 년 월 기준 자료에서는 과  26,117,061.087 . 2010 12 28,582,963

을 나타내 균형점이 그림 의 영역에 존재한다 따라서 향5,766,307 < II-7> C . 

후 와 은 균형 상태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Adefovir Entecavir 1mg

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처럼 현재의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균형점과 . 

비교함으로써 향후 시장이 균형점으로 수렴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균형점을 지닌 나머지 약효군의 경우에도 시장은 균형점을 향해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두 성분 간의 경쟁유형분석에서와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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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 제품을 대체하지 못하고 상호 공존하는 현상을 

확인한 바와 같이 균형분석을 통해서도 대상 약효군의 향후 균형점을 향

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균형점이 음수로 나타난 만성 형간염 차 치료군과 과민성 방, B 1

광증상 치료군의 경우 균형점이 실행 가능한 영역에 존재하지 않고 있, 

다 이것은 와 의 증가영역에서 모두 성장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으므. X Y

로 각 제품이 증가하는 영역은 독자적인 고유의 영역이며 규모면에서 , 

무한정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전체 약효군을 취. 

합한 자료에 대해 균형분석을 시도한 결과 균형점은 실행 가능한 영역, 

에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약과 대체약제는 무한히 성장할 .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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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군 성분      균형점

형간염 
차

형간염 
차

골수
이형성

철분과다

과민성
방광증상

대체약제

신약

표 약효군별 미분방정식의 계수와 균형점< I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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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고찰6. 

기존의 의약품 확산에 관한 연구들 신제품 자체의 확산에 대한 마케

팅요소들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Lillien et al, 

등 특히 1981; Rao et al, 1988; Valent, 1993; Vakratsa et al, 2008 ). 

은 제약 산업의 특징인 디테일링의 효과를 확산모형에 Lilien et al(1981)

반영하였으며 모형에서 제시한 회 구매가정의 제한점을 개선한 반, Bass 1

복구매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케팅수단이 되는 디테일링이나 광고의 영향. 

을 분석하는 것은 마케팅관리자의 판매전략 수립 차원에서 상당히 활용

도가 높을 것이다 비록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조차도 활발히 이루어져 .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으나 신약의 확산에서 제약사의 . 

음성적 활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개된 자료는 , 

부재한 상황이며 실제 신약의 확산에서 이러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는 , 

연구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반면 본 연구는 규제자입장에서 신약의 확산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 

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신약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대체약제와 어. , 

떤 상호작용을 지니며 이로 인해 향후 시장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신약도입에 따른 약품비의 지출을 예측.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Wattermark et al, 2010).

이를 위해 먼저 동태적 경쟁확산모형인 모형을 이용하여 가지 , LVC 4

성분의 신약이 대체약제와 어떤 상호작용을 지니며 확산되는지를 살펴보

았다 만성 형 간염 차 및 차 치료군 모두 새로이 진입한 . B 1 2 Entecavir

가 기존 성분과 무관하게 증가하되 기존 성분은 새로이 진입한 성분으, 

로 성장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일방적 피해 의 관계를 보였다(Amensali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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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형성 치료제에서는 새로이 진입한 이 기존의 약으로부Decitabine

터 수혜를 받고 있으나 기존 약인 은 신약과 무관하게 성장, Azacitidine

하는 일방적 수혜 의 관계를 확인하였고 철분과다증 치료(Commensalism) , 

제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지니지 않는 중립 관계를 과민성(Neutralism) , 

방광증상 치료제에서는 기존 성분 이 새로이 진입한 Tolterodine

에 의해 성장의 제약을 받으나 은 과 무Solifenacin , Solifenacin Tolterodine

관하게 성장하는 일방적 피해 관계를 보였다 각 약효군별로 (Amensalism) . 

경쟁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나 일반화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대상 

전체를 묶어서 분석해본 결과 신약은 기존 약과 일방적 피해, 

의 관계를 지니며 기존약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Amensalism)

었다. 

더불어 모형이 실제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이에 , LVC

따라 신약의 수요를 상기모형으로 예측해보았다 자료의 제약 등을 감안. 

하여 만성 형간염 시장을 대상으로 수요를 예측하였고 예측의 정확도B

를 평가한 결과 모형은 실제 자료를 잘 반영하며 예측평가결과 예, LVC

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모형을 신약도입에 따른 사용. LVC

예측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의 균형분석을 통해 향후 시장의 변동을 예측할 , 

수 있었다 만성 형간염 차 치료군과 골수이형성치료군 철분과다증상 . B 2 , 

치료군에서 안정적 균형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약효군은 . 

년 월을 기준으로 볼 때 향후 균형점에 도달하기위해 시장은 지속2012 12

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성 형간염 차 치료군과 과민. , B 1

성방광증상치료군은 균형점이 음수로 나타나 무한정 증가할 가능성을 지

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균형점이 음수. , 

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시장규모가 무한정 증가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62 -

즉 지속적인 보험재정의 증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도입되는 신약. , 

들 간의 치료적 효과의 차이나 대상 질병군 간에서도 치료제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군과 그렇지 못한 군의 차이로 치료적 니즈가 상이한 점

과 같이 제품레벨에서의 특징이 모형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들 수 있

다 이는 연구에 사용된 모형이 제품레벨에서의 분석에 따른 요인을 규. 

명하기 보다는 경쟁하는 두 제품이상의 확산을 시장레벨에서 분석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레벨에서의 . 

분석은 다양한 함의를 지닌다 먼저 제품레벨에서의 확산과정은 해당 약. 

의 효과나 제약사의 마케팅노력 등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신약의 거시적 확산과 예측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또 보험자 . 

관점에서 본다면 신약 도입 시 기존 약과의 대체성과 이를 통한 재정영, 

향을 감안하고 있으므로 제품레벨보다는 시장레벨에서 신약이 기존 제품

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확산되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재정영향

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제품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제한하여 분석하였으나, 

실제로는 두 가지 이상의 많은 경쟁품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확산해나고 

있다 따라서 두 제품으로 제한하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낮을 . 

수 있다 물론 신제품인 공격자 와 기존 제품인 방어자. (Attacker)

와의 경쟁관계로 단순 이원화하여 분석할 수도 있겠으나 경쟁(Defender) , 

품간의 세밀한 상호작용을 엿보기는 어렵다 김윤배 등 이 변형된 . (2001)

다세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세대인 아날로그 휴대전화와 LVC 1 2

세대인 이동전화 세대인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한 바 있으나  , 3 IMT-2000

그가 제시한 모형은 세대별로 구분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에 적용가능한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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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다수제품의 경쟁적 확산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의 수정과 수정된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한계점

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신약의 도입은 기존 약과의 상호작용을 지니며 , 

해당 약효군의 전체적 시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신약의 급. 

여 및 가격결정시 고려하는 보험재정영향에서 신약이 대체약제의 대체에 

따른 재정절감이나 재정증가에 대한 예측은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있음

을 확인하였다 실제 신약의 도입은 대체약제로 지정한 약과 대체되지 . 

않고 대부분 공생하거나 서로 무관하게 성장해나가는 것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신약도입 시 보험재정영향은 상당히 과소평가될 .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한 비용최소. 

화 분석에 기인한 급여적정성 평가나 약가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가격인

하가 반드시 보험재정절감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격과 무관하게 제약사의 마케팅활동과 이에 따른 유인수요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체약제의 가중. 

평균가 이하로 도입되는 신약의 등재 후 재정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향후 신약의 급여결정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 

이하라는 가격수준 보다는 기존 약에 비해 추가적인 임상적 유용성 및 

치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범위들을 우선적으로 규명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는 의사결정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시도가 향후 신약의 의사결정시 

수요예측에 따른 재정영향과 급여기준 등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개발하

고 적용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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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과 약품비 증가. Ⅲ 1)

1. 연구 배경

는 신의료기술의 변천은 의료비 지출의 주된 요인이Newhouse(1992)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의료기술은 기존의 의료기술보다 고비. 

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치료패턴을 변화시켜 의료비를 증가시, 

키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신의료기술 개발의 상당 부분은 의약품으로 나. 

타나기도 한다. 

신의료기술이 기존의 기술보다 고비용이 소요되며 기존 치료패턴을 변

화시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처럼 신약도 약품비 증가의 

요인이 된다 실제로 년부터 등재된 신약이 년 약품비에서 차지. 2006 2009

하는 비중은 약 이나 이들 신약의 품목당 평균 약품비는 약 억 3.1% , 23

원으로 전체 품목당 평균 약품비인 억 천만 원에 비해 약 배에 달한7 8 3

다 최근 등재된 신약은 향후 사용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차이. 

는 훨씬 커질 것이다 표 이처럼 새로이 등재된 신약에 대한 약품< III-1>. 

비 부담은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신약의 효과가 기존의 

약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나라는 신약의 조기진입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 국가에 해당

된다 년 년 동안의 등재된 신약 중 등재당시 국가에서 등재. 2003 ~2005 A7

된 국가수가 개국 이하인 경우가 에 달하였다 배은영 등2 66.5% ( , 2007). 

또 년에서 년에 등재된 신약 품목 중 개국 이하 등재품목은 , 2007 2009 76 3

로 여전히 우리나라의 신약 진입은 빠른 편에 속한다 이러한 추세63.2% . 

본 장의 연구내용 일부는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 권 제 호에 이미 게재한 내용임 * 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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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신의료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신약은 더욱 더 많이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도 품목수 약품비 약품비 비중 평균값 표준편차

합계

표 신약등재와 약품비 비중 년 기준< III-1> (2009 )
단위 백만원

주 심사차수 기준 등재품목수와 청구품목수는 상이할 수 있음: , .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가운데 약품비가 차지하

는 비중이 약 에 달하며 연간 증가율이 로 높은 수준으로 이로 30% 14%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문제점이 지적

되어왔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만 . 

한정된 상황이 아니다 약품비는 다른 보건의료서비스 비용보다 더 큰 . 

폭으로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는 의약품의 가격과 수량을 통제하는 

기전이 다양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증가하는 약품비 원인을 분석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체 약, 

품비를 유지의약품 신규진입의약품 퇴출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약품비의 , , , 

구성요소인 가격 수량 처방구성 을 유지의약품에 한하여 분석, , (drug mix)

하고 있다 분석결과 약품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사용량 증가로 나타. 

나고 있다 허순임 등 배은영 장선미 등 이들 연구들은 ( 2006, 2007, 2010). 

신규진입의약품인 신약이나 복제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품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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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만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새로 도입된 신약이나 복제약이 약품비에 미

치는 효과를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새로이 진입한 신약이 기존의 저가 약을 대체하

여 약품비 증가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인지하고 있다 는 . Hsieh et al(2008)

신약은 시장확장 효과 와 저가의 기존 약을 (treatment expansion effect)

대체하는 처방약구성효과 를 지니고 있어 약품비 증가에 (drug mix effect)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약도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 

이나 신약진입이 빠르게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약의 약품비 ,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신의료기술의 . 

지속적 발달로 인해 신약도입이 더욱 더 활발해 진다면 유지의약품의 약

품비 변화보다는 오히려 신약으로 인한 약품비변화가 더욱 중요해 질 수 

있겠다. 

국내에서는 신약의 도입이 약품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신약 및 복제약을 포함한 . 

신규진입의약품에 대해서 기준년도의 약품비에 대한 단순한 비중만 나타

내고 있어 실제 약품비의 가격이나 수량 처방구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을 엿볼 수 없다 이는 지수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기준년도와 비교. (index)

연도에 매칭되는 품목에 대해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진입. 

의약품은 기준년도에서 가격( 과 수량) ( 이 없기 때문에 가격 및 수)

량지수에서 누락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복제약 등재는 고가의 오리지널을 대체하게 되므로 가격

인하 및 의 변화를 가져다준다 또 신약의 경우도 기존의 약을 drug mix . 

대체하거나 그 동안 충족되지 않은 치료적 니즈를 반영하므로 수량의 증

가나 처방구성의 변화 가격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 . 

구방법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거나 구분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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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약의 도입이 약품비 증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나 얼마나 영향력을 지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약품비 증가요인 분석틀과는 달리 신약이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 

접근방법을 도출하여 규명해보고자 한다.

2. 기존 문헌검토

본 연구에서는 신약도입이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기 위해, 

첫째 약품비 증가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둘째 처방약구성 변화, , , (drug mix)

에 따른 약품비 증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가 약품비 증가요인 분석 . 

일반적으로 약품비는 가격과 수량의 곱으로 나타난다 약품비 증가요. 

인도 가격과 수량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 구성요소가 얼마나 기

여했는가를 살펴보는데 있다 는 미국의 보험유형별. Chernew et al(2001)

로 년 대비 년의 전체 약품비 증가율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여율‘96 ’98

을 분석하였다 그는 전체 약품을 유지의약품. (core)2) 신규진입의약품, 

(new)3) 퇴출의약품, (exiting)4)으로 구분하고 전체 분석단위를 처방건당으

로 하여 각 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유지의약품 에 대해서 추가로 . (core)

기준년도와 비교년도에 지속적으로 청구된 약품

기준년도에 청구되지 않았고 비교년도에 청구된 약품으로 신규등재약품과 등재되었으나 사용되지 

않다가 다시 사용된 약품으로 신물질신약 신규신약 복제약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험등재목록에서 삭제되거나 등재되어 있으나 미생산 미청구로 실적이 없는 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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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화 와 수량변화 로 구분하였는데 가격변화는 (PI) (QI) Laspeyres inde

x5)를 적용하였으며 수량변화는 유지약품비의 변화를 가격지수로 나누어 , 

산출하였다 추가로 수량변화 를 처방건 수의 변화 및 처방구성변화로 . (QI)

살펴보았다 가격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처방건수의 증가와 처방약품구. 

성의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처방구성변화는 수량변화 를 처(QI)

방건수 변화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그의 연구결과 는 기존의약품의 . HMO

증가 가 와 에서는 신규진입의약품이 각 각 (20.1%p) , FFS PPO 17.4%p, 

로 약품비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의약품의 19.9%p . 

약품비 증가의 경우 가지 가입유형모두에서 가격 변화에 따른 증가보다3

는 수량의 변화로 인한 증가가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3

가지 보험유형모두 처방건수의 증가보다는 처방구성의 변화가 크게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허순임 등 이 과 동일한 방식으로 (2006) Chernew et al(2001)

년 년간의 연도별 약품비 증가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그는 건2002 ~2005 . 

강보험가입자 인당 연간 약품비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수의 변화1

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약품비용 증가를 분석하였다. Chernew et 

이 처방 건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그는 의약품 최소사al(2001)

용단위의 수량을 기본단위로 분석하였다 또 과 같이 . Chernew et al(2001)

수량변화를 처방건수 및 투약일수의 증가로 인한 수량증가 와 약품구(A)

성의 변화 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년(B) . , 2004

대비 년의 약품비 증가율은 로 유지의약품 신규진입 2005 21.0% 17.6%p, 

의약품 퇴출의약품 로 나타났으며 유지의약품 가운데 가3.5%p, -0.02%p

격변화 는 사용량변화 는 처방수량변화가 처방구성(PI) 0.06%p, (QI) 9.86%p, 

변화가 로 전체 로 나타났다 즉 년 대비 년 약품6.95%p 17.6% . , 2004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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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증가의 주요요인은 유지의약품의 사용량 증가로 그 가운데에서 처방

건수의 증가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밝혔다. 

에서는 캐나다의 약품비 증가분에 대해 가격 수량 치료PMPRB(2006) , , 

군 신약 퇴출약 교차효과의 가지로 분해하여 각 각의 기여도를 mix, , , 6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기존 연구와 달리 전체 약품의 수량을 로 . DDD

보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치료군 효과 및 교차효과를 약품비 증가요소mix

에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가격효과는 유지의약품의 연도별 가격 차이와 . 

비교연도의 수량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수량변화는 유지의약품의 연도, 

별 수량차이와 비교년도의 치료군별 평균가격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치. 

료군 효과는 유지의약품에 대해 각 성분과 치료군별 평균가격의 차mix

이와 성분별 수량의 연도별 차이를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교차효과는 유, 

지의약품의 성분별 가격변화와 수량변화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신약효과는 새로이 진입한 신약의 약품비로 퇴출의약품효과는 퇴출, 

의약품에 대해 비교년도의 가격과 기준년도의 수량을 곱하여 전체 약품

비변동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캐나다의 주. 

별 분류에 따른 치료군별 약품비 변동의 기여율을 분석하였( ) , ATC-2州
다 특히 이러한 분해요소의 기여율은 치료군에 따라 주 별로 변이가 . ( )州
커서 일관된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부분 가격효과보다는 

수량 및 신규진입의약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배은영 은 년 년 동안의 연도별 약품비 증가의 기여도(2007) 2001 ~2004

를 분석하였다 전체 약품비의 증가율과 각 구성요소에 의한 증가율을 .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유지의약품의 가격 수량 치료군 성분 , , , mix, mix

효과로 인한 기준년도대비 증가율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신규진입의. 

약품의 약품비를 기준년도 전체 약품비 대비 백분율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각 구성요소별 기여도에 대한 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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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내용 적용산식

전체 약품비의 증가요소를 가격 수
량 로 분해하여 분석

의 효과가 약품비 증가요인
으로 강조
기존약과 신규약의 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

















가격 기존약의 가격변화
수량 로 통일하여 분석

기존 및 신규의약품의 효과를 함께 보여줌

보험유형 별로 비용
증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여율 분석
약품비증가를 유지의약품 퇴출
의약품 신규의약품 복제약 신약포
함 의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
처방건당으로 분석

             

년도의 약품비                 의 년도 약품비 
퇴출의약품 약품비              신규의약품의 약품비 

의 년도 비중  퇴출의약품의 년도 비중

  
 

년의 의약품비용 년의 의약품비용

허순임 의약품 최소사용단위의 수량을 기본
단위로 분석

수량의 변화  를 처방건수 및 투

약일수의 증가로 인한 수량증가 와 
약품구성의 변화 로 구분

과 동일
유지의약품

가격변화    
수량변화         

표 기존문헌 검토의 요약< I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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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약품비의 증가분에 대한 가격
수량 치료군 신약 퇴출약 교
차효과의 기여도 분석
수량효과에서는 로 보정

약품비 증가기여율

기준연도대비비교연도의전체약품비변화
가격효과 수량효과 치료군효과 신약효과퇴출약효과교차효과

배은영 신규진입의약품 복제약 신약 과 기타
의약품으로 구분하여 분석
기타의약품에 대해 가격 수량
의 가지 구성요소의 약품비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

를 고가약과 저가약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로 정의 동일성분내 및 
동일 효능군내의 로 구분 분석

가격변화에 의한 약제비 증가율 

∆ 

∆  

수량변화에 의한 약제비 증가율 

∆ 

신규진입에 의한 약제비 증가율 

김영숙 가격 수량 외에 세 이상환자 만성
질환 입원 종별 동일성분 제품수별
신규진입의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

  

약품비 변동분             의약품 가격변동분
의약품의 사용량 변동분    증가요인별 약품비 변동분



- 78 -

장선미 의 약품비증가 
요소 유지의약품 신규의약품 퇴출의
약품 및 각 요소별 세분화하여 제시
유지의약품을 가격 수량
의 구성요소로 기여율 분석
신규진입의약품을 신물질신약 기타
신약 제형 함량변화로 인한 신규등
재 신제품 복제약 기존제품 사용실
적발생 으로 구분

와 동일한 식 적용

   

사용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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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과 동일한 산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PMPRB(2006) . PMPRB(2006)

의 교차효과가 성분 효과로 명칭을 달리하였지만 유지의약품에 대한 mix , 

가격 수량 치료군 성분 효과를 산출한 방식은 동일하며 퇴출의약, , mix, mix

품의 효과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 해당 구성요소에 의한 증가율을 . , 

산출할 때 기준년도의 약품비를 분모로 하여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년 대비 년의 약품비 증가율은 로 나타났, 2003 2004 13.69%

으며 가격변화로 인한 약품비 증가율은 사용량효과는 , -0.67%, 10.43%, 

효능군내 효과는 성분내 효과는 신규진입효과는 mix 1.41%, mix -0.73% 

로 나타나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용량증가임3.29%

을 확인하였다. 

김영숙 등 은 년 년까지 연속된 년간 공통적으로 사용(2009) 2003 ~2008 2

된 약품들의 약품비 변동분을 가격 수량 및 증가요인별 약품비 변동분, 

으로 분해하였다 약품비 변동에 미치는 독립변수로는 가격변화 사용량. , 

변화 증가요인에 따른 약품비 변화를 이용하였다 증가요인으로는 세 , . 65

이상의 환자 개 만성질환의 처방률 이상의 약품비 변동 입원, 11 50% , , 

서울소재 요양기관 종별 처방률 이상 약품비 변동분 동일성분 제, 50% , 

품수별 약품비변동분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 . , 3․ ․
품목 이상이 등재되어 있으며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인 

약 이하 고가 약 이 전체 약품비 증가의 를 설명하여 주요 원인으( ) 38.32%

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들이 사용량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규명한 것. 

과 비해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장선미 등 는 입원약품비에 한하여 과 동일(2010) Chernew et al(2001)

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년의 연도별 약품비 증가를 분석하였다2005~2008 . 

유지의약품 신규진입의약품 퇴출의약품으로 분해하되 유지약품비의 변, , , 

동을 가격 수량 일반명내 구성비변화 의 세 가지 요인으로 , , (generic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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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석하였으며 신규진입의약품을 신물질신약 제형 및 함량변경으로 , 

등재되는 신규신약에 해당되는 기타신약 특허만료에 따라 새로이 등재, 

되는 복제약에 해당되는 신제품 기등재품목이나 전년도에 청구되지 않, 

았다가 비교년도에 청구되는 기존제품의 가지로 세분화하였다4 .  

유지의약품의 약품비를 해당 품목의 가격( 과 해당품목의 동일성분)

내 점유율( 그리고 해당 품목과 동일한 성분들의 전체 수량), ( 의 곱)

으로 분해하였다 이에 따라 유지의약품의 약품비변동도 가격 수량 일. , , 

반명내 구성비변화의 세 요소로 구분하였으며 가격변화는 Fisher index6)

를 적용하였다 구성비의 변화. ( 는 가격) ( 과 수량) ( 변화를 고정한 )

상태에서 동일성분내 점유율( 만 변화시켜 산출하였으며 수량의 변화)

( 는 유지약품비의 변화비를 ) 와 의 곱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년 대비 년의 약품비 증가율은 , 2008 2009 11.23%

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유지의약품의 증가율은 신규진입의약10.11%, 

품으로 인한 증가율은 퇴장의약품의 증가율은 로 나타났1.50%, -0.38%

다 유지의약품의 구성요소가운데 가격효과와 일반명내 구성비는 . 

로 나타나 유지의약품의 가격은 감소하고 동일 성분내에-0.96%, -0.93%

서 저가 약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유지약품비의 사. 

용량증가는 로 나타났다 신규진입의약품 가운데 신물질신약은 12.00% . 

기타신약은 신제품은 기존제품은 로 나타났0.38%, 0.28%, 0.68%, 0.16%

다. 

그의 연구를 통해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인은 유지의

6)  








이지만 장선미 는 이를 변형하여 다음과 , (2010)

같은 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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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사용량증가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여하는 요인은 새로이 

출시되는 복제약으로 나타났다 장선미 는 비록 유지의약품에서의 . (2010)

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동일성분내에서의 품목별 점유율에 해drug mix

당되어 치료군내에서의 성분간 는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drug mix

니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방법은 모두 신약 및 복제약을 포함한 신규진입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준년도의 약품비에 대한 단순한 비중만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신약의 진입이 전체 약품비의 가격이나 수량 처. , 

방구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엿볼 수 없다 이것은 지수 방식을 . (index)

적용할 경우 기준년도와 비교연도에 매칭되는 품목에 대해 비교해야 하

기 때문이다 신규진입의약품은 기준년도에서 가격. ( 과 수량) ( 이 없)

기 때문에 가격 및 수량지수에서 누락되게 된다. 

또 의약품의 사용량을 개별품목의 수량을 그대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성분별 일 투여량이 다른 부분에 대해 통합적인 방법을 적용1

하지 못하고 있다 즉 와 는 서로 다른 것으로 . , Cimetidine 200mg 400mg

분류된다 와 는 동일한 성분으로 상호 보완되어 . Cimetidine 200mg 400mg

처방가능하며 두 함량의 가격이 함량에 비례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일성분은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내어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

로 보인다 는 하루 표준 복용량으로 성분을 환. DDD(Dose Defined Daily)

산함으로 일관된 기준을 통해 전체 성분을 통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

고 있다 단 장선미 등 이 지적한 바와 같이 (Gertham et al, 1998). , (2010)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상당수가 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문DDD

제도 있다 하지만 가 없는 성분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품목. , DDD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을 감안하여 보완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의 약품비 증가의 기여도 분석연구에서는 전체 의약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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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의약품 신규진입의약품 퇴출의약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 , 

가격과 수량 구성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유지의약품에 국한하여 이루, 

어지고 있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새로이 진입한 신약이나 복제. 

약에 의해 전체 약품비의 구성변화를 살펴보지 못하는 한계점을 공통적

으로 지니고 있다. 

나 처방약구성 변화에 대한 약품비 영향. (drug mix)

약품비가 가격과 수량의 곱으로 산출되지만 두 구성요소의 변화만으

로 약품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으며 가격과 전체 수량이 변하지 않아

도 처방패턴에 따른 고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는 단순한 가격과 

수량의 변화로 나타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의 변화를 중심으로 . drug mix

약품비증가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

은 의 변화가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을 Gertham et al(1998) drug mix

분석하였는데 전체 약품비 변화를 가격과 수량 그리고 잔차 의 , , (residual)

개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가격변화는 를 이용하였으며 3 . Laspeyres index

수량은 단순히 비교년도의 수량의 합을 기준년도의 수량의 합으로 나누

어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가격변화는 기존 약의 가격변화만을 나타내며 . 

수량변화는 연도별 수량의 증가로 나타난다 잔차의 규모는 의약품 사용. 

패턴에서의 변화가 약품비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가 약에

서 고가 약 또는 그 반대의 사용변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그의 연. 

구결과에 따르면 년과 년 사이 의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1990 1995 50%

향으로 가격변화가 수량은 잔차는 로 처방약구성의 변-9%, +27%, +30%

화가 약품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량과 가격 외에 동일한 약효군내에서 보다 Addis et al(2002) , 

저렴하거나 고가의 제품으로 이동함으로 인한 변이 를 약품비 (mix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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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변이의 번째 주요 요소로 간주하였다 그는 년과 년 이태3 . 2000 2001

리의 약품비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전체 증가 에서 수량은 (13.5%) +9.5%, 

가격은 는 로 나타났다-1.0%, drug mix +4.8% .

과 는 의 효과를 동일한 Gertham et al(1998) Addis et al(2002) drug mix

산식을 이용해 산출하였는데 신약도입에 따른 의 변화를 추가, drug mix

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존 약의 . drug mix

변화와 신약도입에 따른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신약도입drug mix

의 순수한 효과만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Hsieh et 

는 년 대비 년의 대만 약품비 증가를 al(2008) 1997 2001 Gertham et 

및 와 같은 식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가al(1998) Addis et al(2002) . 

격은 수량은 는 로 나타나 저가 약에서 고가 -18%, +20%, drug mix +59%

약으로의 사용변화가 약품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약품비 증가에 있어 신약도입의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과 의 연구방법을 통해 전체 약품비. , Gertham(1998) Addis(2002)

를 가격 수량 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신약도입이 약품, , drug mix . 

비에 미친 순수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출하여 이

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약은 신물질 신약과 신규신약. 7)

에 해당되며 표 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새로 진입한 복제약의 경우 < III-1> . 

기존 연구들은 신규진입의약품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 

신규신약은 투여경로변경 염 변경 용법용량변경으로 인해 신약으로 간주된 성분을 말함 복합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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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복제약은 기존 성분의 가격 및 수량변화로 

간주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 약효군에 한하여 년과 년의 진료개시일 4 2006 2009

기준 건강보험 청구데이터를 기초로 한다 각 약효군별 대상약품의 청구. 

량과 청구액 또는 식약청 허가사항이 분석의 주 자료가 된, WHO DDD 

다.

가 분석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 약효군은 당뇨약 편두통치료제 간염치4 , , 

료제 과민성방광증상 치료제가 된다 이들 약효군은 신약도입이 비교적 , . 

활발히 일어난 약효군과 그렇지 않은 약효군으로 비교해보고자 선정하였

다 약효군을 규정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식약청 분류기호를 기. . 

준으로 하거나 ATC8)코드를 기준으로 묶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약. 

청분류기호를 기반으로 하되 동일한 약효를 지닌 약들 간의 대체가능성

을 감안하여 가급적 질환별로 구분하여 약효군을 지정하였다. 

해당 약효군의 년과 년 청구의약품 중 정제 및 캅셀제를 추2006 2009

출하였다 이는 동일성분이라도 제형간 제형이 상이할 경우 기본 단위. , 

당 가격의 차이가 있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형이 동일할 경우 . 

이러한 점이 보완되므로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나 구성요소별 약품비 증가 기여율 분석. 

먼저 각 약효군별 전체 약품비를 수량 가격 의 가지 요소, , , drug mix 3

로 구분하였으며 식 을 통해 산출된다 이 방법은 해당 약효군에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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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수량 변화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및 , drug mix Gertham et al(1998) 

와 동일하다 각 구성요소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Addis et al(2002) . . 

       

   
  

  
  

× 
 

×

 
 

 
  

약품비 변동지표IV : 
 년에 처방된 성분의 가격: 2006

 년에 처방된 성분의 가격: 2009

 년에 처방된 성분의 수량: 2006

 년에 처방된 성분의 수량: 2009

 년 및 년에 출시된 성분  : 2006 2009

 

가격의 변화는 를 적용하였다 는  기Laspeyres index . Laspeyres index

준년도의 사용량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므

로 기준년도와 비교연도에서 매칭이 되는 약제의 가격변화만을 반영하, 

게 된다 사용량은 일 투여량을 기준으로 를 통해 보정하였기에 여. 1 DDD

기서의 가격은 일 투약비용에 해당된다1 . 

 

수량의 변화는 기존의 국내 연구와 달리 년의 청구량과 년2006 2009

의 청구량을 단순한 비율로 산출한다 단 약품별 청구량을 해당 성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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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일 기준의 수량으로 재산정하였다 이는 함량이 상이한 DDD 1 . 

동일성분의 제품들을 하나로 일 기준 수량이라는 공통분모로 묶어내기1

에 용이하다 따라서 분석대상이 되는 품목의 기준은 성분이 된다 개별. . 

품목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적용할 경우 동일한 성분의 상이한 함량에 

따른 변화를 과다로 산출할 가능성이 있다 예로 정. Cimetidine 200mg 2

과 정의 사용은 총 정의 수량변화로 해석하게 된다 하지만400mg 1 3 . , 

를 기준으로 묶을 경우 정과 정이 동일DDD Cimetidine 200mg 2 400mg 1

한 것으로 간주되어 수량변화는 정으로 반영된다 이처럼 다양한 함량2 . 

을 감안한 수량의 변화를 위해서는 일 사용량이라는 공통된 기준을 적1

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적용된 수량의 변화는 기준년도의 수량(  의 합과 비교연)

도의 수량(  의 합의 비로 산출한다 여기서의 수량 변화는 가지에 ) . 2

기인하는데 하나는 기존 약품 다른 하나는 신규진입한 의약품의 수량 , 

변화에 기인한다.

  

 성분별 청구수량 일 표준투여용량 : , DDD : 1



저가 약 또는 고가 약에서 고가 약 또는 저가 약으로의 전환을 반영

하는 지표인 는 식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식 은 기존 drug mix (1) . (1)

약의 변화와 신약을 비롯한 신규진입의약품의 효과를 한꺼번에 drug mix

보여주게 되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복제약은 기존의 오리지널에 비. 

해 인하된 가격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의 효과는 약품비 절감으drug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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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날 수 있지만 신약은 기존의 저가 약에서 고가의 신약으로 사용, 

이 전환됨에 따라 는 약품비 증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drug mix .

표 의 시나리오를 통해 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III-3> drug mix

다 먼저 시나리오 은 약의 가격변동과 전체 수량의 변화 없이 저가의 . I

약에서 고가의 약으로 사용량이 이동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식. (1)

을 적용해보면 전체 약품비는 원에서 원으로 증가하였다 하, 3,000 3,500 . 

지만 약의 가격과 전체 수량은 변함이 없어 , A, B  ,  는 로 동일하1

다 반면 는 저가의 에서 고가의 로의 수량증가를 반영하므. , drug mix A B

로 본 시나리오에서는 만이 약품비의 증가비 을 설명할 수 drug mix 1.17

있다.

시나리오 기간      

표< 약품비 구성요소의 변동 시나리오 III-3> 

시나리오 는 기존 약의 가격과 수량이 변화하지 않고 고가의 신약 II

가 도입된 경우로 전체 약품비는 원에서 원으로 배 증가하C 3,000 6,000 2

였다.  는 로 변함이 없고1 ,  는 는 으로 수량과 1.5, drug mix 1.33

의 변화가 반영된다drug mix .9)  의 증가는 시장확장을 의미하며 drug 

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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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는 고가 약으로의 사용 증가를 의미한다mix . 

시나리오 는 기존 약 의 가격이 인하되고 수량이 증가한 상태III A, B

에서 고가의 신약 가 도입되는 경우로 전체 약품비변동은 원에서 C 3,000

원으로 배 증가하였다7,600 2.53 .  는 로 기존 약의 가격자체는 감소0.77

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는 는 2.5, drug mix 1.3210)로 계산된다 마찬. 

가지로  의 증가는 시장확장을 의미하며 의 증가는 고가 약으drug mix

로의 사용 증가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는. drug mix  두 가지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하나는 시나리오 에서처럼 고가약이 저가약의 일부를 완. I

전대체한 경우로 이 경우 는 증가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시나drug mix . 

리오 와 같이 기존의 저가약을 대체하지 않고 고가약이 시장에 진입하II

는 경우에도 는 증가하게 된다 이는 고가약의 진입에 따른 전drug mix . 

체 시장점유율 즉 구성비의 변화에 기인하게 된다 따라서 의 . drug mix

증가는 고가약의 저가약 완전대체뿐 아니라 단순한 고가약의 진입에 따

른 시장점유율의 변화도 내포하고 있다 장의 경쟁적 확산연구에서는 . II

대체 라는 용어가 기존의 약을 신약이 완전 대체하는 의미로 사용되“ “

었으나 본 장에서 사용하는 대체 라는 용어는 신약 도입에 따른 구성” “

비의 변화 즉 시장점유율의 대체를 의미한다, , .         

다 신약도입이 약품비 변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신약도입이 약품비 증가의 요인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이나 신약도입의 영향을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내기는 쉽지 , 

수량지수 

가격지수 

수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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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식 은 기존 약에서의 구성변화와 복제약 및 신약진입에 따른 구. (1)

성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신약 도입에 따른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

펴볼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도 이러한 점을 식. Hsieh et al(2008)

의 한계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는 신약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년 (1) . 1996

이후 등재된 약을 신약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신약 과 기존 약(new)

으로 나누어 식 을 통해 분석한 바 있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old) (1) . , 

전체 약품비변동비는 으로 가격이 수량이 가 1.56 0.82, 1.20, drug mix

를 나타내 가 가장 큰 기여요인으로 나타났다 신약과 기존 1.59 drug mix . 

약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존 약의 약품비 증가비는 로 이 가1.38

운데 가격이 수량이 가 로 나타났으며 신약은 0.82, 1.17, drug mix 1.44 , 

기격 수량 는 로 신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비0.91, 315.45, drug mix 0.09

는 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는 년 대비 년의 약품비 증가를 25.22 . 1997 2001

고찰한 것으로 비교연도사이에 등재된 신약의 효과라기보다는 비교적 최

근에 도입된 약을 신약으로 간주하고 그 효과를 살펴본 것으로 제한적이

다. 

기준년도대비 새로이 진입된 신약의 순수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식 을 도출하였다 신약의 도입은 치료 확장 즉 시장 확장을 유발할 수 (2) . 

있으며 신약도입으로 인한 해당 약효군의 구성비 변화를 통해 고가약 , 

및 저가약의 사용정도를 보여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신약도drug mix . 

입에 따른 시장 확장은 로 신약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 drug mix 로 

산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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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변동의 상대적 지표K: 
년에 청구된 성분e: 2006

시기별 청구된 성분 전체t: 
기존 성분의 년 대비 년 수량 변화비Q(e): 2006 2009
전체 성분의 년 대비 년 수량 변화비Q(t): 2006 2009

식 는 기존 약의 약품비 변화비와 새로 진입한 신약을 포함한 전체 (2)

약품비의 변화비를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식이다 약품비 변동의 상대적 . 

지표 는 (K) 와 의 곱으로 나타냈다. 

는 기존 약의 수량변화비 대비 전체 약의 수량변화비 를 [Q(e)] [Q(t)]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존 약이 비교시점에서의 수량변화대비 신약을 포. 

함한 전체 약의 수량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신약도입이 기존 약의 수량변

화대비 어느 정도의 수량변화를 가져왔는지 즉 시장 확장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약이 기준년도 대비 비교연도의 수량변화를 분모에 적용. 

하고 기존 약과 신약을 포함한 전체 약의 기준년도 대비 비교연도의 수, 

량변화를 분자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약의 수량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신약으로 인한 수량변화를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 가 보다 클 경우 1

신약의 도입에 따른 치료확장을 보여준다.

신약도입에 따라 기존 약을 얼마나 대체하였는지의 효과를 알 수 있

는 는 를 K 로 나누어 산출가능하다 식 신약이 전체 약품의 가격( 4). 

변화에 미친 영향은 가격변화와 가 포함된 drug mix 로 표현할 수 있

다 이때 . 는 기존 약품의 가격 변화 및 변화 대비 신약을 포drug mix

함한 전체 약품의 가격과 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drug mix . 

가 보다 클 경우 고가로 진입한 신약의 사용증가로 인해 해당 약효군의 1

구성비를 변화시켜 약제비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를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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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면 식 와 같다(5) . 

   

 


    
    

÷
    
    

기존 약품의 년 대비 년 가격 및 변화비P(e) : 2006 2009 drug mix 
전체 성분의 년 대비 년 가격 및 변화비P(t) : 2006 2009 drug mix 

  

표 의 시나리오를 상기 식에 적용해 보면 먼저 시나리오 에서< III-3> , I

는 신약의 도입이 부재하므로 기존 약의 변화 대비 신약을 포함한 전체 

약의 변화비 는 이다(K) 1 .  및  도 로 나타난다 즉 약품비는 저가의 1 . 

기존 약에서 고가의 기존 약으로 시장점유율이 이동하면서 발생한 drug 

변화인 만큼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식 를 통해 신mix 1.17 , (2~5)

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시나리오 에서 분모의 기존 약 의 약품비 변동은 이지, II A, B 1

만 신약을 포함한 전체 약의 약품비 변동은 , 211)로 나타나 값은 K 2(2/1)

로 계산된다. 는 1.5, 는 이 된다1.33 .12) 즉 식 에서 계산된 수량지 (1)

표와 가 drug mix  및  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약품비 변동의 . 

요인이 신약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기존 약의 100% . , 

가격과 수량변동이 없었고 신약 도입의 변화만 있었으므로 신약도입으로 

인한 시장확장효과( 와 가격 및 의 변화) drug mix ( 가 전체 약품비의 )

11) [(100*10+200*10+300*10))/(100*10+200*10)]÷[(100*10+200*10)/(100*10+200*10)]

12)= Q(t)/Q(e) = (10+10+10)/(10+10)÷(10+10)/(10+10)

   = K/ = P(t)/P(e) = [(100*10+200*10+300*10)/30]/[(100*10+200*10)/20]              

          ÷ [(100*10+200*10)/20]/[(100*10+200*10)/20] = (200/150)÷(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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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된다.

시나리오 의 경우 값은 로 계산되는데 이는 기존 약의 약품III , K 1.65

비변동분이 이고 새로이 도입된 신약을 포함한 전체 약의 약품비 변1.53

동분이 으로 두 값의 비로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전체 약의 약품비2.53 . , 

변동분에서 기존 약의 약품비 변동분을 보정한 값이다 이는 새로이 도. 

입된 신약의 효과로 측정된다 를 . K 와 로 분해해보면, 는 1.25, 

는 로 산출된다1.32 . 는 전체 약의 수량변화비 인 를 (Q(t)) 2.5(50/20)

기존 약의 수량변화비 인 로 나눈 값에 해당된다(Q(e)) 2(40/20) . 는 전체 

약의 가격 및 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값인 을 drug mix P(t) 1.01(152/150)

기존 약의 가격 및 변화비인 을 나눈 값에 해당된다drug mix P(e) 0.77 . 

시나리오 에서 기존 약만을 고려해보면 가격은 인하되었으나 구성비는 III

변함이 없다 이에 따라 는 기존 약의 가격인하분을 반영하고 있다. P(e) . 

반면 전체 약을 고려해볼 때 기존 약의 가격인하와 고가의 신약 약의 , 

구성비 변화를 반영하는 가 산출된다 이 값은 가중평균가와 동일한 P(t) . 

값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 는 신약을 포함한 전체 약의 가중평균가의 

변화비를 기존 약의 가중평균가 변화비만큼 보정한 비율에 해당된다.   

이상으로 기술한 방법을 통해 가지 약효군을 대상으로 해당 약효군4

의 약품비 증가에 신약도입이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약효군별로 신약도입의 속도 및 특성을 파악하여 신약이 .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연구결과

가 일반적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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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약효군별 청구현황 및 비교기간 동안의 신약 및 복제약 등재현황

을 살펴보면 대상 약효군은 모두 복제약 및 신약의 도입으로 인해 성분

수나 품목수가 기준년도 대비 증가하였다 특히 경구용 간염치료제는 복. 

제약 진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신물질 신약이 등재된 약효군이다 반면. , 

경구용 혈당강하제의 경우 복제약 등재가 활발한 군이며 복합제들의 진

입이 이루어진 유일한 약효군이다 복합제는 기존의 성분들의 조합으로 .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의 약의 새로운 진입으로 신약으로 간주하지 않았

다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은 신약도입과 복제약 진입이 동시에 이루어. 

졌으며 대상 약효군중 신약의 도입이 가장 많은 약효군이다 편두통치, . 

료제군은 신약진입이 더딘 약효군에 해당되며 이 신약도 년에 도입2009

되어 해당 약효군의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류 신약성분수 비중 퇴출성분수
전체 년 기준

성분수 품목수 년

간염

과민성방광증상

당뇨

편두통

표< 년 대비 년 약효군별 신약등재 현황 III-4> 2006 2009

나 구성요소별 약품비 증가 기여율 분석결과. 

본 연구의 가지 대상 약효군별 약품비를 가지 구성요소로 분해한 4 3 

결과를 살펴보면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을 제외한 약효군에서 가격지수, 

는 감소하였다 기존 의약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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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은 고가 성분의 복제약이 대량 등재. , 

됨에 따라 고가의 복제약 비중 증가로 인해 가격지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분류
증가요인

    

간염

과민성방광증상

당뇨

편두통

표 년 약품비 증가원인 분석결과 기준년도 < III-5> 2009 ( 2006=1)

참고 인플레이션 미반영: 

수량의 증가는 대상 약효군에서 모두 일어났다 특히 간염 과 과. (1.92)

민성방광증상 치료군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이들 약효군은 (1.96) . 

신약의 등재가 많이 이루어진 군에 해당된다 반면 신약진입이 더딘 편. , 

두통 치료군에서는 수요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신약의 .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켜 이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다만 인구학적 요인이나 질환의 증가 등을 통제하지 않은 . , 

상태에서 신약의 도입과 수요증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제한적

이나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가장 밀접한 약효군인 당뇨와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에서 수요의 증가가 상이한 추이를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를 살펴보면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을 제외한 다른 약효군Drug mix

에서 모두 고가 약의 사용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신물. 

질신약만 도입된 간염약효군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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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방광증상 치료군의 경우 기존 약에서는 가격이 증가하였으나 신약을 , 

포함한 전체 처방약구성에서는 저가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 

로 진입한 신약이 기존 약보다 저가에 해당되었으며 저가의 신약사용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부적 결과를 .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 의 결과를 통해 수량과 의 증가를 살펴보았으나< III-5> drug mix , 

기존 약의 동태적 변화와 함께 신약의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위

의 결과를 통해서는 신약만의 영향을 엿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해당 . 

약효군별로 복제약을 포함한 품목수의 증가가 상이하며 복제약의 도입으

로 인한 기존 성분의 변화와 구분되지 않는 한계가 엿보인다.

다 신약도입이 약품비 변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결과. 

가지 약효군을 대상으로 식 에 따라 약품비변화의 상대적 지표4 (2~5)

인 와 그 구성요소인 K , 를 살펴본 결과는 표 과 같다 기존 < -6> . Ⅱ

약의 약품비 변화 대비 신약을 포함한 전체 약의 약품비 변화는 크게 나

타나 신약도입이 전체 약효군의 약품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것(K>1) 

으로 보인다 하나의 신약이 도입된 편두통치료제의 경우에는 로 나. K=1

타나 신약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과민성방. 

광증상 치료군의 경우 는 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저가의 신약이 진입1 , 

함으로써 기존의 고가약의 구성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가 급증하

여 전체적으로 신약도입이 약품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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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군  

간염

과민성방광증상

당뇨

편두통

표 약품비변화의 상대적 지표와 그 구성요소의 분석결과 기준 년< III-6> ( 2006 ) 

와 는 각 각 기존의 약과 전체 약의 가격 및 P(e), P(t) Q(e), Q(t) drug 

의 변화비와 수량의 변화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다 클 경우 신약mix 1

도입에 의한 약품비 증가를 의미한다 모든 약효군에서 기존 약의 . drug 

인 는 보다 커 고가 약의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mix P(e) 1 . 

약품에 대한 는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P(t) . 

다만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의 경우 로 저가의 신약이 적극적, P(t)=0.91

으로 진입하여 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가의 drug mix . 

신약이 고가인 기존 약의 시장점유율을 대체함에 따른 것이다. 

신약으로 인한 수요증가를 살펴보면 전체 약효군에서 는 보, Q(t) Q(e)

다 크게 나타나( 신약도입이 전체 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1) ≥

해석된다 편두통 치료군의 경우 와 는 로 나타나 신약의 영. Q(t) Q(e) 1.1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제약도입이 비교적 활발했던 당뇨와 .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의 경우 변화는 로 미미한 편이나 P(e) 1.02, 1.04

는 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Q(e) 1.16, 1.29 . 

더불어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의 는 , Q(t) 1.96( 으로 다른 약효=1.52)

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낮은 가격으로 도입된 신. 

약이 수요를 증가시켜 전체 약품비의 증가를 더 크게 할 수 있을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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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는 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가격을 통제하게 . Delnoji et al(2000)

되면 수량을 증가시켜 여전히 약제비는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고찰5. 

본 연구는 약품비 증가에 있어 신약도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해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전체 약품비 가운데 개의 . 4

약효군에 한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약효군은 신약도입의 강도가 서로 달, 

라 약효군 간의 신약도입의 상대적 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선정하였다. 

약품비의 증가요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는 유지 의약품 신규진 , 

입의약품 퇴출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유지 의약품에 한하여 가격 수량, , , , 

구성비변화를 살펴보았다 허순임 등 배은영 장선미 등 ( 2006, 2007, 2010). 

이들 연구에서는 단순히 전체 약품비 대비 신약약품비의 비중만 제시하

여 새로운 의약품이 진입하고 퇴출하는 시장의 동태성을 반영하지 못하

였다 또한 수량변화를 개별 품목을 기준으로 취합하고 있어 용법용량. , 

의 차이에 따른 사용량을 보정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 Gertham et 

과 는 약품비 변동요인으로서 를 강조하al(1998) Addis et al(2002) drug mix

여 분석한 바 있으나 이들 연구에서는 시장확장효과와 효과에서 drug mix

기존 약의 변동과 신약의 변동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 신약의 순수한 효

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신약 도입은 저가의 기존 약을 대체하고 해당 약

효군의 구성비를 변화시켜 를 증가시킴으로써 전체 약제비 증가drug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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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약의 효과를 . 

살펴보기 위해 먼저 기존 연구와 달리 수량을 일 투여량 을 기준, 1 (DDD)

으로 보정한 후 약효군별 전체 약품비를 가격 수량 로 분해하, , drug mix

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을 제외한 나머지 약효군. 

에서 기존 약의 가격은 감소하고 전체 수량은 증가하며 전체 약에서의 , , 

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수량과 의 증가는 두 가지 drug mix . drug mix

요소에 기인한다 하나는 기존 약에 의한 증가이며 나머지는 신약도입에 . 

의한 증가이다 따라서 신약의 순수한 효과만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 

로 약품비변동의 상대적 지표 를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편두통치료군(K) . 

을 제외한 모든 약효군은 신약도입이 약품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것

을 엿볼 수 있었다 반면 신약도입이 하나만 있었던 편두통치료군은 신. , 

약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는 다시 신약진입에 따른 와 시장 확장을 나타내는 K drug mix 와 

의 곱으로 표현하였다 신약 도입이 미미했던 편두통 치료군에서는 예. 

상대로 신약진입에 따른 와 시장확장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그리drug mix . 

고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을 제외한 모든 약효군에서는 고가의 신약이 

진입하여 저가의 기존 약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약도입>1). 

으로 인한 시장확장효과도 편두통 치료군을 제외한 모든 약효군에서 확

인되었다(>1). 

신약도입이 가장 활발했던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은 오히려 저가신

약이 도입되어 고가의 기존 약을 대체함으로써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감소한 비용부담에 의해 수량증가가 가장 크게 증. 

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신약도입이 약품비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산출해보고자 시도한 점이다 신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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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약효군에 도입되지 않은 점과 현 시점에서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 약효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살펴보았다 비록 전체 약4 . 

효군을 모두 다루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긴 하나 본 연구를 통해 새로 , 

도입된 신약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구성비변화를 통해 기존의 저가 

약을 대체함으로써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 

본 연구를 통해 새로 진입된 신약은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효과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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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IV. 

연구 배경1. 

앞의 두 장에서는 신약 도입에 따라 추가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가능성과 이로 인한 약품비 증가를 계량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신약. 

이 약품비 증가의 요인이긴 하지만 기존 약에 비해 개선점을 지니고 이

로 인해 긍정적인 건강증진 효과를 가져다준다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부각되는 비판은 새로이 도입되는 신약들. , 

이 혁신성을 지녀 상당한 효과의 개선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약과 동등하거나 약간의 개선을 지닌 약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Me-too

다 캐나다에서는 년 년에 도입된 신물질신약의 가 기존 약. 2001 ~2006 89%

에 비해 제한된 편익 또는 개선된 치료적 장점이 없는 약으로 분류되었

다 에 따르면 년 년 동안 프(PMPRB 2006). de Pouvourville(2010) 2007 ~2008

랑스에서 등재된 신약을 분석한 결과 혁신적 신약은 에 불과0.4%~0.5%

하며 나머지 가 기존의 약제에 비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약91.3%~94.1%

제에 해당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년부터 년까지 도입된 신약가. 2002 2009

운데 혁신성을 인정받은 약은 품목에 불과하였다 보건복지부 2 ( 2010). 

이런 상황에서 새로이 도입되는 신약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재정을 

부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대한 결정은 신. 

약의 가격과 직결된다 의약품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신약의 가격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만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는 , 

일은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합리적인 가격결정과 혁신적 신

약에 대한 보상기전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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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혁신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로 작용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신약의 가격결정과정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Mrazek et al, 2004). 

고 있다 효율성이나 질 형평성 약품비 억제와 같은 의약품 정책의 원. , , 

칙들이 녹아져 있으며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은 의사결정(transparency)

의 일관성이나 합리성의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신약가격정책은 년 의료보험과 함께 생산원가를 기1977

반으로 일정한 마진을 부여하여 보험약가를 설정하던 방식으로 시작되었

다 이후 년 선진 개국의 가격을 참조하는 이른바 조정평균가방. 1999 7 A7

식으로 전환되었으며 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계기로 기존의 네2006 5 3 ․
거티브 방식 에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위주로 선별하여 (Negative List)

급여하는 포지티브 방식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약품비 지(Positive List)

출구조를 합리화하고자 하였다 또 약가협상기전의 도입을 통해 가격결. 

정과정에서 가입자를 대리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구매력

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보험약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 보도자료( ,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통해 의약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틀을 마련2006). 

한 것은 고무적이나 이러한 가치평가체계가 이원화된 구조 하에서 가격

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적 방향

에 대한 제언들이 많이 이루어져왔다(Rutten, 1996; Russell et al, 1996; 

반면George et al, 2005; Mossialos et al, 2005;  Drummond et al, 2011) , 

우리나라의 경우 년부터 시행된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과정에 대2007

한 고찰과 평가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약품비 . 

지출구조의 효율화와 약품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선별등재방식과 약가협

상에 대한 현황분석과 함께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의약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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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추구함에 있어 선별등재방식과 약가협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와 함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한다. 

   

문헌 고찰2. 

의약품시장은 정보의 비대칭 특허에 의한 독점 외부효과 제 자 지, , , 3

불방식 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존재한다(Bennett et al, 1997; 

결국 의약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자신이 소비Drummond et al, 1997). 

할 상품에 대한 선택과 지불을 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 

정부는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과정에 개입하여 규제를 행하게 된다. 

많은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의약품시장 규제의 특징은 정부가 서로 

상충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점이다 정부. 

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 

보장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약품비 지출을 억제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러한 목표들이 서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가운데 특. 

히 효율성과 형평성 환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은 우선적으로 추구할 , 

목표에 해당된다 반면 비용억제는 이러한 우선적 목표를 보다 잘 충족. 

시키기 위한 도구적 목표에 해당된다 특히 신약의 경우 의약품정책과 . 

산업정책간의 균형이 요구된다 신약개발은 건강증진을 통해 사회적으로 .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며 진정으로 혁신적인 신약은 적절하게 보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많은 국가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약품비 지출과 . 

산업육성책간의 균형을 위해 통제와 인센티브기전들을 다양하게 활용하

고 있다.(Mossialos et al, 2004).  

의약품 비용규제는 가격과 수량규제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각 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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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공급측면에서 규제된다 특히 공급측면에서의 규제책들은 의약품의 . 

가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가격규제는 사용량에 영. ・
향을 미치기도 한다 비용규제의 요소인 가격과 수량규제정책이 추구하. 

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가격규제. 

가격규제는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제책으로 정부가 의약

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직접적 규제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 

신약의 가격결정기준은 생산원가 외국가격 대체약제 가격을 적용하거, , 

나 핀란드처럼 경제성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영국처럼 자율가격제 를 실시하되. (Free pricing) , 

이윤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표 < IV-1>. 

규제 종류 방식 비고

직접

생산원가에 일정마진을 
더하여 결정하는 방식

실제 원가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
며 회계처리의 왜곡가능성 존재 

다른 국가 참조국 의 가
격을 참조하여 결정하
는 방식

제약사자료에 의존하지 않아 상
대적으로 투명성을 확보
위험분담기전을 통한 가격결정에 
따라 표시가격이 실제가격과 상
이하여 불투명성존재 

유사한 적응증에 사용
되는 약의 국내가격을 
참조하는 방식

기존 약과의 상대적 가치가 가격
에 반영되지 못함

가치평가와 이에 기반
을 둔 가격결정방식

추가적 가치를 지닌 약은 비교약
제에 비해 추가적인 가격을 통해 
보상기전을 지님

간접
회사별로 전체 이윤이
나 수익률 에 대한 
통제 영국 

회사 재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의존적임
회계처리의 왜곡가능성 존재

표 의약품 가격결정방식 < IV-1> 

자료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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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원가를 감안한 방식의 취약점은 규제자가 생산원가에 대한 정보

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다 제약산업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평균비. R&D

용이 산출물의 규모에 비례하여 감소함에 따라 이윤이 증가하는 영역에 

해당된다 즉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영역에 해당된다 또 혁신. , . 

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과 그렇지 못한 제품의 개

발간의 교차보조도 존재하여 규제자가 제약사의 비용구조에 대한 정보, 

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일반재화에 적(McGuire, et al, 2004). 

용되는 한계비용에 기초한 가격결정은 쉽지 않다 또 제약사가 임상연구. 

개발에 낭비한 자원을 보상받기 위해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되므로 효율

성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결정구조이다(Drummond et al, 1997).

외국의 가격을 참조하는 방식은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리, 

베이트나 할인과 같은 다양한 위험분담방식을 통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

고 있어 표시가격이 실제가격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적절한 가격비교가 

쉽지 않다 특히 병행무역이나 외국가격 참조방식으로 인해 한 국가의 . 

가격이 다른 국가에서의 가격설정에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 

따라 제약사는 신약의 출시를 지연시키거나 낮은 가격에서는 공급을 하

지 않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Danzon et al, 2005).     

최근에는 가치중심의 가격결정방식 이하 (Value-based Pricing,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추가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이에 “VBP') . 

따른 가격결정을 취함으로써 의약품의 혁신성을 장려하고 이로 인한 건

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Jayadev et 

은 지속적인 약가인하규제 특허만료후의 과도한 경쟁 신약 파이al(2009) , , 

프라인의 감소 등으로 인한 제약사의 이윤감소 상황에서 새로운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향후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권의 

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였다 그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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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혁신성에 

대한 인센티브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임상시험의 

공적자원 지원정책과 함께 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VBP . 

를 통해 추가적 가치구조와 보험자의 지불가격을 연계함으로써 VBP

약과 같이 약간의 편익을 지닌 신약에게 제공되었던 인센티브를 Me-too

감소시키고 혁신적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가시켜 적정이윤회수의 불

확실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혁신성

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약들. Me-too

을 혁신적인 약으로 간주하고 특허를 부여하는 오류는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사회적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이는 제약사가 기존의 약과 유사한 약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 

게 되는 것에 기인한다 진정한 혁신적 신약들은 열등하지만 마케팅수단. 

이 뛰어난 약에 의해 이윤구조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Me-too

본다면 사회적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연구중심의 제약사에게 합리적이고 ,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소비자에게 비용절감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에 따르면 과거에는 의약품의 가격결정시 고려Drummond et al(1997)

되는 사항들이 국내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격결정의 원칙은 보건의료체계와 제약 산업 내에서

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상이한 가격이 상이한 . 

가치를 반영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특히 경제성평가는 명시적이고 투명. , 

한 방법으로 신약의 추가적 가치와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

으므로 가격결정에서 주요요인이 추가적 가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즉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격이 추가적 가치와 연관되어 결정되어야 , 

한다는 원칙을 함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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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격결정방식들을 통해 결정된 가격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비의 재원조달뿐 아니라 제약사의 이윤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신약의 . 

가격은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어왔다 일부에서는 신약의 높은 가격. 

으로 환자 접근성이 제약받고 있으며 재정증가의 요인이 되므로 더 강, 

하게 규제해야한다는 입장이 있다 또 일부에서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 

막대한 연구개발비용 을 상쇄하기 위해 높은 가격이 정당하며 높은 (R&D)

가격을 통해 연구개발비용을 보충해주지 않는 한 제약사의 지속적인 신

약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이렇게 대립되는 입장에서 적. 

절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조건적인 가격규제는 공급거부. 

와 같은 극단적 상황을 연출하여 오히려 환자접근성을 제약하는 부작용

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권혜영 외 과도한 가격규제로 인해 신약개( , 2010). 

발을 위한 활동이 위축되고 제약 산업이 축소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 

다 반면 너무 관대한 가격결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재정을 . ,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신약에 대한 가격결정이 . 

어떤 원칙을 추구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적 고민이 필요하다. 

나 수량통제 선별등재방식. : 

의약품 규제에 있어 수량통제방식은 가격통제방식만큼 다양하지 못

하다 선별등재방식 치료가이드라인 개발 복제약 처방 장려 처방패턴. , , , 

에 따른 비용과 사용량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선별등재방식이다 급여대상이 되는 의약품을 . 

선별하여 등재하되 선별기준은 나라마다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치료

적 편익 질 위험요인 비용효과성 등이 있다 이 , , , (McGuire et al, 2004). 

가운데 제한된 자원으로부터 최대산출을 얻고자하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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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새로운 중재안과 대. 

안간의 상대적 비용과 효과를 계량적 분석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투입되

는 비용에 대한 가치 를 평가하는 방법에 해당된다(value for money) .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평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

라에서 빠르게 도입하여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대표적. 

으로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이 있으며 각 국가별로 그 적용기준이나 방, , , 

법 최종의사결정 등은 상이하다, (Clement et al, 2009). 또 많은 국가들이 

경제성평가를 통한 급여결정과 가격결정을 분리한 이원화된 체계를 적용

하고 있는데 경제성평가는 국가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 호주의 경우 , . 

신약에 대한 급여 및 가격결정시 경제성평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

다 보건부 산하의 개의 위원회에서 급여와 가격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 2

고 있는데 먼저 경제성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에 대한 평가, (PBAC, 

를 행하며 이후 가격위원회Pharmaceutical Benefit Advisory Committee)

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PBPA, Pharmaceutical Benefit Pricing Committee)

된다 대부분의 가격은 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제시한 가격수준에. PBAC

서 이루어진다 또 주로 적용되는 경제성평가유형은 비용최소화분석으로 . 

이 경우 대체약제와의 동등용량 평가를 통해 대략적인 가(dose relativity)

격수준이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에서는 급여권고로 결정된 건수의 . PBPA

약 를 경제성평가에서 제시한 가격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80% (Mitchell, 

더불어 는 추가적인 위험분담이나 사용량 약가연동 등에 대1996). PBPA -

한 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급여결정과 가격결정 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으. 

나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관간의 분리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Drummond et al, 1997).

캐나다의 경우 먼저 연방정부의 특허약가심의위원회, (PMPRB, 

에서 특허를 지닌 모든 약 전문의Patented Medicine Price Review 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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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일반의약품 에 대해 상한가격 을 결정한다 에서, ) (price limit) . PMPRB

는 신약의 혁신성에 대해 가지 카테고리 용량 및 제형변경 뚜렷한 치3 ( , 

료적 개선 및 기존의 약보다 개선된 약 임상적 개선을 지닌 신약 비교, , 

약제에 비해 치료적 장점이 중등도이거나 거의 없거나 없는 약 로 나누, )

어 평가하며 각 카테고리별로 참조하는 가격이 상이하다 혁신성을 지, . 

닌 신약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독일 이태리 프랑스 , , , , , , 

등 개국의 가격의 중앙값이나 같은 치료학적 분류에 속하는 비교 가능7

한 치료제의 가격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반면 기존 약에 비해 유사한 . , 

정도의 치료적 개선을 보인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치료약의 가격을 참조

하여 결정한다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Paris et al, 2006). CDR(Common 

에서 비용효과성을 통해 급여권고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Drug Review) . 

의 평가결과는 퀘벡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수용하고 있다CDR . 2010

년 월 기준 개의 약에 대한 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급여 1 149 CDR , 3%, 

유사한 약과 동일한 수준에서 급여 제한된 급여 비급여 13%, 33%, 51%

로 나타났다 의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실제 급여여부에 대한 최종결. CDR

정은 각 주정부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재정영향이나 구매가능. 

성 이 주요 요인으로 고려된다 주정부와의 급여등재합의(affordability) . 

는 비용효과성과 구매가능성간의 의사결정과정으로 (Listing Agreements)

주별로 상이하나 주로 사용량 약가 연동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 , 

리 차후의 근거개발에 따른 조건부 급여 가격할인 할증과 같은 불투명, , /

한 가격결정 등 다양한 위험분담기전들을 활용하고 있다(Palmer, 2010). 

반면 이원화체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나 경제성평가를 활용하는 국, 

가를 살펴보면 스웨덴은 국가차원에서 , TLV(Dental and Pharmaceutical 

를 통해 급여와 가격이 결정되는 일원화체계를 지닌다Benefits Board) . 

약가협상과정은 없으며 제약사가 제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효과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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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ISPOR, 2009). 

핀란드는 에서 의약품의 급여 와 HILA(Pharmaceuticals Pricing Board)

가격이 결정되는데 가격결정시 경제성평가 대체약제 가격 외국가격 등, , 

이 참고 된다 제약사는 신약의 급여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경제성평가 .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Martikainene, 2011).

경제성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도 이는 가격결

정과 긴밀히 연계되어있다 바로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이나 급여범위에 . 

대한 결정이 가격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경제성평가는 어. 

떤 약이 어떤 가격에서 급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적용되어야 한

다 결국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에서 경제성평가의 역할은 추가적 가. 

치에 대한 가격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된다 즉 가격결정에서 . , 

경제성평가의 역할은 비교약제에 비해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 것에 대한 

가치를 판단함으로써 혁신성에 대한 보상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Drummond et al, 1997).

하지만 경제성평가는 다양한 치료법들의 기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점에서는 제한적이다 즉 비용효과성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은 . , 

신약에 지불되는 기회비용을 계량화하지 못하는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에 (McGuire et al, 2004; Cohen et al, 2008; Eichler et al, 2004). 

따라 비용효과성은 의사결정의 근간이 되기보다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

는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McGuire et al, 2004; Cohen 

더구나 경제성평가의 목적이 재정절감 이 아니et al, 2008). (cost saving)

라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건강효과를 극대화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임을 감안하면 비용억제를 추구하는 보험자나 (Chisholm et al, 2007) , 

정부는 가격결정과정에서는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들을 행하게 된다 이. 

에 따라 신약에 대한 가치 는 급여결정과정에서 녹아져 있지만 최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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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시에는 이러한 가치평가는 구매가능성이나 형평성 예산 등 여, 

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Kanavos, 2006). 

다 국내 보험약가제도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 

우리나라 보험약가 결정방식은 초기부터 생산원가에 일정 마진을 부

여하는 체계였다 이에 따라 생산원가를 반영하고 있는 공장도출하가나 . 

수입원가인 CIF13)가 가격결정의 근간이 되어왔다 년부터는 개의 . 2000 7

선진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환되었

다 국가의 가격을 토대로 혁신적 신약은 조정평균가. A7 A7 14)를 그 외의 , 

신약은 상대비교가15)를 적용하였다 표 < IV-1>. 

생산원가에 마진을 더하는 방식과 외국가격을 참고하는 방식에는 공

통되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신약의 가치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 , 

었으며 가치평가에 따른 가격결정기전이 부재한 점이다 신약이 대체약. 

제에 비해 추가적으로 가져다주는 효과에 대해 평가하지 못하고 단순히 

생산원가나 외국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가격은 대체약제에 비해 신약의 

상대적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없는 구조였다 둘째 원가방식이든 외국가 . , 

참조방식이든 제약사는 원가를 부풀리거나 자율가격제, (free pricing)16)를 

13)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규칙인  ICC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에 정의된 용어로 운임보험료포함가격 에 해Terms) “ (Cost, Insurance and Freight)”

당됨 
14) 미 프 독 이 영 Redbook( ), Vidal( ), Rote( ), L'informatore famaceutico( ), MIMS( ), Compendium 

스 일 의 색인가의 일본 에 약제결정신Suisse des M dicaments( ), ( ) 65%( 82%)é 日本醫藥品潗
청 전월의 월평균 매매기준 최종고시기준 환율 부가세 유통거래폭 고가약은 도, 10% , (
매마진 저가약은 을 적용한 평균값 5.26%+ 3.43%, 5.26%+5.15%)

15) 유사약제와 신청약의 개 국가별 가격비를 유사약제의 국내가격에 적용한 평균값으 7
로 신청약의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조정평균가보다 높을 경우 조정평균가A7 A7
를 적용 

16) 국가에서 의약품의 가격을 규제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국가로  
미국 독일 영국이 이에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 참조하는 은 제약사의 판매, , . Redbook
예정가격으로 실제 과의 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영국은 가격보다는 PBM . 
제약사의 이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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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외국에 높은 가격으로 먼저 등재한 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전

략을 통해 고가를 받을 여지가 농후한 점이다 셋째 보험자의 지불의사. , 

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다 신약의 가격결정이 산정방식으로 이루어져 . 

가격결정시 보험자의 구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점이다.  

시기 내  용 실무운영

정부고시가 상환제도 도입
공장도출하가격평균 직권실사 도매마진

복지부

고시가 공장도출하가격 신고제 유통거래폭
유통거래폭  
저가품 고가품 마약 

저가품 고가품 마약 
수입의약품 약가산정 

관세 부가세

의료보험 
약가심사위원회
한국제약협회

의료보험 약가심의위원회를 제약협회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전
근거 의료보험약가산정기준 결정 및 관리 요령복지부고시 호

의료보험 
약가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고시가 상환제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로 전환

근거 의료보험기준약가산정기준결정및관리요령복지부고시 호

혁신적 신약 에서의 가격반영
기타 신약 상대비교가 적용
완제 수입한 기록이 있는 경우 관세 부가세

근거 미결정행위등의 결정및조정기준복지부고시 호

약제전문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등재방식도입 및 약가협상 실시
급여적정성 평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가협상 건강보험공단

근거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복지부고시 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협상
건강보험공단

표 우리나라 보험약가정책의 변천< -2> Ⅳ

주 가격을 참조하는 방식은 제약협회에서 약가를 담당하던 시기에 이미 실무적으: A7
로 적용되어왔던 내용으로 년 월 고시반영하게 되었음2000 7 .   

17) 혁신적 신약의 개념을 기등재약에 비해 비용 또는 효과가 뚜렷이 개선된 경우로 정 
의함 비용 또는 효과가 뚜렷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는 유사성분 및 유효효능의 기. ① 
등재약가 고려한 가격 조정평균가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산정됨, A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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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매년 이상씩 증가하는 약제비와 허가받은 14%

의약품의 에 해당되는 약 품목이 보험급여되어 효과적인 관리77% 22,000

가 곤란하고 의약품 가격에 대한 적정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불거, 

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통해 . 2006 5·3 

비용효과성을 통한 선별등재방식과 보험자의 약가협상기전을 도입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 2006).

년까지의 네거티브 등재방식 하에서 식품의약품안2006 (negative list) 

전청의 허가를 득한 의약품은 일내에 의무적으로 급여등재신청을 하여30

야 했다 대상 의약품가운데 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 및 일. 

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18)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지정하여 관리되었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하 심평원 은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두어 . ( “ ”)

결정신청 약제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급여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 , 

려하여 급여목록등재 및 약가를 최종 결정하였다 결정된 사항은 건강보. 

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최종고시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반면 년부터는 허가를 득한 의약품가운데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2007

만을 선별하여 급여하겠다는 취지로 심평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

제전문평가위원회의 를 두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 , , 後身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급여등재여부를 평가19)하게 되었다 기존 . 

약에 비해 더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제약사는 효능의 개선을 

입증하고 이에 따른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급여적정성을 평가받게 되었

다.

더불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신약에 , 

18) 미용 성형수술 발기부전치료제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 , , (
표 참고2 ) 

19)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심사평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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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은 해당 제약사와 일간의 약가( ” ") 60

협상을 통해 상한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로 인. 

해 신약의 가격결정은 급여적정성 평가와 가격협상이라는 이원화된 구조

를 취하게 되었다.

선별등재방식의 도입으로 종전의 원가나 외국가격을 참조하는 방식

보다는 신약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급여여부를 결정

하는 체계가 정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약가결정 또한 외국가를 참조. 

하는 방식에 의존적이었으나 대체약제의 가격이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

었다 이에 따라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년마다 가격을 인하하는 약. A7 3

가재평가기전은 년부터 폐지되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2012 (

호2011-176 , 2011.12.30).

외국가격이 아닌 대체약제와의 효과와 비용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비

용효과성은 급여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지만 비용효과성이 인, 

정되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되어도 공단과의 약가협상이 성공적으

로 이루어져야 최종급여목록에 등재된다 협상이 결렬되면 필수약제가 . 

아닌 이상 비급여가 되기 때문이다.

공단과의 약가협상 시에는 정성적 및 정량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협

상시 참조하는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 하지만 두 기관의 평가내용은 중. , 

복 및 일관되지 못한 기준 적용 등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시 심평원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와 제약

사의 희망가를 비교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하지만 공단은 대체약제 중 , 

최저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가격을 산정하는 등 양 기관에 대한 업무

의 비일관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 , 2008). 

하고 공단은 여전히 외국약가를 참조하는 것 외에 비용효과성 치료적 , 

가치 질병부담 형평성 등에 대한 부분들의 검토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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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양 기관에서의 의사결정기준이 일관되지 못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연구방법3. 

가 분석대상. 

현행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과 관련된 심평원 공고를 포함한 제반 

규정과 공개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 

공개되어 있으며 년 월 일 접속일자를 기준으로 한 건을 분2011 8 25 145

석대상으로 한다. 

나 분석내용. 

대상이 되는 건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고시 145

가격을 토대로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 

대한 세부내용은 그림 과 같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의 < IV-1> . 

내용은 급여적정성 여부에 대한 최종평가결과에 대한 기술과 함께 이러

한 결과를 위해 검토된 평가내용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평가내용은 , . 

진료상 필수여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제 외국 등재현, , , , 

황 기타의 항목 순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기술된 내용을 기반,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현행 가격결정과정인 약가협상과정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 세부적인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이를 위해 공개된 자료의 인용과 분석대상 건 . 145

을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분석대상가운데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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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약가협상현황은 최종 고시가격의 유무로 확인하되 고시 가격이 

없는 약제는 협상결렬로 간주한다.

등재신청
제약사

급여결정율

급여적정성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상 필수성

급여결정 임상적 유용성

합의율
합의가격

예상사용량 등

약가협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용효과성

협상합의

고시
보건복지부

재정영향

제 외국등재현황

기타

그림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에 대한 분석내용 < IV-1> 

연구결과4. 

가 신약의 급여결정. 

급여적정성 평가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에 미치는 “ , , 

영향 제외국의 등재여부등재가격급여기준 등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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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적으로 유용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약제

로서 제외국의 등재여부 등재가격 및 보험급여원리 보험재정 등을 고, , 

려할 때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대체가능한 치료방법이 없거나 , 

질병의 위중도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 등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 

평가하는 경우 에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최종 평가된다 약제의 요양급여” (

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상기의 요인들을 고려한 최종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 건 가운, 145

데 가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연도별로 급여결정70.3%

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 -3>. Ⅳ

연도 신청건수 급여건수

주

합 계

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연도별 급여결정률< -3> Ⅳ

주 년 차 까지 결과) 2010 8 (2010.08)

자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일자

호주 캐나다 영국(PBAC), (CDR), (NICE)20)의 급여결정률은 각 각 54.3%, 

20) 호주 캐나다 영국의 사례는 년 월 일을 기준으로 각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 , 2008 12 31
자료들을 분석한 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Clement et al(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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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영국은 불확실성이 낮은 경우 당 비용49.6%, 87.4% , QALY

이 수용할만한 하위그룹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급여하므로 상대적으로 높

은 급여결정률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들 국가와 (Clement et al, 2009). 

비교 시 우리나라의 급여결정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

다 더불어 급여결정의 세부 평가항목들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엿볼 수 있다. 

진료상 필수약제는 소수 질환자에 발병하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로서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약제에 해당

된다 이후 해당 약이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 있. 

는 개선이 입증된 경우도 추가되었다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

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2011.2).  

분석대상인 성분가운데 진료상 필수약제로 평가된 약제는 성145 5

분21)이며 진료상 필수는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필요한 약제로 분류된 성1

분 이 있었다 진료상 필수약제의 경우 경제성평가가 면제된다(tenofovir) . . 

즉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에 대해서는 비용비효과적일지라도 접근성, 

보장측면에서 급여 결정되고 있다 필수약제는 아니나 임상적으로 필요. 

한 약제로 분류된 한 성분은 협상결렬로 최종 비급여되었다. 

대체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을 통한 임상적 유용성은, , 

효과개선 안전성 개선 편의성 증가 안정성 향상 등의 요소를 고려하되 , , , 

21) 마이오자임주 스프라이셀 시스타단 (Alglucosidase alpha), (Dasatinib), (Betaine 
자베스카 이노베론anhydrous), (Miglustat), (Rufina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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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점에서 편익이 인정되는 개선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통해 평가

된다 신약 등 협상대상약제의 세부평가기준(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은 

효과의 개선 부작용의 개선 편의성의 개선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 , 

있으며 평가결과에 기술되어 있다 분석대상가운데 협상합의를 통해 고. 

시된 신약 성분 필수제외 의 임상적 개선여부를 분류한 결과는 표 56 ( ) < Ⅳ

와 같다 등재된 신약의 가 기존 약에 비해 효과 부작용 편의-4> . 67.9% , , 

성측면에서 개선되지 않은 약에 해당되었으며 효과 등의 개선으로 인해 ,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이 인정된 경우는 를 차지하였다32.1%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합계

효과 부작용 편의성

개선 미개선
개선

미개선

미개선

개선
개선

미개선

미개선
개선

미개선

합 계

표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 따른 대상 건수< -4> Ⅳ

자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일자

 

교과서 및 의약품집의 수재내역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등을 통해 치, 

료개관을 검토한 후 임상문헌을 기반으로 비교약제의 선정 및 이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임상문헌은 근거수준별로 분. 

류되고 근거 수준과 함께 임상연구의 질 평가를 고려하고 있다, (Quality) . 

근거수준이 높은 것부터 체계적 문헌고찰 무작위비교임상시험, (R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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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교실험 이 우선적Randomized Controlled Trial), (Head to head trial)

으로 검토되고 있다 표 < IV-5>. 

군  
군  
군  

급 논문
비 급 국 내외 논문
전문단체 학술발표 자료

범주
범주
범주
범주

무작위 대조군 시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 고찰
무작위 대조군 시험 또는 범주 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 고찰
준 무작위 대조군 시험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및 기타 관찰적 분석 연구
단면 조사연구 전 후 비교 연구 증례 보고 환자군 연구 비 분석적 연구

표 임상문헌의 분류< -5> Ⅳ

자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분석대상인 성분의 근거수준 및 임상연구 설계에 따른 연구의 56

질22)을 살펴보면 각 분류별로 문헌이 존재하는 경우가 군 군 , I 75.0%, II

군 에 해당되었다 군에 해당하는 문헌이 없는 경우21.4%, III 5.4% . I, II, III

는 였다 또 범주 의 무작위대조군 시험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17.9% . 1

헌고찰을 지닌 약제는 범주 는 범주 은 범주 는 32.1%, 2 80.4%, 3 23.2%, 4

에 해당되었으며 범주 에 해당하는 문헌이 없는 경우도 16.1% , 1~4 10.7%

에 달했다 무작위대조군시험 또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지니지 않은 약제. 

는 로 나타났다19.6% .  

외국의 경우 신청한 약제가운데 무작위대조군 시험 에 해당되는 , (RCT)

임상근거가 없는 경우가 캐나다 영국 호주 에 해당되었2.5%( ), 5.0%( ), 9.4%( )

다 반면 적절한 비교대안과의 무작위대조군 시험의 임상근거를 지닌 . , 

경우 등재확률은 캐나다 영국 호주 부적절한 비교55.3%( ), 87.5%( ), 56.1%( ), 

22) 신약별 임상문헌의 개수가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전체 합은 를 초과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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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과의 무작위대조군 시험의 임상근거를 지닌 경우 등재될 확률은 

캐나다 영국 호주 로 나타났다 즉 부적절한 임상29.6%( ), 87.1%( ), 50.0%( ) . , 

시험설계나 부적절한 비교대안 및 임상결과변수의 사용에 따른 임상적 

효과의 불확실성이 급여결정의 주요 요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비교 시 우리나라는 임상적 유용성의 평가가 (Clement et al, 2009). 

단순 개선여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적절한 비교대안이나 임상시험의 

설계 근거수준 등을 통해 임상적 불확실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평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소영 에 따르면 비급여 사유에 대한 분석결과 경제성이 불분(2008)

명하거나 경제성이 없음으로 비급여된 경우는 로 급여적정성 평가에82%

서 비용효과성이 주요 기준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가운데 . 

비급여로 판정된 건에 대해 비급여 사유를 분석한 결과 가 소요43 76.7%

비용이 고가이거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비급여되어 기존의 , 

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타 사유로는 부작용 등으로 .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거나 예방목적으로 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 

않는 경우 치료시 필요한 용량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행위에 포함되는 , , 

약제이나 행위가 급여평가이전에 해당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비용효과성의 검토내용은 대체약제의 선정과 투약비용비교 비교약제, 

와의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대체약제와 비교약제의 선정

대체약제는 허가 및 급여기준에서 동등한 치료범위에 포함되는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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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논문 등에서 임상적으로 치료적 위치, , , 

가 동등한 약제로 선정한다 치료적으로 동등한 약제가 없는 경우 해당 . , 

적응증의 현행 치료법을 선정한다.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 에 따르면 이렇게 선정된 대체약제 가운데 『 』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을 비교약제로 선정하여 비용효과분석의 기준이 

된다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 2009.9). 이 경우 상대적인 

효과개선에 따른 추가적 가격 비용 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되고 비용효과( )

성의 판단기준은 점증적 비용효과비 가 된다(ICER) .

반면 비교약제에 비해 비열등하여 비용최소화분석 대상에 해당되는 , 

경우에는 소요비용비교를 기준으로 비용효과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이 경

우 판단기준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가 된다. 년 월전까지는 2009 7

선정된 대체약제 가운데 시장점유율의 에 해당80% 되는 성분의 가중평균

가가 비용효과성의 판단기준이 되었으나 이후에는 선정된 대체약제가운데 , 

신청 약제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성분을 제외한 『대체약제의 가중

평균가 가 비용효과성의 판단기준이 된다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 요약하면 비용효과 효용 분석과 비용최소화분석의 대상인 경우). , ( )

에 비교대안의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IV-6>. 

분석법 비교대안 비용효과성판단기준

비용효과분석 비교약제 

비용최소화분석 대체약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표 비용효과성 판단기준 < IV-6> 

자료원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재구성

상이한 기준적용은 여러 가지 논쟁점을 지닌다 먼저 고가의약품에 . 

대한 선호로 인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교약제가 상대적으로 고가일 가



- 124 -

능성이 크며 비용비교시 기준이 되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또한 많이 , 

사용되는 고가약을 반영하므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어서 비용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구나 년 . 2007

이전에 등재된 기등재약에 대해 성분들간의 비용효과성을 통한 동일효“

과 동일가격의 원칙 이 적용되지 않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교약제가 ”

비용비효과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임계값의 적용ICER 

비용효과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의 임계값에 대해서는 영국처럼 ICER

당 의 명시적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도 있으나 대QALY 20,000~ 30,000￡ ￡

부분의 경우는 하나의 임계값을 지니기 보다는 암묵적인 범위를 고려하

여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시적인 임계값을 사. , 

용하지 않으며 인당 를 참고범위로 하여 질병의 위중도 사회적 질, 1 GDP , 

병부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혁신성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평가, , 

하도록 하고 있다 신약 등 협상대상약제의 세부평가기준( ). 

외국의 경우 와 의사결정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ICER

져있다(George et al, 2001; Birkett et al, 2001; Devlin et al, 2004, Henry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정보et al. 2005; Gafni et al, 2006). , 

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와 의사결정의 일관성 등에 대한 평가는 제ICER

약이 존재한다. 

비용효과성 분석유형

고시된 신약 성분 필수제외 의 급여평가사유를 분석해보면56 ( ) , 비용효

과비 가 수용가능한 경우가 였으며 나머지 는 투약비용(ICER) 17.9% , 82.1%

대비 동등 또는 저렴한 경우에 해당되었다 이들은 제약사가 비용효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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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를 제출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거나 비용효과분석 자료를 제출하, 

고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 .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의 제 항 제 호11 2 1 3 23) 개정 에 (2010.4.30 )

따라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제약사의 신청 가격에서 비용효과성이 입

증되지 못하여 비급여되는 약제에 한해서는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

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 

신약의 보험등재절차 개선을 위해 년 월 일 최종 결정되었다 박2009 6 , 29 (

철민, 2009). 

이에 따라 비록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비용효과성이 불

분명하여 비급여로 평가되었으나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 로 약“ ”

가협상을 진행한다는 조건을 수용한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다시 거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약가협상을 건강보험공단과 진행할 수 

있다 이들은 전체 성분 가운데 에 해당되었다. 56 16.1% . 비용효과비가 수

용되어 급여 결정된 약제가운데 평가결과에 분석유형이 명시된 품목을 6

살펴보면 비용효용분석 은 품목 비용효과분석 은 품목에 해, (CUA) 3 , (CEA) 3

당된다 표 < IV-7>.  

캐나다 영국 호주 에서 검토한 신청건의 비용효과(CDR), (NICE), (PBAC)

분석의 유형을 살펴보면 를 이용한 비용 효용분석 이 , QALY - (CUA) 45.8%, 

로 나타났다 비용 최소화분석 은 각 85.7%, 48.9% . - (CMA) 35.3%, 6.6%, 

비용 효과분석 은 로 나타났다 비용분석31.3%, - (CEA) 14.1%, 7.7%, 19.5% . 

은 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을 위해 (Cost-consequence) 4.8%, 0%, 0.3% . 

당 비용추정을 요구한 사례는 각 각 로 상당부QALY 96.5%, 72.2%, 60.0%

23)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하여 공단 이사장 
과의 협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의 비용효(
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에 대한 통보 및 이를 토대로 약가협상을 진)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여기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금액이하라 함은 .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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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차지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등재될 확률은 캐나다 영43.1%( ), 87.5%(

국 호주 로 나타났다 또 급여등재 신청 건 가운데 경제적 불확실), 43.8%( ) . 

성을 지닌 경우24)는 캐나다 영국 호주 로 나타났으55.7%( ), 46.1%( ), 58.2%( )

며 이들 약제에 대한 급여결정률은 각 각 캐나다 영국28.6%( ), 66.6%( ), 

호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은 임상적 불확실성에 기3.8%( ) . 

반을 두는데 비확률적 임상설계나 확률적 임상설계지만 부적절한 비교대

안을 이용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대리변수를 산출지표로 이용한 점 등을 

통해 임상적 불확실성을 판단하고 있다(Clement et al, 2009).  

평가유형 성분수 백분율

비용비교

대체약제가중평균가 이하로 협상 수용시 급여

비용비교

수용

비용효용분석

비용효과분석

명시되지 않음

합계

표 비용효과성 평가유형< IV-7> 

  

자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일자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용비교를 통한 급여결정

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비용효과성의 평가기준은 대

체약제의 가중평균가가 된다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은 매우 낮. 

은 편이어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 라는 기준은 급여결정요소“ ”

24) 의사결정을 위해 당 비용이 필수적인 약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불확실 QALY
성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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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에 따르면 보험재정영향은 질환의 유병율 발생률Cohen et al(2008) , , 

과 같은 역학 자료를 통해 병원 의원 민간 또는 공공 보험자 등 다양, , 

한 보건의료영역내에서 신약의 수용 및 확산에 따른 재정적 결과를 추정

하는 것이다 즉 신약도입은 대체효과와 시장확장과 같은 시장의 다양한 . 

동태적 상황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제한된 

자원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수 있는 분석에 해당된다 그는 보험재정영향. 

에 대한 평가는 비용효과분석과 달리 순전히 보험자관점에서 행할 수 있

는 의사결정의 또 다른 기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된 약제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내용

을 살펴보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환자수 추정과 제약사가 제, 

출한 예상시장점유율 및 예상사용량을 바탕으로 신약도입에 따른 차년3

까지의 절대재정소요금액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에 기반을 둔 대체약제의 대체효과에 따른 재정영향을 추정하고 

있다. 

보험재정영향에 기술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의 수용으로 급여결, ICER

정된 약제의 경우 추가적인 보험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또는 비교약제와의 투약비용비교를 통해 저렴 

또는 동등한 가격으로 진입한 신약에 대해서는 재정절감 또는 신약의 진

입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금액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있다 결과적으. 

로 현재의 보험재정영향평가는 시장의 동태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단, 

순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후에 이에 대한 예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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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인 재정절감효과나 추가적인 재. 

정소요액에 대한 사후관측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지출을 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시 국가 외에 호주 캐나다 대만 스페A7 , , , 

인에서의 등재여부 및 가격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급여되고 있는 . 61

성분 필수약제 포함 중 국내개발신약 및 미기재성분을 제외한 성분( ) 52

품목 가운데 등재국가수가 개국에 해당되는 경우는 성분 수 기준 (101 ) 1~2

품목 수 기준 로 나타났다 개국에 등재된 신약의 성분은 38.5%, 36.6% . 1

일본 과 미국 영국 에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53.8%) (38.5%), (7.7%)

었다 배은영 등 은 년 년 동안 등재된 신약 중 등재당시 . (2007) 2003 ~2005

국가에서 등재된 국가수가 개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약의 빠A7 1~2

른 진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의 자료에 따르면 등재당시 . 

개국에 등재된 신약은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신약의 1~2 65.2% . 

국내진입이 더뎌지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나 신약의 가격결정. 

급여적정성이 있는 약제로 평가된 신약은 공단의 약가협상절차를 거

치게 된다 이 경우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 질환규모 환자수. , , , 

보험재정부담 예상사용량 급여범위 특허현황 비용과 같은 약제급, , , , R&D

여평가위원회의 평가자료 신청 약의 보험재정영향 제 외국가격 의약품, , , 

공급능력 그 외 특허현황 비용 기타 약가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 , R&D , 

는 사항을 고려한다 또 협상참고가격은 대체약제의 총투약비용을 감안. 

한 금액 국가 및 싱가포르 대만의 외국가격 보험상환가격 공장도, OEC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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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가 및 상대비교가 이 된다 협상지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 ( , 2010). 

가 자료는 협상의 고려사항이며 실제 참고가격을 산출할 때는 외국의 상

환가 공장도출하가 상대비교가를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 , . 

라 급여결정시 평가된 신약의 비용효과성이 가격결정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 임상연구결과 급여. Dhalla et al(2008) , 

신청 가격결정과정 급여결정에 대한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광, , , 

고와 판매촉진활동영역을 의약품 정책에서 투명성을 요하는 영역으로 정

의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협상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약가 , 

협상시 가격결정에 미치는 주요요인들에 대한 분석들은 쉽지 않다 이에 . 

대해 약가협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약가협상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

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형근( , 2009).

분석대상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되어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

라 약가협상을 행한 신약 성분의 협상합의율은 였으며 이 가운데 67 88.1% , 

협상결렬로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직권등재된 필수약

제를 제외하면 전체 약가협상 합의율은 에 해당된다 표 91.0% < IV-8>.

구분 합의 결렬 합계
수용

투약비용비교

필수약제 필요
합계

표 비용효과성 평가기준별 협상현황< IV-8> 

자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접속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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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년까지 연도별 약가협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년 2007 2009 2007

년 년 로 전체 협상합의율은 를 보였50.0%, 2008 79.2%, 2009 88.9% 79.7%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년부터 년 월까지 신청된 약제의 ( , 2009). 2007 2011 1

협상합의율이 로 보도된 점 최은택 을 감안하면 합의율은 매80.6% ( , 2011) , 

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제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조정신청 및 사용량 약가연동협상을 제, 

외한 신약 및 신규신약의 약가협상에서 필수약제의 합의율은 비25.0%, 

필수 약제의 합의율은 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진료상 필81.1% ( , 2009). 

수약제로 평가된 약은 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복지부의 직권

등재대상이 된다 이 가운데 마이오자임주는 직권등재에도 불구하고 공. 

급을 거부하여 리펀드제도25)를 통해 실제 상환가격이 결정되었다.

 

년 월말까지의 협상대상이 되었던 품목가운데 협상과정을 2009 10 172

통해 결정되는 신약 필수제외 의 가격은 제약사 제시가 대비 약 최( ) 82.6%(

대 최소 수준에서 합의되었다 결렬된 약제 필수제외 는 제약100%~ 51.3%) . ( )

사 제시가 대비 공단의 제시가가 최대 최소 수준으로 71.2%( 88.7%~ 27.8%)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의 협상결렬약제와 합의약제의 가격에 대. 

한 이견은 의 차이를 보였다 신형근 최은택 도 약제급11.4%p ( , 2009). (2011)

여평가위원회에서 비용효과적으로 평가된 가격에서 약가협상기전을 통해 

평균 를 추가 인하하여 최종 급여등재되고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이20% . 

를 통해 비용효과성의 평가가 가격결정에서 최대가격범위를 정해주는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약가협상은 이 가격을 상한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가, 

25) 고시가와 실제 가격에 차등을 두는 제도로 세계동일가정책에 따라 고시되는 가격에  
민감한 제약사의 공급거부를 막고자 고시가와 실제 가격을 합의하고 그 차액만큼 제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다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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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인하하는 과정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비용규제측면에서 수요독점. 

자가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협상을 이루는 것

은 중요하다 하지만 추가적 가치를 지닌 신약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는 . , 

가격결정측면에서 본다면 추가적 가치에 대한 고려 없이 가격을 인하하, 

는데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분석대상가운데 수용을 통. ICER

해 등재된 성분의 경우 약가협상을 통해 고시된 가격이 대체약제가중평3

균가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필수약제의 빈번한 협상결렬과 이로 인한 공급거부 문제가 발생, 

하면서 환자단체의 불만과 너무 낮은 약가협상이 환자의 접근성을 저해

한다는 지적도 야기된 바 있다 허현아 건강보험의 재정관리를 담( , 2009). 

당하는 공단이 약가협상 시에 추구하는 원칙이 효율성이나 접근성보장이

나 질병부담과 같은 형평성측면보다는 비용억제의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호주는 에서 비용효과적으로 평가된 , PBAC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에 해당된다 그러나 80% (Mitchell, 1996). 

에서는 사용량 약가연동 등과 같은 위험분담을 통해 재정적 위험을 PBPA -

최소화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에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 비. PMPRB

용효과성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주정부와의 최종 협상시에는 다양한 위험, 

분담기전이나 가격할인 사용량 약가연동 등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 -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국가와 비교 시 우리나라는 급여결(Palmer, 2010). 

정과정과 가격결정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기보다 독립된 과정

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물론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약제에 한하여 . 

약가협상이 이루어지긴 하나 각 과정에서 검토되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가격결정과정에서는 추가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통

한 효율성추구나 접근성보장과 같은 원칙들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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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가격결정은 위험분담기전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가격을 중심

으로 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험자의 구매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약가협상시 유일하게 적용되는 위험분담기전인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통해 도입된 정책으로 약가협상시 예상사용량을 설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가격을 인하하는 기전이다 이상적으로는 가격. 

협상시 예상사용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가격을 보험자가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더구나 예상사용량의 정확한 , . , 

예측이 불가능하여 이를 초과하는 약제가 거의 없는 점과 제약사가 제시

한 예상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역학자료 등이 불비한 상황이므로 사용

량과 가격을 연동하는 것의 효과가 크지 않다 또 예상사용량이 이. 30%

상 초과되더라도 최대 까지만 약가를 인하할 수 있고 증가율이 커10% , 

질수록 약가의 인하폭도 낮아지는 산식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에 대한 논란이 있다 양봉민 외( , 2011).

결론 및 고찰5. 

이상으로 년부터 적용되는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제도에 대해 2007

고찰하고 의사결정시 고려되는 요소들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비록 공개. 

된 정보의 제약으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

으나 현행 급여 및 가격결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먼저 분석대상 건을 통해 전체적인 의사결정 흐름을 살펴본 결,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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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급여결정율, 은 로 나타났다 비급여 결정은 가 비용효과성70.3% . 76.7%

의 불분명에 기인한 것을 나타났다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된 대상가. 

운데 자료제출의약품 등을 제외한 건을 대상으로 한 협상합의율은 67

로 나타났다 협상결렬가운데 건은 진료상 필수약제에 해당되어 직88.1% . 2

권등재된 경우로 전체 건이 최종 등재되어 급여되고 있다 그림 61 < IV-2>. 

분석대상주

건

급여결정

급여
건

비급여
건

개량신약 등 제외← 사유

신약 건 선정주 협상 불수용 건(1 )→
비용효과성불분명(76.7%)∙ 

기타(23.3%)∙ 

협상통보←

협상대상 건

합의 가격결정 결렬

건 건

필수
건

비급여
건

←직권등재

고시 건

그림 분석대상약제의 의사결정 흐름< IV-2> 

주 년부터 년 차에 해당하는 약제로 년 월 일 기준 심평원 홈페이지1 : 2007 2010 8 2011 8 25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14040000&cmsurl=/cms/information
/04/01/05/04/select_result.html 에 공개된 약제  )

주 자료제출의약품 및 제형변경에 해당하는 일부 약제를 제외함에 따라 신물질신약 2 : 
건과 투여경로 상이하거나 적응증이 상이한 신규신약 건을 포함5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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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건을 대상으로 급여결정과정에서 검토되는 세부 항목에 대61

해 분석해 본 결과는 그림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IV-3> . 

고시 성분61

진료상 

필수약제

성분(5 )

비필수 성분56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재정 제 외국 등재현황

개국1~2 (35.7%)∙ 

개국이상3 (50.0%)∙ 

국내신약(8.9%)∙ 

미기재(5.4%)∙ 

개선

(32.1%)

미개선

(67.9%)

ICER

수용

(17.9%)

투약비용

비교

(82.1%)

재정

증가

재정

절감

ICER

수용대상

비용비교

수용대상

그림 급여적정성평가 세부항목과 평가결과 < IV-3> 

급여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진료상 필수성과 비용효과성

으로 나타났다 진료상 필수약제의 경우 비용효과성과 무관하게 급여적. , 

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환자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 외의 약. 

제의 경우 비용효과성이 중요한 급여결정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비용, . 

효용분석의 활용 은 매우 낮은 편인 반면 단순 투약비용비교분석(5.4%) , 

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아 비용효과성의 주된 판단기준이 대(82.1%) 『

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 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

치료적 가치평가의 근거수준에 대해서는 등재신약가운데 무작위대조

군시험의 임상근거가 없는 경우는 로 나타나 외국의 경우 신청약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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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수준이며 무작위대조군시험의 임상근거가 있더라도 급여등2.5%~9.4% , 

재확률은 임을 감안한다면 임상적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55.3%~87.5% , 

관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임상적 불확실성이 경제. 

적 불확실성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라, 

는 기준을 통한 의사결정은 상당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지닐 가능성이 크

다. 

더불어 의사결정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보험재정영향은 급여결

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며 제약사가 제출한 예상사용량 및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절대소요재정과 기존 대체약제를 대체시 재정절감100%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어 시장의 동태적 상황과 신약의 확산 등 이에 따

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예측의 정확도나 예측에 대한 . 

사후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용효과성을 통한 급여결정의 도입은 외국약가나 외국의 등재상황

에 대해 다소 둔감해지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외국약가를 통해 가격을 . 

재평가하는 기전이 폐지되었으며 신약의 조기진입은 이전에 비해 다소 , 

더뎌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가협상은 추가적인 가격인하기전에 해당된다 협상합의율은 . 88.1%

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필수약제를 제외한 약의 등재확률은 

로 필수약제의 협상결렬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1.8% < IV-2>. 

협상시에는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 대비 약 수준에서 합의되고 있82.6%

으나 결렬된 약의 경우 로 나타나 의 약가인하폭의 차이를 , 71.2% 11.4%p

보였다 신형근 가격결정에서 비용효과성의 역할은 협상주체인 공( , 2009). 

단에게 상한선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용효과적인 가격을 . , 

상한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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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결과를 통해 현행 급여 및 가격결정과정을 통한 비용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해볼 수 

있다.

첫째 필수약제의 협상결렬과 공급거부와 같은 극단적 상황으로 인해 , 

소수 환자들의 접근성보장원칙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급여결정과정에. 

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있으나 약가협상과정에서는 필수약제로 , 

인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희귀필. 

수약제의 경우 비용효과적이지 않으며 과도한 재정부담과 급여혜택의 , 

비형평성 등 다양한 논쟁점들이 존재하지만 환자의 접근성 보장이 최우, 

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필수약제로 인한 재정부담에 대한 위험. 

은 다양한 협상기법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권혜영 외( , 2010).

둘째 비용효과성의 활용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격이 추가적 가치, 

와 연관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함의하고 있다(Drummond et al, 

비용효과성은 급여결정에 주요 기준이지만 대부분의 약이 대체1997). , 『

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라는 기준을 통해 급여결정되고 급여결정율도 』

로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더불어 임상적 불확실성에 대한 관대한 70.3% . 

평가를 감안하면 이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의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 

또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약제의 약가협상과정에서는 신약의 추가적 가, 

치가 고려되지 않으며 공단은 가급적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가

격을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효율성보다는 가격인하를 통한 비용억제. 

를 추구하고자함이다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보험자 입장에서 비용규제의 . 

측면이 강조될 수 있으나 가격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의사

결정의 원칙과 근거를 알기는 쉽지 않다 신형근 김정주 에 ( , 2009). (2012)

따르면 공단이 년부터 약가협상을 통한 가격인하로 추정되는 절감, 2007

액은 전체 건보재정의 에 불과하며 신약에 대한 재정영향분석이 어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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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 약가책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밝힌바 있다 비용효과적으로 평. 

가된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인하한 가격이 실제 보험재정절감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이는 가상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절감액에 해당된다 반면 . . II

장의 연구에서 신약이 시장에서 경쟁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산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재정절감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는 네델란드 정부는 의약품에 대해 강력한 비용억제정책Wolf et al(2005)

을 써왔으나 여전히 약품비는 진료비보다 빠르게 증가해왔고 제네릭이 , 

많이 출시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재정절감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였

다 이러한 해결책으로 그는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른 개혁에도 불구하. 

고 약품비는 년 년까지 연평균 씩 증가해왔으며 여전히 2008 ~2011 9.04%

진료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애초 정부가 제시29% ( , 2010). 

한 목표비중인 의 달성은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의약품정책에 24% . 

있어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원칙과 이에 따른 정책방향이 요구되는 시점

이다 신약에서의 강한 비용규제는 오히려 혁신성에 대한 지속적인 장려. 

를 제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가적 가치를 지닌 신약에 대해서는 무. 

조건적인 가격인하보다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하다 신약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와 장기적으로 환자. 

의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치를 반영

한 가격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중심의 규제적 측면만을 강. 

조하기 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효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서는 혁신적 신약의 도입장려와 함께 

분배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비용비효과적인 약들에 대한 급여목록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비용효과성을 통한 가격결정을 하더라도 보험자의 비용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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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들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신약은 효과와 재정에 대한 불확. , 

실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위험분담기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가격을 . 

중심으로 한 단순한 협상기법보다는 다양한 협상기법들을 활용하는 것은 

구매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 

은 비용효과성외에도 재정상황을 감안한 구매가능성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재정영향이나 신약의 수요예측 이에 따른 시장. , , 

변화 등에 대해 체계적인 방법론이 개발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
결정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는 보험재정영향은 시장의 동태적 상황과 

신약의 확산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을 지

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신약의 확산과 수요예측에 대한 활발한 연구. 

와 역학자료 및 시장자료를 기반으로 한 인프라구축과 함께 다양한 위험

분담기전에 관한 방법론 및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정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제비적정화방안 이전의 일원화된 가격결정구조를 급여, 

적정성평가와 약가결정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로 변경하면서 각 기관의 업

무중복 및 일관되지 못한 의사결정기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감사(

원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급여결정에서 평가된 가치가 가격결정, 2008).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가치 중심의 가격결정구조를 통

해 추구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원화된 구조 하에. 

서 심평원과 공단의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업무협조 및 의사결정기준의 

일관성 추구 및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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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결론V. 

인류의 생명연장에 기여하고 재정적 부담을 동시에 지니지만 최근의 

신약은 진정으로 혁신적 신약이 아니지만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야기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신약개발을 위

해 높은 가격을 보장해야한다는 반박논리 등 신약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점들을 고려한다면 신약에 대한 명쾌한 정책적 원칙을 세우는 것은 쉽, 

지 않다 이러한 신약의 재정적 영향과 가치평가는 급여와 가격결정단계. 

에서 좌우되며 급여 및 가격결정에서 의약품정책의 목표와 원칙들이 반

영되게 된다 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선별등재방식과 약가협상의 이. 2007

원화된 구조 하에서 신약에 대한 의사결정과정들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

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신약도입이 활발한 국가에서 신약도입에 따른 . 

영향분석은 중요성하나 미흡한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약의 급여 및 가격결정시 고려되는 재정

적 영향과 이를 좌우하는 급여 및 가격결정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신. , 

약 도입시 고려되는 재정적 검증을 위해 시장출시 후 신약의 확산과 시

장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신약도입이 약품비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 

는지에 대해 약품비 구성요소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약제비 적정. 

화방안을 통해 도입된 선별등재 방식과 약가협상이 신약의 급여 및 가격

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에서는 기존의 의약품 확산연구가 디테일링 등과 같은 마케팅전II

략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품 자체의 시장침투를 보여주었던 것과 달



- 146 -

리 신약이 시장에 확산되는 과정을 기존 제품과의 상호작용을 감안한 통

태적 시장양상을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또 이러한 시장의 동태성을 감안. 

하여 신약의 수요를 예측하고 균형분석을 통해 향후 시장의 변동을 예측

하는 등 신약도입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기존 제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 

신약의 경쟁적 확산은 규제자 입장에서 신약의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이

에 따른 보험재정을 예측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 

하면 신약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대체약제와 어떤 상호작용을 지니며, , 

이로 인해 향후 시장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약도입에 따른 약품비 지출을 예측하는 것과 일맥상통하. 

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확산이론에 기반을 둔 모형가. 

운데 경쟁적 확산모형인 모형을 적용하였다Lotka-volterra competition . 

만성 형 간염 차 치료군과 차 치료군 골수이형성 치료군 철분과B 1 2 , , 

다증상 치료군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의 개 약효군과 전체를 취합한 , 5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신약은 기존 약과 경쟁에 따른 대체보다는 기존 , 

약과 공생관계 또는 중립관계를 지니면서 기존 약과 무관하게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었다 반면 신약의 급여결정시 감안하는 기존 약과의 완전대. 

체관계에 해당되는 순수경쟁관계는 어떤 약효군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즉 신약이 기존 약을 대체하기 보다는 공생하여 성장하고 이를 통해 신, 

약이 포함된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기존 약과의 상호작용을 감안한 신약의 수요예측을 모형LVC

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모형은 신약의 수요예측에 있어 높은 정확도, 

를 보여 향후 신약도입에 따른 수요예측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균형분석을 통해 균형점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만성 형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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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차 치료군과 골수이형성 치료군 철분과다증상 치료군에서는 안정2 , 

적 균형점이 존재하나 균형점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이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개의 약효군에서는 균형점이 음수로 나, 2

타나 해당 약효군의 사용량은 무한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체 .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균형점이 음수로 나타나 시장규모가 무한정 증가할 

가능성을 보였다 이는 추가적인 재정증가와 직결되는 것이다. .  

본 분석을 통해 신약에 대한 의사결정시 고려하는 재정영향에서 대

체약제와의 대체를 통한 재정절감이나 재정증가에 대한 예측은 현실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 

신약입시 대체약제로 지정한 약과 대체되지 않고 대부분 공생하거나 서

로 무관하게 성장해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신약 도입 시 이. 

루어지는 보험재정영향은 상당히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체약

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진입한 신약이 보험재정절감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격과 무관하게 제약사의 마케팅 활동과 이. 

를 통한 유인수요를 창출하여 시장을 확대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약의 급여결정시 가격수준과 대체약제와의 대체라는 

비현실적인 재정절감이라는 추정보다는 보다 정교한 연구를 통한 재정예

측이 요구되는 바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루는 확산에 관한 연구를 통. 

해 신약의 수요를 예측하고 경쟁품들과의 동태적 상황을 감안한 시장변, 

화를 예측함으로써 신약의 급여여부나 재정영향을 감안한 가격결정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에서는 신약이 약품비 증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계량적III

으로 분석하였다 약품비를 구성하는 가격 수량 의 구성요소별. , , drug mix

로 기준년도 대비 비교년도의 약품비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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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루어져왔으나(Gerthham et al, 1998; Addis et al, 2002; Hsieh et 

신약이 얼마나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al, 2008), 

부재하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신약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사용량의 . 

증가를 통한 시장확장효과 를 지니고 있으며 (treatment expansion effect)

동시에 기존의 저가 약 사용비중을 고가의 신약으로 전환되는 구성비변

화효과 효과 를 통해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신약(drug mix ) . 

의 시장확장효과( 와 구성비변화효과) ( 를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산)

식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약진입이 비교적 활발한 약효군과 

그렇지 않은 약효군 개를 대상으로 신약의 약품비에 미치는 효과를 확4

인하였다 먼저 거시적으로 년 대비 년도의 약품비 변동분을 가. 2006 2009

격과 수량 의 변화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약품비증가에 기, drug mix , 

여한 구성요소는 사용량의 증가 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10~1.96) . 

신약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의 약효군에서 신약의 도입에 따른 약품, 4

비 변화( 는 신약효과가 미미한 편두통치료군은 신약의 효과가 ) 1.00, 

큰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은 로 나타났다 약품비 변화의 구성요소1.32 . 

인 구성비변화 효과는 으로 나타났으며 시장확장효과(drug mix) 0.91~1.16 , 

는 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저가의 신약도입에 따라 구성비 1.00~1.52 . 

변화가 을 보였던 과민성방광증상 치료군은 수량의 급증0.91 ( 으=1.52)

로 인해 전체 약품비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낮은 가격으로 =1.32). 

도입된 신약이 수요를 증가시켜 전체약품비의 증가를 크게 할 수 있을 

여지를 엿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약이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는 점을 시, 

장확장효과( 와 구성비변화효과) ( 를 통해 계량적으로 확인함으로써 )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신약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약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해당 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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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시장확장효과( 를 통해 약품비 증가에 기>1)

여하고 있다 이는 장에서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는 점이다 또 신약은 . II . , 

기존 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로 시장에 진입하여 약효군의 구성비 변

화( 를 통해 약품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저가로 진>1) . 

입한 신약은 오히려 시장확장효과를 극대화하여 약품비 증가에 더 크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신약도입에 따라 시. 

장을 확장하는 구체적 기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통해 도입된 선IV 2006

별등재방식과 약가협상을 통한 급여 및 가격결정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원칙에 대해 제언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 , 

우리나라의 급여 및 가격결정은 이원화된 체계에서 의사결정기준의 상이

한 적용과 업무의 유기적 관계를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 급여결정시 진. 

료상 필수성과 비용효과성은 주된 기준이 되나 약가협상시에는 이러한 , 

기준들보다는 비용억제를 위한 가격인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약제에 대한 환자접근성 및 비용효과성을 통한 효율성보. 

다는 약가인하를 통한 비용규제가 보다 중요하게 감안되고 있다 하지만 . 

신약의 가격인하가 재정절감으로 이어지려면 시장의 동태적 상황과 대체

약제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재정예측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체

계적인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비용효과성을 통한 가격결정방식은 신약의 추가적 가치에 대한 가격

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신약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추구 나아가 환자의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 

확보할 수 있는 가격결정방식임을 감안할 때 효율성원칙의 수립은 필요

하지만 추가적 가치평가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다 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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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체계적이며 보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될 필요성이 

있었다.  

비용효과성을 통한 가격결정을 하더라도 보험자는 재정영향과 구매

가능성 등을 통한 비용규제노력들을 행하여야 하며 특히 불확실성에 , , 

대한 위험분담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구매자의 협상력을 고취시

키고 신약도입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 . 

위해서는 법적 규정마련 및 다양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신. 

약에서의 강한 비용규제로 혁신성에 대한 지속적인 장려를 제약하는 부

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가적 가치를 지닌 신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인 가격인하보다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약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와 장기적으로 환자의 혁

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치를 반영한 가

격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격인하의 규제적 측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효. 

율적인 약품비 관리를 위해서는 혁신적 신약의 도입장려와 함께 분배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비용비효과적인 약들에 대한 급여목록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더불어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 

업무협조 및 의사결정기준의 일관성 추구와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의 투명

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약품비는 신약의 도입 노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 , , 

인해 증가될 수밖에 없으며 증가하는 약품비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

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하지만 혁신성을 지닌 신약은 건강수준을 .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지니며 신약을 통한 건강효과를 극대화하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약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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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구된다 필수약제에서는 환자의 접근성보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며 추가적 가치를 지닌 신약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전, 

을 마련해 줌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 

만 추가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신약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에 따른 부담, 

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기반으로 약품비를 보다 .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약도입에 따른 수요와 지출비용 등에 

대해 현실성있는 예측이 요구되며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 

위험분담기전을 통한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지속적인 시장 . 

확장을 규제하고 비용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급여기준이, 

나 처방가이드라인 등 비효율적 재정지출을 합리화할 수 있는 주도적이

며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시도들이 향후 . 

이러한 의약품 정책에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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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Rapidly increasing pharmaceutical expenditure has been continuously 

challeng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system. A 

major concern is the role of newly introduced drugs into the 

reimbursement lis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new drugs on 

financial burden by estimating their competitive diffusion process and 

contribution to the growth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 addition, the 

current decision making process for new drugs was analyzed.  

The dissertation is divided into 3 chapters. The first chapter 

investigates the competitive diffusion of new drugs. In particular, after 

the introduction of new drugs, their penetration patterns and the market 

changes were analyzed by using the competitive diffusion model : 

Lotka-Volterra Competition(LVC) Model. LVC model shows how new 

drugs are diffused into the market, interacting with the incumbent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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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that new drugs have hardly tended to replace their substitutes but 

continuously spread out by symbiotically interacting with the incumbents. 

Thus, the market including new drugs has continued to expand. We also 

forecasted the future market fluctuations employing LVC model and 

conducted an equilibrium analysis. The result predicted that both new 

drugs and the incumbents would be continuously growing to the 

equilibrium level. This means the financial burden could be additionally 

increasing by new drugs in the future. Consequently, this study implies 

that the assumption made upon the decision of new drugs - specifically, 

new drugs with lower price than the incumbents' price may bring the 

savings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 - would be fallible. On the 

contrary, a new drug, whatever its price level is, may expand the market 

size by increasing drug utilization rather than replacing the existing 

competitors. 

The second chapter experimented the impact of new drugs on the 

growth of drug expenditures by looking at the treatment expansion 

effects and drug mix effects. To estimate these effects, a new formula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four therapeutic classes : hepatitis, 

diabetes, overactive bladder, migraine. Each therapeutic class 

demonstrated different aspects, but new drugs did contribute to the 

growth of drug spending(K=1.00~1.32) by increasing in quantity 

demanded(=1.00~1.52) and by shifts toward more expensive new 

drugs (=0.87~ 1.06). This result accorded closely with that of the 

previous chapter. Thus, we need to be more prudent and of 

conservative perspective on the decision making for new drugs which 

especially have no added value over that of the existing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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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chapter studies the current reimbursement and pricing 

process of new drugs and some issues raised. Cost comparison based 

on the weighted average price of the substitutes was crucial criteria for 

the reimbursement decision-making. Value brought by new drugs was 

considered during the reimbursability assessments whereas it was not 

coherently considered during the price negotiations. Price negotiations 

were considered as a process for lowering the price. After examining the 

current decision-making process, we suggested some policy directions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hat patients' access to the essential drugs 

is preferentially assured in any cases. This principle was considered 

upon reimbursement decision-making. However, budgetary impact was 

more seriously considered during the price negotiations. There were 

some cases that essential drugs were not properly supplied because of 

the breakdown of the price negotiations. Secondly, price of new drugs 

could be set on the basis of relative value assessed. This is to 

recognize the value for money through cost-effectiveness. We can 

pursue the efficiency of resource distribution by rewarding appropriately 

drug with additional value rather than lowering the price as much as 

possible. To do this, it is prerequisite to rearrange the reimbursement list 

and to de-list drugs without cost-effectiveness. Lastly, it's time to 

consider risk-sharing scheme in order to effectively control drug cost and 

additional budget due to new drugs and to minimize financial uncertainty. 

To fortify payer's bargaining power, several measures other than price 

reductions could be considered. The method of budget impact analysis 

and demand forecast of new drugs should be more sophisticatedly 

developed. In addition, under the two structured system in 

reimbursement and pricing of new drugs, HIRA(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Agency) and NHIC(National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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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should harmoniously work and the pursuit of cooperation,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of decision making should be necessary. 

Eventually,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new drugs as a factor of the 

growth of drug expenditure, influenced on inducing demand and 

increasing budget. In order to efficiently control pharmaceutical 

expenditure, we could  establish a clear stance for new drugs through 

the results of the study : It's unreasonable to bear additional cost 

incurred by new drugs with no additional value. To tackle this problems, 

it's necessary to control demands induced due to new drug approvals 

and to forecast demand and budget impact of new drugs more 

accurately. Use of cost-effective drugs should be recommended through 

prescription guidelines. Additionally, any measures should be actively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achieve rationalization of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
keywords : New drug, Competitive diffusion, Budget impact, 

Cost-effectiveness, Price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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