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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access to medicines)의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의

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Publicness’ of Pharmaceutical 

Production and supply Regimes,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PPPR을 개념화하고, 주요 의약품 소비국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유형화를 통해 PPPR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각 유형별 역사·제도적 맥락을 고찰하는 한편, 필요-충분조건 분석

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PPPR 배열을 확인하였다. 

유형화와 필요-충분조건의 분석에는 퍼지셋 이상형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배경 및 필요성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는 정부와 개인의 지불능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

만 고소득국가 역시,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약품에 대한 접

근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가 경제발

전 수준에 따른 의약품 생산·공급의 불평등을 넘어, 그 기저의 자본

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경제발전만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한

계가 있다는 점도 드러낸다.

경제발전은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

니며, 브라질과 태국의 경우 공공제약사를 통한 생산, 공공 재원을 

통한 보편적 접근 보장,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를 통해 

HIV/AIDS 치료제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이 아닌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



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 관점은 ‘제약산업’과 ‘공공정책’이라는 구

분을 넘어, 직접적인 의약품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

게 하는 재원조달, 규제 등 정책과 관리를 포괄하며,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 규제적 제도와 규범적 제도가 체계적으로 얽혀있는 

점을 포착한다. ‘공공성’ 관점은 ‘시장 실패’나 ‘정부 실패’가 아닌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 달성’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히 

‘공공 부문의 역할 수준’으로 포괄되지 않는 구성적, 복합적, 차원적 

개념으로 ‘공공성’을 이해함으로써, 이상형(ideal type)과 현실 형태

를 구분하고 동어반복적 특성(tautology)을 극복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어떤 국가도 자본주의적 생산·공급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다만 맥락적 조건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PPPR은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낳는 인과적 경로에서 작용하는 맥락

적 조건이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구조이자 기제로서 파악할 수 있

으며,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이 아닌 역사·제도적 맥락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개념화

철학적 기반으로서 인권 이론과 공공이익 이론, 개념적 기반으로

서 공공성 이론에 관한 고찰을 기반으로, 넓은 의미에서 PPPR을 ① 

공공가치(사회적 가치의 공공성), ②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

성), ③ 공공가치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 좁은 의미에서는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에 국한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서 공공가치(사회적 가치의 공공성)로서 PPPR은 ‘의약품에 대

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로, 제도화

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로서 PPPR은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

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제도화된 것’으로, 공공가치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으로서 

PPPR은 ‘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보장과 그

에 따른 결과’로 정의하였다.

좁은 의미의 PPPR인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제도화된 공공가치

(제도의 공공성)는 ‘정치적 권위로부터의 영향(혼합과 양)’이라는 기

술적 차원과 ‘공공가치에 대한 부합’이라는 규범적 차원을 통합하며, 

소유, 재원조달, 통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배열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소유 공공성’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서 상호작용하는 조직들 중 공공 소유’로, ‘재원조달 공공성’

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대한 정부의 재원조달’로, ‘통제 공공

성’은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의

무를 다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로 정의하였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측정 및 유형화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관한 고찰을 

기반으로,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을 각각 ‘의약품 생산단위의 

공공 소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가격

의 통제’로 조작적 정의하고, 각각 ‘공공제약사 유무’, ‘총 의약품 지

출 중 공공 조달 비중’,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이고 법·제도적인 

통제(PIPP 지수)’ 및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

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PhRMA 지수)’로 측정하였다. 세 

가지 차원의 배열에 따라 PPPR의 8가지 이상형을 구축하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주요 의약품 소비국 25개 국가를 각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별 대표 국가의 사례를 고찰한 결과, 각국은 단지 경제발

전 수준만이 아니라 처한 공공보건, 보건의료체계, 제약산업 맥락,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유형, 이러한 제도의 역사적 유산과 세계체

계 내에서의 위치를 포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PPPR을 발전시켜 왔음을 확인하였다.



공공제약사는 필수의약품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공공 부문에 공급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태국, 인도네시아), 전형적인 시장 실패 영역

을 담당하면서 민간제약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

우도 있었다(프랑스). 단지 구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국유화되었던 

제약사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폴란드). 개발도상국 중에서

도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태

국), 고소득국가 중에서도 낮은 경우가 있었다(미국). 구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높았던 비중이 체제전환 후 크게 낮아진 경우도 있었

다(폴란드). 지적재산권의 통제 수준은 대개 제약산업 발전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높고(태국, 인도네시아), 제약산업 발전 수준이 

높은 고소득국가에서 낮았지만(프랑스, 독일), 제약산업의 발전 수준

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우도 있었다(한국, 폴란드). 가격

의 통제 수준은 대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높은 국가에

서 높았다. 제약산업 발전 수준이 높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

중이 낮은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가격 통제 수준이 모두 낮았다.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에도 불구하고 PPPR의 다양성

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적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가 아닌 

공공적 구조와 공공가치 기제를 통한 의약품 생산·공급의 조직과 관

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PPPR이 단지 경제발전에 비례하

지 않으며 역사·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각국은 처

한 맥락을 고려하여 경제발전 그 자체를 위한 개발이 아니라 의약

품 접근권, 건강권이라는 인권의 보장을 위한 개발을 해야 할 의무

가 있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에 관한 고찰을 기반으로, 공공가치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크게 두 

가지 차원, 곧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전자는 다시 ‘처방의약품에 대



한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후자는 다시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PPPR 

배열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공 의약품 지출은 본인부담을 감소시키므로 구매가능성을 높여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제약 하에서 공공제약사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결합된 체제 역시, 이용가능성, 정부와 개인의 구매가능성을 높여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시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는 이용가능성, 특히 신약의 이용가능

성 보장에 우위를 갖지만, 의약품 지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

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개인의 구매가능성을 

낮추므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며,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

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공공제약사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결합된 체제에서 신약

의 진입 정도는 낮지만, 진입 속도는 빠르다. 신약의 많은 진입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며, 모든 신약이 혁신적인 것은 아니

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시장진입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낳는다. 자원 제약 하에서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는 신약의 적

은 진입을 낳을 수 있지만,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이기보

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결과이다. 

또한 자원제약 하에서 공공제약사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결합된 체제는 제네릭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한다. 신약에 비해 가격

이 저렴한 제네릭은 시장에 진입한 뒤 신약의 가격까지 낮추기 때

문에 구매가능성의 보장에도 기여한다. 공공제약사는 직접 생산·공

급,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를 위한 동기와 권위 부여를 통해 제

네릭의 이용가능성에 기여한다.

한편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높은 고소득국가에서는 지



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낮은 상황에서도 신약과 제네릭의 이용

가능성이 모두 낮다. 이들 국가에서 직접적인 가격의 통제는 낮지만 

의약품 지출의 통제(예컨대 경제성 평가)가 높으며, 이러한 맥락에

서 낮은 이용가능성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결과이다.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은 각 차원의 ‘독립적인’ 효과가 

아닌 다양한 차원의 ‘결합/배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은 그 자체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보다는, PPPR의 일부로서 그럴 수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PPPR 배열은, 각 국가가 처

한 역사·제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PPPR의 다양성과 

그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제발

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이 높을수록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수준이 

높다는 주장, 또는 경제발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과 무관하게 시

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높인다는 

주장은 오류일 수밖에 없다.

유사한 경제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

을 보이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는 특정한 공공성 배열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이는 PPPR 배열은 경제발

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 등 처한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사실은 각 국가가 주어진 맥락 하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

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PPPR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함의

를 준다. PPPR의 다양성과 그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을 고려하

지 않은 채,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혹은 그마저도 무시하고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시장 의존성, 자본주의성을 강화시키고 공

공성을 약화시키는 발전 방향(사유화, 공공 지출 축소, 지적재산권 

강화와 가격 규제 완화)은 제약산업 발전 혹은 경제발전 효과도 기

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연구의 기여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PPPR의 측면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한 최초의 연구이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

제’와 ‘공공성’에 주목하여 PPPR을 개념화하고, 그에 입각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전 세계적 불평등 문제는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WHO,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보

고서를 제외하면 그 원인과 대안에 관한 체계적 탐구가 부재하였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

공급 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을 택함으로써 이러한 정

책들의 배열, 특정 정책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게 하는 역사·제

도적 맥락,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의 연관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이 틀은 또한 그간 제대로 논의된 적 

없는 PPPR의 다양한 현실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의약품

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낳는 인과적 경로에서 작용하는 맥락적 조

건이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구조이자 기제로서 PPPR을 이해함으로

써 대안적 생산·공급 체제, 나아가 대안적 생산·공급 구조와 기제를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제도적 배열을 규명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를 통해 상관관계, 독립변수의 순 효과에 기반을 둔 양

적분석이 간과한 제도적 배열로서 PPPR을 발견하였다. 경제발전 수

준, 보건의료 접근성이라는 맥락 하에서 PPPR 배열이 의약품에 대

한 접근의 양적, 질적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해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이 개발도상국에서 ‘필

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라는 의미로, 고소득국가에서 ‘시장진입으로

서 이용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점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의 다차원적 특성을 확인하고, 개념화하였

다. 이를 통해 그 원인으로서 PPPR 배열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복지국가 혹은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

는 상황에서, 복지체제 및 생산체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최초의 연구

이다. 공공성은 조직 수준과 제도 수준에서 기술적 측정이 가능함과 

동시에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또 그간 

의약품체계의 공공성 부족에 대한 비판과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그 개념화에 관한 체계적 노력이 부재했다는 점

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

   주요어 : 공공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 공공제약사, 자본주의, 인권, 

공공가치, 정치적 통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학  번 : 2009-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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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

경제발전1)은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나아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보건의료는 건강의 유일한 결정요인은 아니지만 경제발전

의 효과를 매개하거나 단독으로 인구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수준, 나아가 건

강 수준의 국가 간 불평등은 잘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수준, 건강 

수준은 북미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다(Day et al., 2008; Ruger 

& Kim, 2006).

의약품은 보건의료의 일부이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2)의 불평등 역

시 건강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전 세계 

120개 국가의 건강 결과(연령·성별 표준화된 총 사망률)를 유형화한 

Day et al.(2008)에 따르면, 군집별 보건의료체계 성과 역시 불평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체계 성과 지표에는 인구 당 병상 수

와 의사 수, 인구 당 공공-민간 보건의료 지출과 같은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지표와 함께 구매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

율(인구집단 분율), 홍역예방접종률과 같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 지

표가 포함되었다. 유형화 결과는 1세계-2세계-3세계-4세계 혹은 

중심부-반(半)주변부-주변부라는 지정학적 분류와도 유사했다.

Ruger & Kim(2006) 역시 유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들은 군집

분석을 통해 전 세계 207개 국가의 성인사망률, 영아사망률을 각각 

1) ‘발전(development)’을 경제발전에 국한하여 이해하는 관점과 사회발전으로 확장하
여 이해하는 관점이 있는 바, 본 연구에서 ‘경제발전’은 ‘사회발전’과 구분되는 개념
으로 사용되었다.

2) ‘의약품에 대한 접근(access to medicines)’은 의약품이 가용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이 가능하고, 우수한 질과 정보
에 대한 접근 또한 보장되었을 때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WHO, 2006a; UN 
CESCR, 2000). 자세한 논의는 3장 가절과 5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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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유형으로 유형화하고 이변량 분석과 다변량분석을 통해 이러한 

건강 수준의 차이, 즉 국가 간 건강 불평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탐색하였다. 건강 불평등의 경제·사회적 

요인으로는 높은 극빈율(extreme poverty), 농촌 지역 거주 비율, 여

성 문맹률과 식수 및 상하수도에 대한 낮은 접근율이, 보건의료 요

인으로는 낮은 인구 당 보건의료 지출, 외래방문, 병상 수와 의사 

수, 예방접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기서 예방접종률은 곧 백신에 대한 접근 수준을 나타낸

다. 최저수준에 속하는 국가들은 모두 서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아프

리카, 아프가니스탄에 속했다.

비단 건강과의 상관성이 아니더라도, 보건의료의 일부로서 의약품

에 대한 접근은 그 자체로 사회적 권리이다(김창엽, 2011). 세계보

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2011년 《World 

Medicines Situation(WMS)》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의약

품 사용은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매우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

다.3) [그림 1]은 세계 인구의 16%만을 차지하는 고소득국가가 세계 

의약품 지출의 78.5%를 차지하는 반면, 세계 인구의 53.5%를 차지

하는 저소득국가의 의약품 지출은 전 세계 지출의 1%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그림 2]는 세계 인구의 14.1%만을 차지하는 미주 지역

(AMRO)이 세계 의약품 지출의 41.5%를 차지하는 반면,4) 세계 인

구의 26.8%를 차지하는 동남아 지역(SEARO)의 의약품 지출은 전 

세계 지출의 3%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3) 접근(access) 수준은 크게 물리적 접근성(이용가능성availability)과 유효 접근성(사용
utilization)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측정될 수 있으며(Roberts et al., 2004: 
165-166; Gulliford et al., 2002), 의약품 가격과 사용량에 의해 결정되는 의약품 
지출이 유효 접근성의 대리지표로서 흔히 활용된다. 접근 개념에 관한 자세한 논의
는 3장 가절과 5장에서 다룬다.

4) 이 중 84.3%가 인구 비중 37.3%인 북미(미국, 캐나다)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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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인구� 분포와�의약품�지출�분포(소득수준별,� 2006)

출처: Lu et al.(2011)

[그림� 2]� 세계� 인구�분포와�의약품�지출� 분포(지역별,� 2006)

출처: Lu et al.(2011)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는 낮은 건강 수준으로 인한 의약품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의약품 사용의 실제 불평등 정도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의 의약품 필요, 수요, 사용과 공급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 정부와 개인의 지불능력이 낮은 개발도상국5)의 필요는 

5) 본 연구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분류에 따른 중위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를 합
쳐 개발도상국으로 지칭한다.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발전된 나라(developed coun-
tries)와 발전될 나라(developing countries)라는 구분은 본 연구가 비판하고자 하는 
발전주의 시각에 따른 것이지만, 대체할 용어가 마땅치 않다. ‘제3세계’와 같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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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 구조와 기제를 통해서는 필요한 

의약품이 생산·공급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림� 3]� 의약품�필요,� 수요,� 사용과�공급의�관계

출처: 양봉민(2006)을 수정하여 인용

2) 의약품 생산·공급의 불평등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의 기저에는 의약품 생산·공급의 불

평등이 자리하고 있다. 산업화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발전

한 미국과 유럽의 제약산업은 전 세계 의약품 생산·공급을 주도하고 

있으며, 제약산업이 부재하거나 모방 단계에 머무르는 대부분의 개

발도상국들은 의약품 공급을 대부분 수입, 곧 해외 제약산업에 의한 

생산에 의존한다.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건강 필요를 반

영하는 의약품이 연구개발·생산·공급되지 않거나, 수입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정부와 개인의 구매가능성을 벗어나는 등 의약품에 대한 접

근의 문제에 취약하다.

유엔산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의 《The world's pharmaceutical industrie

s》 보고서는 이러한 의약품 생산·공급의 세계적 불평등 현황을 보

여준다.6) <표 1>은 연구기반과 혁신 역량을 가진 제약산업이 ‘선진

어도 마찬가지다.
6) 1992년에 발간된 이 보고서는 발간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UNIDO는 더 이상 

세계 제약산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WHO의 WMS 보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1988년과 2004년 보고서에서 별도의 챕터로 다루었던 생산·공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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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국’에 집중되어 있고, 개발도상국은 제약산업이 부재하거나 모

방단계에 머무름을 보여준다. <표 2>는 발전된 제약산업을 가진 ‘선

진공업국’이 세계 의약품 생산과 수출의 대부분을 주도하며, 의약품 

소비 수준 역시 높은 반면, 제약산업이 부재하거나 모방단계에 머무

르는 개발도상국은 의약품 소비 수준 역시 낮음을 보여준다.

발전 단계
국가 수

선진공업국 개발도상국 전체

1. 상당한 연구기반을 갖춘 정교한 제약산업 10 0 10

2. 혁신 역량 12 51) 17

3. 모방 역량 8 95 103

3.1. 원료약품과 완제품 모두를 생산 6 8 14

3.2. 완제품만을 생산 2 87 89

4. 제약산업 부재 1 59 60

전체 31 159 190
주: 
1)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1961년부터 1990년 사이 적어도 하나의 

신약(New Molecular Entity, NME)을 발견, 시판한 국가로 정의되었다.
출처: Ballance et al.(1992: 8-9), Drahos & Mayne(2002)에서 재인용

<표� 1>� UNIDO가� 분석한�세계� 제약산업의�발전�단계

국가 분류(국가 수)
세계생산
에서의
비중(%)

세계수출
에서의
비중(%)

인구 당 
소비량

1. 상당한 연구기반과 정교한 제약산업을 가진 
국가(10)

69 68 150.5

2. 혁신형 제약산업을 가진 국가(16) 22 27 12.2

3. 모방형 제약산업을 가진 국가(91) 9 5 9.4

4. 제약산업이 부재한 국가(43) - - 8.2
주: 모든 수치는 1980년$ 기준이다.
출처: Ballance et al.(1992: 11)

<표� 2>� 세계� 의약품�생산,� 수출,� 소비의�분포(1990년)

한 내용을 2011년 보고서부터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기구조차, 더 이상 의
약품 생산·공급의 세계적 불평등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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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 체제7)의 도입과 TRIPS-plus 규정8)을 포함한 다자 

혹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 체제의 

도입 등 전 세계적 지적재산권 강화 경향으로 인해, 의약품 생산·공

급의 불평등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값

싼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공급이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

권 보호를 받는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독점적 가격 설정이 더욱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비판적 국제관계이론의 흐름에 있는 세계체계론에 따르면, 국가 

간 발전의 불평등은 자본주의 세계경제(capitalist world-economy)

의 기축적 분업(axial division of labor), 곧 주변부 국가와 중심부 

국가 간의 불평등한 교환(unequal exchange)에서 비롯된다

(Wallerstein, 2004). 이러한 관점에서 허민호(2012)는 주변부 국가

와 중심부 국가 간 건강 및 보건의료 불평등의 문제를 “보건 관리 

체계(health care system)의 지정학적 분할”로 개념화하고, 그 원인

을 제약산업의 이윤창출 전략과 이를 보장하는 국가 간 체계의 개

편, 곧 신자유주의 체계의 구축에서 찾은 바 있다.9)

세계체계론의 ‘전체로서의 세계(world-system)’라는 관점과 그 안에

서 자본주의적 생산에 대한 초점은(이광근, 2012; 구갑우, 2004; 박건

영, 2004), 전 세계적 의약품 생산·공급의 불평등과 그에 따른 의약품

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설명해내고, 그 부정의함을 드러낸다. 또한 

‘역사적’ 체계인 세계체계는 ‘장기지속’되어 왔지만 그 이전이 있었고 

그 이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10) 변화를 모색할 수 있게 한다.

7)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출범과 동시에 회원국
들에게 부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협정 이행에 따른 전 세계적 지적재산권 체제를 의미한다.

8) TRIPS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의미한다.
9) 보건의료의 불평등은 주변부 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과소 의료화”)와 

중심부 국가의 의료화(“과잉 의료화”)의 대비를 통해 파악되었다. 불평등의 원인으
로서 신자유주의 체계의 구축은 중심부 국가로부터 주변부 국가로의 임상시험 수출
과 피실험자가 된 주변부 국가 빈곤층에 대한 착취 현상과 더불어,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조정프로그램, 국제원조기구의 정책 개입, WTO/TRIPS와 같은 국제협정이 낳
은 주변부 국가 보건 관리 체계의 파괴 현상을 통해 논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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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

하지만 고소득국가에서조차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저가의 필수의

약품,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은 생산·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며(Gehrett, 2012; Hampton, 2007),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은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지

속가능성 문제와 분배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초

국적 제약사의 공급거부라는 보다 직접적인 접근의 문제를 경험했

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가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의약품 

생산·공급의 불평등을 넘어, 그 기저의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경제발전만

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드러낸다. 

여기서 ‘자본주의적 구조’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을 통한 

경제조정이 결합됨으로써, 자본(이윤)의 경쟁적 무한 축적을 핵심 

기제로 하는 구조’를 의미한다(Wright, 2010: 34-35; Wallerstein, 

2004: 23-24).11)

이는 세계체계론의 ‘자본주의 세계경제’와는 존재론적으로 다른 

수준의 개념이다. <표 3>의 존재의 영역들을 염두에 두면, ‘자본주

의적 구조’는 기제(인과적 힘)를 가진 것으로서 사건(event)의 발생

10) 이는 단선적인 ‘필연성’의 영역이기보다는 발견, 구성해나가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파악된다(Wallerstein, 2004).

11) Wright(2010: 34-35, 번역본 69-72)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계급 관계의 특성 및 
경제조정의 핵심 기제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계급 관계란, 
“생산수단이 소유되고 생산수단의 사용에 대해 권력이 행사되는 사회관계”이다. 자
본주의에서 생산수단은 사적으로 소유되며, 생산수단의 사용은 그 소유자(혹은 그들
의 대리인)에 의해 통제된다. 즉, 자본주의를 정의하는 한 가지 차원은 자본가와 노
동자 간의 계급 관계이다. 다른 한 가지 차원은 자본주의 경제가 국가나 사회적 네
트워크가 아닌, 시장을 핵심적 조정기제로 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의 이 두 가지 
특징들이 결합되면서, 자본주의 기업들은 이윤과 자본축적을 향해 경쟁적으로 돌진
한다.” 한편 Wallerstein(2004: 23-24, 번역본 64-65)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시장판매를 위해 생산하는 개인 혹은 기업의 존재나, 임금을 위해 
노동하는 사람들의 존재만으로는 정의될 수 없다. 자본주의 체계는 오직 그 체계가 
“자본의 끝없는 축적에 우선성을 부여했을 때”만이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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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경험(experience)과는 무관하게 실재한다. 반면 세계체계론의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경험을 통해 파악되는 것인데, 근대 이후의 

‘세계경제’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인 것은 결국 그 심층적 실재가 

‘자본주의적 구조’이기 때문이다.12)

실재적 영역 현실적 영역 경험적 영역

기제들 ∨

사건들 ∨ ∨

경험들 ∨ ∨ ∨

출처: Bhaskar(2008: 2)

<표� 3>� 존재의�영역들

4)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경제발전은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 나아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조

건이지만, 인구 당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경제발전의 건강 효과는 

감소한다(Preston, 1975). 고소득국가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Wilkinson, 1994). 경제적 불평등이 그 자체로 인구집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들이 있지만, 사회적 저

투자, 즉 낮은 공공 지출이 중요한 매개인자로서 제기된 바 있다

(Dunn et al., 2005; Kawachi et al., 1997; Kaplan et al., 1996).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예외적’ 사례들이 있다. 중남미의 코스타리

카와 쿠바,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케랄라, 타밀나두), 스

리랑카, 태국의 경우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건강 수준을 보이며, 경제발전이 건강에 영향을 미

치는 인과적 경로에서 보건의료체계 혹은 건강체계(health systems)

의 매개 역할이 주목을 받아 왔다. 이들 국가는 경제발전 수준이 유

12) Wallerstein(2004: 24)은 “오직 근대 세계체계만이 자본주의적 체계였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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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인구 당 보건의

료 지출을 통해 이러한 결과를 달성했는데, 공통적으로 보건의료 지

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높다(Balabanova et al., 2011; Halsted et 

al., 1985).

[그림 4]의 경제발전과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간 관계는 전반

적으로 선형 관계를 보이지만, 그 상관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림 5]의 경제발전과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 간 관계는 

상관성이 매우 낮다. 상관관계가 아닌 집합관계를 기반으로 해석하

면, 경제발전은 보건의료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을 위한 (필요조건

이 아닌) 충분조건에 가깝다.13) 즉, 공공 보건의료 지출을 낳는, 경

제발전이 아닌 다른 인과적 경로가 존재한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다양한 것을 보면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인구집단 건강 간의 관계, 중남미와 아시아의 ‘예외적’ 

사례들, 그리고 경제발전과 공공 보건의료 지출 간의 관계는 인구집

단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역할, 특히 공공 부문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13) 다만 이 그림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가 아닌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
문에, 이러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엄밀한 집합관계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 가능하다.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 대해 상관관
계 그림을 근거로 본 연구가 제기하고 있는 집합관계의 가능성은 모두 이러한 한계
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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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제발전과� GDP� 대비� 보건의료�지출�간� 관계

출처: WHO(2008)를 이용하여 Olsen(2009)을 수정 인용

[그림� 5]� 경제발전과�보건의료�지출의�공공� 조달� 비중�간�관계

출처: WHO(2008)를 이용하여 Olsen(2009)을 수정 인용

의약품도 마찬가지다. [그림 6]의 경제발전과 GDP 대비 의약품 

지출 간 관계는 선형이 아니며, [그림 7]의 경제발전과 의약품 지출

의 공공 조달 비중 간 관계는 상관성이 더욱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Quick & Tolentino(2000: 15)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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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부유할수록 의약품 지출의 재원조달에서 공공이 관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부재 혹

은 성숙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보건의료 지출이 많은 부분이 

직접부담(out-of-pocket, OOP)으로 조달되고, 의약품 지출의 경우 

가구와 개인의 부담이 더욱 크다고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Lu et 

al., 2011; Saksena et al., 2010).

하지만 상관관계가 아닌 집합관계를 기반으로 해석하면, 경제발전

은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닌) 충분조

건에 가깝다. 즉, 공공 의약품 지출을 낳는, 경제발전이 아닌 다른 

인과적 경로가 존재한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다양한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이 아닌 역사·제도적 맥락에 의해 설명되

어야 할 국가별 의약품체계(pharmaceutical systems)의 존재, 특히 

공공 부문의 역할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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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경제발전과�GDP� 대비�의약품�지출�간�관계(연구대상� 25개국)

자료: 
1) 인구 당 GNI: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5. 9. 8 접속) 
2) GDP 대비 의약품 지출: Lu et al.(2011)

[그림� 7]� 경제발전과�의약품�지출의�공공�조달� 비중� 간� 관계

주: 6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고소득국가 19개국과 개발도상국 50개국)
출처: Quick & Tolentino(20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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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브라질과 태국에서 공공제약사를 통한 생산, 공공 재원을 통

한 보편적 접근 보장,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HIV/AIDS 치

료제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Rosenberg, 2014; Flynn, 2013a; 2013b; 2008; do Lago, R. F. 

and Costa, N. D., 2009, WHO, 2011: 32에서 재인용; Yamabhai 

et al., 2011; Ford et al., 2007). 이는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

급 구조 하에서, 단지 ‘의약품체계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 수준’이 아

닌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Publicness’ of Pharmaceutical 

Production and supply Regimes,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 관점과 ‘공공성’ 관점,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략을 소개한다.

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 관점

그간 보건의료 영역과 달리 의약품 영역은 ‘체계’의 관점에서 조

명되지 않아왔으며,14)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논의들 역시 ‘생산·공급’

이라는 측면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해왔다.

보건의료체계는 “어떤 국가가 건강 문제에 ‘투자’하는 헌신 혹은 

14) ‘의약품체계’ 관점과 유사한 논의로는 WHO의 국가의약품정책(National Drug 
Policy 혹은 National Medicines Policy) 개념 정도가 있다(‘체계’가 아니다). WHO
는 1988년 《Guidelines for developing national drug policy》 보고서와 이것의 
개정판인 2001년 《How to develop and implement a national drug policy》 보
고서를 통해 국가의약품정책 개념을 설명하고, 그 수립과 실행을 권고한 바 있다. 
World Bank도 2010년 《A practical approach to pharmaceutical policy》 보고
서(Seiter, 2010)와 2011년 《Pharmaceutical Reform》 보고서를 통해 의약품 정책
의 실행과 개혁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2011년 보고서는 《Getting health re-
form right》의 저자인 Roberts & Reich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달성을 위해 제안한 바 있는 ‘조종손잡이 틀(flagship framework)’ 개념을 의
약품체계에 적용하였다. 이들은 의약품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기준으로, 연구개발
에서 시작해서 사용으로 마무리되는 선형 모형으로 의약품체계를 도식화하기는 하
였으나 개념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WHO나 World Bank의 의약품 정
책(혹은 체계) 개념은 개발도상국 맥락에 국한하여 논의되며, 국가(정부)의 역할은 
‘관리’라는 잔여적 차원으로만 제안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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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집합(Field, 1973),” “인구집단에 보건의료를 전달하는 것으

로 완결되는 자원, 조직, 재원조달, 관리의 조합(Roemer, 1991),”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들(병원, 의사의 진료, 의원)과 

의료서비스 재원조달을 배열하는 조직들(정부, 기관, 주, 지역사회, 

민간보험회사)(Quadagno, 2010, Beckfield et al., 2013에서 재인

용)” 등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보건의료체계’란 

결국 ‘건강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생산·공급이 조

직되고 관리되는 실체’이며, 이 체계의 결과는 보건의료의 사용, 곧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이다.15) 기존 정의는 부재하지만, ‘의약품체계’ 

역시 ‘건강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의약품의 생산·공급이 조직

되고 관리되는 실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체계의 결과는 의약품의 

사용, 곧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다. 

의약품을 보건의료의 일부라고 본다면, 의약품체계 역시 보건의료

체계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의약품의 생산·공급’이 ‘의

약품을 만들어내고, 접근 가능하도록 내어놓는 일’이라고 본다면, 

‘의약품체계’는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생산체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생산의 단위가 ‘제약사’이기 때문이다.1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의약품체계’가 아닌 ‘의약품 생산·공

급 체제’라는 관점을 택한다. 여기서 ‘체제’는 ‘가치, 규범, 규칙을 

실현하며 따라서 행동을 형성하는 규범적 혹은 규제적 틀을 제공하

는 실체’로서, ‘국가와 경제 사이의 관계에서 법적·조직적 특징들의 

15) 이러한 정의가 시민 혹은 환자의 주체적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논외로 한다.

16) ‘생산체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자본주의적 구
조 하의 생산체제에서 핵심 행위자는 기업이다. Hall & Soskice(2001)의 ‘자본주의
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VoC)’ 이론은 기업이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y, LME)’와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라는 유형화를 제시한 바 있으며, 그 
이전의 연구에서 Soskice(1999: 101-102)는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를 “시
장과 시장 관련 제도들을 통한 생산의 조직”으로 정의하면서, 생산체제 분석은 “제
도적 배열의 차이가 미시적 행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식”에 주목한다고 설
명하였다.



- 15 -

조합이 체계적으로 얽혀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Sainsbury, 1999: 

77; Esping-Andersen, 1990: 1-2).17)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 관

점은 ‘제약산업’과 ‘공공정책’이라는 구분을 넘어, 직접적인 의약품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재원조달, 규제 등 정

책과 관리를 포괄하며,18)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 규제적 제

도와 규범적 제도가 체계적으로 얽혀있는 점을 포착한다.

나) ‘공공성’ 관점

그간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는 ‘제약산업’과 ‘공공정책’으로 구분되

어 파악되어 왔고, 시장 실패 또는 정부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

이 지배적이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의약품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 

특성들을 갖추고 있다. 의약품 시장 실패의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

지만, 대표적 논거는 의약품이 순수한 사용재보다는 가치재(merit 

good) 혹은 공공재(public good)라는 것이다.

의약품은 보건의료의 일부이며 보건의료는 많은 경우 가치재로 분

류된다(양봉민, 2006; Henderson, 2005). 가치재는 순수한 사용재

도, 공공재도 아닌 양극 사이에 놓인 재화로, 일반적인 소비자가 그 

17) Esping-Andersen(1990: 1-2)은 기존의 ‘복지국가(welfare state)’ 대신 ‘복지국가 
체제(welfare-state regimes)’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자가 전통적인 복지 정책과 
관계된 협의의 개념인 데 반해, 후자는 복지 정책이 구조화된 방식뿐만 아니라 그
것이 고용 및 전반적인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Esping-Andersen, 1999)에서 ‘복지국가 체제’는 
‘복지 체제(welfare regime)’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한편 Sainsbury(1999: 77)는 
기존의 복지국가 비교 연구에서 젠더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책에서 젠더가 구조화된 방식, 그리고 법률에서 나타나는 젠더 관계 양식의 규칙
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회정책 체제(social policy regimes)’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젠더정책 체제(gender policy regimes)’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는
데, ‘사회정책 체제’가 국가와 경제 사이의 조직에 주목한다면, ‘젠더정책 체제’는 
젠더 관계의 조직에 주목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 체제’는 분석의 단위를 행동에
서 정책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젠더정책 체제’는 실제의 혹은 선호되는 
젠더 관계에 따라 유형화된다.

18) 생산의 단위인 제약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유통, 사용을 위한 전달(의료전문직
에 의한 처방, 조제·판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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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제공되어야만 한

다. 예컨대 일차의료와 예방적 서비스는 그 편익에 비해 과소 소비

(under-consume)된다. 의약품이 가치재라면, 재원조달 및 전달

(delivery)에 있어서의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Henderson, 

2005).

한편 의약품을 과학적 지식과 제품, 두 가지로 나누어 파악하고, 

과학적 지식은 소비에 있어 비경쟁성(nonrivality)과 비배제성

(nonexclusivity)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있다

(Reinhardt, 2007).19) 비경쟁성이란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이 소비할 양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을, 비배제성이란 소비에 있어 

특정 개인이 배제될 수 없는 특성을 말한다(Henderson, 2005; 

Musgrove, 1996). 공공재는 그것에 대해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판매를 위해 그것을 생산하지 않고, 따라서 

정부 등 비 시장적인 기구에 의해 재원이 조달될 때에만 생산될 수 

있다(Musgrove, 1996).

이러한 관점은 의약품의 재화로서의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생산·공급이 시장에만 맡겨져서는 안 되는 명료한 논거를 제공해 주

지만, 정부의 역할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 실패를 교정, 

보완하는 잔여적 수준으로 제한한다. 무엇보다도 의약품의 사용, 곧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분배정의의 문제는 고려되

지 않는다.

한편 의약품 시장의 실패는 제약산업에 대한 막대한 정부 보호의 

명분이 되어왔다(Reinhardt, 2007). 정부는 ‘혁신 촉진’을 명목으로 

제약산업에 세금 혜택과 지적재산권 보호 혜택을 부여하며(Kalant 

& Shrier, 2006), 허가 규제제도 역시 제약산업에 우호적인 역할을 

19) Reinhardt는 제약산업에서 영리민간 기업은 다른 산업에서와 달리 정부의 보호 없
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반(半) 공공, 반(半) 민간 기업의 특성을 가
진다고도 주장한다(Reinhard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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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Abraham, 2009). 전체 보건의료 지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

는 의약품 지출은 제약산업의 생존에 필요한 수요를 보장한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보호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더욱 불

완전하게 만들었고, 독점을 더욱 강화했다. 혁신은 감소하고 있으며

(Abraham, 2010), 신약 가격의 상승은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

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공기업에 버금가는 지원을 받는 제약기업들

은 산업평균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누리고 있다(Fortune, 2009). 의

약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공공관리학적 관점에서 이는 시장 실패를 교정, 보완하기 위한 정

부 ‘개입’의 ‘실패’이다. 시장 실패와는 달리 정부 실패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가 없지만,20) Roberts & Reich(2011: 30-32)에 따르면 

의약품 영역에서 정부 실패는 크게 목표 혹은 우선순위 실패, 정책 

설계 실패, 실행 실패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옳은(right) 목표를 추

구하고 있는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최상의 정책을 

제정하고 있는지, 그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

가 정부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정부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요소이다. 선거제도, 정

부제도, 정당 구조와 같은 거시적 수준에서부터 이해관계자와 같은 

미시적 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요소들이 정부의 목표 설

정, 정책 설계, 정책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은 제약산업과 공공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측면을 고려

할 수 있게 해 주지만, 무엇이 ‘옳은’ 목표인지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림 8]과 같이, 의약품 영역에서 정부는 공공보건 목표, 보건의료 

목표, 산업 목표를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양

질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의약품 지출을 억제하려 

하고, 동시에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도 한다

20) 시장 실패의 기준점이 완전경쟁 시장이라면, 정부 실패의 기준점, 즉 정부의 의무
에 대해서는 합의된 기준이 없다(Roberts & Reich, 2011: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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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and & Altenstetter, 2004). 각 목표는 보완적일수도 있지

만, 자주 갈등관계에 놓인다. 예컨대 의약품 지출을 억제하거나, 산

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저해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목표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면, 결정된 우선순위가 공공의 이해(public 

interest), 즉 공공이익과 배치될 수도 있다.

[그림� 8]� 의약품�정책의�목표� 간� 갈등관계

출처: Permanand & Altenstetter(2004)를 참고하여 도식화함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제학적 시장 실패 관점이나 공공관

리학적 정부 실패 관점이 아닌, ‘공공성’의 관점에서 의약품 생산·공

급 체제를 바라본다. 본 연구의 공공성 관점은 다음의 세 가지 전제 

위에 있다. 첫째, 공공이익은 실재한다. 둘째, 공공이익에 부응하는 

정도는 공공가치를 달성하는 정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셋째, 공

공이익, 공공가치에서 ‘공공의’라는 수식의 명사형인 공공성

(publicness)은 구성적, 복합적, 차원적 개념으로서 ‘공공 부문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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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준’으로 포괄되지 않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각각의 전제를 아

래에서 살펴본다.

(1) 공공이익에 관한 실재론적 관점

실재론적 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의약품 규제 발달 역사를 분석

한 Abraham(2009)에 따르면, 의약품 규제의 역사적 출현은 그 자

체로 소비자 혹은 환자가 시장이나 정치적 과정에서 표현하는 선호 

‘너머에’ 환자와 사회의 실재하는 건강 이해(health interest)가 존재

함을 보여준다.21) 미국과 유럽에서 의약품 규제 강화의 계기가 된 

Sulfanyl Elixir 사건이나 Thalidomide 사건과 같은 의약품 참사는 

제약산업의 상업적 이해(business interest)가 환자의 이해와 배치될 

수 있음을 드러냈으며, 따라서 정부는 환자와 공공보건을 위해 의약

품의 질, 안전성, 효능을 규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규제가 ‘내세우는’ 목적으로, 실제 규제가 공적인 건강 이해에 얼마

나 부응하는지, 상업적 이해에 의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판단

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22)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이

익’이 실재하며,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는 공공이익에 얼마나 부응하

는지, 제약산업의 ‘상업적 이해’에 의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평

가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2) 공공가치 달성에 대한 초점

제약산업과 공공정책에 관한 시장 실패 관점과 정부 실패 관점은 

공통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며, 각각 시장의 우선

성, 정부에 대한 관리적 이해에 기초함으로써 정작 의약품 생산·공

21) Abraham에 따르면, 시장이나 병원에서 표현되는 선호와 실재하는 건강 이해가 일
치되지 않는 것은, 제약사에 의한 잘못된 의약품 판촉 및 의약품의 위해-편익 정보
에 대한 공적 접근의 저해에서 비롯된 (의약품에 대한) 허위의식 때문이다.

22)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규제 발달 역사는 “(신자유주의적) 기업 편향”울 보여 왔다
고 Abraham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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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체제가 목표로 해야 할 공공이익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한계

가 있다.

Bozeman(2002; 2007)에 따르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이전에 공공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여

부가 중요하고, 시장이나 정부 어느 쪽에 의해서도 제공되지 않는다

면 그것을 공공 실패(public failure) 혹은 공공가치 실패(public 

value failure)로 볼 수 있다.23) 여기서 공공가치란, 공공이익이 모호

하고, 식별이나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24) ‘공공이익’이 ‘“공공(public)”으로 이해되는 특정 사회 

집단의 장기생존과 행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로서 실재하지만 

발견, 구성해 나가야 하는 어떤 것이라면, ‘공공가치’는 ‘① 시민들의 

권리, 혜택, 특권, ② 시민들의 사회, 국가, 서로에 대한 의무, ③ 정

부와 정책이 기반을 두어야 할 원칙에 관한 규범적 합의를 제공하

는 것’으로서, 직관, 설문조사, 문헌검토 등을 통해 식별이 가능하다

(Bozeman, 2007: 17-18, 133-141).25)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이

익이란 곧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 달성’이며, 의약품 생

산·공급 체제가 공공이익에 부응하는 정도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

의 공공가치 달성 정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26)

(3) 구성적, 복합적, 차원적 개념으로서의 ‘공공성’

‘공공이익’과 ‘공공가치’에서 ‘공공의(public)’라는 수식의 명사형인 

공공성(publicness)은 학문분야와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

23) 공공 실패 혹은 공공가치 실패 개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3장 나절에서 다룬다.
24) 여기서 ‘가치’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 것이다. ① 가치는 평가적인 판단을 표

현한다. ② 가치는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③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
정적이다. ④ 가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⑤ 가
치는 숙의를 통해서만 변한다. ⑥ 가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규정하는 것을 
돕는다(Bozeman, 2007: 117).

25) 공공이익과 공공가치 개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3장 가절에서 다룬다.
26) 시장 실패 관점과 정부 실패 관점이 목표로 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본질적 가

치이기보다는 도구적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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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공성 개념은 단순히 ‘공공 부문의 역

할 수준’으로 포괄되지 않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

성을 갖는다.

첫째, 공공성은 구성되는 개념이다. 공공성은 실재하면서도 발견, 

구성되는 개념이다. 한편 무엇이 공공성으로 인식되느냐는 그 자체

로 기제(인과적 힘)를 가진 실재하는 구조로서 작동한다. 예컨대 각 

사회에서 공공이익, 공공가치는 처한 역사·제도적 맥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혹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27)

둘째, 공공성은 복합적 개념이다. 공공성은 한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 또는 가치로서 공공이익 또는 공공가치뿐만 아

니라, 그를 달성하기 위한 주체와 과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

이 일반적인 이해이다(조한상, 2009; 이승훈, 2008; 임의영, 2003; 

Moulton, 2009). 좁은 범위에서는 목표 또는 가치로서 공공이익 또

는 공공가치를 전제한 상태에서, 보다 공식적인 주체와 과정을 지칭

한다.

셋째, 공공성은 차원적(dimensional) 개념이다. 공공성은 소유주체

와 공공-민간 이분법을 넘어, 다양한 차원과 정도(degree)를 가지는 

개념이다. 예컨대 공공조직은 공공이익을 기반으로 할 것이 기대되

어 지지만, 실제 공공조직이 공공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정도는 다양

하게 나타난다. 소유주체만이 아닌, 다른 차원의 정치적 권위와 경

제적 권위의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Bozeman, 1987).28)

27) “한 사회의 공적 질서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시각에서 보면 공적인 것과 사적
인 것이 원래부터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부여
되는 것이다 ... (중략) ... 특정한 시대의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공성에 관한 
의미체계를 ‘공공성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공공성 프레임은 당대의 사회를 지탱하
는 사회통합의 구심이 무엇인가에 따라 시대마다 변화하기 마련이다. 또한 한 시대
를 관통하는 역사적 프레임은 단순한 의미나 의식 등 관념의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역사프레임을 구축하는 당대의 다양한 규범과 제도, 가치와 이념, 조직과 자
원을 포괄하고 있다. 이 점에서 공공성의 역사적 프레임은 공공성이 사회적으로 구
성될뿐더러 역사적으로 변화함으로써 기존의 공적 질서가 새로운 공적 질서로 재구
성되는 현상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설명도구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오늘날 
공공성의 위기적 현실에서 공공성 프레임의 역사적 변화를 살피는 것은 새로운 공
적 질서를 전망하는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조대엽과 홍성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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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공공성 개념의 특성은 이상형(ideal type)으로서 공공성

과 현실 형태로서 공공성을 구분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구분은 공

공성 개념의 동어반복적 특성(tautology)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다) 방법론적 전략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는 정부와 개인의 지불능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야기한다. 하지

만 고소득국가 역시,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약품에 대한 접

근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가 경제발

전 수준에 따른 의약품 생산·공급의 불평등을 넘어, 그 기저의 자본

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경제발전만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한

계가 있다는 점도 드러낸다.

경제발전은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을 위한 필요조건이 아

니며, 브라질과 태국의 경우 공공제약사를 통한 생산, 공공 재원을 

통한 보편적 접근 보장,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를 통해 

HIV/AIDS 치료제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바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이 아닌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근대 이후 어떤 국가도 자본주의적 생산·공급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다만 맥락적 조건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림 9]와 같이,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

공성(PPPR)은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낳는 인과적 경로에서 작용하는 맥락적 조건이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구조이자 기제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이 아닌 역사·제도적 맥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29) 

28) ‘차원적 공공성’ 개념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3장 나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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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역사·제도적 맥락’이란, 체제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역사적 

특수성(경로의존), 사회적 배태성, 제도적 상호보완성’이라는 제도주

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제도’란,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제도를 아우르는 것으로서, 행위자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의해 형성, 유지, 변화되는 것이다(Coates, 2005: 18; Campbell, 20

04: 11, 신동면, 2009에서 재인용).

Wright(2010: 23-24, 번역본 71-72)에 따르면, 현실 자본주의는 

단지 ‘사적 소유’와 ‘시장’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본주의와 다르다. 현실에서 자본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하며, 제도의 특성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 결과 현실에는 다양한 자본주의, 곧 자본주의의 ‘변종들

(varieties)’이 존재하게 된다.30) 자본주의의 ‘변이들(variations)’은 

크게 ‘유형(types)’과 ‘하이브리드(hybrid)’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유형’은 시장경쟁성의 정도, 기업의 규모, 기술 발전의 수준과 같은 

변이를 가리킨다. 흔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논의되는 

‘자본주의의 다양성(VoC)’ 혹은 ‘생산의 사회적 체계(Social Systems 

of Production, SSP)’와 같은 ‘생산체제’ 논의들이 이러한 종류의 변

29) 여기서 자본주의적 구조(structure)와 이윤, 영리 기제(mechanism), 맥락적 조건
(condition)이자 또 다른 기제(other mechanisms)로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
공성이라는 인과관계는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에 따른 것이다(Sayer, 2000: 15). 

30) 변이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을 통한 경제조정을 
핵심 기제로 하는 한은 자본주의적 구조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

↑ ↑ ↑

이윤, 영리 기제 ←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 역사·제도적 맥락

↑ ↑ ↑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

[그림� 9]� 인과적�모형:� 자본주의적�의약품�생산·공급� 구조� 하� 의약품�생산·공급�

체제의�공공성과�의약품에�대한�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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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룬다. 한편 ‘하이브리드’는 국가가 생산을 직접 조직하는 정

도, 협동조합과 기타 형태의 집합적 재산의 역할, 전자본주의적 경

제 형태들의 지속적 존재와 같은 변이를 가리킨다. 이러한 변이는 

해당 체제의 ‘자본주의성(capitalisticness)’을 줄이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그림 10]과 같이, 의약품 생산·공급의 조직과 관리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에 의한 배분을 통해 작동하는 경우를 ‘순수하게’ 

자본주의적인 체제라고 한다면,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와 공공 배분

을 통해 작동하는 ‘순수하게’ 공공적인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는 ‘반

자본주의적(anti-capitalistic)’이다. 현실에서는 ‘순수한’ 자본주의도, 

‘순수한’ 공공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하이브리드’만이 있을 뿐

이다. 즉, 현실 체제는 ‘순수한’ 자본주의에 속하는 정도와 ‘순수한’ 

공공성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화될 수 있다. 복지체제(보건의료 

포함)와 생산체제를 포함, 다양한 역사·제도적 맥락이 의약품 생산·

공급 체제 자본주의성/공공성의 다양성을 낳는다.31)

자본주의적�의약품�생산·공급�체제 공공적�의약품�생산·공급�체제

[그림� 10]�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이윤,� 영리� 기제)와� 공공적�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공공가치� 기제)

31) 물론 인과관계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자본주의성/
공공성은 보건의료체계, 복지체제, 생산체제의 자본주의성/공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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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에도 불구하고 의약

품 생산·공급 체제의 자본주의성/공공성에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의 양적, 질적 차이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

임으로써 대안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모색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PPPR)을 

개념화하고, 주요 의약품 소비국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한다. 

유형화를 통해 PPPR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각 유형별 역사·제도적 

맥락을 고찰하는 한편,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PPPR 배열을 확인한다.

유형화와 필요-충분조건의 분석에는 질적연구의 일반적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체계적 비교가 가능한 퍼지셋 이상형분석과 퍼지

셋 질적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상관관계가 아닌 집합관계를 기

반으로, ‘이상형에 대한 소속 정도’를 통해 유형화하며, ‘원인조건 결

합의 결과에 대한 필요-충분조건 여부’를 검증한다.

나.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

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PPPR은 어떻게 개념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

둘째, 각국은 어떤 유형의 PPPR을 발전시켜 왔는가? 이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은 무엇인가?

셋째, 각국에서 PPPR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고 있는가? 이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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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범위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국민국가 수준의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이

며, 연구대상 국가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IMS 

Health가 주요 의약품 소비국가로 분류한 26개 국가로 한다(IMS 

Health, 2010). 주요 의약품 소비국이 자국의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생산·공급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측면에

서다. 26개 국가는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의약품 소

비국인 북미(캐나다, 미국), 서유럽(EU 5개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

리아, 스페인, 영국), 일본이 한 집단이라면, 새로이 성장하는 개발

도상국으로서 ‘pharm-merging countries’로 불리는 중남미(아르헨티

나,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시아(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

국,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중동유럽(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우

크라이나), 중동(이집트, 터키),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다른 한 

집단이다. 이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분석 변수 자료의 누락으로 배

제되고, 나머지 25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표 4). 

분석을 위해서는 가용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하지만, 역사·제도

적 맥락을 고찰함에 있어서는 시간적 고려가 동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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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국가명(약자) 소득그룹 지역그룹

1 아르헨티나(Argentina) ARG UMC AMR

2 브라질(Brazil) BRA UMC AMR

3 캐나다(Canada) CAN HIC AMR

4 중국(China) CHN UMC WPR

5 이집트(Egypt) EGY LMC EMR

6 프랑스(France) FRA HIC EUR

7 독일(Germany) DEU HIC EUR

8 인도(India) IND LMC SEAR

9 인도네시아(Indonesia) IDN LMC SEAR

10 이탈리아(Italy) ITA HIC EUR

11 일본(Japan) JPN HIC WPR

12 한국(Korea, Republic of) KOR HIC WPR

13 멕시코(Mexico) MEX UMC AMR

14 파키스탄(Pakistan) PAK LMC EMR

15 폴란드(Poland) POL HIC EUR

16 루마니아(Romania) ROU UMC EUR

17 러시아(Russian Federation) RUS UMC EUR

18 스페인(Spain) ESP HIC EUR

19 태국(Thailand) THA UMC SEAR

20 터키(Turkey) TUR UMC EUR

21 우크라이나(Ukraine) UKR LMC EUR

22 영국(United Kingdom) GBR HIC EUR

23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USA HIC AMR

24 베네수엘라(Venezuela) VEN UMC AMR

25 베트남(Vietnam) VNM LMC WPR

주: 
1) 소득그룹: LMC(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중하위소득국가), 

UMC(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중상위소득국가), HIC(High Income 
Countries, 고소득국가) (World Bank list of economies, 2012.7월 기준)

2) 지역그룹: AMR(Americas Region, 미주), WPR(Western Pacific Region, 서태
평양), EMR(Eastern Mediterranean Region, 중동),  EUR(Europe Region, 유
럽), SEAR(South-East Asia Region, 동남아시아)

<표� 4>� 연구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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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논문구성

2장 ‘연구방법’에서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과 퍼지셋 이상형분석 

방법을 고찰한다. 변수중심적 방법(양적방법)이나 사례중심적 방법

(질적방법)이 아닌 이들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방

법을 제시한다.

3장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개념화’에서는 철학적 기반

으로서 인권 이론과 공공이익 이론, 개념적 기반으로서 공공성 이론

을 고찰한 뒤, PPPR을 개념화한다.

4장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측정과 유형화’에서는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관해 고찰한 

뒤 측정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연구대상 국가별로 PPPR을 측

정한 뒤,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유형화한다. 각 유형별 대표 국

가의 사례를 고찰하고,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한다.

5장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

치는 영향’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에 관해 고찰한 뒤 측정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연구대상 국가별로 의약품에 대한 접

근 수준을 측정한 뒤,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유형화하는 한편,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PPPR 배열을 확인하고,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한

다.

6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 고찰하고 기여와 한계를 제시

한다.

이상의 연구의 흐름을 도식화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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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

  의약품 생산·공급의 불평등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연구문제, 연구범위, 논문구성

연구방법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퍼지셋 이상형분석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개념화

철학적 기반: 인권, 공공이익 이론

개념적 기반: 공공성 이론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개념의 이론적 구성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측정과 유형화

선행연구: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의 조작적 정의

퍼지셋 이상형분석: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 공공성의 

유형화

각 유형별 대표 국가의 사례 고찰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조작적 정의

퍼지셋 이상형분석: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유형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배열 확인

각 인과적 경로별 대표 국가의 역사·제도적 맥락 고찰

결론
연구결과의 종합, 고찰

연구의 기여와 한계

<표� 5>� 논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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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본론은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파트에서

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PPPR)을 개념화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의 PPPR을 측정하고 유형화한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연구대상 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측정하고 

유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PPPR 배열을 분석한다.

이 장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파트의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을 

고찰한다.32) 본 연구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비교방법에 기초하고 있

으며, 구체적으로는 변수중심적 방법(양적방법)이나 사례중심적 방법

(질적방법)이 아닌 퍼지셋 질적비교분석과 퍼지셋 이상형분석 방법

을 사용한다. 아래에서는 이들을 연구방법으로 택하는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가. 질적비교분석

본 연구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과 이상형분석을 연구방법으로 택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적 이유가 있다. 먼저 양적분석이 아

닌 질적분석을 선택하는 방법론적 이유, 연구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질적비교분석이라는 분석 도구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보다 발전된 

도구로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선택한 이유이다. 여기에는 본질적

이고 이론적인 이유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모두 포함된다

(이승윤, 2014).

비교사회·정치연구의 관점에서 양적연구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

다.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독립(independent)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순 효과(net effect)’를 분석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이 결합

32) ‘개념화’를 위한 연구방법은 생략한다. 본 연구의 PPPR 개념화는 비판적 실재론과 
제도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비판적 실재론적 방법은 Sayer(1992), Collier(1994), 
Danermark et al.(2002)을, 제도주의 방법은 Chavance(2007), 하연섭(2011)을 참
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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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되어 나타나는 거시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

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탐색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연구의 관점에도 부합되지 않는다(최영준, 2009; Ragin, 

2008a; 2000; 1987).

양적연구와 달리, 질적연구는 개별 사례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

는 전체론적 입장을 취하고, 복잡한 인과적 경로를 가정하는 결합적 

인과관계를 고려하지만, 사례 수가 늘어나는 경우 체계적 비교가 쉽

지 않고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최영준, 

2009; Ragin, 2008a; 2000; 198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사회·정치학자인 Ragin은 질적

연구(사례중심 연구)의 일반적 논리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개발하였다. QCA는 불리언 대수(Boolean 

Algebra), 일반집합(crisp-set)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Boolean 

QCA 혹은 Cs/QCA라고도 불린다. 양적연구와 달리, QCA는 변수 

간 상관관계가 아닌 집합관계에 기초한 분석으로서 ‘조건 배열

(configurations of conditions)의 결과에 대한 필요-충분조건 여부’

를 평가한다.

QCA는 결합적 분석을 통해 사례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인

과적 복잡성을 다루며, 이 때, 결과를 설명하는 서로 다른 이론들(인

과적 경로들)을 함께 검증할 수 있다. 또 집합 이론적 설명을 통해 

사회과학이 다루고자 하는 연구 질문에 적합한 결론(필요-충분조건 

여부)을 도출한다. 소수사례와 다수사례의 중간지대인 중범위 사례

(middle-N, 흔히 15 사례 전후)를 다룰 수 있으며, 인과관계에 대

한 설명과 맥락을 고려한 일반화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QCA는 이

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론을 도출하고, 계량화를 하는 동시에 계

량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논의에 열려있다(이승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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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은 QCA와 마찬가지로 Ragin에 의해 개발된 방

법으로, 일반집합이 아닌 퍼지집합(fuzzy-set)에 기초한 질적비교분

석이다. 주어진 집합에 대해 단순히 속함(1)과 속하지 않음(0)만 고

려할 수 있는 QCA와 달리, Fs/QCA는 0부터 1까지 다양한 소속정

도(degrees of membership)를 고려할 수 있다.

Fs/QCA는 일반화를 추구하는 변수중심적(variable-oriented) 방

법(양적방법)과 복잡성을 추구하는 사례중심적(case-oriented) 방법

(질적방법)이 가진 장단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기에, 둘 사이의 모

호한(fuzzy) 중간지대를 다룰 수 있는 가교로 비유된다(이승윤, 

2014; Ragin, 2000: 22).33) Ragin은 Fs/QCA를 다양성을 지향하는

(diversity-oriented) 연구라고 설명한다.

Fs/QCA는 각 원인 조건의 독립적인 효과가 아닌 결합(배열)에 

주목하며, 어떤 배열이 결과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인지를 분석한다

는 점에서 QCA와 같은 분석논리를 공유한다. QCA와 구별되는 점

은 각 변수별 원 지표를 연구자 나름의 질적 기준에 따라 퍼지 소

속점수(membership score)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비교사회·

정치연구에서 질적분석(문헌분석, 역사적 분석)에 따른 변수를 사용

하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2차 자료의 변수 또한 사용할 수 있게 

한다(최영준, 2009; Ragin, 2008a; 2000; 1987).34)

구체적으로 Fs/QCA는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이승

윤, 2014: 18-19).

33) QCA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Fs/QCA와 비교한다면 양적방법과 
질적방법의 ‘중간지대’이기보다는 질적방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4) QCA 역시 일정정도는 이러한 특성을 갖지만, 단순히 속함(1)과 속하지 않음(0)만
을 고려할 수 있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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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례에 대한 질적분석과 기존 이론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상형

의 특성이나 원인조건을 선택한다.

② 원인조건들의 가능한 결합을 제시한다(속성공간의 구축). 

③ 사례에 대한 실증적인 지식과 관련 이론을 기반으로 질적 기준

점 혹은 점수표(calibration)를 만든다.

④ 각 원인조건과 원인조건 결합에 대한 각 사례의 퍼지 소속점수

를 산출한다.

⑤ 원인조건(결합)의 퍼지 소속점수와 결과의 퍼지 소속점수를 비

교함으로써 필요-충분조건 여부를 가늠한다.

아래에서는 Fs/QCA의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기술한다.

1) 속성공간의 구축

먼저 사례에 대한 질적분석과 기존 이론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상

형의 특성이나 원인조건을 선택하고, 원인조건들의 가능한 결합을 

제시한다.

원인조건이 많아지면 가능한 원인조건 결합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

기 때문에(해당 속성집합에 대한 소속과 비소속을 고려하면 개의 

배열이 가능하다), Ragin은 3개에서 8개 사이의 원인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agin, 2008a: 142).

2)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

속성공간을 구축한 뒤에는 속성공간을 구성하는 각 속성들을 측정

한 원점수를, 각 집합들에 대한 사례들의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한

다. 이는 완전한 소속 지점(fully in)과 완전한 비소속 지점(fully 

out) 사이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이상적으로는 사례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질적 기준점을 이

용하는 방법이 권장되지만, 탐색적 연구나 연속형 변수(다범주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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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를 사용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Ragin이 개발한 Fs/QCA 2.5 

software의 눈금매기기(calibration)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자의성

이 적고 객관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김진욱과 최영준, 2012; 신동

면과 최영준, 2012; 최영준, 2009).35) 이 방법은 완전한 소속 지점, 

완전한 비소속 지점과 함께 최대모호성 지점 혹은 교차점

(cross-over point, neither in nor out)을 지정하도록 하는데, 기준

점 선정에는 흔히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하나는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기준점으로 삼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평균에 표준편차

를 더한 값, 평균값,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을 기준점으로 삼는 

방법이다.

눈금매기기 기능을 이용한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은 완전한 소속 

지점을 소속점수 0.95로, 완전한 비소속 지점을 소속점수 0.05로, 

교차점을 소속점수 0.5로 할당한 뒤 이들을 기준으로 사례들을 분포

시킨다. 이 때 소속점수의 오즈(odds)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이 측정

기준으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각 사례별로, 교차점과의 편차를 구한다.

② 각 사례별로, 로그오즈값을 구한다. 

편차가 양(+)인 경우, 즉 원점수가 교차점보다 큰 경우, 

  로그오즈 = 편차×완전히 속하는 지점의 편차
완전한 소속점수의 로그오즈

편차가 음(-)인 경우, 즉 원점수가 교차점보다 작은 경우,

35) 온전히 질적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한다면, 변환의 방법은 크게 직접법과 간접법
으로 나뉘며 Fs/QCA 2.5 software는 직접법을 채택하고 있다. 간접법은 추정 소속
점수에 따라 사례들을 대략적으로 분류하고 나서 이를 다듬는 방식이다. 다듬는 과
정은 분류를 종속변수로 하고 원점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분수다항회귀분석
(fractional polynomial regression)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준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접법 대신 사용할 수 있다(Ragin, 2008a: 94-96).

소속점수의 로그오즈(log odds) = LN( 소속점수
소속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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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오즈 = 편차×완전한 비소속 지점의 편차
완전한 비소속점수의 로그오즈

③ 각 사례별로, 퍼지 소속점수를 구한다.

퍼지 소속점수 = exp로그오즈 
exp로그오즈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사용하는 경우 퍼지 소속점수는 0.05부

터 0.95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값, 평균

값,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을 사용하는 경우 퍼지 소속점수는 0

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3) 필요-충분조건 검증

원점수를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하고 나면, 각 원인조건 결합에 대

한 각 사례들의 퍼지 소속점수를 계산하고, 결과에 대한 각 사례들

의 퍼지 소속점수와의 비교를 통해 각 원인조건 결합의 결과에 대

한 필요-충분조건 여부를 가늠한다. 여기서는 퍼지셋 논리 중 최솟

값의 원리(minimum principle)와 부분집합의 원리(subset principle)

가 사용된다.

먼저 최솟값의 원리는, 교집합에 대한 소속점수의 계산은 조합되

는 집합들 각각에 대한 소속점수 중 가장 작은 값을 취한다는 원리

이다(Ragin, 2008a: 36-37; 2000: 175-176; Kvist, 2007; 1999). 

예컨대 공공제약사 보유 집합(s)에 대한 소속점수가 1이고(AND),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이 높은 집합(p)에 대한 소속점수가 

0.32이며(AND),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높은 집합(i)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라면,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이 높으며,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높은 집합

(s*p*i)’에 대한 소속점수는 0.32가 된다.

부분집합의 원리는, 집합 A에 대한 소속점수가 집합 B에 대한 소

속점수보다 작거나 같다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는 원

리이다(Ragin, 2008a: 38-42; 2000: 214-218). 결과 집합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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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즉 결과에 대한 소속점수가 원인조건 

결합에 대한 소속점수보다 작거나 같다면, 원인조건은 결과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원인조건 집합이 결과 집합의 

부분집합일 때, 즉 결과에 대한 소속점수가 원인조건 결합에 대한 

소속점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원인조건은 결과를 위한 충분조건이라

고 할 수 있다.36)

가로축을 원인조건 집합에 대한 소속점수로 하고, 세로축을 결과 

집합에 대한 소속점수로 하는 산점도에서, 사례들이 주대각선 아래

에 분포한다면 원인조건은 결과를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위에 분포

한다면 원인조건은 결과를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그림 11). 특히 주

대각선에서 멀리 있는 사례들, 즉 필요조건에서 우하각 사례와 충분

조건에서 좌상각 사례들은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상관성을 떨어뜨리

는 오차(error)로 취급될 수 있지만, 집합관계 분석에서는 해당 원인

조건 외 다른 조건과 ‘결합’하여 결과를 설명하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Ragin, 2008a: 39-42).

36) 결과에 대한 소속점수가 원인조건 결합에 대한 소속점수와 같다면, 원인조건은 결
과를 위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조건을�나타내는�산점도 충분조건을�나타내는�산점도

[그림� 11]� 퍼지셋�필요조건과�충분조건을�나타내는�산점도

출처: Ragin(2008a: 4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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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이 결과에 대한 원인조건의 필요-충분조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부분집합의 원리는 핵심적이

다. 하지만 완벽한 부분집합 관계란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

에 일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적분석 

결과가 유의성(significance)과 강도(strength)에 따라 평가되는 것처

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의 결과는 일관도(consistency)와 설명력

(coverage)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일관도는 해당 원인조건을 공유하는 사례들이 결과를 보이는 데 

있어서 일관된 정도를 의미하며, 역으로 결과를 보이는 사례들이 원

인조건을 보이는 데 있어서 일관된 정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는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적분석에서의 유의성과 유사한 개념으

로, 아래와 같이 공식화된다(Ragin, 2008a: 44-54). 해당 원인이 

충분조건인 경우, 모든 사례에서 결과에 대한 소속점수가 원인조건

에 대한 소속점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일관도는 1이 된다. 해당 원인

이 필요조건인 경우, 모든 사례에서 결과에 대한 소속점수가 원인조

건에 대한 소속점수보다 작거나 같다면 일관도는 1이 된다.

설명력은 특정 원인조건이 결과 사례들을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

며, 원인조건 사례들이 결과 사례들과 짝지어지는 정도라고도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적분석에서의 강도와 

유사한 개념이다(Ragin, 2008a: 44, 54-63). 설명력은 모집합 중 

부분집합과 모집합이 겹치는 정도로 계산되고, 아래와 같이 공식화

된다. 필요조건의 설명력은 충분조건의 일관도와 동일하게 계산되

고, 충분조건의 설명력은 필요조건의 일관도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필요조건의 일관도: consistency  ≤   ∑min 

∑min    

충분조건의 일관도: consistency  ≤   ∑min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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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도와 설명력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기 때문에, 설명력

의 계산은 일관도가 기준선 이상임을 확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12]의 벤다이어그램에서, 그림의 부분집합 관계가 결과를 

위한 필요조건인 원인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원인조건이 모집합, 

결과는 그의 부분집합이고, 일관도는 원인조건을 보이는 사례 중 결

과를 보이는 사례를 나타내는 

 , 설명력은 결과를 보이는 사례 

중 원인조건을 보이는 사례를 나타내는 

 에 해당된다. 반대로 

결과를 위한 충분조건인 원인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결과가 모집

합, 원인조건은 그의 부분집합이고, 일관도는 원인조건을 보이는 사

례 중 결과를 보이는 사례를 나타내는 

 , 설명력은 결과를 보이

는 사례 중 원인조건을 보이는 사례를 나타내는 

 에 해당된

다.37)

37) 원인조건이 결과를 위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인 경우, 원인조건을 보이는 모든 
사례가 결과를 보이고 결과를 보이는 모든 사례가 원인조건을 보이게 된다. 즉 a나 
c에 해당되는 사례는 없으며 원인조건 집합과 결과 집합은 일치된다. 

필요조건의 설명력: coverage  ≤   ∑min 

∑min    

충분조건의 설명력: coverage  ≤   ∑min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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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Fs/QCA 2.5 software를 사용하거나 

STATA software의 fuzzy module을 사용할 수 있으며,38) 본 연구

는 Fs/QCA 2.5 software를 사용한다. 분석은 진실표(truth table) 

알고리듬을 이용하며,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퍼지 소속

점수 자료로부터 진실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인과적 경로39)를 도

출하기 위해 결과를 설명하는 원인조건을 구체화한다. 이 때 결과의 

존재를 설명하는 원인조건과 결과의 부재를 설명하는 원인조건은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의 존재

를 설명하는 원인조건을 피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결과의 부재로 이

38) STATA fuzzy module은 일관도와 설명력을 확률적 평가하는 기능을 내재하고 있
는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는 분석 대상 사례 수가 적어 확률적 평가를 채택하지 않
는다. 확률적 평가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기술한다.

39)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은 결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원인조건 결합을 허용하며, Ragin
은 이들을 “causal recipes”로 부른다(각 결합을 구성하는 원인조건들은 
“ingredients”로 부른다). 아래에서는 결과를 설명하는 원인조건 결합, 즉 causal 
recipes를 인과적 경로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림� 12]� 일관도와�설명력을�나타내는�벤다이어그램

주: 숫자는 각 영역에 해당되는 사례 수를 나타낸다.
출처: Ragin(2008a: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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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기 때문이다.40) 만일 어떤 결합이 일관되게 결과의 존재를 

설명하지만 동시에 일관되게 결과의 부재를 설명한다면, 연구자는 

추가적인 원인조건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Mello, 2013; Ragin, 

2008a: 137-138).

결과를 위한 원인조건의 필요-충분조건 여부는 4가지 경우의 수

가 가능하다. 첫 번째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인 경우는 결과를 설

명하는 유일한 조건이자 조합이 아닌 단일한 조건인 경우이다. 두 

번째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닌 경우는 다른 조건과의 조합

을 통해서만 결과를 설명하며 모든 인과적 경로에서 나타나는 경우

이다. 세 번째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은 아닌 경우는 결과를 설

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능력을 가진 유일한 원인이 아닌 경우이

다. 마지막으로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닌 경우는 결과를 설명하

는 원인조건 조합의 일부에서만 나타나는 경우이다(Ragin, 2008b: 

42-43).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도출된 인과적 경로들은 각각 결과에 

대한 충분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도출된 인과적 경로들에서 공

통적으로 관찰된 원인조건은 필요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41) Ragin

은 사전에 각 원인조건들의 필요조건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조건 분

석에서 배제할 것을 권장하지만(Ragin, 2008b: 43), 필요조건이면서 

충분조건인 원인조건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 확인

된 원인조건도 충분조건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Mello, 2013).

가) 진실표 작성

진실표는 각 원인조건 결합에 대한 사례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다

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선을 결정해야 한

40) 이는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양적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사회 현상에서의 인
과적 비대칭성(causal asymmetry)이다.

41) 하지만 일반적으로 필요조건은 충분조건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평가할 것이 권
장되며, 공통적으로 관찰된 원인조건에 대해 별도로 필요조건 여부를 분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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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실제적으로 중요한 배열(relevant combinations of con-

ditions)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배열(remainders)을 구분하는 빈도 

기준선의 결정이다. 이는 어떤 원인조건 결합을 분석에 포함시킬 지

를 결정하는 것이다. 해당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사례 수가 기준선 이하인 배열, 즉 나머지 배열은 논리적으로는 가

능하지만 현실에는 그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Ragin

은 이를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 반사실적 사례

(counterfactual cases)라고 표현한다.42) 이는 연구자가 가진 정보가 

불충분해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다. 

사례가 적은 경우엔 1 사례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사례가 많

은 경우엔 더 높은 기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실제 분석대상 사례에

서 원인집합 별 사례수를 정렬해 보고, 불연속점이 있는 경우 그 지

점을 기준선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전체 사례의 75-80%

는 포함하도록 결정할 것이 권장된다(Ragin, 2008a: 130-133, 

142-144; 2008b: 75-78).

다음은 일관도 기준선의 결정이다. 이는 각 원인조건 결합에 대한 

결과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기준선 이상의 일관도를 가진 배열은 

결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준선 이하의 일관도를 가진 배열은 결과

가 부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관도가 0.8 이상인 경우 ‘거의 항

상(almost always)’, 0.65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usually)’, 0.5 이

상인 경우 ‘대개(more often than not)’ 결과를 위한 충분조건이라

고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일관도 기준선은 0.75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의되고 있지만, 실제 분석대상 사례에서 원인집합 별 일관도를 정

렬해 보고, 불연속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을 기준선으로 결정할 수 

있다(Ragin, 2008a: 136, 143-144).43)

42) ‘독립’변수의 결과변수에 대한 ‘순’ 효과를 추정하는 양적분석은 원인에 대한 암묵
적인 단순화 가정에 의존하여 제한된 다양성의 문제를 비껴간다. 하지만 복잡한 인
과적 경로, 결합적 인과관계를 고려하는 질적비교분석은 제한된 다양성 문제를 명
료하게 드러내 준다(Ragin, 2008a: 157-159). 

43) Ragin은 0.8에서 0.85 사이의 일관도를 권장한다고 하며, 상대적으로 관대한 0.8
과 상대적으로 엄격한 0.9를 사용한 결과를 모두 제시하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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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인조건 구체화

빈도 기준선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배열로 분류되는 배열을 다루

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인과적 경로가 도출되는데, 가장 보수적

인 방법은 나머지 배열을 분석에서 배제하는 방법이다. 즉 인과적 

경로를 단순화하는 데 어떤 반사실적 사례도 사용하지 않으며, 나머

지 배열은 결과의 존재도, 부재도 설명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가

장 복잡한 인과적 경로를 도출하기 때문에 complex solution이라고 

불린다.

반대로 나머지 배열을 “don’t care”하는 방법은 해당 배열을 일종

의 잠재적인 단순화 가정으로 다룬다. 즉 논리적으로 간단한 인과적 

경로를 도출하기 위해 반사실적 사례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배

열은 결과의 존재를 설명한다고 간주될 수도, 결과의 부재를 설명한

다고 간주될 수도 있다. 가장 간단한 인과적 경로를 도출하기 때문

에 parsimonious solution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두 방식의 중도를 택하는 intermediate solution이 있다. 

이 방법은 인과적 경로를 단순화하기 위해 일부의 반사실적 사례만

을 사용한다. Fs/QCA 2.5 software는 세 가지 방법에 따른 결과를 

모두 제시해 준다. 이론적, 경험적 지식에 기반을 두어 개연성 있는 

반사실과 그렇지 않은 반사실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sol-

ution과 인과적 경로를 선택할 것이 권장된다(Ragin, 2008a: 

160-175).44)

(Pinfari, 2011; Ragin, 2008a: 136, 143-144). 관찰된 분율이 기준선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큰지를 기준선 별, 유의수준 별로 확률적 평가하는 방법도 제안하였
지만, 불연속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이 명백한 것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
들기 때문에, 불연속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Ragin, 2008a: 
135-136; 2000: 109-115).

44) Fs/QCA software에서 어떤 반사실적 사례를 사용할 지를 연구자가 선택하기 위
해서는 ‘specify analysis’ 옵션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옵션에서는 intermediate 
solution이 제공되지 않는다. Ragin은 ‘standard analysis’ 옵션을 사용하여 com-
plex, parsimonious, intermediate solution을 비교,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Ragin, 
2008b: 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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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인조건의 비교 평가

다양한 원인조건은 일관도와 설명력에 따라 비교 평가될 수 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만일 더 복잡한 원인조건

과 유사한 일관도를 가지면서 설명력은 더 높다면, 더 단순한 원인

조건이 선호된다. 하지만 일관도와 설명력이 유사한 경우 더 복잡한 

원인조건이 선호되는데, 이는 원인조건을 더 완벽하게 고려함으로써 

인과적 기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일관도와 설명력은 1에 가까운 것이 이상적이지만, Ragin은 경험

적으로 최소한 0.8 혹은 0.85 이상의 일관도와 0.65 혹은 0.7 이상

의 설명력을 가져야 사실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한다(Ragin, 2008a, 

Pinfari, 2011에서 재인용). 보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 경험적 지식

에 적합한 지 여부이다.

다. 퍼지셋 이상형분석

퍼지셋 이상형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s/ITA)은 

Fs/QCA를 기반으로 Kvist(2007; 2006; 1999)가 개발한 유형화 방

법이다. 군집분석에서 각 사례는 하나의 유형에만 속하게 되지만, 

Fs/ITA에서 각 사례는 모든 유형에 0부터 1까지의 소속정도를 갖게 

된다. 본 연구는 분석에 앞서 먼저 PPPR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 유

형의 이상형을 구축하고, 연구대상 사례가 각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

에 따라 유형화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군집분석이 아닌 Fs/ITA 

방식의 유형화가 적절하다.45)

구체적으로 Fs/ITA는 다음의 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최영준, 

2009; Kvist, 1999).

45) 유형화의 형태(types of typology)는 그 구성방법에 따라 크게 이상형(ideal types)
과 추출형(extracted types)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상형은 이론을 기반으로 연역
적으로 구성된 유형을, 추출형은 경험적 관찰을 바탕으로 귀납적으로 구성된 유형
을 말한다(Lehner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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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론적이며 실질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속성공간(property 

space)의 구축을 위한 이상형의 속성들(attributes)을 밝힌다. 각 속

성들은 집합들로 변환된다.

② 이 속성공간을 구성하는 각 집합들에 대한 각 사례들의 퍼지 

소속점수를 계산한다.

③ 각 이상형에 대한 각 사례들의 퍼지 소속점수를 계산한다.

④ 각 이상형에 대한 각 사례들의 적합성(conformity)을 측정하기 

위해, 앞선 단계들로부터의 정보들을 이용하여 사례들의 동질성

(homogeneity)을 평가한다.

Fs/ITA는 Fs/QCA와 동일한 단계와 방법으로 진행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결과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검증하는 대신 각 원인조건 

결합, 곧 이상형에 대한 각 사례들의 퍼지 소속점수를 기준으로 유

형화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과정은 Fs/QCA 2.5 software 

대신 Excel 등 spreadsheet software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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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개념화
이 장의 목적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을 개념화하는 것

이다. 철학적 기반으로서 인권 이론과 공공이익 이론, 개념적 기반

으로서 공공성 이론을 고찰한 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PPPR) 개념을 이론적으로 구성한다.

가. 인권, 공공이익 이론

본 연구의 PPPR 개념은 한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

치와 목표로서 인권 개념과 공공이익 개념에 의지한다. 인권 개념은 

어느 사회와 그 구성원에게든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공공이익 개념은 전체로서의 사회에 바람직

한 목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의 가치와 목표로서 각 개념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권 개념은 공리주의적 분배 원리에 대한 강력한 반

대 논거를 제공해주는 반면, ‘(사회권에 대한) 재산권의 우선성’과 

같은 경제 자유주의적 방식의 오독에 취약하다. 공공이익 개념은 

‘(분배에 대한) 경제발전의 우선성’과 같은 자유주의 공리주의적 방

식의 오독에 취약한 반면,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는 강력한 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이들 이론의 의의를 취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로서 ‘공공가치,’ 목표로서 

‘공공가치의 달성’이라는 관점을 택할 것이다.46) 이 절에서는 인권 

이론과 공공이익 이론을 고찰한 뒤, 이들 이론에 기초한 공공성 이

해를 Bozeman의 공공이익과 공공가치 개념, Pesch의 ‘공공성의 자

유주의적 모형(liberal model of publicness)’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공공성 개념에 관해 보다 자세히 고찰한다.

46) 하지만 공공가치의 달성을 사회의 목표로 보는 관점 역시 다양한 공익관 중 하나
일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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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 이론

가) 인권, 시민권 개념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권은 어

느 사회와 그 구성원에게든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76년 경

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사회권 규약’)과 시민적·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그 외 각종 협약을 통해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왔다.47)

현실에서 이러한 가치는 시민권이라는 제도적 형태로 구현되고 있

다.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지위를 서로

에게 또는 공동체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시민권은 국

민국가가 자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이다(최현, 2008: 10-19). 때문에 

UN이 규정한 인권의 내용이 지침 역할을 하지만, 국가별로 처한 맥

락에 따라 시민권 제도의 구체적인 형태는 달라진다.48) 인권과 시민

권에 관한 사회적 가치와 역사·제도적 맥락은 시민권의 제도화에 영

향을 미치고 이는 시민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보편적 가

치로서 인권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단위로서 국민국가와 그 사

회적 가치, 역사·제도적 맥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그림 13).

47) UN을 통해 합의된 국제 규약을 기준으로 인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Talbott(2005)이 제안한 인권의 (증명 패러다임이 아닌) “발견 패러다임”을 따른 것
이다. UN 인권 규약은 구체적인 인권 침해의 경험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의 논의를 
통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박정순(2006)은 (특정한 철학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혹은 실용주의적” 관점이, 비공식적인 합의에 근거했던 나치즘과 파시즘을 논리적, 
이론적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한 바 있는데, “발견 패러다임”은 보편적 
권리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판단하는 인간 능력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
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에서 비껴나 있다.

48) UN 인권규약은 구체적인 인권 보장의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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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실현

↑

인권의 제도화

↑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이상형

시민권 실현

↑

시민권의 제도화

↑

인권, 시민권에 관한 사회적 가치

역사·제도적 맥락

현실�형태

[그림� 13]� 인권� 실현을�위한� 가치와�제도:� 이상형과�현실�형태

하지만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 개념과 각국 시민권 제도가 전자로

부터 후자라는 일방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권 제도의 발

전 역시 인권 개념의 발전에 영향을 미쳐왔다. 시민권은 본래 자유

권적 기본권(civil rights)만을 의미했지만,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의 

투쟁을 통해 정치권(political rights), 사회권(social rights)까지 포괄

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Marshall, 1964). 이러한 시민권의 발전은 

UN 인권규약으로 대표되는 인권 개념에 반영되었다.

나) 사회권으로서 건강권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

건강권과 그 구성요소로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된다. 소극적 권리로서 자유권이 국가에게 ‘침해하지 않을’ 소극

적 의무를 부과한다면, 적극적 권리로서 사회권은 국가에게 ‘보장해

야 할’ 적극적 의무를 부과한다.

UN은 1976년 사회권 규약 제 12조에서 모든 사람이 가진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면

서, 회원국은 이 권리(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2000년 UN 경제·사회·문화적 권

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의 사회권 규약 제 12조에 관한 일반논평 14(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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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No. 14)에서는 건강권의 구성요소로서 의약품과 같은 건

강 재화에 대한 접근이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용이성

(accessibilit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질적 우수성(quality)이라

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여기서 접근용이성은 다시 차별금지, 물

리적 접근용이성, 경제적 접근용이성(affordability), 정보 접근용이성

을 만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의약품이 가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이 가능

해야 하며, 우수한 질과 정보에 대한 접근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의 적용은 회원국이 처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인권 개념의 의의와 한계

인권 개념은 어느 국가에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의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권 개념은 문제적 현실에 대

한 인식과 사회적 투쟁을 통해 발전해 왔고, UN 인권 규약이라는 

국제적 제도로서 합의되었으며, 국가 별로 처한 맥락에 따른 차이를 

용인하기에, 도덕적 제국주의나 도덕적 상대주의를 넘어 보편적 권

리로서 인정되고 있다(Talbott, 2005).

현실에서 인권이 시민권 제도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 점은 인권 

실현을 위한 국민국가라는 단위와 그 사회적 가치, 역사·제도적 맥

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인권과 시민권은 이상형과 현실 형태라는 

관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실재하는 권리로서 인권에 관한 규범은 

시민권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실에서 시민권 제도의 발전과 그

에 따른 결과 역시 인권 개념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개별 인간의 자연적 평등성이라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에서 출발한 인권 개념은 누구나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분배정의에 대한 고려에 친화적이다. 이 

때문에 인권 개념은 공리주의적 분배 원리에 대한 강력한 반대 논

거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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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 개념의 철학적 기초로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는 인권 

개념이 쉽게 ‘경제적 자유주의’에 의해 오염되게 한다. 소극적 권리

로서 ‘자유권’은 적극적 권리로서 ‘사회권’에 우선하는 권리로 여겨

지고, 국가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시장으로 넘기는 대신 ‘관리’의 

영역에 머무를 수 있다.49) 인권 개념의 이러한 한계는 공공이익 개

념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2) 공공이익 이론

가) 공공이익 개념

“공공(public)”으로 이해되는 특정 사회 집단의 장기생존과 행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로서 공공이익은 그 개념적 모호성에도 불구

하고, 사회에 바람직한 목표의 개념화로서 갖는 유용성 때문에 폐기

되지 않고 있다(Bozeman, 2007: 17). 공공이익 개념을 폐기하는 경

우, 그를 대체할 또 다른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

공이익은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은 공공이익을 목표로 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공공이익이 실재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이 있다(김도균, 2006; 

Bozeman, 2007: 89-95). Cochran(1974)에 따르면, 공공이익 개념

을 구조화하는 관점(‘공익관’)은 폐지론자(abolitionist)를 제외하면 

크게 규범적(normative), 과정적(process), 합의주의적(consensualist)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여기서 과정적 관점은 다시, 개인이익의 

집합으로 보는 공리주의 관점(aggregative), 이익 간 경쟁으로 보는 

다원주의 관점, 이익 간 조정과 공정한 과정으로 보는 절차적 관점

(procedural)으로 나뉜다(Bozeman, 2007: 89에서 재인용). 

규범적 관점은 사회에 바람직한 목표이자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

49) 인권 개념의 발전은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는 
인권 개념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자본주의적 구조 하에서 인권 개념의 한계로 이
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 구조 하에서 인권 개념은 이러한 한계를 갖는 
경향(liabilities)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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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공공이익을 이해하는 가장 고전적인 관점이

다. 이 관점의 주요 쟁점은 공공이익이 ‘모든’ 구성원의 이익에 부합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의 이익이 무시되더라도 ‘대부분의’ 구성원

의 이익에 부합하면 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규범적 관점으로 잘 알

려진 Barry(1967)에 따르면, 적어도 이상(ideal)으로서 공공이익은 

‘모든’ 구성원의 이익으로 정의해야만, 공리주의적 분배의 문제를 피

할 수 있다(Bozeman, 2007: 89-91에서 재인용). 

과정적 관점은 규범적 공공이익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본 연

구의 전제와 부합하지 않지만, 공리주의 관점이 공공이익에 관한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는 점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공공이익 개념

이 본질적으로 공리주의적인 것은 아니며, 공공이익에 대한 공리주

의적 해석이 공공이익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를 지배하고 있다

고 보는 것이 옳다.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공공(the public)’이나 ‘공

공이익’이 실재하지 않으며, 공공이익은 곧 공통의 순 이해(net 

common interest)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공공이익은 곧 자원배분

의 효율성이며, 분배정의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공리

주의 관점은 개인이익을 합산하는 방법에 관한 공유된 합의가 없다

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Bozeman, 2007: 91-93에서 재인

용).

합의주의적 관점은 정치적 숙의와 대중적 담론이 공공이익으로의 

길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것에 기여한다는 입장으로

(Weatherford, 1992), 민주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관

점은 공공이익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Bozeman, 

2007: 89-95에서 재인용).

실천적 관점에서 보면, 규범적 접근과 합의주의적 접근의 조화가 

가장 이상적이다(Bozeman, 2007: 83-99). 즉, 규범적 공공이익은 

실재하며, 숙의를 통해 발견, 재구성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

로 잘 알려진 학자는 Flathman(1966)으로, 공공이익이 규범적 기준

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규범적 관점의 다른 학자들과 달리 그것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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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Bozeman, 2007: 

91-92, 103에서 재인용). 유사한 관점을 택하는 Bozeman(2007)은 

스스로의 관점을 (숙의를 강조하지만 이상(ideal)의 존재를 가정한다

는 점에서) Dewey식 실용주의(pragmatic) 관점이라고 명명한다.

나) 공공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공공가치

Bozeman(2007)은 공공정책과 관리가 추구해야 하는 ‘공공이익’이

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공가치’에 기초한 평가가 유의미하

다고 하였다. 즉, 공공가치는 거대 이론(grand theory)으로서의 공공

이익 개념을 대리하는 중범위 이론(middle range theory)으로서 의

의를 갖는다(Bozeman, 2007:  98).

공공가치라는 개념 역시 공공이익에 못지않게 모호하지만, ‘① 시

민들의 권리, 혜택, 특권, ② 시민들의 사회, 국가, 서로에 대한 의

무, ③ 정부와 정책이 기반을 두어야 할 원칙에 관한 규범적 합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기초할 때 우리는 직관(“presentation 

and argumentation”), 사례 연구, 공공 관리자나 일반 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공공문서의 내용분석, 학문적 수단(예컨대 문헌검토) 등을 

통해 공공가치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Bozeman & Johnson, 2015). 

Jørgensen & Bozeman(2007)은 문헌검토를 통해 도출한 공공가치

의 예를 <표 6>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가치 범주 가치 집합

사회에 대한 공공 영역의 기여

공공재

공공이익

사회 응집

이타주의

인간의 존엄성

지속가능성

<표� 6>� Jørgensen� &� Bozeman(2007)이� 문헌검색을�통해�도출한�공공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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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범주 가치 집합

미래의 목소리

체제 존엄성

체제 안정성

이해관계를 결정으로 전환

다수결

민주주의

민중의 의지

집합적 선택

사용자 민주주의

지역적 거버넌스

시민 참여

소수자 보호

개인 권리의 보호

정부 관료와 정치가 간의 관계

정치적 충성도

책무성

반응성

정부 관료와 그들의 환경 간의 관계

개방성-비밀주의

타협

이해관계의 조정

옹호-중립

타협

이해관계의 조정

경쟁-협동

이해관계자 혹은 주주 가치

정부의 조직 내 측면

강건함

융통성

안정성

신뢰성

시의 적절성

혁신

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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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범주 가치 집합

위험 준비

생산성

효과성

절약

산업적 접근

고용인의 자기 개발

좋은 업무 환경

공공 영역 고용인의 행동

책무성

전문가주의

정직성

도덕적 기준

윤리적 의식

성실성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

법률 엄수

개인 권리의 보호

동등한 대우

법규

정의

형평

합당성

공평성

전문가주의

대화

반응성

사용자 민주주의

시민 참여

시민의 자기 개발

사용자 지향

시의 적절성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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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이익 개념의 의의와 한계

공공이익 개념은 전체로서의 사회에 바람직한 목표의 존재를 인정

할 수 있게 해주며, 국가 혹은 정부의 활동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

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또한 국가 혹은 정부

의 활동이 공공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주기도 한다. 공공이익은 특정한 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

는 거의 유일한 근거로서, 자유권으로서 재산권이 건강권,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침해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이익에 대한 이해를 지배하는 경제 자유주의, 공리주

의는 공공이익 개념 자체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50) 경제 자유

주의적 관점은 공공이익을 개인이익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한다. 공공이익이 재산권과 대립되는 것이자, 주체로서 국가(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영리민간 제약사와 같은 민

간기관에 공익적 책임성을 묻기 어렵다.

한편 공리주의적 관점은 공공이익을 자원배분의 효율성으로만 인

식하게 한다. 이 경우 공공이익은 경제발전이 분배에 우선한다는 주

장을 위한 논거로 사용된다. 예컨대 FTA 체결이 의약품 분야에서 

접근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할지라도, 자동차 분야에서 전체 경

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공공이익의 이름으

로 정당화된다. 강제실시의 요건으로서 공공이익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되고 있다.51) 공공이익 개념의 이러한 한계는 인권 개념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50) 이는 이익 혹은 이해(interest)라는 개념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 경제학적 관점이 
이해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of interest)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
공이익 대신 공공선(common good)과 같은 개념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식별
과 평가가 불가능한, 이상으로서의 목표인 공공이익과 측정 가능한 가치로서 공공
가치의 중간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51) 예컨대 한국의 특허청은 강제실시 청구에 대하여 적용 대상 환자의 수가 ‘공공이
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를 허여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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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과 공공이익에 기초한 공공성 이해

인권 개념과 공공이익 개념은 사회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와 목표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각 개념은 나름의 한계를 가지지만, 상호 보완될 수 있다.

하지만 인권과 공공이익은 어디까지나 가치와 목표를 다룰 뿐, 그

를 달성하기 위한 주체와 과정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공공성 개

념은 바람직한 가치와 목표로서 인권과 공공이익에 기초하면서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주체와 과정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통합적 

틀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인권과 공공이익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았지만, 연역 혹

은 귀납에 의한 ‘증명’을 통해서는 인권과 공공이익의 존재나 인식

가능성, 실현방법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인 이해이다

(Bozeman, 2007; Talbott, 2005). 때문에 인권과 공공이익 이론에

서는 공통적으로 ‘보편적 진리(인권, 공공이익)가 실재하지만, 그것

은 발견, 구성해나가는 것’이라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Talbott이 

제안한 인권의 ‘발견 패러다임’이 그렇고, Bozeman이 제안한 공익

의 ‘Dewey식 실용주의 관점’이 그렇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면, 규

범적 속성을 가지면서도 사회의 가치와 활동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인권과 공공이익 모두에 기초하는 ‘공공가치’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있다.52)

공공성 개념은 인권 개념이 기초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공공이익 

개념이 기초하는 공화주의적 전통을 조화시킨 개념이라는 점에서, 

인권과 공공이익을 상호 보완적인 철학적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Pesch(2005)에 따르면, 공공성의 핵심적 구성 양식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개인주의적 양식(individualist 

mode)과 유기적 양식(organic mode)이라는, 존재론적으로 대립되는 

52) 존재론적 측면에서는 비판적 실재론적 관점(예컨대 Bhaskar의 변형적 사회활동 모
델(Transformational Model of Social Activity))이 이러한 인권과 공공이익의 이해
에 유용하다. 보편적 인권이나 공공이익은 실재하지만, 또한 사회활동을 통해 재발
견, 재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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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양식이 주가 되고, 개인주의적 양식의 변종(variant)으로서 

자유주의-경제학적 버전(liberal-economist version)이 존재한다. 이

들 세 가지 양식은 함께 “공공성의 자유주의적 모형(liberal model 

of publicness)”을 구성한다(그림 14).53) 

[그림� 14]� Pesch(2005)가�제안한�공공성의�자유주의적�모형

출처: Pesch(2005: 62) 

개인주의적 양식은 사사성(privateness)이 존재론적으로 공공성에 

선행한다고 보고, 공적 영역은 단지 사적 영역의 집합으로부터 도출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양식은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이론적 맥락

에 있으며, 근대 이후 공공성에 관한 이해를 지배해왔다. 개인주의

적 양식에 따른 공사 구분은 개인 대 다른 개인들, 가족 대 비-가

족, 시민사회 대 국가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개인주의적 양식만으로는 근대의 또 다른 핵심적 특성, 국

53) ‘자유주의적’이라는 표현은 개인주의적, 정치 자유주의적 양식의 우세를 나타내며, 
‘모형’이라는 표현은 그 복합 구조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 57 -

가의 등장을 설명할 수 없다. 개인주의적 양식은 개개인이 다른 개

인들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율성을 누리기 위해 국가를 설계하게 

된다고 설명하지만, 국가의 정당성 기반으로서 공공이익이라는 목표

의 설정은 개인이익의 단순 합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주

의적 양식의 이러한 한계는 공공성에 관한 유기적 양식의 일부 요

소를 도입함으로써 보완되었다. 유기적 양식은 공공성을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체로 보고, 독립된 공적 영역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여긴다. 이 양식은 유기적 공화주의라는 이론적 맥락에 있다. 

한편 자유주의-경제학적 버전은 공적 영역을 곧 국가, 사적 영역

을 곧 시장으로 표현한다. 정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하나의 사회적 

영역으로서 간주되었던 (경제적 활동 영역으로서의 시장을 그 안에 

포함하는) 시민사회가, 경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시장으로 축소

되고 만다. 개인주의적 양식이나 유기적 양식과 달리 이 양식은 정

치학 이론이 아닌 경제학 이론에서 발전하였는데, 개인주의적 양식

이 유기적 양식을 통한 보완을 필요로 했던 것과 달리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고 있으며 공공정책과 관리의 공공성에 관한 이해를 지

배하고 있다.

나. 개념적 기반: 공공성 이론

공공성 개념에 관해 많은 철학적, 사회학적 이론 연구들이 이루어

져 왔지만, 경험적 연구는 주로 조직, 행정학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

다. 영미권에서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이라는 

구분이 아닌 공공성(publicness)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조

직학자이자 행정학자인 Bozeman(1987)에 의해서였다. 기존의 연구

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기울였다

면, Bozeman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공공

성 개념을 고안하였다. Bozeman(1987) 이후, 공공성 연구는 기술적 

접근(descriptive approach)과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이

라는 두 가지 흐름을 통해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이 두 가지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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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려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간략히 대별하고,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PPPR)’을 개념화하기 위해 먼저, ‘체제의 공공성’이라

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어지는 절에서는 ‘의약품 생

산·공급 체제의 공공성(PPPR)’을 개념화한다.

1) 기술적 공공성과 Bozeman의 ‘차원적 공공성’ 개념

기술적 공공성(descriptive publicness)은 공공정책과 관리의 제도

적 형태가 얼마나 공공적인가라는, 공공성의 기술적 측면을 의미한

다. 크게 핵심적 접근(core approach)과 차원적 접근(dimensional 

approach)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먼저 핵심적 접

근은, 소유주체에 따른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근본적 차이를 전제

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학적 버전, 

다른 하나는 정치적 버전이다(Pesch, 2008). 경제학적 버전은, 공공

조직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데 있어 민간조직에 비해 비

효율적이며, 따라서 공공재의 생산 등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 한해 

국가의 생산·공급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고전 

경제학의 전통에 따른 재산권 이론, 대리인 이론 등에 의해 뒷받침

된다(Bozeman & Bretschneider, 1994; Bozeman, 1987: 47-59).

정치적 버전은, 경제적 이기심(economic self-interest)에 기반을 

둔 민간조직과 달리 공공조직이 공공이익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강

조한다. 공공이익의 추구는 공공조직의 정당성 기반이자 존재 이유

이다. 민간조직에 비해 공공조직은 높은 법·제도적, 사회적 통제를 

받으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 스스로도 공공조직의 공공이

익 달성을 기대한다(Pesch, 2008; Bozeman, 2002; Bozeman, 

1987: 34, 66-82).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효과성, 효율성에 관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보편적이

고 공평한 접근성 달성에 있어 공공조직의 상대적 우월성은 비교적 

명확하다(Andrews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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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체에 따라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을 나누는 것이 전통적 이해

인데 비해, Bozeman(1987)은 소유주체가 아닌 ‘차원적 공공성

(dimensional publicness)’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조직은 정

치적 권위(political authority)의 영향(공공성)과 경제적 권위

(economic authority)의 영향(사사성)을 모두 받으며, 그 혼합(mix)

과 양(amount)이 조직의 자원, 생애주기, 구조와 목표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54) Bozeman의 공공성 정의 이후, 소유주체에 초점

을 맞춘 기존의 공공성 접근을 차원적 공공성과 구분하여 ‘핵심적 

공공성(core publicness)’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서 정치적 권위는 대개 국가로부터, 경제적 권위는 대개 시장

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이해된다(Bozeman, 2012). 경제적 권위의 토

대가 경제적 이기심이라면, 정치적 권위의 토대는 정당성

(legitimacy)이다. 모든 정치적 권위의 궁극적 원천은 개별 시민이며

(“primary political authority”), 국가(정부)의 정치적 권위는 개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이다(“secondary political au-

thority”)(Bozeman, 1987: 66-68).

이러한 관점은 소유주체의 문제와 공공-민간 이분법을 넘어, 다양

한 차원을 가진 ‘정도(degree)’의 문제로서 공공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예컨대 공공조직은 공공이익을 기반으

로 할 것이 기대되어 지지만, 실제 공공조직이 공공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소유주체만이 아닌, 다른 차원의 

정치적 권위와 경제적 권위의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Bozeman(1987) 이후 많은 연구들이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핵

심적 접근과 차원적 접근을 비교했는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 접근은 

모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체와 차원적 공공성(정치

적 권위의 영향)은 조직의 행위, 성과의 서로 다른 요소에 영향을 

54) 여기서 ‘권위’란, Lindblom(1977)의 정의를 따라,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
적으로 누군가로 하여금 스스로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허용할 때”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Bozeman, 198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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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며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Bozeman, 

2007: 8; Bozeman & Bretschneider, 1994; Scott & Falcone, 

1998).

2) 규범적 공공성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은 공공정책과 관리가 추구하

는 가치가 얼마나 공공적인가라는, 공공성의 규범적 측면을 의미한

다. 다시 말하면, 공공정책과 관리가 공공가치에 부합하는 정도가 

규범적 공공성이다(Anderson, 2012; Aulich, 2011; Bozeman & 

Moulton, 2011; Moulton, 2009; Antonsen & Jørgensen, 1997). 

기술적 접근이 제도적 형태를 단지 설명(explain)할 뿐이라면, 규범

적 접근은 공공가치를 식별해 내고, 처방(prescribe) 혹은 주입

(infuse)하려고 한다(Bozeman & Moulton, 2011). 규범적 접근은 

공공정책과 관리가 공공이익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

서 기술적-핵심적 접근의 정치적 버전이 발전된 형태라고 해석되기

도 하고(Pesch, 2008), 소유주체가 아닌 ‘공공성’에 주목한다는 점에

서 기술적-차원적 접근이 발전된 형태라고 보기도 한다(Bozeman, 

2007: 9). 

Antonsen & Jørgensen(1997)은 규범적 접근의 대표적 연구이다. 

이들은 ‘조직이 공공가치를 중요시하는(attachment to) 정도’를 공공

성으로 정의하고, 덴마크 정부 조직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영

역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공공가치로는 정당한 법의 절차(due 

process), 책무성, 복지공급(welfare provision)을, 비(非)공공가치로

는 규모의 경제, 전통(tradition)을 응답항으로 제시했으며, 공공영역

의 존재 이유로 더 많은 공공가치를 선택한 경우 공공성이 높은 조

직으로, 반대의 경우를 공공성이 낮은 조직으로 평가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같은 공공조직 중에서도 더 높은 내·외부적 통

제를 받는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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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수준에서의 통합: 정책 환경의 공공성과 공적 결과

내·외부적 조건을 고려하는 이런 관점은 최근 정책 환경 혹은 제

도 수준으로 확장되면서 기술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을 통합하고 있

다. Miller & Moulton(2014)은 미국의 약물남용 치료센터들을 대

상으로, 개별 조직들이 공적 서비스 활동(public service practices)을 

제공하는 데 있어 주 수준에서 정책 환경의 공공성이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였다. 공적 서비스 활동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수

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공가치로 인식되고 서비스 수혜자의 결과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으로 정의되었으며, 정책 환경(혹은 제

도)의 공공성은 ① 해당 정책 영역에서 상호작용하는 조직들의 집합

적 공공성, ② (정부의 관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

위로 측정되었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 환경의 공공성

은 센터의 공적 서비스 활동을 위해 중요한 요소였으며, 특히 정부 

조직이나 비영리민간 조직에 비해 영리민간 조직에서 그 영향이 컸

다.

Moulton & Bozeman(2011)은 모기지 대출 시장을 대상으로, 개

인들이 고비용 대출을 받을 가능성에 정책 환경의 공공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정책의 공공성은 ① 정치적 권위의 결과인 

직접 전략, ② 대출기관을 더 많은 정치적 권위에 노출시키는 제도

적 구조, ③ 정치적 권위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대출기관에 

대한) 자원 제공자로 측정되었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 

환경의 공공성이 높을수록 개인들이 고비용 모기지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치적 권위가 일종의 완충제 혹

은 경제적 권위에 대한 반대권위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4) Bozeman의 ‘공공가치 실패’ 모형

지금까지 기술한 공공성 이해가 구조와 영향요인, 조건 등을 기준

으로 한 것인데 비해 공공성을 달성해야 할 가치로 이해할 수도 있

다. Bozeman(2002; 2007)이 제안한 ‘공공가치 실패(publ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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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라는 개념이 이러한 관점을 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공공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부문이나 시장 

어느 쪽에 의해서도 제공되지 않을 때, 공공가치 실패가 일어난다. 

공공가치 실패 모형은 경제적 가치에 기반을 둔 시장 실패 모형에 

대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단지 시장이 실패하는 경

우뿐만 아니라 공공가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역할을 해

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가치 실패 기준(public 

value-failure criteria)’을 제안하였는데, 기준은 2002년 이래 계속해

서 업데이트 되고 있다(Bozeman & Sarewitz, 2005; Bozeman, 

2007; Bozeman & Sarewitz, 2011; Bozeman & Johnson, 2015). 

포함된 기준으로는 공공영역의 창조·유지·증진, 누진적 기회, 가치를 

표현하고 수렴하기 위한 기제, 정당한 독점, 불완전한 공공 정보, 편

익의 분배, 공급자 이용가능성, 시간 지평, 대체가능성 대(對) 자원

의 보존, 생계와 인간 존엄의 보장이 있다(표 7). Bozeman은 공공

정책과 관리가 경제적 결과(economic consequences)가 아닌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에도, 오직 경제적 가치에 

기반을 둔 시장 실패 모형에만 의존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

고 있다. 여기에는 이념적 원인 외에도 시장 실패 모형이 갖는 이론

적 간결성이라는 장점도 한 몫을 한다고 보고, 시장 실패 모형을 흉

내 내어 일종의 체크리스트와 같은 모형을 제안한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여섯 가지 과학정책에 대해 공공가치 실패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Bozeman & Sarewitz, 2005), 의약품에 대

한 연구개발 정책은 대표적인 시장가치 성공, 공공가치 실패 사례로 

제시되었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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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치 정의 공공가치 실패와 성공의 실례

공공영역의 창조, 유지, 증진

공공가치로서: 공공가치, 그리고 공공가

치에 관계된 집합적 행동에 관한 공개

적 공적 의사소통과 숙의

공공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공

공영역 가치의 실현이 일어나는 물리적 

혹은 가상의 공간

실패: 권위주의적 체제가 반대자들을 통

제하려는 목적에서 인터넷 혹은 다른 

사회적 매체를 장악하고, 공개적 공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경우

성공: 지역 환경 분쟁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모으기 위해 숙의 민주주의 

집단이 수립되고, 이들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공공가치 관련 의사

소통에 관여하는 경우

누진적 기회

“평평한 운동장”은 기회 구조에서의 구

조적 불평등과 역사적 차이를 다루는 

집합적 행동과 공공 정책에 비해 덜 바

람직함

실패: 성취에 대한 기회 구조의 효과를 

구별하는 것을 실패하는 “성과주의” 정책

성공: 보상적 교육 프로그램

가치를 표현하고 수렴하기 위한 기제

정치적 과정과 사회적 응집은 공공가치

의 효과적 의사소통과 가공을 보장하기

에 충분해야 함

실패: 미국 의회의 연공 서열제와 비경

쟁적 선거구의 조합이 1950년, 시민권

과 국가 안보 등의 문제에 관한 극단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던 단지 몇 명의 위

원회장에 의해 입법 병목 현상으로 이

어진 경우

<표� 7>� Bozeman� &� Johnson(2015)이�제안한�공공가치�실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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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관련 주제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

에 관계된 요인들을 고려하도록 하는 

미국 의회의 연공 서열제 개혁

정당한 독점

재화와 서비스가 정부 독점에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민간에 의한 공

급은 정당한 독점의 침해임

실패: 해외 원수와 비공식 계약을 협상

하는 민간 기업

성공: 지적재산권의 배분에서 특허 정책

의 사용

불완전한 공공 정보

시장 실패 기준과 유사하게, 시민들이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하기에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공가치가 침해될 

수 있음

실패: 국가 에너지 정책을 에너지 회사

의 수장과 함께 비밀리에 추진하는 공

무원

성공: 건축 규제 개정 제안에 관한 시 

의회의 널리 홍보되고 공개된 청문회

편익의 분배

공공 재화와 서비스는 자유롭게, 형평하

게 분배되어야 함. “형평성 재화”가 개

인이나 집단에 의해 포획될 때, 공공가

치를 침해하여 “편익 비축”이 일어남

실패: 지정된 공용지에 대한 공공 접근

의 제한

성공: 국립공원의 거버넌스를 위한 역사

적 정책

공급자 이용가능성

한정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 필요성에 

관한  정당한 인정이 있는 경우, 공급자

가 이용가능해야 함. 공급자가 이용가능

실패: 공공 인력의 부족이나 전자 증명 

처리를 위한 기술의 실패로 인해 복지 

증명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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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거나, 공급자가 공공가치 재화를 

무시하여, 필수적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

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의 이용불가능성

으로 인한 공공가치 실패가 있는 것

성공: 소득세 환급의 빠르고 안전한 전

달을 위한 다양한 수단

시간 지평

공공가치는 장기적 가치이고 적절한 시

간 지평이 요구됨. 활동이 부적절하게 

단기적 시간 지평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경우, 공공가치 실패가 있을 수 있음

실패: 여가와 경제적 발전에 관계된 중

요한 문제들은 고려하지만, 야생동물의 

서식지 변화에 대한 장기적 함의는 고

려하지 않는 운하 정책

성공: 연금의 장기적 실행 가능성을 보

장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들

대체가능성 대(對) 자원의 보존

특유의, 높은 가치를 갖는 공통 자원에 

관계된 활동들은 해당 자원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해야 하며, 대체가능한 것으

로 여기거나 부적당한 보상에 기초하여 

그것을 위험으로 내몰아서는 안 됨

실패: 공공 서비스의 사유화에서, 계약

자들이 채권 보장 보상은 공지해야 하

지만, 공공 안전에 대해서는 불충분하게 

보증하는 경우

성공: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식용 물고

기 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획의 할당 혹

은 일시적 금지

생계와 인간 존엄의 보장
널리 정당화된 벨몬트 코드(Belmont 

Code)에 따라, 인간, 특히 취약한 집단

실패: 인간에 의한 기아, 노예 노역, 정

치적 감금



- 66 -

공공가치 정의 공공가치 실패와 성공의 실례

은 존엄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특히 그

들의 생계가 위협받아서는 안 됨

성공: 아동, 수감자, 정신질환자를 포함

한 ’취약 집단’에 대한 제도적 검토 위

원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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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ulton의 ‘실현된 공공성’ 모형

이처럼 공공성은 다차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공공성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Bozeman의 차원적 공공성 이론은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공공성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공공성 논의는 궁극적으로 공공가치

를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공공성 유형과 수준을 도출하는 데 그 의

의가 있다는 점에서(Moulton & Bozeman, 2011; Bozeman, 2007: 

9-10, 18), 구조와 영향요인, 조건으로서 공공성은 그를 통해 달성

된 공적 결과와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Moulton(2009)의 ‘실현된 공공성(realized publicness)’ 개념은 이

러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림 16]의 실현된 공공성 모형에 따

르면, ‘제도’는 ‘제도화된 공공가치’로 개념화될 수 있고, 이는 ‘공공

가치의 실현 혹은 실현된 공공성’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 ‘결과’에 영

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공공가치’에 영향을 미쳐 ‘제도’로 환류 된

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5]� Bozeman의�공공가치�실패�모형과�대표적�사례

출처: Bozeman & Sarewitz(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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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lton은 Scott(2008)의 ‘제도의 3가지 기둥(3 pillars of in-

stitutions)’ 개념 틀을 차용하여, ‘제도화된 공공가치’를 ① 법적·규

제적 제도, ② 규범적·제휴적 제도, ③ 문화-인지적 제도라는 3가지 

차원에서 정의하였다. 

미국 모기지 대출 사례를 대상으로 한 Moulton(2009)의 분석 결

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법·규제적 제도가 

‘공공가치의 실현 혹은 실현된 공공성’에 필수적이며, 더불어 규범

적·제휴적 제도 역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체제의 공공성

공공성 개념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공공성의 다양한 차원이 결합되어 상호작용하는 배열(configuration)

의 문제, 나아가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 규제적 제도와 규범

적 제도가 체계적으로 얽혀 있는 ‘체제(regime)’의 공공성이다.

Bozeman(1987)은 ‘공공성(publicness)’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

용했지만, 그의 이론적 착안은 Dahl & Lindblom(1953)의 정치경제 

[그림� 16]� Moulton(2009)이�제안한�실현된�공공성�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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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비롯되었다. Dahl & Lindblom(1953), Wamsley & 

Zald(1973), Perry & Rainey(1988)는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구분

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오히려 소유주체와 재원조달, 사회적 통제의 

양식을 기준으로 조직을 분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Rainey, 

2009: 75-79에서 재인용). 여기서 사회적 통제의 양식은 정치적 위

계서열(political hierarchy) 혹은 다두제(polyarchy)라는 정치적 통제

와 자유시장 내의 가격체계라는 경제적 통제를 의미한다(표 8).

<표� 8>� 소유주체,� 재원조달,� 사회적�통제의�양식에�따른�조직의�유형분류

출처: Rainey(2009: 79)

조직의 공공성과 성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고찰한 Andrews 

et al.(2011) 역시, 공공성이 소유(공공, 민간, 비영리), 재원조달(정

부 보조금, 소비자 지불), 통제(정치적, 자유시장적)라는 세 가지 차

원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각각의 차원 혹은 차원 간 상호작

용이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적 경로의 모형을 정리하였다(그림 17). 

첫 번째 모형은 소유주체만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전통적 

모형(핵심적 공공성 모형)이며, 두 번째 모형은 소유, 재원조달, 통

제 세 차원이 독립적으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차원적 공

공성 모형이다. 세 번째 모형은 소유와 재원조달이 성과에 직접 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치적 통제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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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는 모형이다. 네 번째 모형은 소유, 재원조달, 통제 세 차

원이 조직의 특성에 의해 매개된 후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모형이다.

[그림� 17]� Andrews� et� al.(2011)이� 제안한�공공성과�성과에�관한� 모형들

공공성의 배열에 주목한 연구 혹은 ‘체제의 공공성’과 유사한 관

점을 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왕재선(2008)은 소유, 재원조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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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정부 역할 변화를  ‘신자유주의적 정부 개혁의 다양성’으로 

개념화한 바 있고, 문혜진과 변금선(2012) 역시 소유, 재원조달, 통

제 차원의 정부 역할 변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보편화에 대한 공공

성 측면의 평가’를 시도한 바 있다. 김원표와 박희봉(2009)은 정부 

재정지출에 구조적·제도적 차원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국민국가 

단위의 ‘재정레짐(체제)’ 유형화를 시도한 바 있다.55) 이들은 역사적 

제도주의(제도적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정책레짐, 생산레짐, 복지

레짐이라는 제도적 환경을 통해 재정레짐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체제의 공공성’ 개념은 큰 틀에서 기술적 공공성과 규

범적 공공성, 제도 수준의 공적 결과를 제도주의 시각에 따라 통합

한 Moulton(2009)의 ‘실현된 공공성’ 개념 틀을 기본으로 한다. 즉 

‘체제의 공공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① 공공가치(사회적 가치의 공공

성), ②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 ③ 공공가치의 실현(실

현된 결과의 공공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제도화

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에 국한된 개념으로 정의한다.56)

더불어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이라는 Andrews et al.(2011)의 모형

을 활용하며, 공공성의 각 차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ozeman(1987)의 ‘차원적 공공성’ 개념을 활용한다.

실현된 공공성을 차용한 체제의 공공성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물

론 방법론적으로도 ‘중범위’ 수준에서 의의를 갖는다. 조직론에서 출

55) 군집분석 결과 사회투자적 자유주의국가(미국, 캐나다), 사회보호적 복지국가(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생산적 코포라티즘 국가(일본, 아일랜드), 발전주의와 복지국
가 성향 혼재(폴란드 등 체제전환국), 사회투자적 발전국가(한국)라는 다섯 가지 유
형이 도출되었다.

56) ‘체제의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공공가치, 제도화된 공공가치, 공공가치의 실현이
라는 구분은 사실상 개념적 분리일 수밖에 없다. Streeck & Thelen(2005: 9-16)에 
따르면, ‘제도’를 “사회적 행동에 관한 모든 가능한 형태의 규범적 규제들”이라는 
매우 종합적인 수준에서 정의하는 경우, 일종의 ‘체제’로서 이해할 수 있다. ‘체제’
란 “기대되는 행동을 요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은 배제하는 
일련의 규칙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에서의 
‘제도’란 상대적으로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것에 국한하여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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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여 제도주의, 정치경제와 비교정치경제까지, 구체적인 분석과 

동시에 규범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개념의 이론적 구성

본 연구는 PPPR을, 넓은 의미에서는 ① 공공가치(사회적 가치의 

공공성), ②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 ③ 공공가치의 실현

(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제

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에 국한된 개념으로 이해한다.

아래에서는 PPPR의 각 요소, 곧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

치(사회적 가치의 공공성),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제도화된 공공

가치(제도의 공공성),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 실현(실현

된 결과의 공공성)을 정의한다.

1)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사회적 가치의 공공성)

앞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이익’이 실재하며, 의약품 생

산·공급 체제는 공공이익에 얼마나 부응하는지, 제약산업의 ‘상업적 

이해’에 의해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통해 평가될 수 있다고 전제하였

다. 또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이익’이란 곧 의약품 생산·

공급 체제의 ‘공공가치 달성’이며,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가 공공이

익에 부응하는 정도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 달성 정도

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공공가치는 ‘① 시민들의 권리, 혜택, 특권, ② 시민들의 사회, 국

가, 서로에 대한 의무, ③ 정부와 정책이 기반을 두어야 할 원칙에 

관한 규범적 합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곧 시민의 권리의 존재

와 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라는 인권 또는 시민권 개념

과,57) 정부와 정책의 정당성 기반인 공공이익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

으로 이해될 수 있다.

57) 국가가 그 보장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와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에
서, 시민들의 의무는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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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를 ‘의

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

(universal and equitable access to medicines and the obligation 

of states to ensure it)’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규범적, 절차적 차원에서 모두 정당화될 수 있다. 

먼저 규범적 차원에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본질적 가치(prime 

values)는 생산·공급된 의약품이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치료·예방을 위

해 ‘사용’될 때 비로소 달성된다. 생산·공급이라는 행위,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단지 도구적 가치(instrumental values)만을 

지닌다(Jørgensen & Bozeman, 2007). 예컨대 필요한 의약품이 생

산·공급되지 않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 의약품의 생산·공급이라는 행위를 통해 달성되는 

경제적 가치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이는 사회적 기본가치로서의 건

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우리의 규범적(직관적) 합의로서, 이의를 제

기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누구에게나(보편성),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공평성 혹은 형평성). 인구집단 내 권리

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분배는 경제발전 수준과 무관하게 달성가능하

다는 점에서, 어느 사회에든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절차적 차원에서, 건강권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UN 인권규약을 

통해 합의된 가치이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은 일차적으로 국가(정

부)의 의무라는 것 역시 인권규약을 통해 합의되었다.

2)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제도화된 공공가치는 좁은 의미의 PPPR

을 가리키며,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

가의 의무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제도화된 것(institutionalized 

public values, which could be defined as “universal and equi-

table access to medicines and the obligation of states to ensure 

it”, of pharmaceutical production and supply regimes)’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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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정치적 권위로부터의 영향(혼합과 양)(influences of political 

authority(mix and amount))’이라는 공공성의 기술적 차원과 ‘공공

가치에 대한 부합(attachment to public values)’이라는 공공성의 규

범적 차원을 통합하며, 소유, 재원조달, 통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배

열로 파악할 수 있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소유 공공성은 ‘의약

품 생산·공급 체제에서 상호작용하는 조직들 중 공공 소유’로, 재원

조달 공공성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대한 정부의 재원조달’로, 

통제 공공성은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

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로 정의한다. 여기서 정치적 

통제는 자유시장적 통제에 반대되는 의미이다.

3)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가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라면, 공공가치의 실현 곧 

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은 ‘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보장과 그에 따른 결과(states’ ensuring of universal and 

equitable access to medicines and the outcomes of it)’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의 영향을 받으며, 

제도적 수준에서 보장된 접근과 개인적 수준에서 경험한 접근 결과

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PPPR 개념을 도식화하면 [그림 18]의 ‘이상형’과 같

다. 제도는 공공가치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다시 공공가치의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PPPR의 ‘현실 형태’는 이 이상형에 대한 소속 

정도로 파악될 수 있다. 제도화된 공공가치로서의 PPPR(제도의 공

공성)은 역사·제도적 맥락의 산물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비공식적 

제도인 공공가치의 유형과 정도, 곧 공공가치에 관한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의 공공성)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다시 의약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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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친다.

공공가치에 관한 규범은 사회적 가치와 그것이 제도화된 것, 그리

고 실현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이러한 현실 경험은 다시 

공공가치에 관한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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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 실현

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보장과 

그에 따른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제도화된 공공가치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제도화된 것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

이상형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가 실현한 결과의 공공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

제도적 수준의 보장 개인적 수준의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제도적 공공성

기술적 공공성 규범적 공공성

소유 공공성 재원조달 공공성 통제 공공성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관한 사회적 가치의 공공성

공공가치에 관한 사회적 가치

역사·제도적 맥락

현실�형태

[그림� 18]� 의약품�생산·공급� 체제의�공공성(PPPR)� 개념:� 이상형과�현실�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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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측정과 유형화58)

가. 연구문제

이 장의 목적은 앞서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로 개념

화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PPPR)을 측정하고, 유형화하

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PPPR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둘째, 각국은 어떤 유형의 PPPR을 발전시켜 왔는가?

셋째, 특정한 PPPR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어떠한 역사·제도적 

맥락을 갖는가?

이 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3장에서 다룬 PPPR 

정의에 따라 유형화를 위한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관해 고찰한 뒤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자료원을 확정한다. 국가

별로 PPPR을 측정한 뒤,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주요 의약품 소

비국가 25개국의 PPPR을 각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화

한다. 각 유형별 대표 국가의 사례를 고찰하고, 이론적, 실천적 함의

를 도출한다.

나. 분석모형

3장에서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를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로 보고, 제도

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로서 PPPR은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제도화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권위로부터의 영

향(혼합과 양)’이라는 기술적 차원과 ‘공공가치에 대한 부합’이라는 

규범적 차원을 통합하며, 소유, 재원조달, 통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58) 이 장은 김선, 김창엽, 이태진. 2015. “공공성 개념에 기초한 의약품 생산·공급 체
제의 유형화.” 비판사회정책 48: 91-145. 으로 출판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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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도 수준에서 ‘소유 공공성’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서 상호작용하는 조직들 중 공공 소유’로, 

‘재원조달 공공성’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대한 정부의 재원조

달’로, ‘통제 공공성’은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로 조작화한 바 있

다.

소유, 재원조달, 통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배열에 따라 PPPR의 8

가지 이상형을 구축할 수 있고, 각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연

구대상 국가를 유형화할 수 있다(그림 19).

다. 선행연구

1) 소유 공공성

앞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소유 공공성’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서 상호작용하는 조직들 중 공공 소유’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서 상호작용하는 주요 조직은 생산단위인 

[그림� 19]�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유형화를�

위한�이상형의�속성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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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이며, 소유 공공성은 ‘의약품 생산단위의 공공 소유’로 조작화

할 수 있다. 공공 소유는 넓게 보면 영리민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정부 소유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 소유까지 포괄할 수 있지만, 현실

에서 비영리민간 제약사는 제대로 된 모델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부 소유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59)

공공 생산(public production)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

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거의 유일한 연구인 Homedes et al.(2005)

은 중남미 맥락에서 공공 생산을 포함한 국내 생산이 (World Bank

의 주장과는 달리)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 측면에서 의의를 가

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근거로 HIV/AIDS 치료제의 공공 생산을 

통해 치료제 가격과 치료비용을 통제한 브라질의 사례와, 브라질의 

공공제약사가 생산한 의약품을 (병행)수입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가

격 인하를 얻어낸 칠레의 사례를 제시했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

는 능력은, 특허독점을 극복하기 위한 강제실시(혹은 실시 위협)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브라질과 태국의 경험을 통해 보면, 공공제약사는 (이윤, 영리 추

59) 비영리민간 제약사 모델로는 Light & Maturo(2015)가 ‘Good Pharma’의 현실 실
현 사례로 분석한 이탈리아의 비영리 민간 제약연구소 Mario Negri Institute를 눈
여겨 볼만 하다. 이 연구소는 사회적 기업과 전문가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한 독지
가의 유지에 따라 1961년 설립되었는데, 단지 국가 소유가 아닌 말 그대로 ‘공공
적’ 연구소의 전형이라 할 만 하다. 연구소의 운영원칙을 공공성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와 재원조달 측면에서 공공적이다. 비영리 민간 제약
연구소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곳으로부터의 재원도 연구소 재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생산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공공적
이다. “연구자들의 기존 관심사, 그들이 능숙한 영역이 아닌 어떤 계약이나 보조금
도 받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를 위
한 재원을 구한다.” “연구자는 그들의 자료, 분석, 출판을 통제한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시간을 스스로 관리한다. 자기-동기부여와 자기-규율은 핵심이다.” 마지막
으로, 공공가치(공공재, 공개성 등)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적이다. “특허를 취하
지 않는다. 특허는 연구를 왜곡하고, 타락시키는 의존 경향을 창출하며, 위험한 비
밀 저장고를 만들기 때문이다.” “투명성은 좋은 과학 연구의 핵심이다. 프로젝트의 
모든 자료는 연구소에 속하며 공적으로 가용하다.” “모든 연구는 영어로 출판하며, 
모든 논문은 그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 의해 쓰인다.” 하지만 Mario Negri 
Institute 모델은 ‘선의를 가진’ 독지가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 규모와 연구결과의 
측면에서 이탈리아나 전 세계 제약산업에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보편적 모
델로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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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적합하지 않아) 생산·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의 이용가능성을 높

일 뿐만 아니라, 공공제약사 생산 의약품은 물론, 민간제약사 생산 

의약품의 가격까지 직·간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정부와 개인의 구매

가능성을 높인다. 특허 의약품의 생산·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적재산

권의 통제 역시 가능하게 하며(가장 강력하게는 강제실시), 이는 다

시 특허 의약품의 가격 통제, 나아가 의약품 지출의 통제를 낳는다

(Rosenberg, 2014; Flynn, 2013a; 2013b; 2008; do Lago, R. F. 

and Costa, N. D., 2009, WHO, 2011: 32에서 재인용; Yamabhai 

et al., 2011; Ford et al., 2007). 공공제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

을 보장하는 이와 같은 기전을 [그림 20]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

다.60)

2) 재원조달 공공성

앞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재원조달 공공성은 ‘의약품 생산·공

급 체제에 대한 정부의 재원조달’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의약품 생

산·공급 체제에 대한 정부의 재원조달은 크게 연구개발 및 생산에 

60) 5장에서는 개인적 수준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을, 처방받은 의약품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고, 의약품으로 인한 지출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정의
한다.

[그림� 20]� 공공제약사가�의약품에�대한�접근을�보장하는�기전

주: 
1) 지적재산권 통제를 거치는 기전은 특허 만료 이전의 의약품의 경우이다. 
2) 가격 통제는 공공제약사 생산 의약품과 민간제약사 생산 의약품 모두에 대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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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원조달과 공급에 대한 재원조달이 있으며, 본 연구는 후자를 

택한다.61) 측정을 위해, 이를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로 조작화한

다.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발전한 고소득국가 조차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을 부과하며,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낳는다(Drummond & Towse, 2012; Paris et al., 2010

).62)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부재한 미국의 경우 필요한 의약품에 접

근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Lasser et 

al., 2006).

공공 의약품 지출은 그 자체로 본인부담을 감소시켜 개인의 구매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기여하지만, 이

것이 가능한 것은 공공 의약품 지출이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다시 의약품 지출의 통제로 이어져 정부의 구매가능성을 높인

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지출이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공

61) 경제발전 수준을 막론하고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막대하다. 
건강연구를 위한 세계 포럼(Global Forum for Health Research)이 전 세계 건강연
구에 대한 재원조달을 모니터링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공공 재원조달의 
비중은 고소득국가에서 약 41%(비영리민간 조달을 더하면 약 49%), 개발도상국에
서는 약 59%(비영리민간 조달을 더하면 약 69%)에 달한다. 물론 절대액수로 보면 
고소득국가의 재원조달이 공공과 민간을 합쳐 전 세계 재원의 97%를 차지한다
(GFHR, 2009).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세계적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는 필요하지
만 상대적으로 기대수익이 낮은 의약품이 연구개발, 생산조차 되지 않는데서 기인
하며, 소위 방치된 질병들(neglected diseases)로 불리는 열대병이나 HIV/AIDS, 결
핵,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처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건강 및 의약품 필요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에 대한 정부의 재원조달
은 유의미한 지표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신뢰할 만한 국가별 자료가 가용하지 
않다.

62) 보건의료에 비해 높은 의약품의 본인부담에 관해서는 이론적 근거가 거의 없다. 
캐나다의 보건경제학자 Evans(1984)는 캐나다에서 의약품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발달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바 있다. 먼저 입원 시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입원
서비스에 포함되어 보장되고, 외래처방의약품의 경우 대개 흔하고, 지출이 크지 않
지만, 지출이 큰 경우에도 대개 사전에 식별된 만성질환자에 국한되는데, 이들의 상
태는 잘 알려져 있고, ‘위험’에 처해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를 할 수는 있어도 ‘보
험’이 발달할 이유는 적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의료보장의 역사가 오래된 고소득국
가에서는 의약품이 입원이나 외래서비스와 같은 핵심적 의료서비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본인부담을 도입하기가 정치적으로 용이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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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의약품 지출은 지속가능하고, 확대될 수 있다. 공공 의약품 지출

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이와 같은 기전을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3) 통제 공공성

앞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통제 공공성은 ‘의약품에 대한 보

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여기서 정치적 통제는 자유시장적 통제

에 반대되는 의미로 개념화하였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서 의약

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달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자유시장적 통제는 지적재산권과 가격 기제이다. 

곧 통제 공공성은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로 조작화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통제는 제네릭의 진입을 촉진하여 이용가능성을 높

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정부와 개인의 구매

가능성을 높인다. (지적재산권의 통제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격의 

통제는 그 자체로 정부와 개인의 구매가능성을 높인다(Kyle & 

Qian, 2014; Yamabhai & Smith, 2012; Borrell, 2007). 가격의 통

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 가격 차이를 만들어 냄으로써 제

네릭의 진입을 촉진하기도 하는데,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의 진입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까지도 낮춘다(그림 

22).

[그림� 21]� 공공�의약품�지출이�의약품에�대한�접근을�보장하는�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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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신약의 진입, 곧 신약의 이용

가능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있다(그림 23). 이는 각 국가가 처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Yamabhai & Smith, 2012), 자세한 논의는 5장에서 다룬다.

4) 소결: 공공성의 각 차원의 상호작용

공공제약사, 공공 의약품 지출,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의

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기전은 서로 얽혀있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세 가지 차원의 배열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친

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공공제약사와 공공 의약품 지출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를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면

서, 동시에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를 위한 동기와 권위를 제공

한다. 가장 강력한 지적재산권의 통제 사례인 강제실시를 예로 들

면, 강제실시를 했던 국가들은 대개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 의약품 지출의 부담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Beall & 

Kuhn, 2012).

[그림� 22]� 지적재산권�및�가격의�통제가�의약품에�대한�접근을�보장하는�기전

[그림� 23]� 지적재산권�및�가격의�통제가�의약품에�대한�접근을�저해하는�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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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수의 측정 및 자료원

1) 소유 공공성: 의약품 생산단위의 공공 소유

의약품 생산단위의 공공 소유는 ‘공공제약사 유무(연구시점)’로 측

정한다. 이는 공공성의 혼합(mix) 지표로서, 공공제약사가 부재한 

국가가 상당하고 공공제약사의 개수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유무를 선택하였다. 양(amount) 지표로서 ‘공공제약사의 생산이 전

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측정에 

반영하지 못하나 가용한 경우 결과 해석에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국가별 공공제약사 현황을 비교 검토한 선행연구가 부재하기 때문

에 연구대상 국가별로 검토해야만 하는데, 정부 및 공기업 조직과 

제도가 국가별로 다르고 공공제약사의 형태, 명칭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 Koske et al.(2015), Gwartney et al.(2014), 

Schwab & World Economic Forum(2014) 등 선행연구에서는 설

문조사를 통해 국가별 공기업의 양적·질적 규모를 측정한 바 있는

데, 이들 연구에서 제약 공기업은 별도로 측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Dahl & Lindblom(1953)의 공공조직 정의(Rainey, 

2009: 75에서 재인용)63)와 유훈과 윤태범(2005: 3)의 공기업 정

의64)를 참조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거나 최대주주

인, 제조업 허가 및 제품 허가를 받은 의약품 생산단위’를 공공제약

사로 정의한다. 공공제약사의 형태로는 정부 부처 및 공기업이 모두 

포함되며, 의약품의 범위에는 원료의약품과 백신이 포함되지만, 병

원 조제실 제제나 약국 제제는 제외된다. 공공제약사를 보유한 경우 

63) ‘공공조직’을 크게 정부 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의 세 가지 형태
로 구분하였다. 정부 기업은 말 그대로 국가가 소유한 기업 혹은 공기업을, 주식회
사형 공기업은 정부가 설립하였으나 그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 시장
형 공기업은 주로 민간 판매자나 생산자의 구매에 의해 작동되는 정부 프로그램이
나 기관을 가리킨다(Rainey, 2009: 75에서 재인용). 

64) ‘공기업’을 크게 공사,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으로 구분한다. 공사는 정부가 
전액출자한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하를 출자했으나 출자법인 중 최대주
주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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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하지 않은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65) 논문, 단행본, 보고서 

등 문헌과 신문기사, 해당국 정부(공공제약사)의 웹사이트,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해당국 무역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국 정부 

관료, 제약협회, 보건학 연구자, KOTRA 무역관을 e-mail 접촉하여 

재확인하였다. 공공제약사 유무 측정 근거 및 자료원은 <부록 1>에 

수록하였다.

2) 재원조달 공공성: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앞서 재원조달 공공성은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로 정의한 바 있

다. 의약품 지출은 의약품 소비의 척도이다. 국가별 의약품 지출의 

비교 자료는 그간 IMS Health 자료와 OECD 자료가 활용되어 왔

다. IMS Health 자료는 제약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생산되는 것으

로서 엄밀히 말해 소비 자료가 아닌 판매 자료이다. 소비량을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의 합에서 수출량을 뺀 값으로 정의한다면, 제약산

업의 판매 자료가 소비 자료로도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WHO, 

2004). 하지만 이 자료는 도·소매 마진, 전통 의약품이나 병원 및 

약국 제제에 대한 지출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출이 총 의약

품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 

의약품 지출 지표로서 갖는 한계는 크다(Lu et al., 2011; WHO, 

2004). OECD 자료는 국가보건계정(National Health Account, 

NHA)을 기반으로 산출된 국가 의약품 지출 자료이지만 고소득국가

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WHO는 2004년 발간한 《World Medicines Situation(WMS)》 

두 번째 보고서에서, 최초로 전 세계 90% 이상의 국가를 포괄하는 

65) 엄밀한 의미에서 공공 소유 역시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이다. 공공제
약사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일정 정도 이상의’ 소유권과 재원조달의 정도가 확보
되어야만 공공이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는 공공 소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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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A 기반의 국가 의약품 지출 자료를 생산해 냈다. 2011년 발간

된 세 번째 보고서는 발전된 방법론과 이후의 자료에 기반하고 있

다.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 자료에 기반을 둔 의약품 소비량

에 비해서 실제 의약품 지출량은 평균적으로 1/3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WHO, 2004).

2004년 WMS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국가별 의약품 

지출 자료를 보고하고 있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저

소득국가의 인구 당 의약품 지출이 고소득국가의 1/100 수준이라는 

점이다. 저소득국가의 의약품 필요는 고소득국가보다 크지만, 충분

한 의약품 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의약

품 지출은 정부 조달에 비해 민간 조달의 비중이 크고,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지출의 정부 조달 감소와 더불어 의약품 

지출의 정부 조달 역시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 속도는 훨씬 크다는 

점이었다. 특히 저소득국가의 경우 필요한 의약품 지출이 이뤄질 수 

있으려면 공공 지출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WHO, 2004).

하지만 인구 당 의약품 지출의 경우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민간 지

출의 비중이 증가 추세인데 반해, 총 의약품 지출의 경우 소득수준

에 따라 변화의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고소득국가의 경우 공공 지

출이 1990년 45.8%에서 2000년 42.2%로 감소한 데 반해 저소득국

가의 경우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28.6%→28.4%), 중위소득국가

의 경우에는 공공 지출이 27.4%에서 29.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난 것이다.

이러한 소득수준 별 차이는 흔히 중위소득국가의 경제 성장과 그

에 따른 공공 지출의 확대가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1990년대 이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등 국제금융기

구, 각종 원조기구에 의해 개발도상국에 강제된 재정긴축 정책을 고

려하면, 더 큰 수준의 확대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

2011년 발간된 세 번째 WMS 보고서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의 국가별 의약품 지출 자료를 보고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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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와 조금 다른 양상을 띠었다. 첫째 1995년 이후 저소득국가

의 인구 당 의약품 지출은 고소득국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상

대적 비율은 1/00 수준에서 1/50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절대적 차이는 오히려 더 커졌으며, 저소득국가는 여전히 필

요한 의약품에 접근함에 있어 제약이 존재했다. 둘째 인구 당 의약

품 지출에서 민간 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역시 총 의약품 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예컨대 연구대상 25개국의 경우 일부 

국가(한국, 루마니아, 러시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공 

조달의 비중이 유지되거나 증가했다. 셋째 보건의료 지출 혹은 

GDP 대비 의약품 지출의 비중은 인구 당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높

게 나타났다는 점이었다. 저소득국가 의약품 지출의 높은 민간 조달 

비중을 고려할 때, 이는 개인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고 재

정적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중요한 정책 문

제를 야기한다고 분석하였다. 저소득국가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약품 지출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는 

민간 지출이 아닌 공공 지출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Lu et al., 2011).

본 연구는 WHO가 산출한 의약품 지출 자료의 ‘의약품 지출 중 

공공 지출의 비율(public spending as % of total pharmaceutical 

expenditure)’을 통해 재원조달 공공성을 측정한다(표 9). 이는 정치

적 권위와 경제적 권위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는 공공성의 혼합

(mix) 지표로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대한 정부의 헌신 정

도를 측정하는 공공성의 양(amount) 지표로서 ‘정부 지출 중 의약

품 지출의 비율(pharmaceutical spending as % of total govern-

ment spending)’을 결과 해석에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표 10). 

WHO의 의약품 지출 자료는 193개 회원국 중 161개 국가에 대

하여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측정되었다. 가용한 최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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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006년 수치를 사용하였으며, 최초 26개 연구대상 국가 중 남아

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이 자료가 누락되어, 분석대상에서 배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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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아르헨티나 23.48 22.95 21.76 20.83 22.05 20.82 24.18 21.87 25.98 25.42 34.33 34.33

2 브라질 7.93 6.98 8.13 7.54 7.69 30.99 30.51 32.07 31.12 32.82 30.86 30.03

3 캐나다 37.5 32.14 31.37 31.92 33.67 35.25 36.66 37.42 42.22 42.5 42.82 42.63

4 중국 31.43 29.91 30.67 30.46 30.94 30.23 30.43 32.33 33.07 33.7 35.28 42.03

5 이집트 9.35 - - - - - - 31.58 - - - -

6 프랑스 61.4 61.78 62.72 62.99 64.07 65.07 66.03 67.04 67.04 69.26 71.04 70.94

7 독일 72.94 73.18 70 69.52 73.02 74.04 75.23 76.07 76.05 72.88 75 75.81

8 인도 3.41 3.28 3.38 3.49 3.64 3.75 3.75 3.82 3.94 3.97 3.93 4.03

9 인도네시아 11.77 6.35 6.41 13.47 8.91 8.68 7.69 6.08 6 6.11 6.49 6

10 이탈리아 38.46 38.35 38.72 39.79 41.16 44.57 53.87 51.37 49.11 50.26 49.66 50.13

11 일본 68.3 67.47 66.33 64.05 64.98 65.97 66.97 64.74 72.2 72.45 72.83 73.15

12 한국 16.25 18.28 21.81 26.28 27.14 33 44.61 43.85 49.11 51.18 53.56 56.47

13 멕시코 24.06 21.3 24.61 23.05 23.69 23.31 24.56 24.29 24.05 23.89 25.46 25.54

14 파키스탄 62.69 63.84 61.64 61.76 59.1 59.93 58.54 - - - - -

15 폴란드 57.43 56.32 43.31 43.37 43.41 46.91 46.96 40.93 40.19 36.51 37.93 38.6

16 루마니아 66.37 77.57 80.22 79.45 86.3 83.06 75.38 62.1 41.32 31.5 47.33 47.33

17 러시아 48.28 30.56 32.14 27.94 25.22 11.26 8.51 9.36 8.57 8 21.24 21.24

18 스페인 73.05 73.59 74.46 74.03 74.19 75.11 75.35 75.32 74.46 75 74.66 74.19

<표� 9>� 의약품�지출의�공공�조달(총�의약품�지출�대비�%,� 연구대상� 25개국,� 1995~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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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 태국 77.04 79.96 78.99 74.85 78.29 76.01 78.92 85.89 87.04 87.65 87.89 87.73

20 터키 - - - 55.36 57.05 60.99 59.07 57.85 59.04 59.56 59 59

21 우크라이나 66.67 60 57.14 56.25 60 62.07 58.82 60 60 60 60 60

22 영국 63.49 62.88 64.22 65 65.83 66.6 67.88 69.49 71.28 71.29 71.3 71.31

23 미국 28.93 28.96 28.92 28.74 28.25 28.39 28.76 29.44 30.85 31.54 31.24 36.21

24 베네수엘라 - - - - - - - - 5.06 5.41 4.52 4.63

25 베트남 6.16 4.87 4.97 4.43 4.89 4.93 10.9 9.49 8.83 7.89 7.47 12.29

자료원: Lu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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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 아르헨티나 1.6 1.7 1.7 1.6 1.6 1.6 1 0.9 1.3 1.2 1.4 1.3

2 브라질 0.3 0.3 0.3 0.2 0.2 1.4 1.6 1.7 1.5 1.7 1.5 1.5

3 캐나다 1 0.9 0.9 1 1.1 1.2 1.3 1.5 1.9 2 2 2.1

4 중국 5.4 5.3 5.3 5 4.6 4.1 3.7 3.7 3.7 3.7 3.7 3.7

5 이집트 0.4 - - - - - - 2.2 - - - -

6 프랑스 1.9 1.9 1.9 2 2.2 2.4 2.5 2.5 2.6 2.7 2.7 2.7

7 독일 1.9 2.2 2.1 2.2 2.3 2.5 2.6 2.6 2.7 2.5 2.8 2.9

8 인도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0.3

9 인도네시아 0.3 0.3 0.2 0.4 0.3 0.4 0.2 0.2 0.3 0.3 0.3 0.2

10 이탈리아 1.1 1.1 1.2 1.3 1.5 1.7 2.1 2 1.8 1.9 1.9 1.8

11 일본 2.9 2.8 2.7 2.1 2.3 2.4 2.7 2.6 3.5 3.5 3.6 3.8

12 한국 1 1.1 1.2 1.2 1.4 1.8 2.7 2.6 2.7 3.2 3.4 3.6

13 멕시코 2.4 2.5 2.4 2.4 2.3 2.2 2.3 - - - - -

14 파키스탄 2 2 1.4 1.3 1.5 1.7 1.8 1.8 2 1.9 1.9 1.9

15 폴란드 1.4 1.4 1.6 1.6 1.6 1.6 1.8 1.8 1.8 1.8 1.8 1.8

16 루마니아 1.2 2.3 2.8 2.6 2.8 2.4 2.3 2.3 1.3 1.4 2.2 1.7

17 러시아 1.1 0.6 0.8 0.8 0.8 0.4 0.3 0.3 0.3 0.3 0.8 0.8

18 스페인 2.6 2.8 3.1 3.1 3.3 3.3 3.4 3.5 4 4.1 4.1 3.9

<표� 10>� 의약품�지출의�공공� 조달(정부�지출� 대비�%,� 연구대상� 25개국,� 1995~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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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9 태국 4.9 5.5 4.8 3.5 3.3 4.6 4.6 4.5 6.6 6.6 6.6 6.6

20 터키 - - - 2.5 2.4 2.4 2.4 1.9 1.9 2.7 2.8 2.6

21 우크라이나 1.2 1.3 1.2 1.2 1.3 1.5 1.4 1.3 1.3 2.9 2.5 2.5

22 영국 1.5 1.6 1.7 1.7 1.8 1.7 1.7 1.8 1.8 2.4 2.2 2.2

23 미국 1.1 1.1 1.2 1.3 1.4 1.4 1.5 1.6 1.8 1.8 1.8 2.1

24 베네수엘라 - - - - - - - - 0.3 0.3 0.3 0.3

25 베트남 0.4 0.4 0.4 0.4 0.4 0.4 1 0.8 0.8 0.8 0.8 1.2

자료원: Lu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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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 공공성: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

앞서 통제 공공성은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로 정의한 

바 있다. 아래에서는 측정을 위한 자료원을 검토하고, 변수를 조작

적으로 정의한다.

가) 의약품 지적재산권 통제

지적재산권 통제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지표는 Ginarte & 

Park(1997)의 특허권 지수(Patent Rights index, PR 지수)가 자주 

활용되어 왔다. PR 지수는 5가지 범주 - 범위, 국제 협정의 가입 

여부, 보호의 상실, 집행, 보호 기간 - 를 종합, 총 17개 변수로 구

성되었으며 110개 국가에 대하여 1960년부터 1990년까지, 5년 단

위로 측정되었다. 이후 Park(2008)은 3개 변수를 추가하여 20개 변

수로 구성하고 대상 국가를 122개, 대상 기간을 2005년까지로 확대

하여 측정하였다. PR 지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식품, 동

식물 신품종, 수술용 기구, 미생물, 실용신안, 소프트웨어를 아우르

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중에서는 특허권에만 한정하고 있다. 지적재

산권 보호 범위와 강도가 산업 특성 및 그와 결부된 국가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Liu & La Croix, 2015), 

의약품에 관한 지적재산권 통제의 지표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다.

Pugatch(2006)는 Ginarte & Park(1997)과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

하여 처음으로 의약품 지적재산 지수(Pharmaceutical Intellectual 

Property index, Pharmaceutical IP 지수)를 개발하였다. 5가지 범주 

- 독점의 조건, 독점의 범위, 독점의 강도, 완전한 지적재산 이용에 

대한 장벽, 집행 - 를 종합, 총 22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Pharmaceutical IP 지수는 PR 지수와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먼

저 포함하는 내용 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수단으로서 자료독점, 

상표, 지적재산권 제한 수단으로서 병행수입, 상업적 시험(볼라 조

항) 허용 등 의약품에 특이적인 변수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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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및 광고에 관한 규제 등 완전한 지적재산 이용을 제한하는 그 

외의 수단까지 측정하고 있다. 지수 산출 방법 측면에서도 변수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핵심 요소에는 40% 이상, 중요 요

소에는 20%, 부가 요소에는 5~1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러

한 차별성은 의약품 지적재산 수준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지수 산출이 단일년도(2005년), 4개국(미국, 영국, 싱가

포르,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Chaves & Oliveira(2007)는 WTO 가입국에게 의무화된 TRIPS 

이행이 특히 중·저소득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가운

데, 이를 막기 위해 도하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연성이 활용되는 

정도가 국가별로 상이하고, 다자 혹은 양자 간 FTA를 통한 

TRIPS-Plus의 도입 여부 역시 상이하다는 맥락에서, 각국 특허법의 

공공보건 민감도(degree of public health sensitivity of patent leg-

islation)를 정의, 측정, 비교하였다. TRIPS 유연성 6조항의 존재 - 

강제실시, 의약품 특허 신청의 검토에 보건부의 참여, 병행수입, 볼

라 조항(조기 실시), 실험적 사용, 의약품 특허 부여를 위한 이행 기

간 - 와 TRIPS-Plus 3조항의 부재 - 특허 기간의 연장(20년 이

상), 허가-특허 연계, 자료 독점 - 에 대하여 중요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의 지수를 개발하였다.66) 강제실시에 가장 

높은 점수(14.7)가 할당되었고, 차례로 특허 기간의 연장 부재와 허

가-특허 연계 부재(각각 13.2), 특허 신청 검토에 보건부 참여

(13.1), 병행수입(12.4), 볼라 조항(11.1), 자료독점의 부재(9.5), 실

험적 사용(7.5) 순으로 점수가 할당되었다. 공공보건 민감도는 

WTO/TRIPS와 TRIPS-Plus라는 의약품 지적재산권의 핵심 국제 협

정이 국내법에 반영됨에 있어 국가 간 차이를 식별해 내려고 했다

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이지만, PR 지수나 Pharmaceutical IP 지수

에 비해 포함하는 내용이 제한적이며, 역시 라틴 아메리카 15개국만

66)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행 기간 조항이 2005년 1월로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총 94.7점 만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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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측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Liu & La Croix(2015)는 Ginarte & Park(1997)이 특허권 지수

(Patent Rights index)를 산출하는 데 사용한 방법론을 활용,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 보호 정도를 측정하도록 특화하여 의약품 지적재산 

보호 지수(Pharmaceutic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dex, 

PIPP 지수)를 개발하였다. 3가지 유형의 하위지수를 종합, 총 15개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3가지 하위지수 중 첫 번째는 의약품 특허 

지수(Pharmaceutical Patent index, PP 지수)로, 5가지 유형의 특허

와 시장 독점 조항 - 물질 특허, 제법 특허, 제형 특허, 적응증 특

허, 시장 독점 조치 - 을 측정한다. 두 번째로 의약품 특허 국제 협

정 지수(Pharmaceutical Patent International Agreements index, 

PPIA 지수)는 외국인 발명자에 대한 특허 보호를 확대하는 3가지 

국제 협정 -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특허 협력 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TRIPS 협정 - 

가입 여부를 종합한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특허 집행 지수

(Pharmaceutical Patent Enforcement index, PPE 지수)는 특허권을 

강화시키는 4가지 법적 조치 - 예비적 금지명령, 특허권 침해 변론, 

입증 책임의 전환, 국내 소진 - 와 약화시키는 2가지 법적 조치 — 

실시 요건, 불실시 특허의 취소 - 를 종합한다.

3가지 하위지수 간, 변수 간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3가지 하

위지수를 곱해서 최종 지수가 산출되며, 0부터 5까지의 값을 갖도록 

구성되었다. PIPP 지수가 높을수록,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 보호가 

높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제가 낮다는 의미이

다. 

PIPP 지수는 PR 지수와 산출하는 방법이 동일하지만, 포함하는 

내용에 있어 몇 가지 구별되는 점이 있다. 먼저 PR 지수에서는 PP 

지수가 하나의 변수(의약품의 특허 가능성)로 측정되지만, PIPP 지

수에서는 5가지 변수로 측정된다. 또 PR 지수에서는 PPE 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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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시를 포함하고 있지만, PIPP 지수에서는 그 대신 국내 소진을 

포함하고 있다.

PIPP 지수는 Pharmaceutical IP 지수와도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

다. 먼저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독점 및 상표를 통한 지적

재산권 보호, 의약품 가격 및 광고에 대한 규제와 같은 변수를 포함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 변수가 다소 모호한 효과를 가지는 점,67) 

더 많은 국가, 긴 기간의 지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

다. 반대로 Pharmaceutical IP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PPIA 지수는 

포함하였다. 지수 산출 방법과 관련하여, 3가지 하위지수 간, 변수 

간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했고 3가지 하위지수를 곱해서 최종 지수

를 산출했다.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이유는 서로 다른 가중치를 

정당화 할 충분한 경험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3가지 하위지

수를 곱하는 방식은 특허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0값을 가지게 되는 

점,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가 넓을수록 외국인 특허권자의 보호 또

한 커지게 되는 점,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가 넓고 특허권자의 범

위가 넓을수록 특허권 강화 혹은 약화를 위한 조치 역시 커지게 되

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PIPP 지수는 PR 지수와 비교 가능하도록, 0

부터 5까지의 값을 갖게 구성되었다.

전반적인 PIPP 지수는 1995년 TRIPS 이행을 전후로 급격히 증가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 그 증가 폭은 더욱 커졌다(그림 24). 여

기에는 상당수 국가들의 TRIPS 이행 의무기한이 2000년, 2005년까

지였던 점과 더불어(그림 25),68) 미국과의 FTA로 인한 TRIPS-Plus 

도입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67) 예컨대 자료독점은 제네릭 의약품 진입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특허 기간보다 짧은 
경우) 촉진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68) Kyle & Qian(2014)은 연구대상 59개국에서 TRIPS 이행 의무기한(소득수준에 따
라 다르다)과 실제 법률 제정을 비교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행 의무기한 이
전에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기한을 넘겨 제정한 국가는 크로아티아와 남아프리카공
화국뿐이었다. 알제리와 레바논은 아직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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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P 지수는 여러 면에서 가장 개량된 의약품 지적재산권 통제 

지표이지만, 강제실시를 포함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강제실

시는 공공보건 민감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할당된 것처럼, 지적재

[그림� 24]� 세계�의약품�지적재산�보호�지수(PIPP� 지수,� 1960~2005년)
출처: Liu & La Croix(2015)

[그림� 25]� 59개� 국가의� TRIPS� 이행�의무기한과�실제�법률�제정

자료: Kyle & Qia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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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권 보호로 인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저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치이다. 많은 국가에서 TRIPS 이행과 함께 강제실시 조항

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하는 국가는 제

한적인데, 그 시행 여부에는 정치경제적 맥락이 작용한다(Chaves & 

Oliveira, 2007). 

본 연구는 통제 공공성의 첫 번째 지표이자 지적재산권 통제 지표

로서 PIPP 지수를 활용하되, Beall & Kuhn(2012)이 수집한 ‘강제실

시 사례’를 결과 해석에 보완적으로 활용한다(표 12). PIPP 지수는 

일종의 투입으로서, 실제 강제실시 사례는 산출로서 지적재산권 통

제를 측정할 수 있다. PIPP 지수는 154개 국가에 대하여 1960년부

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측정되었으며, 가용한 최신 자료인 

2005년 수치를 사용하였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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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 아르헨티나 0.32 0.32 0.39 0.39 0.47 0.47 0.47 0.65 2.38 2.38

2 브라질 0.35 0.35 0.35 0.35 0.42 0.42 0.42 0.49 2.58 2.58

3 캐나다 0.54 0.54 0.54 0.54 0.54 1.76 2.23 2.58 2.58 2.58

4 중국 0 0 0 0 0 0.31 0.35 1.69 2.58 3.00

5 이집트 0 0 0 0.35 0.35 0.35 0.35 0.39 0.42 1.31

6 프랑스 0.57 0.57 1.15 1.15 1.37 2.05 2.05 2.38 2.92 2.92

7 독일 0.52 0.52 1.03 1.03 1.48 2.23 2.23 2.58 3.18 3.18

8 인도 0.12 0.12 0.15 0.15 0.15 0.15 0.15 0.18 0.25 2.38

9 인도네시아 0 0 0 0 0 0 0 0.79 1.31 2.17

10 이탈리아 0.43 0.43 0.43 0.43 1.15 1.97 2.05 2.05 2.92 2.92

11 일본 0 0 0 0.43 1.02 1.02 1.54 3.18 3.18 3.18

12 한국 0 0 0 0 0 0 1.02 1.72 2.08 2.08

13 멕시코 0 0 0.35 0.35 0.26 0.26 0.37 1.72 1.72 1.72

14 파키스탄 0.31 0.31 0.31 0.31 0.31 0.31 0.31 0.47 0.47 0.62

15 폴란드 0.39 0.39 0.39 0.39 0.52 0.52 0.52 1.60 1.72 3.18

16 루마니아 0 0 0.63 0.63 0.76 0.76 0.76 1.19 2.13 2.13

17 러시아 0 0 0 0.32 0.38 0.38 0.38 0.47 0.47 1.25

18 스페인 0.60 0.60 0.60 0.60 0.60 0.60 0.78 2.58 3.18 3.18

<표� 11>� PIPP� 지수로�측정된�지적재산권�통제�정도(연구대상� 25개국,� 1960~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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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9 태국 0 0 0 0 0 0 0 1.87 1.87 1.87

20 터키 0.32 0.32 0.32 0.32 0.32 0.32 0.32 0.45 2.38 2.38

21 우크라이나 - - - - - - - 1.01 1.01 1.37

22 영국 0.84 0.84 0.84 0.84 1.48 2.23 2.23 2.58 3.18 3.18

23 미국 1.91 1.91 1.91 1.91 2.27 3.41 3.67 4.48 4.51 4.51

24 베네수엘라 0 0 0 0.17 0.17 0.17 0.17 0.52 1.45 1.45

25 베트남 0 0 0 0 0 0 0.63 1.01 1.87 2.05

출처: Liu & La Croix(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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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국가명 소득 그룹 대상 질병 질병 그룹 강제실시 제품수 강제실시 결과

2001 (2007) Brazil UMIC HIV/AIDS HIV/AIDS 2 CL/discount

2001 Brazil UMIC HIV/AIDS HIV/AIDS 1 Discount

2001 Canada HIC Anthrax CD 1 Discount

2001–2003 South  Africa UMIC HIV/AIDS HIV/AIDS 8 VL/discount/none

2001 United States HIC Anthrax CD 1 Discount

2002 Egypt LIC Erectile dysfunction NCD 1 CL

2003–2004 Malaysia UMIC HIV/AIDS HIV/AIDS 3 CL

2003, 2007 Brazil UMIC HIV/AIDS HIV/AIDS 1 Discount

2003 Zimbabwe LIC HIV/AIDS HIV/AIDS All CL

2004 Mozambique LDC HIV/AIDS HIV/AIDS 3 CL

2004 Zambia LDC HIV/AIDS HIV/AIDS 3 CL

2005–2006 Argentina UMIC Pandemic flu CD 1 VL

2005–2007 Brazil UMIC HIV/AIDS HIV/AIDS 1 Discount

2005–2009 Brazil UMIC HIV/AIDS HIV/AIDS 1 Discount

2005 Ghana LIC HIV/AIDS HIV/AIDS All CL

2005 Indonesia LIC HIV/AIDS HIV/AIDS 2 CL

2005 Taiwan HIC Pandemic flu CD 1 VL

2006–2007 India LIC Cancer NCD 1 None

<표� 12>�WTO� 회원국의� TRIPS� 이행� 이후� 전� 세계�강제실시�사례(1995~2011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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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국가명 소득 그룹 대상 질병 질병 그룹 강제실시 제품수 강제실시 결과

2006 (2010) Thailand UMIC HIV/AIDS HIV/AIDS 1 CL

2007 Rwanda LDC HIV/AIDS HIV/AIDS 1 CL

2007 (2010) Thailand UMIC HIV/AIDS, CVD HIV/AIDS, NCD 2 CL

2007–2008 Thailand UMIC Cancer NCD 1 Discount

2007–2008 Thailand UMIC Cancer NCD 3 CL

2010 Ecuador UMIC HIV/AIDS HIV/AIDS 1 CL
출처: Beall & Kuh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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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약품 가격 통제

가격 통제의 경우 고소득국가와 개발도상국 현황을 아울러 비교한 

선행연구가 부재한다. 고소득국간, 개발도상국간 비교한 연구가 있

다 해도 국가별 통제의 정도가 비교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미국제

약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의 스페셜 301조 의견개진(special 301 submission) 보고서

를 활용,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전반적인 통제 정도를 측정

한다. 이는 통제 공공성의 두 번째 지표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USTR)는 

통상법 스페셜 301조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의 우

선순위를 정하여 매년 발표한다.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의 경우 조사, 협상을 실시하고 결렬되는 경우 가능한 모

든 무역 보복제재를 할 수 있으며, 과거 협상대상국은 협정이행 감

시대상국(Section 306 Monitoring)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추가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을 

지정하여 발표하는데, 의무적인 조사, 협상, 무역 보복제재의 대상은 

아니지만 해당국에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하고자 하는 목적이다(손태

우, 2009; 특허청, 2004).

USTR은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 발간 전 관련 산업 단체와 공

익 단체로부터 의견개진을 받는데, PhRMA는 연례보고서의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간기구 중 하나다(KEI, 2015; 김지영, 2007). 

USTR의 공식 보고서와 달리 PhRMA의 의견개진 보고서는 의약품 

분야에 한정되며,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모든 법령, 

정책, 관행을 다루고 있다. 대상 국가의 지적재산권 정책과 더불어 

시장진입 장벽(market access barriers)으로서 가격 통제 및 비용 절

감 정책을 다루는데, 대표적으로 정부의 가격 인하(price cuts), 국제 

참조가격제, 치료군 참조가격제, 의무적 리베이트가 그 대상이 된다.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강한 경우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로 간주하고 USTR에 조치를 촉구한다(PhRMA, 



- 104 -

2015).

미국은 연구대상 25개국 중 의약품 생산량 1위(수출량은 독일에 

이어 2위), PCT 보유 1위(2008년 기준 전체 PCT의 52.28%)69)인, 

양적, 질적으로 세계 최대의 제약산업을 보유한 국가다. 미국의 의

약품 생산·공급 체제는 소유, 재원조달, 통제 측면에서 공공성이 가

장 낮다. 이러한 미국제약산업의 잣대로 각국의 무역 장벽을 평가한 

PhRMA 스페셜 301조 의견개진을 통해 각국의 지적재산권 및 가격

의 통제 정도를 의미 있게 측정해 낼 수 있다. 이를 PhRMA 지수

라 부르고자 한다. PhRMA의 스페셜 301조 의견개진에 따른 우선

협상대상국은 4점, 협정이행 감시대상국은 3점, 우선감시대상국은 2

점, 감시대상국은 1점을 배정하였다. 미국을 포함, 언급되지 않은 국

가는 0점을 배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

한 통제가 높다는 의미이다. USTR의 연례보고서는 1989년 이래 매

년 발간되며, PhRMA의 의견개진 보고서 역시 매년 발간되지만 웹

상에서 가용한 것은 2000년, 2003년, 2008-2010년, 2012-2015년 

보고서뿐이다. 분석에는 가용한 최신 자료인 2015년 의견개진 보고

서를 사용하였으며, 2000년부터의 추세를 해석에 보완적으로 활용

하였다(표 13).

69) 이하 의약품 생산량 자료는 UNIDO INDSTAT4 database, 의약품 PCT 보유 자
료는 WIPO statistics database, 의약품 수출입 수지 자료는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COMTRADE)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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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국가명 2000 2003 2008 2009 2010 2012 2013 2014 2015

1 아르헨티나 4 4 2 2 2 2 2 2 2

2 브라질 2 2 2 2 2 2 2 2 2

3 캐나다 2 2 1 1 2 2 2 2 2

4 중국 2 3 3 3 3 3 3 3 3

5 이집트 4 1 0 0 0 0 0 1 1

6 프랑스 0 0 1 1 1 2 2 2 1

7 독일 0 0 2 2 0 1 1 1 1

8 인도 4 2 2 2 2 2 2 4 2

9 인도네시아 1 1 2 2 2 2 2 2 2

10 이탈리아 0 2 2 2 2 1 1 1 1

11 일본 0 0 0 0 0 0 0 0 0

12 한국 2 2 2 2 2 1 1 2 2

13 멕시코 0 2 1 1 1 1 1 1 1

14 파키스탄 2 4 2 2 2 2 0 0 0

15 폴란드 1 4 2 2 2 2 2 2 1

16 루마니아 0 1 1 0 0 1 1 1 1

17 러시아 1 1 2 2 2 1 1 1 1

18 스페인 0 0 1 1 0 1 1 1 1

19 태국 1 1 4 4 4 2 2 2 2

20 터키 1 2 2 2 2 4 4 4 4

21 우크라이나 0 0 1 0 0 1 2 2 0

22 영국 0 0 2 0 0 2 2 2 1

23 미국 0 0 0 0 0 0 0 0 0

24 베네수엘라 0 2 2 2 2 2 2 2 2

25 베트남 1 1 1 1 1 1 1 1 1
주: 우선협상대상국은 4점, 협정이행 감시대상국은 3점, 우선감시대상국은 2점, 감

시대상국은 1점을 배정하였다. 언급되지 않은 국가는 미국을 포함하여 0점을 배
정하였다.

출처: PhRMA(2000, 2003, 2008~2010, 2012~2015)

<표� 13>� PhRMA� 스페셜� 301조� 의견개진으로� 측정된�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 정도(연구대상� 25개국,� 1960~2005년)



- 106 -

PIPP 지수는 제3자인 연구자의 관점에서 각국의 공식적 법·제도가 

검토되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지표라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WTO/TRIPS 체제 하에서 각국의 법·제도가 지적재산권 강화의 방

향으로 수렴되는 한편,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제약을 막기 위해 도하선언에서 규정한 강제실시 등 유연성이 활용

되는 정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PIPP 지수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Chaves & Oliveira, 2007). 반면 PhRMA 지수는 이해당사

자인 산업의 관점에서 평가된 자료로서 덜 객관적인 지표로 보일 

수 있지만, PIPP 지수에서 검토되지 않은 가격 통제를 포함, 제약산

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모든 법령, 정책, 관행을 다룬다는 장

점을 가진다. 정의상 생산·공급에 대한 정치적 통제 정도의 측정이

라는 기준에도 더 부합한다. 따라서 두 지수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견고한 유형화를 도출할 수 있다. 덧

붙여 PIPP 지수와 PhRMA 지수는 그 해석이 반대 방향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PIPP 지수는 낮을수록, PhRMA 지수는 높을수록 해

당 국가의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통제가 높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 과정에서 PIPP 지수는 반대로 변환되

었다. 이는 분석방법에서 다시 기술한다.

분석에 사용한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 변수의 정의, 측정, 

자료원은 <표 1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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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측정(시점) 자료원

소유 

공공성

의약품 생산단위의 

공공 소유

중앙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거나 

최대주주인, 제조업 

허가 및 제품 허가

를 받은 의약품 생

산단위(공공제약사)

의 유무

보유=1

미보유=0

(2015)

논문, 단행본, 보고

서 등 문헌과 신문

기사, 해당국 정부

(공공제약사)의 웹사

이트, KOTRA 해당

국 무역관 웹사이트

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국 정부 관료, 

제약협회, 보건학 연

구자, KOTRA 무역

관을 e-mail 접촉하

여 재확인

재원조달 

공공성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총 의약품 지출 중 

공공 지출 비율

(%)(2006)

Lu et el.(2011)

통제 

공공성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통제

의약품 지적재산 보

호 지수(PIPP 지수)

(2005)

Liu & La 

Croix(2015)

PhRMA 스페셜 

301조 의견개진에 

따른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 정도

(PhRMA 지수)

우선협상대상국=4

협정이행 감시대상국=3

우선감시대상국=2

감시대상국=1

언급 없음=0

(2015)

PhRMA(2015)

<표� 14>� 변수의� 정의,� 측정,� 자료원:�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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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석방법

1) 속성공간의 구축

앞서 공공성을 소유, 재원조달, 통제의 세 가지 차원(속성)으로 정

의하였으므로, PPPR의 속성공간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축된다.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이상형은 수리적으로 8가지가 가능하며

(  ), <표 1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집합 연산자 ~는 여집합을, 

*는 교집합을 나타낸다.



- 109 -

속성들(집합들)
이상형(유형)

소유 재원조달 통제

s(보유) p(높다) i(높다) s*p*i

공공제약사 보유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높은 통제

s(보유) ~p(낮다) i(높다) s*~p*i

공공제약사 보유
의약품 지출의 낮은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높은 통제

~s(미보유) p(높다) i(높다) ~s*p*i

공공제약사 미보유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높은 통제

~s(미보유) ~p(낮다) i(높다) ~s*~p*i

공공제약사 미보유
의약품 지출의 낮은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높은 통제

s(보유) p(높다) ~i(낮다) s*p*~i

공공제약사 보유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낮은 통제

s(보유) ~p(낮다) ~i(낮다) s*~p*~i

공공제약사 보유
의약품 지출의 낮은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낮은 통제

~s(미보유) p(높다) ~i(낮다) ~s*p*~i

공공제약사 미보유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낮은 통제

~s(미보유) ~p(낮다) ~i(낮다) ~s*~p*~i

공공제약사 미보유
의약품 지출의 낮은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낮은 통제

<표� 15>� 속성공간과� 이상형:�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을� 기준으로� 한�

의약품�생산·공급� 체제� 공공성의�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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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

기준점 선정에는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기준점으로 삼는 방법,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값, 평균값,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지 비교한다. 퍼지 소속점수로

의 변환에 사용한 변수별 기초통계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각 변수별 변환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공공제약사 유무

는 0 또는 1의 값을 갖는 이분형 변수로서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이 

필요 없다. 공공제약사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공공제약사 유무 변

수에 0값을 가지고, 공공제약사 보유 집합(s)에 속하는 정도는 0, 공

공제약사 미보유 집합(~s)에 속하는 정도는 1이 된다. 반대로 공공

제약사를 보유한 경우, 공공제약사 유무 변수에 1값을 가지고, 공공

제약사 보유 집합(s)에 속하는 정도는 1, 공공제약사 미보유 집합

(~s)에 속하는 정도는 0이 된다.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은 연속형 변수로서, 퍼지 소속점수

로 변환이 필요하다. 공공 조달 비율이 낮은 경우, 공공 조달 비율

이 높은 집합(p)에 속하는 정도가 낮고, 공공 조달의 비율이 낮은 

집합(~p)에 속하는 정도가 높다. 반대로 공공 조달 비율이 높은 경

우, 공공 조달 비율이 높은 집합(p)에 속하는 정도가 높고, 공공 조

달의 비율이 낮은 집합(~p)에 속하는 정도가 낮다. p 집합과 ~p 집

합은 서로 여집합 관계로, p 집합에 대한 소속점수와 ~p 집합에 대

한 소속점수는 그 합이 1이 된다.70)

PIPP 지수는 연속형 변수, PhRMA 지수는 5개의 범주를 갖는 범

주형 변수로서 모두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이 필요하다. PIPP 지수는 

낮을수록 지적재산권 통제가 높지만, PhRMA 지수는 높을수록 지

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통제가 높다. 즉, PIPP 지수는 낮은 경우 

지적재산권 통제가 높은 집합(i)에 속하는 정도가 높고, 지적재산권 

통제가 낮은 집합(~i)에 속하는 정도가 낮지만, PhRMA 지수는 높

70) 이를 퍼지셋 논리 중 부정의 원리(principles of negation)라 한다(Ragin, 2008a: 
36; Kvis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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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높은 집합(i)에 속하는 정도

가 높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낮은 집합(~i)에 속하는 정

도가 낮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 과정에서 

PIPP 지수는 반대로 변환한다. 이는 PIPP 지수를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 후, 여집합에 대한 퍼지 소속점수와 교환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로써 PhRMA 지수와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통제 공공성이 높다.

각 속성들(집합들)의 원점수와 변환된 퍼지 소속점수는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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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원점수 퍼지 소속점수2)

공공제약사 

유무(s)

(2015)

의 약 품 

지 출 의 

공공 조달 

비율

(p)

(2006)

PIPP 지수

(i1)

(2005)

PhRMA 

지수

(i2)

(2015)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p)(2006)

PIPP 지수

(i1)(2005)3)

PhRMA 지수

(i2)(2015)

p1 p2 i11 i12 i21 i22

아르헨티나 1 34.33 2.38 2 0.32 0.22 0.5 0.5 0.67 0.88

브라질 1 30.03 2.58 2 0.25 0.14 0.43 0.33 0.67 0.88

캐나다 0 42.63 2.58 2 0.46 0.44 0.43 0.33 0.67 0.88

중국 1 42.03 3.00 3 0.45 0.42 0.3 0.1 0.87 0.99

이집트 1 31.581) 1.31 1 0.28 0.17 0.86 0.98 0.31 0.24

프랑스 1 70.94 2.92 1 0.86 0.96 0.32 0.13 0.31 0.24

독일 0 75.81 3.18 1 0.9 0.98 0.25 0.06 0.31 0.24

인도 1 4.03 2.38 2 0.05 0.01 0.5 0.5 0.67 0.88

인도네시아 1 6 2.17 2 0.05 0.01 0.59 0.68 0.67 0.88

이탈리아 0 50.13 2.92 1 0.6 0.67 0.32 0.13 0.31 0.24

일본 0 73.15 3.18 0 0.88 0.97 0.25 0.06 0.05 0.01

한국 0 56.47 2.08 2 0.7 0.81 0.63 0.75 0.67 0.88

<표� 16>� 원점수�및� 퍼지� 소속점수:� 의약품�생산·공급�체제의�소유,� 재원조달,� 통제�공공성(연구대상� 2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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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원점수 퍼지 소속점수2)

공공제약사 

유무(s)

(2015)

의 약 품 

지 출 의 

공공 조달 

비율

(p)

(2006)

PIPP 지수

(i1)

(2005)

PhRMA 

지수

(i2)

(2015)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p)(2006)

PIPP 지수

(i1)(2005)3)

PhRMA 지수

(i2)(2015)

p1 p2 i11 i12 i21 i22

멕시코 1 25.54 1.72 1 0.2 0.09 0.76 0.91 0.31 0.24

파키스탄 1 58.541) 0.62 0 0.73 0.85 0.95 1 0.05 0.01

폴란드 1 38.6 3.18 1 0.39 0.32 0.25 0.06 0.31 0.24

루마니아 1 47.33 2.13 1 0.55 0.59 0.61 0.71 0.31 0.24

러시아 1 21.24 1.25 1 0.15 0.05 0.87 0.98 0.31 0.24

스페인 0 74.19 3.18 1 0.89 0.98 0.25 0.06 0.31 0.24

태국 1 87.73 1.87 2 0.95 1 0.71 0.86 0.67 0.88

터키 1 59 2.38 4 0.73 0.86 0.5 0.5 0.95 1

우크라이나 1 60 1.37 0 0.75 0.87 0.85 0.97 0.05 0.01

영국 1 71.31 3.18 1 0.87 0.97 0.25 0.06 0.31 0.24

미국 0 36.21 4.51 0 0.35 0.26 0.05 0 0.05 0.01

베네수엘라 1 4.63 1.45 2 0.05 0.01 0.83 0.96 0.67 0.88

베트남 1 12.29 2.05 1 0.08 0.02 0.64 0.76 0.31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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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원점수 퍼지 소속점수2)

공공제약사 

유무(s)

(2015)

의 약 품 

지 출 의 

공공 조달 

비율

(p)

(2006)

PIPP 지수

(i1)

(2005)

PhRMA 

지수

(i2)

(2015)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p)(2006)

PIPP 지수

(i1)(2005)3)

PhRMA 지수

(i2)(2015)

p1 p2 i11 i12 i21 i22

주: 
1) 이집트는 가용한 최신자료가 2002년, 파키스탄은 2001년 수치이다.
2) p1, i11, i21은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이용하여 변환한 결과이고, p2, i12, i22는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값, 평균값,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을 이용하여 변환한 결과이다.
3)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 후, 여집합에 대한 퍼지 소속점수와 교환한 결과이다. PhRMA 지수와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지적재산권 통제

가 높다.
자료원: 
1) 공공제약사 유무: 논문, 단행본, 보고서 등 문헌과 신문기사, 해당국 정부(공공제약사)의 웹사이트, KOTRA 해당국 무역관 웹사이

트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국 정부 관료, 제약협회, 보건학 연구자, KOTRA 무역관을 e-mail 접촉하여 재확인
2)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 Lu et al.(2011)
3) PIPP 지수: Liu & La Croix(2015)
4) PhRMA 지수: PhRM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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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석결과

1)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

통제 차원의 공공성 측정에 PIPP 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표 

17>, PhRMA 지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다.71) 각 

국가는 각 이상형에 대한 소속점수가 분기점인 0.5를 초과하여야 해

당 유형에 대체로 속한다(more in than out)고 해석할 수 있고(밑

줄),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이상형이 해당 국가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굵은 이탤릭체). 예컨대 <표 18>에서 

~s*~p*i 유형은 어느 국가도 그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지 않으

므로 현실에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유형이라 보기 어렵고, 아르헨티

나, 인도, 터키의 경우 최고 소속점수가 분기점인 0.5로서 그마저 

두 유형에서 동일하므로 어떤 유형에도 분명히 속한다고 보기 어렵

다.

71)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사용한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평균에 표준편차를 더한 
값, 평균값,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을 사용한 결과도 유사하였으므로 별도로 제
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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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국가

s*p*

i

s*~p

*i

~s*p

*i

~ s *

~p*i

s*p*

~i

s*~p

*~i

~ s * p

*~i

~s*~p

*~i

아르헨티나 0.32 0.5 0 0 0.32 0.5 0 0

브라질 0.25 0.43 0 0 0.25 0.57 0 0

캐나다 0 0 0.43 0.43 0 0 0.46 0.54

중국 0.3 0.3 0 0 0.45 0.55 0 0

이집트 0.28 0.72 0 0 0.14 0.14 0 0

프랑스 0.32 0.14 0 0 0.68 0.14 0 0

독일 0 0 0.25 0.1 0 0 0.75 0.1

인도 0.05 0.5 0 0 0.05 0.5 0 0

인도네시아 0.05 0.59 0 0 0.05 0.41 0 0

이탈리아 0 0 0.32 0.32 0 0 0.6 0.4

일본 0 0 0.25 0.12 0 0 0.75 0.12

한국 0 0 0.63 0.3 0 0 0.37 0.3

멕시코 0.2 0.76 0 0 0.2 0.24 0 0

파키스탄 0.73 0.27 0 0 0.05 0.05 0 0

폴란드 0.25 0.25 0 0 0.39 0.61 0 0

루마니아 0.55 0.45 0 0 0.39 0.39 0 0

러시아 0.15 0.85 0 0 0.13 0.13 0 0

스페인 0 0 0.25 0.11 0 0 0.75 0.11

태국 0.71 0.05 0 0 0.29 0.05 0 0

터키 0.5 0.27 0 0 0.5 0.27 0 0

우크라이나 0.75 0.25 0 0 0.15 0.15 0 0

영국 0.25 0.13 0 0 0.75 0.13 0 0

미국 0 0 0.05 0.05 0 0 0.35 0.65
베네수엘라 0.05 0.83 0 0 0.05 0.17 0 0

베트남 0.08 0.64 0 0 0.08 0.36 0 0
주: 
1) 밑줄은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2) 굵은 이탤릭체는 해당 국가가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이상형

<표� 17>�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 공공성의� 각� 이상형

에�속하는�정도(통제�공공성에� PIPP� 지수� 사용,� 연구대상� 2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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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국가

s*p*

i

s*~p

*i

~s*p

*i

~s*~

p*i

s*p*

~i

s*~p

*~i

~s*p

*~i

~s*~

p*~i

아르헨티나 0.32 0.67 0 0 0.32 0.33 0 0

브라질 0.25 0.67 0 0 0.25 0.33 0 0

캐나다 0 0 0.46 0.54 0 0 0.33 0.33

중국 0.45 0.55 0 0 0.13 0.13 0 0

이집트 0.28 0.31 0 0 0.28 0.69 0 0

프랑스 0.31 0.14 0 0 0.69 0.14 0 0

독일 0 0 0.31 0.1 0 0 0.69 0.1

인도 0.05 0.67 0 0 0.05 0.33 0 0

인도네시아 0.05 0.67 0 0 0.05 0.33 0 0

이탈리아 0 0 0.31 0.31 0 0 0.6 0.4

일본 0 0 0.05 0.05 0 0 0.88 0.12

한국 0 0 0.67 0.3 0 0 0.33 0.3

멕시코 0.2 0.31 0 0 0.2 0.69 0 0

파키스탄 0.05 0.05 0 0 0.73 0.27 0 0

폴란드 0.31 0.31 0 0 0.39 0.61 0 0

루마니아 0.31 0.31 0 0 0.55 0.45 0 0

러시아 0.15 0.31 0 0 0.15 0.69 0 0

스페인 0 0 0.31 0.11 0 0 0.69 0.11

태국 0.67 0.05 0 0 0.33 0.05 0 0

터키 0.73 0.27 0 0 0.05 0.05 0 0

우크라이나 0.05 0.05 0 0 0.75 0.25 0 0

영국 0.31 0.13 0 0 0.69 0.13 0 0

미국 0 0 0.05 0.05 0 0 0.35 0.65

베네수엘라 0.05 0.67 0 0 0.05 0.33 0 0

베트남 0.08 0.31 0 0 0.08 0.69 0 0
주: 
1) 밑줄은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2) 굵은 이탤릭체는 해당 국가가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이상형

<표� 18>� 퍼지셋�이상형분석�결과:� 의약품�생산·공급�체제� 공공성의�각� 이상형

에�속하는�정도(통제�공공성에� PhRMA�지수� 사용,� 연구대상� 2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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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유형별 대표 국가의 사례 고찰

0.5를 초과하는 소속점수 중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이상형을 

기준으로, <표 17>과 <표 18>의 분석 결과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유

형으로 분류된 국가들을 <표 19>에 정리하였다. PIPP 지수와 

PhRMA 지수의 측정 대상, 관점, 범위, 시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지수를 사용한 분석에서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면, 그만큼 ‘통제 

공공성’이라는 차원에서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각 이상형에 대한 각 사례들의 적합성(conformity)을 평

가하기 위해 유형별 대표 국가의 사례를 고찰한다. ~s*~p*i 유형은 

두 가지 분석 결과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국가가 

부재하므로 고찰에서 배제되었다. PIPP 지수 이용 시 해당 국가가 

부재하고, PhRMA 지수 이용 시 캐나다만 해당되나 그마저 소속정

도가 0.5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0.54). 소유, 재원조달 차원의 

공공성이 모두 낮다면 가격이나 지적재산권을 통제할 동기도 권위도 

없을 것이다.

공공제약사 보유 공공제약사 미보유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

의약품 지출의 

낮은 공공 조달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

의약품 지출의 

낮은 공공 조달
 지

적
재
산
권
 및

 가
격
에
 대

한
 

 높
은
 통

제
태국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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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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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및

 가
격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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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낮
은
 통

제
프랑스

영국
폴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미국

<표� 19>�퍼지셋�이상형분석�결과에�따른�유형화:�의약품�생산·공급�체제의�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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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태국(s*p*i 유형)

공공제약사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GPO)이 

존재한다.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

업(state enterprise)으로, 공기업정책청(The State Enterprise Policy 

Office)과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에 의해 비영리, 사회 서비스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건의료 공급 체계가 공공 중심이고(전

체 병상의 79%), 공공 병원에서는 무상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태국

에서, GPO는 필수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공공 병원에 

공급함으로써(전체 판매의 90% 이상), 환자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

근을 보장한다. 2011년 기준, 민간제약사에 의해 공급되었을 경우보

다 39.03%의 예산 절감을 낳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 의약품 안

보 기구를 자임하며, 2011년 대홍수 당시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

급하고, mobile unit을 통해 해당 지역에 직접 공급하기도 하였다. 

3개의 합작회사, 2개의 공장(GMP 인증), 13개의 소매 의약품 상점

을 가지고 있으며 2011년 기준 2,8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생산 품목은 주요 보건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HIV/AIDS 치료제(총 

매출의 23.64%), 백신(총 매출의 12.66%), 심혈관계 질환 및 당뇨 

치료제, 해독제, 희귀의약품72) 등 필수의약품 중심이다. 이익금은 희

귀의약품 생산, 국가 위기 상황 시 의약품 생산 등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된다. 태국 제약 시장의 약 3.2%(매출규모 9위)를 점유하고 공

공 보건의료 부문의 수요 대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아시아 인접 

국가와 이집트, 미국 등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대학, 학술기구와의 

협력이나 직원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 개발에도 역할을 한다. 이사

회는 정부, 법조계, 의료계, 학계, 공·사기업 전문경영인, GPO 실무

진으로 구성되며, 정부는 보건부와 국가건강보장청(Office of the 

72) 희귀의약품의 정의는 다양하다. 이 글에서 희귀의약품이란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니라,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즉 이윤이 많이 남지 않아) 생산,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태국 GPO가 생산하는 희귀의약품으로는 요오드 제제가 있다.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역시 꼭 필요함에도 수요가 적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가격이 높아 이
윤이 많이 남기도 한다. 이러한 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로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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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ealth Security), 법무부(Senior Public Prosecutor), 국가

인권위원회(Offi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ailand)와 연구윤리발전연구소(Institute for the Developments of 

Human Research Protections)의 대표로 구성된다(김선 등, 2015; 

정명섭 등, 2005: 132; Focus Reports, 2012; GPO, 2011; 

Wibulpolprasert, 2011, Huntington & Hort, 2015에서 재인용; 

http://www.intergpomed.com/).

2006년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은 87.73%로 연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으며, 1995년 이래 비교적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정부 지출

에서 의약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73) 역시 연구대상 국가 중 가장 

높다(6.6%).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74) 역시 연구대상 국가 중 

7번째로 높고(72.7%)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01년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소위 ‘30-Baht Scheme’)를 도입

하여 30바트(약 1천원)만 내면 공공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2006년에는 30바트의 부담마저 없앴다. 더불어 

2003년부터는 HIV/AIDS 치료제에 대한 보편적 무상접근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홍석표 등, 2013: 85-95; 이로리, 2009).

PIPP 지수는 연구대상 25개국 평균(2.38)보다 낮다(1.87). 

WTO/TRIPS 이행을 위해 1990년 0점에서 1995년 1.87점으로 증

가한 이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HIV/AIDS 치료제(2품목),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1품목), 항암제(4

품목), 총 7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강제실시를 하였는데, 보건의료 

지출의 부담이 커져 가는 가운데 HIV/AIDS 치료제에 대한 제약사

와의 가격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지 않

고, 감염병 치료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난에 대응하

73) 이하 정부 지출에서 의약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는 WHO 의약품 지출 자
료에 근거한다(Lu et al., 2011).

74) 이하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자료는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
tabase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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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Cass, 2007, Savoie, 2007에서 재인용), 태국 국가건강보장위원회

(National Health Security Board)는 강제실시 대상 의약품의 기준

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필수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에 지나치게 고가인 의약품으로, (1) 국가 

필수의약품 목록(National Essential Drug List)에 등재되어 있거나, 

(2) 긴급 상황 또는 극도의 위급상황에서 필요하거나, (3) 중요한 공

공보건 문제를 해결하거나, (4) 질병, 전염병, 전 세계적 유행병을 

예방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하거나, (5)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의약품은 국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

며, GPO가 직접 생산하고 있다(이로리, 2009, 김선 등, 2015에서 

재인용; Beall & Kuhn, 2012; GPO, 2011; Guennif, 2011; 

National Drug Committee, 2008, 김선 등, 2015에서 재인용).

PhRMA의 스페셜 301조 의견개진에서는 2008-2010년 우선협상

대상국, 2012-2015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2015년 기

준, 지적재산권 측면에서는, 특허 승인 과정의 지연, 자료 독점 및 

특허 보호의 불충분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국가로 지적되었다. 가격 

측면에서는, 공공 병원으로 하여금 전체 의약품 수요의 30%를 공공

제약사 GPO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조달 규제가 시장 진입을 저해

한다고 지적되었으며, 구매 상한가를 결정하는 기준과 과정이 투명

하지 않고 혁신적 의약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지적

되었다(정명섭 등, 2005: 132-133; PhRMA, 2015: 74-49). 수차

례의 강제실시로 인해 USTR은 2007년 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지

위로 격상함과 동시에 태국산 3개 제품군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75) 적용을 취소하는 등 무

역 제재를 가했지만, 해당 제품군을 제외하면 태국의 총 수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제실시에 반발한 Abbott의 공급 

거부(10품목)는 끝내 해결되지 못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Abbott를 

75) GSP는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 고소득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특
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조미진 등, 20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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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위반으로 제소했지만, 태국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는 이를 기각했다(Yamabhai & Smith, 2012; Nguye ̂̃
n, 2010: 199-204; Yamabhai et al., 2011).

나) 인도네시아(s*~p*i 유형)

총 4개의 공공제약사가 있으며, 3개(Kimia Farma, Indofarma, 

Phapros)는 제네릭 의약품, 1개(Bio Farma)는 백신 생산을 담당하

고 있다. 공공제약사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30% 

정도이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설립된 인도네시아 최초 제약사인 

Kimia Farma는76) 공개회사이자 상장공사(state-owned listed 

company)로서 주식의 90% 가량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공기업

부(Minister of State-Owned Enterprise)에 의해 상장공사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개회사로서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윤을 추구

하고 있지만 순이익의 최대 30%가 정부에 귀속되고 이윤이 원가의 

20%를 넘지 않도록 가격이 규제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총 5,332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의 자회사, 5개의 공장(GMP 인

증), 512개의 의약품 상점뿐만 아니라 200개의 의원과 36개의 임상

검사실도 가지고 있다. 주요 공공 병원약국 대부분을 소유하고 생산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4년 보편적 의료보장제도(Jaminan 

Kesehatan Nasional) 시행에 따라 의약품 상점과 의원을 늘려나가

고 있다. 2013년에는 말레이시아에도 소매 의약품 상점을 개소하였

는데 2015년까지 두 곳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생산 품목은 제

네릭 의약품 중심으로(전체 수익의 49%), 정부의 공공보건 프로그

램과 공공 병원에서 주로 이용된다. 공공제약사는 OGB(Obat 

Generilk Berlogo)라 불리는 “unbranded logo generic”을 독점적으

로 생산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공공 병원(전체 병상의 73.9%) 

의사는 의무적으로 OGB를 처방해야 한다.77) 그밖에도 강제실시 대

76) 1817년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그 전신이 설립되었으며, 독립 후 
1958년 구 네덜란드 기업의 국유화 정책에 따라 몇 개의 제약사와 합병되면서 
Kimia Farma가 되었다(Kimia Farma, 2012, 김선 등, 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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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Anti Retro-Virals(ARV)(4품목), 원료의약품(14품목)을 포함하여 

총 280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산사태,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의

약품을 포함, 무료 검진 및 치료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국내 판

매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로 수출도 하고 있으

며 최근에는 바이오 의약품, 항암 치료용 방사성 의약품 분야를 개

척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유일의 마취제, ARV, 요오드 제제 생산자

이며, 세계 두 번째 Quinine(말라리아 치료제) 생산자로 전 세계 시

장의 25% 가량을 점유한다. 정부는 이사회 대표(CEO)를 임명하며 

CEO가 이사회를 구성한다(김선 등, 2015; 양봉민 등, 2013: 

68-70; 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s(BUK), 2013, 

Huntington & Hort, 2015에서 재인용; Husada & Tjandrawinata, 

2013; Kimia Farma, 2013; 2011; UNCTAD, 2011: 33; World 

Bank, 2009). 

2006년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은 6.0%로 연구대상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으며, 1995년 이래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 지

출에서 의약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구대상 국가 중 가장 낮

다(0.2%).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역시 31.41%로 연구대상 국

가 중 세 번째로 낮은데, 1995년 이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

005년 크게 감소하였다. 보편적 의료보장제도가 2014년에야 도입되

었으며 2006년 당시 보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6.1%에 불과하

였다(Susenas, 2007, Rokx et al., 2009: 32에서 재인용). 하지만 2

004년부터 고위험군(마약 사용자, 성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ARV에 

대한 무상접근제도를 시작하였고(National AIDS Commission, 200

9, 김선 등, 2015에서 재인용), 2005년부터는 최저소득층(인구의 약 

30%)에게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사회건강보험네

트워크(Jamkesmas)를 운영하고 있다(Husada & Tjandrawinata, 20

77) unbranded logo generic이란 상품명 없이 성분명으로 판매되지만 품질 인증을 의
미하는 별도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제네릭 의약품을 의미한다. 본래는 공공제약
사만 독점적으로 생산하다가 최근에는 일부 민간제약사에도 허용되었다(Husada & 
Tjandrawinat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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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4년 1월에는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시행, 2019년까지 보

장인구 비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홍석표 등, 2013: 26

9).

PIPP 지수는 연구대상 25개국 평균(2.38)보다 낮다(2.17). 특허법 

제정이 1989년에 이뤄졌고, WTO/TRIPS 이행을 위해 1997년, 

2001년 추가로 개정하면서 1995년 이래 증가 추세이다(Husada & 

Tjandrawinata, 2013). 하지만 2004년, 2007년, 2012년 3차에 걸쳐 

HIV/AIDS와 B형간염 치료제 총 9품목에 대해 강제실시를 시행하

였다. 2012년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은 강제실시 배경으로, HIV/AIDS와 

B형간염 통제의 긴급한 필요, ARV에 대한 접근의 보장을 확대 및 

지속할 필요를 제시하였다. 첫 강제실시를 시행한 2004년은 고위험

군을 대상으로 한 ARV 무상접근제도가 시작된 해로, 제한된 재원 

하에서 제도의 실행가능성,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제실시는 불가피했

을 것이라 해석된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국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

재되어 있으며, Kimia Farma가 직접 생산하고 있다(PhRMA, 

2015: 58-60;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12; Public Citizen, 2012; Ministry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2008, 김선 등, 2015에서 재인용).

PhRMA의 스페셜 301조 의견개진에서는 2008년 이래 내내 우선감

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2015년 기준, 지적재산권 측면에서는 수차

례의 강제실시와 더불어 의약품 시판 허가를 위한 규제가 지적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받으려면 현지에 생산시설을 

설립하거나 현지에 생산시설을 가진 기업에 지적재산을 이전해야만 

하고, 특허 의약품을 제외하면 첫 번째 수입 후 5년 이내에 해당 의약

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만 한다. 이러한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인도

네시아 국내로 기술 이전을 낳기 때문에 의약품 지적재산 보호가 미

흡하다고 지적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지적재산권 규제를 볼 때, 

TRIPS 이행은 단지 국제적 압력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고 정부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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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은 국내 생산을 지향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가격 측면에서는 

급여 결정 기준의 불투명성이 지적되었다(PhRMA, 2015: 14, 58-63; 

Kusumadara, 2009, Husada & Tjandrawinata, 2013에서 재인용). 

다) 한국(~s*p*i 유형)

공공제약사는 부재한다. 2006년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은 

56.47%로 연구대상 25개국 평균(44.55%)보다 높다. 1995년만 해도 

평균(41.58%)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나(16.25%), 가파르게 증가하여 

2002년부터 평균을 넘어섰다. 정부 지출에서 의약품 지출이 차지하

는 비중 역시 평균(2.24%)보다 높고(3.6%), 연구대상 국가 중 6번

째이다.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54.73%)은 평균 수준

(57.14%)으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보다는 낮으며 2001년 이

래 제자리이다. 단일 보험자에 의한 의무적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

음에도 보장률이 높지 않고, 보건의료 공급 체계 역시 민간 위주이

다(전체 병상의 90%)(Paries et al., 2010).

PIPP 지수는 연구대상 25개국 평균(2.38)보다 낮지만(2.08), 1986

년 말레이시아, 대만과 함께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 앞서서 의약품 

제품특허를 도입하였고(Kyle & Qian, 2014; La Croix & Kawaur

a, 1996, Liu & La Croix, 2014에서 재인용),78) 1990년 이래 증가 

추세이다. PhRMA 스페셜 301조 의견개진에서는 2000년 이래 대

부분의 기간 동안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는데, 2015년 기준, 

특허 집행의 효과성, 투명성·책무성·예측가능성, 정부의 의약품 가격

결정과 상환 정책 측면이 지적되었다. 한미 FTA에서 합의된 수준으

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강화할 것, 보건복지부가 정책 변화를 도

입할 때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할 것, 운영 중인 각종 가격 통제

(신약 가격 결정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참조, 가격-사용량 연동

제 등)를 완화할 것 등이 요구의 골자였다(PhRMA, 2015: 64-68). 

78) 한미 FTA 체결로 허가-특허 연계와 같은 TRIPS-plus 규정마저 도입되었지만 
PIPP 지수 산출 기간인 2005년 이후 일어나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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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재원 하에서 급여 보장을 위해 가격 통제가 높고 이로 인

해 수차례 초국적 제약사의 공급 거부를 겪었다. 시민·사회·환자 단

체에 의해 백혈병 치료제 Gleevec(2002-2003년)과 HIV/AIDS 치료

제 Fuzeon(2008-2009년)에 대해 강제실시가 청구되었지만 특허청

은 두 경우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특허청). PIPP 지수와 PhRMA 지수를 종합해 볼 

때, 연구대상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통제가 높은 유형에 속하지만,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비한다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통제가 그렇다.

라) 프랑스(s*p*~i 유형)

공공제약사 LFB가 존재한다. 프랑스 정부가 대주주인 유한회사

(limited company)로, 그룹 전체가 프랑스 정부에 의해 소유된다. 

생산 품목은 주로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으로(생산 품목의 2/3 이상, 

연구개발 투자의 60% 이상), 바이오의약품, 특히 혈장분획제제 중

심이며 일부는 WHO 필수 의약품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세포 치료

제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2014년 기준 5개 바이오생산 시설(4개가 

프랑스 소재)과 2,016명(1,634명이 프랑스 소재)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4개의 자회사가 독일, 영국 등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브

라질에도 있다. 전 세계 40여 국으로 수출하며, 2014년 기준 총 매

출의 28%가 해외 사업으로부터 달성되었다. 2014년 기준, 혈장분획

제제 분야에서 프랑스 내 1위, 전 세계 6위를 차지하며,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프랑스 내 두 번째로 큰 기업이다. 프랑스 국내에서 헌혈

을 통해 수집한 모든 혈장을 분획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부여되

어 있으며, 이 혈장으로부터 만들어진 의약품은 프랑스 병원에 우선

적으로 판매한다. 하지만 병원 조달 계약 등 시장 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기업들과 동일하게 경쟁한다. 노동 환경, 환경 영향, 경제적 영

향 측면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고 하며 제3부문에 의약품을 공

급하거나, 브라질 공공제약사 HEMOBRAS와 말레이시아에 혈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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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공장 설립을 위한 기술 이전을 하는 등 대외적 노력도 하고 있다. 

이사회는 정부 대표, 각 회사의 대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부 

대표는 경제·산업·디지털 기술부(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Digital Technology),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국

가주식기구(Government Shareholding Agency), 고등교육·연구부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로부터 온다(LFB, 

2014; http://www.lfb.fr/en/home.html; Clark, 2007: 245).

2006년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은 70.94%로 연구대상 25개국 

평균(44.55%)보다 높고 연구대상 국가 중 6번째를 차지한다. 정부 

지출에서 의약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평균(2.24%)보다 높고

(2.7%), 연구대상 국가 중 7번째이다.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은 77.62%로 연구대상 국가 중 5번째로 높은데, 2000년 이래 

보편적 의료보장제도(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를 운영하고 

있으며(김대중, 2012: 362), 공공 병상 비중이 66%(비영리 민간 병

상까지 합하면 75%)에 달한다(Paries et al., 2010).

PIPP 지수는 연구대상 25개국 평균(2.38)보다 높으며(2.92), 1960

년 0.57점에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1970년 당시 독일, 영국, 미국과 

함께 제품특허를 부여하는 4개 국가 중 하나였으며(Liu & La 

Croix, 2014), 연구대상 국가 중 의약품 수출입 수지 흑자 3위, 

PCT 보유 5위를 차지한다. PhRMA의 스페셜 301조 의견개진에서

는 (별도 검토 혹은 EU로서) 2008-2010년과 2015년 감시대상국으

로 선정되었다. 2015년 기준, 지적재산권 측면에서는 EMA의 자료 

공개 정책 및 허가-특허 연계의 불충분성이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으로 지적되었고, 가격 측면에서는 국제 참조가격제와 치료군 참조

가격제의 시행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지적되었다(PhRMA, 2015: 

158-162). PIPP 지수와 PhRMA 지수를 종합해 볼 때, 가격 통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연구대상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

로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낮은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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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폴란드(s*~p*~i 유형)

체제전환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공공제약사의 민영화가 추진되

어 현재 Polfa Tarchomin만이 남아있다. 1994년 재무부 회사(treas

ury company)로 전환, 2000년 Polfa Pabianice, Polfa Warszawa와 

함께 Polish Pharmaceutical Holding으로 통합되었다가 2012년 Pol

fa Pabianice, Polfa Warszawa는 각각 민간기업인 Adamed와 Polp

harma에 매각되었다. 현재는 주식회사(S.A.)로서 주식의 85.69%를 

재무부(Minister of treasury)가 소유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가장 큰 

제네릭 제약사 중 하나이자 전 세계 가장 오래된 제약사 중 하나이

고(1823년 설립), 양질의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내 최초의 페니실린

을 생산한 이래 주요 생산 품목은 항생제 중심이며 그 외에도 인슐

린, 향정신성약, 피부과약 등 약 100여 품목을 생산한다. 주로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18개 국으로 수출도 한다(이철원과 김삼식, 2

006: 116-117; http://www.polfa-tarchomin.com.pl/index.php?la

ng=en).

2006년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은 38.6%로 고소득국가79) 중에

서는 미국(36.21%) 다음으로 낮다(평균은 44.55%). 1997년 크게 

감소한 이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로 2002년부터 평균보다 낮아졌

다. 1996-1998년, 소비에트식 NHS인 Semashko 모델을 의무적 건

강보험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조세에 의한 조달을 줄이고 보험료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 시기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역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은 평균

(57.14%)보다 높은데(69.9%), 이는 단일 보험자인 국가건강기금

(National Health Fund)이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본인부

담을 부과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이용 시점에서) 무료로 제공하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보건의료 공급 체계는 체제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79) 폴란드는 2009년부터 World Bank의 국가 분류에서 고소득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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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위주이다(전체 병상의 95%). 한편 정부 지출에서 의약품 지출

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평균(2.24%)보다 낮고(1.9%), 고소득국가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낮다(Sagan et el., 2011; Paries et al., 

2010; Thompson et al., 2009: 175-177; OECD, 2008: 배화숙, 

2005).

PIPP 지수는 3.18점으로 연구대상 국가 중 2번째로 높다(독일, 일

본, 스페인, 영국과 동일). 1960-1975년까지는 0.39점이었으나 

1995년과 2005년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WTO/TRIPS 이행 의무기한은 2000년이었으나 1993년에 이미 이

행하였는데(Kyle & Qian, 2014), 여기에는 1990년 체제전환, 2004

년 EU 가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hRMA의 스페셜 301

조 의견개진에서는 (별도 검토 혹은 EU로서) 2003년 우선협상대상

국, 2008-2014년 우선감시대상국, 2015년 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

다. 2015년 기준은 EU로서 검토되었으므로 프랑스와 동일하다. 

2003년 보고서에서는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자료 독점과 특허권이 

WTO/TRIPS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되었고, 가격 측면에서 투명성 

부족과 국외 기업에 대한 차별, 제한적인 급여 목록이 지적되었다. 

폴란드 정부는 지적재산권 및 가격 통제의 완화를 EU 가입 이후로 

미뤄둔 상태였고, PhRMA의 요구는 EU 가입 전까지 지적재산권 및 

가격 보호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PhRMA, 2003, 8-15). 2004년 

EU 가입 이후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위로 격하되었다. 

PIPP 지수와 PhRMA 지수를 종합해 볼 때, 가격 통제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연구대상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적재산

권 및 가격의 통제가 낮은 유형에 속한다.

바) 독일(~s*p*~i 유형)

폴란드와 달리 통일 이후 구동독 사회주의 체제 하 공공제약사는 

모두 민영화되었다. 2006년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은 75.81%로 

태국(87.73%) 다음으로 높은데, 1995년 이래 줄곧 이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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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정부 지출에서 의약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높으며(2.9%), 1995년 이래 증가 추세이다. 보건

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역시 연구대상 국가 중 6번째로 높다

(76.41%). 고소득자의 사회보험 이탈 허용, 진료기관 이용료의 도입

으로 인해 의무적 사회보험제도, 이용 시 무료라는 원칙이 퇴색되긴 

했지만 여전히 의료보장제도의 공공성이 높다(이준영, 2012a; 

2012b). 1980년대 이래 진행된 민영화에도 불구, 공공 병상의 비중

은 전체 49%를 차지하며 비영리 민간 병상까지 합하면 85%에 달

한다(Paries et al., 2010).

PIPP 지수는 3.18점으로 연구대상 국가 중 2번째로 높으며(일본, 

폴란드, 스페인, 영국과 동일), 1960년 0.52점에서 꾸준히 증가하였

다. 1970년 당시 프랑스, 영국, 미국과 함께 제품특허를 부여하는 4

개 국가 중 하나였고(Liu & La Croix, 2014), 연구대상 국가 중 의

약품 수출입 수지 흑자 1위, PCT 보유 3위이기도 하다. PhRMA의 

스페셜 301조 의견개진에서는 (별도 검토 혹은 EU로서) 2012년 이

래 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2015년 기준은 EU로서 검토되었으

므로 프랑스와 동일하다. 치료군 참조가격제를 운영하긴 하지만 영

국, 미국과 함께 제약사의 자유로운 가격 설정을 허용하는 3개 고소

득국가 중 하나로(OECD, 2008), 프랑스에 비한다면 지적재산권 통

제와 가격 통제가 모두 낮은 수준이다.

사) 미국(~s*~p*~i 유형)

공공제약사는 부재한다. 2006년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은 

36.21%로 고소득국가 중 가장 낮다(평균은 44.55%). 1995년부터 

2005년까지 30% 근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2006년 5%포인트 

가량 증가했는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장제

도 Medicare가 의약품 비용을 보장하는 Part D를 신설했기 때문이

다(김주환, 2012b). 정부 지출에서 의약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평균에 근접한데(2.1%,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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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은 2.24%), 정부 지출 자체가 높지 않다(GDP 대비 15.08%, 평

균은 14.57%).80)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역시 고소득국가 중 

가장 낮은데(44.9%, 평균은 57.14%),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공적 의

료보장제도가 부재한 때문으로 고소득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

례이다.81) 보건의료 공급 체계 역시 민간 위주이다(전체 병상의 

77.33%)(김주환, 2012a: 362-363).

PIPP 지수는 4.51점으로 독보적으로 높은데, 1.91점이었던 1960

년대 이래 2위와의 격차는 줄곧 1점 이상이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연구대상 국가 중 의약품 생산량 1위(수출량은 독일에 이

어 2위), PCT 보유 1위로서 1790년에 이미 전 세계 최초로 제품특

허를 도입하였고(Kyle & Qian, 2014), 1970년 당시 프랑스, 독일, 

영국과 함께 제품특허를 부여하는 4개 국가 중 하나였다(Liu & La 

Croix, 2014). 세계 최대의 의약품 생산·수출국으로서 스페셜 301조

를 통한 무역제재라는 강력한 위협을 기반으로 주요 교역대상 국가

에 가격 통제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양자 

간 FTA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협정대상국에 TRIPS-plus 규정을 

관철하고 있기도 하다.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부

재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자유 가격제를 운영하는 유일한 고소

득국가로 의약품에 대한 가격 통제 역시 가장 약하다.82)

80) 이하 GDP 대비 정부 지출(general government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자료는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 근거한다.

81) 2014년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ObamaCare”가 도입되었으나 공적 
의료보장제도로 보기 어렵다. 단지 보험자가 소유로 민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소
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로만 재원이 조달되
고, 필수급여패키지 설정 등 규제가 일부 도입되긴 했지만 각 보험이 제각기 관리
되기 때문이다(김계현 등, 2014).

82) 독일, 영국의 경우 보편적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가격 
통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격 통제가 이루어진다. 미국의 경우 노인과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Medicare,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Medicaid/CHIP과 재향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등 일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 하에서만 (간접적으로) 가격 통제가 이루어진다(김주환, 
2012b; OEC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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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결

1) 분석결과의 종합 및 고찰

이 장에서는 앞서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로 개념화된 

PPPR을 측정하고, 유형화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PPPR을 어떻

게 측정할 수 있는지, 주요 의약품 소비국이 각각 어떤 유형의 

PPPR을 발전시켜 왔는지, 그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은 무엇인

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앞서 PPPR은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제도화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권위로부터의 영향(혼합과 양)’이라는 기술적 

차원과 ‘공공가치에 대한 부합’이라는 규범적 차원을 통합하며, 소

유, 재원조달, 통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배열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관한 고찰을 기반으로,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을 각각 ‘의약품 

생산단위의 공공 소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의약품 지적재

산권 및 가격의 통제’로 조작적 정의하고, 각각 ‘공공제약사 유무’, 

‘총 의약품 지출 중 공공 조달 비중’, ‘PIPP 지수’ 및 ‘PhRMA 지

수’로 측정하였다. 세 가지 차원의 배열에 따라 PPPR의 8가지 이상

형을 구축하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주요 의약품 소비국 25개 

국가를 각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차원에서 모두 공공성이 높은 s*p*i 유형(공

공제약사 보유,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

에 대한 높은 통제)에는 태국만이 해당되었다. 앞서 살펴본 국가 중 

유일하게 공공제약사가 보건부 산하 비영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

며, 개발도상국으로는 흔치 않게 보편적 무상의료제도와 더불어 

HIV/AIDS 치료제에 대한 보편적 무상접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초국적 제약사의 공급 거부, 미국 정부의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공공 생산 역량과 보편적 접근보장 제도를 배경으로 감염병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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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비감염병 치료제에 대해서도 강제실시를 하였고 자국민

에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다.

s*~p*i 유형(공공제약사 보유, 의약품 지출의 낮은 공공 조달, 지

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높은 통제)에 해당된 인도네시아는 공공제

약사가 필수의약품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공공 부문에 공급하는 역할

을 한다는 점, 높은 감염병 부담과 ARV 접근보장 제도의 지속가능

성이라는 맥락에서 강제실시를 했다는 점에서 태국과 공통점이 있

다. 하지만 태국과 달리 2014년까지 보편적 의료보장제도가 부재하

였고, 최저소득층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의약품 접근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차이점이 있다. 두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중위소득국가),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은 극과 극

에 있다.

s*p*~i 유형(공공제약사 보유,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 지

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낮은 통제)에 해당된 프랑스에서 공공제약

사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와 달리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혈장분

획제제라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의 영역을 담당한다. 시장에서는 민

간 기업과 동일하게 경쟁하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도 선도적 역할을 한다. 태국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이 높지만, 정부 지출

에서 의약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태국에 비해 훨씬 낮다. 의약

품 지출의 공공 조달 중 보험방식에 기인하는 비중이 태국보다 크

기 때문이다.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격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제는 낮은데, 그 배경에는 오

랜 역사에 걸쳐 발전한 제약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적 고려가 존재

한다.

s*~p*~i 유형(공공제약사 보유, 의약품 지출의 낮은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낮은 통제)에는 폴란드만이 해당되었다. 

체제전환 이후 진행된 민영화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공제약사는 

그 형태가 주식회사이고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경쟁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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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유사하지만, 생산 품목은 2차 세계대전부터 생산해 오던 

항생제, 인슐린 등 기초의약품 중심이고 국내 시장 판매를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의료보

장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높지만,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다는 점은 프랑스와 다르다. 체

제전환 이후 전체 경제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는 이용 시점에서 무료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약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제약산업

의 발전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지적재

산권 보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체제전환과 OECD 및 

EU 가입이라는 정치경제적 맥락이 작용했다.

~s*p*~i 유형(공공제약사 미보유,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

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낮은 통제)에 해당된 독일의 공공제

약사는 체제전환(동서독 통일) 후 모두 민영화되었다. 프랑스와 마

찬가지로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보건의료 지출의 공

공 조달,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높으나 정부 지출에서 의

약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제약산업이 발전해 있고 의약품

의 지적재산권 통제가 약한 것도 프랑스와 유사하다.

프랑스, 폴란드, 독일은 대륙유럽 국가로서 의료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와 제약산업이 오랜 역사를 지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발전 유형과 수준은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공통적으

로 그 형태가 민간제약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공공제약사를 운영하

는데, 프랑스의 공공제약사가 시장 실패 영역을 담당하고 대내외 제

약시장에서 양적, 질적으로 선도적 행위자라면, 폴란드의 공공제약

사는 구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국유화되었던 제약사가 존속하고 있

는 형태로서 시장성과가 미미하다. 폴란드의 공공제약사가 체제전환 

후 대부분 민영화되고 한 곳만이 주식회사 형태로 남아있는 반면, 

독일의 공공제약사는 동서독 통일 후 모두 민영화되고 더 이상 남

아있지 않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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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고 제약산업이 발전해 있는 반면, 폴란드의 경우 의약품 지출

의 공공 조달 비율, 제약산업 발전 수준이 높지 않다. 세 국가는 모

두 OECD 및 EU 회원국인 고소득국가로서 지적재산권 통제가 약

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은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다.

모든 차원에서 공공성이 낮은 ~s*~p*~i 유형(공공제약사 미보유, 

의약품 지출의 낮은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낮은 통

제)에는 미국만이 해당되었다. 고소득국가로는 유일하게 보건의료 

지출과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이 모두 낮고, 보편적 공적 의료보

장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약품 자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세

계 최대 의약품 생산·수출국으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제 역시 가

장 약하며, 스페셜 301조라는 강력한 무역 제재 수단을 통해 제 외

국에서 자국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 하지만 신약에 대한 높은 

가격 인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 산업에 대한 지원은 자국민의 의

약품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보건의료지출을 증가시키는 문제

를 낳고 있다.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통제가 낮다는 점은 폴란드와 유사하다. 하지만 두 국가가 처한 맥

락은 판이하게 다른데, 폴란드에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이 체제전환 이후 급격히 낮아졌고 공공제약사, 보편적 의료보장제

도, 보건의료 공급 체계의 공공성이라는 유산이 남아있다면, 미국의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는 본래부터 시장 지향적이었다. 공공제약사

가 부재하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통제가 낮다는 점에서는 

독일과 유사하다. 두 국가는 세계 1, 2위의 의약품 생산·수출국이라

는 공통점이 있지만 독일과 달리 미국은 보건의료 지출과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이 모두 낮으며, 보편적 공적 의료보장제도도 부재

한다.

마지막으로 ~s*p*i 유형(공공제약사 미보유,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높은 통제)에는 한국만이 해

당되었다.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지만, 보건의료 지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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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조달 비율이 고소득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의 생산·공급이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도 

미국과 유사하다. 하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과 달리 제약산업의 

발전 수준이 높지 않고 신약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Gleevec과 Fuzeon의 사례에서, 제한된 재원 하에서 급여 보장을 위

해 약가를 통제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노력은 초국적 제약사의 공

급 거부로 인해 도리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

았다. 제조사인 Novartis와 Roche는 정식 공급을 거부하는 대신 소

위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Expanded Access Program 혹은 

Compassionate Access Program)’83)을 통해 제한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접근성(access)’ 저해의 책임을 한국 정부로 돌렸다.

태국,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의료보장제도를 포

함한 사회보장제도, 제약산업의 발전 역사가 길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제한된 재원으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실

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도 동일하다. 하지만 태국과 인도네시

아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강제실시를 주도한 반면 한국에서 강제실시

는 시민·사회·환자단체에 의해 청구되었고 정부는 도리어 이를 기각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감염병 부담

이 컸고 공공제약사가 존재했다는 점, 한국의 경우 OECD 가입 고

소득국가로서 요구되는 법·제도적 요건, 연구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과 양자 간 FTA를 체결한 사실이 함축하듯 처한 독특한 정치

경제적 맥락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이 처한 특수성은 폴란드와의 비교를 통해 더 잘 드러난다. 

83)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경우, 아직 허가를 받
지 않은 임상시험 단계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하에 ‘동정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Novartis는 2001년 4월 한국 최초로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를 통해 Gleevec 무상공급을 시작했고, 2001년 6월 허가를 받았음에도 2004년 2월
이 되어서야 정식 공급을 시작했다. 이때까지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이 유지되었다. 
Roche는 2004년 5월 허가를 받았지만 2009년 2월이 되어서야 (정식 공급이 아닌) 
무상공급을 시작했다(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한국 노바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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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국가는 완전히 반대되는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처한 맥락에는 공

통점이 적지 않다. 두 국가 모두 고소득국가이지만 상대적으로 늦게

(1996년) OECD에 가입하였다.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가 길지 않고, 

제약산업 발전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고소득국가에 요구되는 법·제

도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지정학적, 국제정치적으로 놓인 특수한 

위치로 인해 정치경제적 대외 의존성이 높다. 차이점은 폴란드의 경

우 공공제약사,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보건의료 공급 체계의 공공성

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의 경우 동아시아에 고유한 짧은 근대국가 역사로 인해 보건의료, 

제약산업의 역사적 유산이 거의 없고 급격한 경제발전 하에서 시장 

의존적 보건의료,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를 발전시켰다.

한국의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제약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지만 조류독감, 신종플루와 

같은 전 세계적 유행병의 예방 및 치료제, 백혈병, HIV/AIDS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의 치료제,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저

가의 필수의약품 등이 원활히 생산·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접

근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김선 등, 2015). 특히 초국적 제약사의 

공급 거부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단이 없는 정

부의 무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시 시민·사회·환자단체는 급여

적용(확대)과 약가 인하 요구, 강제실시 청구와 함께 추후 공공제약

사 설립 필요성까지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Gleevec

과 Fuzeon에 대한 강제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

우가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하고,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고가 신약의 반복되는 

접근 문제는 초국적 제약사와의 ‘위험분담(risk sharing)’을 통해 해

결하려 하고 있다.

각국은 단지 경제발전 수준만이 아니라 처한 공공보건, 보건의료

체계, 제약산업 맥락,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유형, 이러한 제도의 

역사적 유산과 세계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포괄하는 정치, 경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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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PPPR을 발전시켜 왔다. 국가가 

어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해야 하는가는 처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효율성, 시장 실패라는 기준만이 

아니라 의약품 접근권, 건강권의 보편적이고 공평한 보장이라는 공

공가치의 기준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건강권과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의약품의 공정한 배분에 부합

하고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처지를 낫게 하는지 여부

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민창식, 2012).

2) 복지체제, 생산체제의 측정 및 유형화와의 비교

PPPR의 개념화는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기에, 소유, 재

원조달, 통제 공공성이라는 구성개념은 공공성 이론에서 출발하여 

구축되었다. 공공성의 측정 및 유형화 역시, 선행연구의 부재로 탐

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공성에 기초한 의약품 생산‧공
급 체제의 유형화는 복지체제, 생산체제의 측정 및 유형화와 개념

적, 방법론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Esping-Andersen(1990)의 세 가지 복지체제 유형화에서, 복

지체제의 핵심 기능으로 간주되고 유형화 기준으로도 사용된 탈상품

화 능력은 개인이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민이라는 이유만으

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복지의 

생산‧공급에서 국가-시장 관계, 곧 공공-민간 혼합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Esping-Andersen의 탈상품화 측정 방법을 보건의료에 적용한 

Bambra(2005)는 총 병상 중 민간 병상의 비중, GDP 대비 민간 의

료지출의 비중, 보건의료체계의 인구집단 보장률이라는 세 가지 차

원, 곧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을 측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한편 Hall & Soskice(2001)의 ‘자본주의의 다양성(VoC)’ 이론에

서 자유시장경제(LME)와 조정시장경제(CME)라는 구분은 생산체제

를 조정하는 시장적 기제와 비시장적 기제 간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Amable(2003)의 ‘혁신과 생산의 사회적 체계(Social Syste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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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and Production, SSIP)’ 이론에서 시장기반 경제, 사회민

주주의적 경제, 아시아 자본주의, 대륙유럽 자본주의, 남유럽 자본주

의라는 5가지 생산체제의 구분은 상품시장에서 공공 소유와 가격 

통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공공 지출을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SSIP 이론을 인도와 브라질의 의약품 혁신 체계에 적용한 

Schüren(2012)은 인도를 시장기반 경제로, 브라질을 사회민주주의적 

경제로 분류했는데, WTO/TRIPS 체제 도입 이후 인도에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혁신을 위한 핵심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반면 브

라질에서는 건강 문제의 해결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우선한다는 차이

를 들었다.

복지체제, 생산체제 유형화의 결과는 서로 상당히 유사하지만, 개

발도상국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PPPR 유형화 결과와 비교

하기는 어렵다.84) 다만 보건의료자원이자 상품인 의약품의 특성, 의

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과 산업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상충하

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복지체제와 생산체제

가 연계되는 특수한 위치에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가 자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 분석결과의 함의와 한계

이 장의 분석은 의약품의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PPPR)을 측정, 

유형화한 첫 시도이다.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이라는 PPPR의 

세 가지 차원과 각각을 측정하는 ‘의약품 생산단위의 공공 소유(공

공제약사 유무)’,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

달 비중)’,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PIPP 지수 및 

84) 개발도상국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체제 및 생산체제 유형화의 예로는 Gough(2004)
와 Chung et al.(2010) 정도가 있다. Gough(2004)는 복지혼합(welfare mix)과 복
지결과(welfare outcomes)를 기준으로 개발도상국 복지체제를 유형화하였으며, 복
지결과 지표는 Esping-Andersen(1990)의 유형화에서 사용된 ‘탈상품화’나 ‘계층화’
가 아닌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사용했다. Chung et 
al.(2010)은 중진국 노동시장을 불평등과 빈곤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이들 연
구는 고소득국가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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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MA 지수)’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

의 공공성)’로서 PPPR을 측정, 비교하기에 적절한 지표임을 확인하

였다.

각 유형별 대표 국가의 사례를 고찰한 결과, 각국은 단지 경제발

전 수준만이 아니라 처한 공공보건, 보건의료체계, 제약산업 맥락,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유형, 이러한 제도의 역사적 유산과 세계체

계 내에서의 위치를 포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PPPR을 발전시켜 왔음을 확인하였다.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에도 불구하고 PPPR의 다양성

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적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가 아닌 

공공적 구조와 공공가치 기제를 통한 의약품 생산·공급의 조직과 관

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PPPR이 단지 경제발전에 비례하

지 않으며 역사·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각국은 처

한 맥락을 고려하여 경제발전 그 자체를 위한 개발이 아니라 의약

품 접근권, 건강권이라는 인권의 보장을 위한 개발을 해야 할 의무

가 있다. 이어지는 5장에서는 각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측

정하고,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다양한 PPPR 배열을 확인할 것이다.

분석의 한계와 그에 따른 추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의 문제이다. 제약산업의 판매 자료를 이용한 ‘주

요 의약품 소비국가’라는 선정 기준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라는 경

계 밖으로 상당부분 벗어나 있는 쿠바와 같은 사례를 배제하였다.85)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공급 구조’라는 관점에서는, 근대 이후 어

떤 국가도 그 구조와 기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다만 맥락적 조건

85) 쿠바 내에서 생산, 소비된 의약품은 IMS Health의 의약품 소비량(판매량)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UNIDO의 의약품 생산량 통계에도 쿠바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쿠바는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2006년 기준 60.9%),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부여하지 않아 Liu & La 
Croix(2015)의 PIPP 지수 산출 대상 국가 중 지적재산권의 통제 수준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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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 영향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사례를 더

하거나 빼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분석 시점의 문제이다. 가용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

나 측정 지표 간 시점이 통일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표는 

역사·제도적 맥락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변화를 관찰

함으로써 국가별 PPPR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측정의 문제이다. 선행연구 및 자료원의 한계로, 소유, 재원

조달, 통제 공공성이라는 구성개념은 공공성 이론에서 출발하여 구

축되었고, 각 차원을 측정하는 지표는 불가피하게 선택되었다. 특히 

공공성의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개념적 차원에서는 공공가치와 정치

적 권위의 ‘원천’으로서 고려되었지만, 실제 공공성의 측정은 국가-

시장 이분법에 기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정’의 공공성, ‘사회/민

주적 통제’로서의 공공성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각 차원을 측정하는 지표 역시 한계가 있었다. 소유 차원의 경우,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공공제약사 유무’의 측정은 가용한 

자료원의 한계로 인해 엄밀성이 다소 부족하다. ‘공공제약사’를 ‘중

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거나 최대주주인, 제조업 허가 및 제

품 허가를 받은 의약품 생산단위’라고 정의한 것은, ‘공공제약사’ 그 

자체로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의 ‘정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공공제약사의 생산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용한 경우 

해석에 보완적으로 활용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의약품 생산단위

의 공공 소유’가 ‘공공제약사 유무(0 또는 1)’로 단순하게 측정됨으

로써 결과적으로 유형화가 단순해졌으며 사례 고찰 결과, 공공제약

사라 해도 소유 및 운영구조, 설립목표 및 역할이 상이함을 확인하

였다. 이는 추후 ‘공공제약사 유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통제 차원의 경우, 지적재산권과 가격에 대한 통제를 모두 포함함

으로써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구나 PIPP 지수는 단지 공식적인 

지적재산권 통제 수준만을 측정하고, PhRMA 지수는 지적재산권 

통제와 가격 통제를 구분하지 않고 측정함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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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형화 결과 PIPP 지수를 사용한 분석과 PhRMA 지수를 사용

한 분석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국가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는 두 지수의 측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거나, 지적재산권 통제와 

가격 통제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작동하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 유형화’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과 가격은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를 작동시

키는 핵심 기제이긴 하지만, ‘공공적 통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

의는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생산, 공급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민주

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제도 수준 및 조직 수준에서, 의사결

정 과정에 대한 사회/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이 공공성의 중요한 구성

개념으로서 다뤄져야 한다.

넷째 분석 모형과 결과 해석의 문제이다. ‘유형화’라는 방법과 제

도주의적 설명에 기초함으로써 사후적 정태적 분석에 머물렀으며 형

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동태적 분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PPPR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되고 측정된 만큼, 개괄적인 이해를 위

해 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추후 역사·제도적 맥락과 상호작

용하는 주체-행위자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초로 시도된 PPPR 유형화로, 각 유형의 역사·제도적 

맥락이 체계적으로 고찰되지 못했고 각 유형에 대한 의미부여가 더 

적극적으로 되지 못했다. 이는 추후 연구로 남겨둔다.

마지막으로 PPPR은 역사·제도적 맥락과 함께 의약품에 대한 접근

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인과적 경로를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5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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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

가. 연구문제

이 장의 목적은 앞서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로 개념

화된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PPPR)이, ‘공공가치의 실현

(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으로 개념화된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

고자 한다.

첫째,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둘째, 각국은 어떤 유형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는가?

셋째,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PPPR 배

열은 무엇인가?

넷째, 특정한 PPPR 배열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국가들은 어떠한 역사·제도적 맥락을 갖는가?

이 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

에 관해 고찰한 뒤 측정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자료원을 확정

한다. 국가별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측정한 뒤, 퍼지셋 이상

형분석을 통해 주요 의약품 소비국가 25개국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

을 각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는 한편,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PPPR 배열을 확인한다. 각 인과적 경로별 대표 국가의 역사·제도적 

맥락을 고찰하고,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한다.

나. 선행연구

3장에서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를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로,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를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제도화된 것’으로, 공공가치 실현(실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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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공공성)을 ‘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보장과 그에 따른 결과’라고 정의한 바 있다. 

공공가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은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

의 공공성)의 영향을 받으며, 제도적 수준에서 보장된 접근과 개인

적 수준에서 경험한 접근 결과를 아우르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4

장에서는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살

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측정변수 및 자료원을 확정하기 위해, ‘의약품

에 대한 접근’ 개념에 관한 이론적·경험적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1) UN, WHO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정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UN 인권규약

의 정의이다. UN 사회권 규약은 필수의약품을 근본적인 건강 결정

요인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건강권의 핵심 요소로 포함하

고 있다.86) 건강권(right to health)은 건강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

준에 도달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편의시설, 재화, 서비스를 다양

하게 향유할 권리를 의미하고,87) 이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

용이성(accessibility), 용인가능성(acceptability), 질적 우수성

(quality)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이는 ‘AAAQ framework’이

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접근용이성은 다시 차별금지(non-discrim-

ination), 물리적 접근용이성(physical accessibility), 경제적 접근용이

성 혹은 구매가능성(economic accessibility 혹은 affordability), 정보 

접근용이성(information accessibility)을 만족해야 한다. 즉, 필수의

약품은 가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우수한 질과 정보에 대한 

접근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WHO, 2006a; UN CESCR, 2000).

WHO는 이미 1977년에 필수의약품 모형 목록(WHO Model List 

86)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가 2000년 발표한 일반논평 14, 건강
이 최상의 수준에 도달할 권리(사회권 규약 제 12조)의 12조에 나와 있다.

87) 위자료, 9조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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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ssential Medicines)을 발표하면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정의한 바 있다. UN 사회권 규약 내 건강권의 한 요소로서 필수의

약품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 것은 WHO의 필수의약품 목록 개념이 

반영된 결과이다(Seuba, 2006; WHO, 2003). 1977년 이래 WHO

는 필수의약품의 정의, 선택 기준, 그에 대한 접근이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해 계속해서 논의, 발전시켜 왔다(표 20).

WHO 논의에 따르면, 필수의약품은 인구집단의 우선적 보건의료 

필요를 만족시키는 의약품으로서 공공보건 적절성, 유효성과 안전

성, 상대적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필수

의약품 목록은 각 국가가 처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88) 

이러한 맥락에서 UN, WHO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은 곧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과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필수의약품

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언제나 충분한 양이, 적절한 제형으로, 보

증된 질, 정보와 함께 이용가능하고, 그 가격은 개인과 지역사회 수

준에서 구매가능한 수준일 때, 접근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다.

88) WHO는 국가별로 국가 필수의약품 목록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이 때 WHO의 
모형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 

연도 필수의약품 정의

1977
are of utmost importance, and are basic, indispensable and 

necessary for the health needs of the population

1982

those that satisfy the health care needs of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they should therefore be available at all times in 

adequate amounts and in the appropriate dosage forms

1999

Essential drugs are those that satisfy the health care needs of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they should therefore be 

available at all times in adequate amounts and in the 

appropriate dosage forms, and at a price that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can afford

<표� 20>� WHO� 필수의약품�정의의�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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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다양한 차원 중 물리적 접근용이성, 수

용가능성이 주로 의약품 사용 측면(보건의료체계, 환자)의 영향을 받

는데 반해, 이용가능성과 경제적 접근용이성(혹은 구매가능성)은 주

로 의약품 생산·공급 측면의 영향을 받는다(표 21). 이용가능성은 필

요로 하는 의약품이 생산·공급되어야 함을, 구매가능성은 정부와 개

연도 필수의약품 정의

2002

Definition
Essential medicines are those that satisfy the 

priority health care needs of the population.

S e l e c t i o n 

Criteria

Essential medicines are selected with due regard 

to disease prevalence, evidence on efficacy and 

safety, and comparative cost-effectiveness.

Purpose

Essential medicines are intended to be available 

within the context of functioning health systems 

at all times in adequate amounts, in the 

appropriate dosage forms, with assured quality, 

and at a price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can afford.

2003

Essential medicines are those that satisfy the priority health 

care needs of the population. They are selected with due 

regard to public health relevance, evidence on efficacy and 

safety, and comparative cost effectiveness. Essential medicines 

are intended to be available within the context of functioning 

health systems at all times in adequate amounts, in the 

appropriate dosage forms, with assured quality and adequate 

information, and at a price the individual and the community 

can affor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cept of essential 

medicines is intended to be flexible and adaptable to many 

different situations; exactly which medicines are regarded as 

essential remains a national responsibility.
출처: WHO(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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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Widdus
(2001)

이용가능성 기초연구, 발견, 개발, 마케팅

(물리적) 접근용이성

유통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
질, 합리적 선택, 적절한 처방, 적절한 이용
경제적 요소
소비자의 지식과 건강추구 행태

경제적 접근용이성 제조업자의 판매 가격

INRUD

/WHO

(2003)

이용가능성

의약품 수요와 의약품 공급

의약품 공급 관리

직원의 역량과 성과

물리적 접근용이성

보건 시설과 환자 위치

교통

인적 자원

구매가능성 소득과 가격

WHO1)

(2006)

물리적 접근용이성2) 보건전달체계

(경제적) 접근용이성

질

가격 정책

지적재산권

국제적 구매 계획

경쟁 촉진 정책

특허 만료 후 제네릭 도입 촉진

점진적 혁신

용인가능성
질

빈곤한 환경에서의 이용에 적합성

수용가능성 문화적, 심리사회적 태도와 믿음
주: 
1) 의약품 발견(discovery), 개발(development), 전달(delivery)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로 나누어서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전달 단계의 요인들을 수록하였다.
2) 원문에는 이용가능성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물리적 접근용이성으로 분류하였다.
자료: Widdus(2001), INRUD/WHO(2003, Anderson(2004: 24)에서 재인용),
      WHO(2006a)

<표� 21>� 의약품에�대한�접근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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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득국가 맥락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

한편 고소득국가 맥락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조금 다른 맥락

에서 사용되고 있다. 주로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한 북미와 서유럽

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신약에 대한 빠른 허가와 급여 보장’을 

의미한다. 이는 각각 이용가능성과 구매가능성에 대응된다고도 볼 

수 있다. 예컨대 허가 단계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조기접근계획

(early access to medicines scheme)’ 혹은 ‘확대된/동정적 접근 프

로그램(expanded/compassionate access program)’이, 가격 및 급여

결정 단계에서는 영국에서는 ‘환자접근계획(patient access scheme)’

이라고 불리는 ‘시장진입계약(new market access agreements)’89)이 

이러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시장 진입(market access)은 곧 환

자의 접근(patient access)으로 여겨진다(McCabe et al., 2009). 주

로 암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가 그 대상이 되며, 신약의 허가승인 여

부와 그 속도, 급여 보장 여부와 그 속도 및 범위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지표로서 측정, 비교되고 있다(Ragupathy et al., 2012; 

Blankart et al., 2011; Cohen et al., 2007).

예컨대 Cohen et al.(2007)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patient 

access to pharmaceuticals)’의 하위차원으로 시판 승인(여부), 시판 

승인 소요시간, (인구집단) 보장률, (환자의) 비용 분담, 급여 조건, 

시판 승인부터 급여까지의 속도, 수혜자가 의약품 급여의 선택을 통

제할 수 있는 정도, 인구집단 내 이용가능성의 균등성이라는 8가지 

차원을 제안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의 접근 수준을 측정

했다.

Cohen et al.(2007)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약을 승인했으나 승인 속도는 프랑스와 영국이 빨랐다. 인

구집단의 보장률은 네 국가에서 유사했으나, 환자의 비용 분담은 네

덜란드에서 가장 낮고 미국에서 가장 높았다. 네덜란드는 가장 많은 

89) 제약사와 보험자가 약의 실제적 효과, 예상 사용량과 관련된 불확실성("위험")을 "
분담"한다는 의미에서 ‘위험분담계약’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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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대해 급여 조건을 부과하고 있었고, 급여 결정에 소요되는 시

간은 프랑스에서 가장 길었다. 통일된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부재한 

미국은 필요한 의약품이 급여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연성이 높았지만, 인구집단 내 가장 불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Ragupathy et al.(2012)은 ‘허가 및 급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

(access to licensed and subsidized medicines)’의 하위차원으로 승

인된 의약품의 수, 최초 등록일로부터의 시간(의약품의 나이), 혁신

적인 의약품의 수라는 3가지 차원을 제안하고 미국, 영국, 호주, 뉴

질랜드의 접근 수준을 측정했다. 여기서 ‘혁신적인’ 의약품은 미국 

FDA가 허가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혹은 생명에 위협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충족되지 않은 필요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인정하여 

‘신속검토(fast-track)’된 의약품과, 캐나다 특허의약품가격검토위원

회(Patented Medicines Prices Review Bord, PMPRB)가 급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혹은 기존 치료법에 대

한 상당한 개선을 제공하는 최초의 의약품’으로 인정하여 ‘혁신적 

신약이거나 상당한 개선이 있는 경우’로 분류한 의약품으로 정의되

었다.

Ragupathy et al.(201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NHS는 

가장 많은 의약품, 가장 새로운 의약품, 가장 많은 혁신적 의약품에 

대해 급여를 보장했다. 뉴질랜드의 의약품관리청(Pharmaceutical 

Management Agency, PHARMAC)은 가장 적은 의약품, 가장 오래

된 의약품, 가장 적은 혁신적 의약품에 대해 급여를 보장했다. 미국

과 호주는 그 중간 수준이었다.

이러한 맥락의 논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결과들을 제시하지만, 공통적으로 규

제 완화 주장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연구는 Danzon et al.(2005)

이다. 이들은 25개 주요 의약품 소비국90)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분

90)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독일,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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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가격 규제가 신약 진입 속도를 늦춘다고 주장했다. 하지

만 Garattini & Ghislandi(2007)는 신약의 ‘진입 지연(launch de-

lays)’에 대한 초점, 그리고 이를 ‘혁신적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 

저해’로 등치시키는 관점을 비판한다. 여기에는 첫째 가격 규제로 

인해 제약사가 시장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허가당국의 의식적인 승인 거부의 결과로 ‘진입 지연’이 발

생할 수 있다는 것, 둘째 모든 신약이 반드시 혁신적인 것은 아니라

는 것, 셋째 자유 가격제를 허용하는 대신 사후에 급여 결정이 이루

어지는, 따라서 높은 가격으로 진입할 수 있는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에 최초로 진입함으로써 외부 효과를 기대하는 제약사의 전략적 

행동일 뿐이라는 것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Garattini & 

Ghislandi, 2007; Garattini, 2007).

3) 소결: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의 다차원성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은 다차원적이며, 각 차원은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상충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별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의 비교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각 차원 간 결합/배열에 주목해야 한다

(Ragupathy et al., 2012; Cohen et al., 2007).

다. 변수의 측정 및 자료원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은 다차원적이고, 그 구성개념은 추상적

이다. 때문에 어떤 지표를 통해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

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분석모형, 즉 

가설적 이상형의 특성 혹은 원인조건 결합을 설정하기 전에, 먼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가용한 자료와 지표들

을 검토한다. 검토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영국.



- 151 -

첫째, 특정 질환 혹은 환자, 의약품을 대상으로 측정되었는가 아

니면 전반적인 수준이 측정되었는가? 

둘째, 제도적 보장 수준이 측정되었는가 아니면 개인이 실제 경험

한 결과가 측정되었는가? 

셋째, 어떤 차원을 다루고 있는가? 단일 차원을 다루고 있는가 아

니면 다차원적인 속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위와 같은 특성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 기준이 있기 보다는 선택의 

문제인데, 요건은 해당 지표가 경제발전 수준을 막론하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대상 국가에서 자료의 가용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1)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가) WHO/HAI: 필수의약품 가격, 이용가능성, 구매가능성

UN 사회권 규약의 건강권,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규정에 따

라, UN Development Programme(UNDP)의 MDG 8번째 목표인 

‘개발을 위한 세계적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의 하위목표에는 ‘구매가능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access to af-

fordable essential medicines)’이 포함되었다. WHO는 비영리 국제

기구인 국제건강행동(Health Action International, HAI)과 함께 개

발도상국에서 WHO 필수의약품 모형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의 가

격, 이용가능성, 구매가능성을 조사, 발표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 간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의 비교 연구가 이뤄져왔다

(Cameron et al., 2012; 2011; 2009; van Mourik et al., 2010; 

Mendis et al., 2007). 가격, 이용가능성, 구매가능성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 측정되었다.

가격: 조사대상 의약품의 국제참조가격 대비 중위가격 비

이용가능성: 자료수집 당일 조사대상 의약품이 존재하는 상점의 비율

구매가능성: 최저임금 공무원이 조사대상 의약품의 한 번의 치료 사이클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일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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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다양한 차원이 조사되었고, 가

격, 이용가능성, 구매가능성의 정의는 UN 사회권 규약의 ‘필수의약

품에 대한 접근’ 정의에 잘 부합한다. 하지만 국가별 의약품 필요와 

사용 양상이 다른 상황에서 특정 의약품의 가격, 이용가능성, 구매

가능성이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대표한

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별로 조사된 의약품이 다

를 뿐만 아니라, 공공 조달, 공공 상점, 민간 상점이 구분되어 조사

되었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제한되며, 이용가능성의 경우 선택된 

자료수집일과 상점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도 있다. 조사 대상 국가가 

개발도상국에 한정되는 점도 한계이다.

아울러 제도적 수준에서 측정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국가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지만, 그것이 실제 인구집단에게 갖는 의미는 제

한적일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지불능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구매가

능성이 그렇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인구집단의 상당수는 최저임금 

공무원보다도 낮은 수준의 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공무

원의 일급을 기준으로 측정된 구매가능성은 과대추계의 가능성이 있

다(Niëns & Brouwer, 2013; Niëns & Brouwer, 2009).

나) WHO의 세계건강조사: 처방받은 의약품의 확보 정도와 과

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 여부

WHO의 세계건강조사(World Health Survey, WHS)는 개인이 경

험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 결과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개발도상국과 고소득국가를 아

울러91) 총 70개 국가(응답자 30만 명 이상)에서 조사된 대표성 있

는 표본조사 자료이다. 확률 표집을 통해 가구를 추출하고, Kish 

table을 이용하여 가구원 1명(18세 이상)을 무작위 추출한 뒤 가구 

91)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접근 지표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만 측정되었다. 이는 의약
품에 대한 접근이 개발도상국의 문제로만 간주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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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인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WHS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측정

하고 있다. 하나는 개인의 처방받은 의약품 확보 정도이다. 마지막

으로 본인이나 자녀가 보건의료를 필요로 했던 때에 보건의료 공급

자가 처방을 해준 경우에 한하여, 처방받은 의약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었는지가 조사되었다. 확보할 수 없었다고 답한 경우, 그 이유

도 함께 조사되었다.92)

처방의약품은 일종의 필수의약품으로 간주된다는 점, 이용가능성 

또는 구매가능성 등 다양한 차원에 기인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 결

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이 지표는 가치가 있다. 인구집

단 수준에서는 처방의약품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인구의 비율을 통해,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정도를 측정해낼 수 있다. 이 지표

는 70개 조사국가 중 52개 국가에서 조사되었다.

다른 하나는 가구의 과부담 의약품 지출(catastrophic medicine 

expenditure) 발생 여부이다. (조사 시점에서) 지난 4주 동안 가구의 

총 소비지출, 식료품비 지출, 의약품 직접부담지출(out-of-pocket 

payment, OOP)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지불능력 대비 의약품 지출

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산출할 수 있다.

이 지표는 지불능력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약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 정도를 측정해낼 수 있다. 특히 의약품에 접근할 수는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가구의 삶의 질, 나아가 생계에 지장이 생겼

을/생길 가능성을 고려하므로 첫 번째 차원의 지표와 보완적으로 사

용될 수 있다. 인구집단 수준에서는 과부담 의약품 지출이 발생한 

가구의 비율을 통해,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 정도를 측정

해낼 수 있다. 70개 조사국가 중 세 가지 지출 항목이 모두 조사되

어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 여부의 산출이 가능한 국가는 51개 국

92) ① “구매가능하지 않았음”(구매가능성), ② “모든 의약품을 찾을 수 없었음”(이용
가능성), ③ “처방된 모든 의약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④ “상태가 나아
지기 시작했음”, ⑤ “처방받은 약 중 일부가 이미 집에 있었음”,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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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처방받은 의약품의 확보 정도가 조사된 52개 국가 중 모로코

가 누락되었다. 

더불어 두 지표를 함께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

야 한다. 보편적 접근 정도가 낮지만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 보

호 정도가 높은 경우, 논리적으로 이는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과부담 의약품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

WHS의 조사대상 중 연구대상 국가는 9개 국가만이 포함되었다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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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약자)
국가명

WHS 조사 항목 연구대상 

25개 국가 여부처방의약품의 확보 정도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 여부

1 ARE United Arab  Emirates ○ ○ ×

2 BFA Burkina Faso ○ ○ ×

3 BGD Bangladesh ○ ○ ×

4 BIH Bosnia and Herzegovina ○ ○ ×

5 BRA Brazil ○ ○ ○

6 CHN China ○ ○ ○

7 CIV Côte d'Ivoire ○ ○ ×

8 COG Congo, Rep. ○ ○ ×

9 COM Comoros ○ ○ ×

10 CZE Czech Republic ○ ○ ×

11 DOM Dominican Republic ○ ○ ×

12 ECU Ecuador ○ ○ ×

13 ESP Spain ○ ○ ○

14 EST Estonia ○ ○ ×

15 ETH Ethiopia ○ ○ ×

16 GEO Georgia ○ ○ ×

17 GHA Ghana ○ ○ ×

<표� 22>� WHS의� 처방의약품�확보�정도� 및� 과부담�의약품�지출�발생� 여부� 조사대상�국가와�연구대상� 25개� 국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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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약자)
국가명

WHS 조사 항목 연구대상 

25개 국가 여부처방의약품의 확보 정도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 여부

18 GTM Guatemala ○ ○ ×

19 HRV Croatia ○ ○ ×

20 HUN Hungary ○ ○ ×

21 IND India ○ ○ ○

22 KAZ Kazakhstan ○ ○ ×

23 KEN Kenya ○ ○ ×

24 LAO Lao PDR ○ ○ ×

25 LKA Sri Lanka ○ ○ ×

26 LVA Latvia ○ ○ ×

27 MAR Morocco ○ × ×

28 MEX Mexico ○ ○ ○

29 MLI Mali ○ ○ ×

30 MMR Myanmar ○ ○ ×

31 MRT Mauritania ○ ○ ×

32 MUS Mauritius ○ ○ ×

33 MWI Malawi ○ ○ ×

34 MYS Malaysia ○ ○ ×

35 NAM Namibia ○ ○ ×
36 NPL Nepa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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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약자)
국가명

WHS 조사 항목 연구대상 

25개 국가 여부처방의약품의 확보 정도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 여부

37 PAK Pakistan ○ ○ ○

38 PHL Philippines ○ ○ ×

39 PRY Paraguay ○ ○ ×

40 RUS Russian Federation ○ ○ ○

41 SEN Senegal ○ ○ ×

42 SVK Slovak Republic ○ ○ ×

43 SVN Slovenia ○ ○ ×

44 SWZ Swaziland ○ ○ ×

45 TCD Chad ○ ○ ×

46 TUN Tunisia ○ ○ ×

47 UKR Ukraine ○ ○ ○

48 URY Uruguay ○ ○ ×

49 VNM Vietnam ○ ○ ○

50 ZAF South Africa ○ ○ ×

51 ZMB Zambia ○ ○ ×

52 ZWE Zimbabwe ○ ○ ×

Total 52 5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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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WHS의 

두 가지 의약품에 대한 접근 지표, 곧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과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 지표를 활용

한다.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은 서베이 구조를 

고려하여 국가별 인구 모집단 값을 추정한다.93) 국가 별로 표본가구 

추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공되는 층화, 집락, 가중치 변수가 조

금씩 다른데,94) 가용한 경우 최대한 반영하여 모수에 근사한 값을 

얻고자 하였다.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은 Saksena et 

al.(2010)이 산출한 값을 이용하였다.95)

WHS를 이용하여 산출한 국가별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

구의 분율, Saksena et al.(2010)이 산출한 국가별 가구 과부담 의약

품 지출 평균 발생률은 <표 23>과 같다.

93) 표본조사 자료를 통한 인구 모집단 값(평균, 분율 등)의 추정 시 층화(strata), 군
집(primary sampling unit), 가중치(weight)를 고려해야 하는데, 가중치만 고려하는 
경우 점 추정치는 동일하지만 표준오차를 잘못 산출하게 되며 가중치마저 고려하지 
않으면 추정 값도 틀리게 된다.

94) 예컨대 무응답률을 보정한 사후층화 가중치가 제공되는 경우와 제공되지 않는 경
우가 있다. 응답률이 100%에 가까운 국가들에서 사후층화 가중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후층화 가중치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들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95) 이 자료는 WHO의 공식 보고서로서 과부담 지출 산출법을 고안한 Xu가 저자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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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명

WHS 조사 항목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1)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2)

모두 대부분 어느 정도 아주 약간 전혀 모든 가구
의약품 지출이 0이 

아닌 가구

1 브라질 0.875 0.0206 0.0303 0.01 0.0641 6.51 11.64

2 중국 0.9837 0.0096 0.0037 0.0012 0.0019 4.62 14.7

3 인도 0.8974 0.0203 0.0358 0.0171 0.0294 13.73 27.46

4 멕시코 0.9555 0.0221 0.01 0.0025 0.0099 8.1 26.18

5 파키스탄 0.8885 0.0548 0.0426 0.01 0.0041 12.52 22.49

6 러시아 0.6951 0.1256 0.1427 0.0292 0.0074 8.5 15.85

7 스페인 0.9862 0.0053 0.0034 0 0.0052 0.92 3.31

8 우크라이나 0.7114 0.1524 0.0992 0.0238 0.0131 10.6 19.15

9 베트남 0.9431 0.0296 0.0173 0.0075 0.0026 4.38 10.87
주: 
1)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은 “모두”라고 답한 인구의 분율로 측정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모두”라고 답한 인구가 월

등히 많아 “대부분”이라고 답한 인구의 포함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2)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은 의약품 OOP가 0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의약품 OOP가 0인 가구를 제외함으로

써 국가별 변이가 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료: WHO, World Health Survey; Saksena et al.(2010) 

<표� 23>�WHS의� 처방의약품에�접근할�수�있는� 인구의�분율� 및� 가구� 과부담�의약품�지출� 평균� 발생률(연구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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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외하면, WHS를 이용한 국가 

간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의 비교 연구는 많지 않다. 총 세 편의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96) 먼저 Wagner et al.(2011)의 

연구는 52개 국가를 대상으로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수행했다. 첫 번

째 분석은 ‘처방받은 의약품을 확보한 인구의 비율(“모두” 혹은 “대

부분”)’, ‘가구의 총 소비지출 대비 의약품 지출의 비율’에 대해 국

가 소득수준 별로 중위비율(median percent)을 산출한 것이다. 먼저 

처방받은 의약품을 확보한 인구는 저소득국가의 경우 75.6%(22개 

국가), 중저소득국가의 경우 79.3%(17개 국가), 중상위소득국가의 

경우 82.2%(10개 국가), 고소득국가의 경우 84.9%(3개 국가)로, 국

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인구97)만을 대상으로 하면 저소득국

가는 71.8%, 중저소득국가는 75.5%, 중상위소득국가는 80.4%, 고

소득국가는 80.7%로 각각 낮아져, 국가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빈곤 

인구는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 인구와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은 고소득국가가 아닌 중

상위소득국가로 나타났다.

총 소비지출 대비 의약품 지출의 비율은 일종의 과부담 의약품 지

출 지표로 볼 수 있다. 저소득국가의 경우 7.5%, 중저소득국가의 경

우 7.9%, 중상위소득국가의 경우 5.1%, 고소득국가의 경우 3.3%로, 

국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의 의약품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저소득국가는 9.4%, 중저소

득국가는 9.5%, 중상위소득국가는 6.8%, 고소득국가는 3.5%로 높

아져, 국가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빈곤 가구는 의약품 지출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국가의 경우 차이가 크지 않았다.

Wagner et al.(2011)의 두 번째 분석은 가구 수준에서, 처방받은 

96) http://www.who.int/healthinfo/sage/articles_whs/en/index7.html (2015.8.4 접속)
97) 빈곤인구는 스스로 평가한 영구자산에 의해 결정된 소득 5분위 중 1-2분위로 정

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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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확보 여부와 잠재적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 여부에, 해

당 국가 국민들의 공공 보건의료에 대한 평가 수준98)이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 것이다. 가구 수준의 특성들을 보정한 로지스틱 회귀분

석에서, 해당 국가 국민들이 평가한 ‘공공 보건의료 기능의 인지된 

충분성’과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가구의 처

방받은 의약품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 잠재적 과부담 의료비 지

출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

해,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민간 부문에서 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공공 부문이 의약품의 이용가능성과 질이 낮고, 비용은 비싸

며, 대기시간으로 인해 추가적인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인식, 혹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공공 보건의료 기능의 인지된 충분성과 처방의약품에 대한 

접근, 인지된 충분성과 잠재적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 간의 상관

관계를 각각 그림으로 제시하면서(그림 26-27), 인지된 충분성이 높

은 국가에서 인구의 높은 비율이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고 낮

은 비율이 잠재적 과부담 의료비 지출에 노출된다고 해석했다. 상관

관계를 기반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인지된 충분성이 높은 국가들 중

에서도 처방의약품에 대한 접근, 잠재적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이 

다양한 점은 한계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합관계를 기반으로 해석하면, 공공 보건의료 기능의 인

지된 충분성은 처방의약품에 대한 접근, 잠재적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의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에 가깝다.99) 즉 공공 보건의료 

98) 지난 해 공공 보건의료 시설에서 외래 서비스를 받았다고 응답한 가구의 평가를 
기반으로, 공공 보건의료 기능의 인지된 충분성,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긍정
적 경험이라는 두 가지 지표를 구축하였다. 전자는 공급자의 기술, 장비, 의약품이 
충분했다고 답한 가구의 비율로, 후자는 치료 경험이 “아주 좋았다” 혹은 “좋았다”
고 평가한 가구의 비율로 측정되었다. 이 지표들을 이용해 상위 40% 국가(전자는 
88% 이상, 후자는 70% 이상)와 하위 50% 국가를 나눈 범주형 변수가 각각 로지
스틱 회귀분석에 활용되었다.

99) 잠재적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의 경우 높을수록 접근이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
에, 부호를 반대로 변환하면 처방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동일한 상관관계/집합관계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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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인지된 충분성이 그 자체로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 

잠재적 과부담 의료비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

만, 이러한 결과를 낳는 인과적 경로는 모두, 인지된 충분성을 포함

한다. 이는 PPPR을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원인조건으로 가정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Jung & Kwon(2015)은 저소득국가와 중위소득국가 총 35개 국가

를 대상으로 특허 보호의 강도가 처방의약품에 대한 미접근(“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허 보호의 강도는 Ginarte & 

Park(1997)의 PR 지수로 측정되었고(4장 참조), 개인 수준, 국가 수

준의 특성들이 함께 고려되었다.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저소득국가와 중위소득국가에서 처방의약품에 대한 미접근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났다. 중위소득국

가에서는 특허 보호의 강도가 높을수록, 총 보건의료지출 중 공공 

[그림� 26]� 처방의약품에�대한�접근과�

공공�보건의료�기능의�인지된�충분성�

간의�관계

[그림� 27]� 잠재적�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과� 공공� 보건의료� 기능의�

인지된�충분성�간의�관계

출처: Wagner et al.(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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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비중이 낮을수록 미접근이 높아졌지만, 저소득국가에서는 필

수의약품 목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인구 당 의사수가 낮을수록 처방

의약품에 대한 미접근이 높아졌다.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수준의 요인은 확인하지 못했

다.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에 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Saksena et 

al.(2010)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51개 국가를 대상으로 크게 

두 가지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국가별로 가구의 과부담 의약품 지

출 평균 발생률을 추정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가구의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는 것이었다. 과부담 의약품 

지출은 가구의 지불역량(capacity to pay)100) 대비 의약품 OOP 비

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되었고, 모든 가구와 의약품 직접

부담지출이 있었던 (의약품 OOP가 0이 아닌) 가구에 대해 각각 분

석이 이루어졌다. 가구 수준과 국가 수준의 요인을 고려한 다수준 

회귀분석 결과, 총 보건의료 지출 중 OOP 비중이 높은 경우(곧 보

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낮은 경우), 총 소비지출의 지니계

수가 높은 경우에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 위험이 높아짐을 확인

하였다. 반면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국가 내 변이보다 국가 간 변이가 

더 큰 점에서,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00) 가구의 지불역량은 총 소비지출에서 최저생계비(subsistence expenditure)를 뺀 
값으로 정의되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의 비중이 
백분위수(percentile) 기준 45번째와 55번째인 가구의 평균 식료품비 지출을 가구 
규모로 보정한 값이다(Gotsadze et al., 2009; Xu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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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as market access)

본 연구는 ‘주요 의약품 소비국가’, 즉 의약품 소비(사용)량이 일

정 수준 이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개발도상국

과 고소득국가가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측정하기 위한 WHO의 WHS 자료는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 고소득국가 중에서는 스페인만이 포함

되었다.

고소득국가 맥락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신약에 대한 빠른 허

가와 급여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시장 진입은 곧 환

자의 접근이며, 가격 규제는 신약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여 환자의 

접근을 저해한다고 주장된다(Costa-Font et al., 2015; Cockburn 

문헌 결과 변수 설명 변수(국가 수준) 연구 설계

Wagner et al.(2011)

처방의약품에 접근

할 수 있는 인구

의 비율,

잠재적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 

가구의 비율

공공 보건의료 

기능의 인지된 

충분성

가구 수준과 

국가 수준을 

고려한 로지

스틱 회귀분석

Jung & Kwon(2015)

개인의 처방의약품

에 대한 미접근 

여부

소득수준, 필수

의약품 목록 유무, 

인구 당 의사 수,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 

특허 보호의 강도

개인 수준과 

국가 수준을 

고려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

분석

Saksena et al.(2010)

가구의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 

위험

소득불평등, 보건

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

가구 수준과 

국가 수준을 

고려한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

분석

<표� 24>�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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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4; Verniers et al., 2011; Danzon et al., 2005). 반대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신약의 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환자의 접근을 

보장한다고 주장된다(Cockburn et al., 2014; Verniers et al., 

2011).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신약의 진

입 정도와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는 가격을 상승시키고(Kyle & Qian, 

2014; Borrell, 2007), 제네릭의 진입을 저해함으로써(Yamabhai & 

Smith, 2012)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가격 규

제는 정부와 개인의 구매가능성을 높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

할 수 있다(Yamabhai & Smith, 2012).101)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대상 고소득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

준을 측정하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약과 제네릭의 ‘시

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1) Yamabhai & Smith(2012)는 특허 보호가 의약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현
재 및 미래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특허가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는 공통적으로 나타난 반면, 의약품 가격이 현재 및 미래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대상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했다. 태국 대상 
연구에서는 높은 가격이 현재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보여준 반면, 국제 연구
에서는 가격이 현재 및 미래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았다.

문헌 주요 결과
대상 국가와 시기, 

대상 의약품

Costa-Font et al.(2015)

‧ 급여 및 가격 규제는 신약 채택을 

지연시킨다. 
OECD 10개 국가,

1999-2008년,

신약

‧ 국제참조가격제는 가격 결정의 

상호의존성을 낳으므로 이러한 

지연 효과를 간접적으로 강화

한다.

<표� 25>�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시장진입으로서의�이용가능성에�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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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주요 결과
대상 국가와 시기, 

대상 의약품

Cockburn et al.(2014)

‧ 가격 규제는 신약의 시장 진입을 

강력하게 지연시키는 반면, 더 

길고 광범위한 특허 보호는 진입을 

앞당긴다.

전 세계 76개 국가,

1983-2002년,

신약

Kyle & Qian(2014)

‧ 특허가 보호되지 않으면 진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특허보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네릭 진입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전 세계 60개 국가,

2000-2013년,

전체 의약품

‧ 특허 의약품은 가격이 비싸지만 

판매량 또한 많다.

‧ 특허와 관계된 가격 premium은 

빈곤국에서 작다.

‧ TRIPS 이후 특허가 부여된 의약품

의 국가 간 가격차별은 증가되고 

있고, 가격은 질병부담과 반비례

한다. 이는 가격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대항 정책들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erniers et al.(2011)

‧ 진입 가격이 높을 때 신약 진입 

속도가 가장 빠르고, 최초 진입 

후 85개월 시점에서 신약 진입 

가격이 가장 높다. 

전 세계 50개 국가,

신약

‧ 가격 규제는 신약 진입 속도에 

부(-)의 영향을, 지적재산권 보호

는 정(+)의 영향을 미친다.

‧ 가격 규제와 지적재산권 보호는 

신약 진입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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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anzon & Furukawa(2008):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

국가별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의 측정은 다양한 연구들에

서 시도되었다(Pauwels et al., 2014; Ragupathy et al., 2012; 

Blankart et al., 2011; Kos et al., 2008; Cohen et al., 2007). 그 

중에서도 Danzon & Furukawa(2008)은 특정 질환 혹은 환자, 의약

품이 아닌 전반적인 수준을 측정하였다는 점, 신약과 제네릭을 구분

하고, 진입 정도와 진입 속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 비교하였다는 

점, 고소득국가뿐만 아니라 일부 개발도상국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들은 주요 의약품 소비국가에 해당하는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가격과 이용가능성을 비교하였다. 가격의 경우, 활성성분

과 적응증, 제형, 함량을 맞춘 뒤 미국 사용량을102) 기준으로 한 가

102) 미국 사용량을 기준으로 대상 의약품이 선정된 점은 한계이다. 국가 간 의약품 
가격 비교 연구를 고찰한 Machado et al.(2011)에 따르면, 2009년까지 수행된 21
개 연구 중에서 “대표성 있는 의약품의 선정”이라는 기준을 만족한 연구는 단 하나 
뿐이었다.

문헌 주요 결과
대상 국가와 시기, 

대상 의약품

Borrell(2007)

‧ 특허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킨다.

34개 중저소득국,

1995-2000 중반,

HIV/AIDS 의약품

‧ 인구 당 소득수준은 의약품 가격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제약사

들은 새로운 HIV/AIDS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skimming 전략

을 활용한다.

Danzon et al.(2005)

‧ 기대가격이 낮거나 기대시장이 

작은 국가는 신약의 시장 진입이 

적고 진입 지연이 더 길다.

주요 의약품 소비

국가 25개국(14개 

EU 국가 포함),

1994-1998

신약

‧ 병행수출 가능성은 신약의 시장 

진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

의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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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를 적용하였다. 이용가능성은 신약과 제네릭에 서로 다른 기준

을 적용하였는데, 신약의 경우 전 세계 최초 출시 국가에 비해 출시

가 지연된 정도(launch lag)와 출시되지 않는 정도(nonlaunch)를, 

제네릭의 경우 특허 만료 의약품 중 제네릭이 존재하는 정도를 통

해 측정했다.

측정 결과, 미국은 신약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진입하는 국가였

고 독일과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저자들은 정부의 급여 및 가격 

결정 없이 의약품이 시판 및 급여되는 유일한 선진국이 미국과 독

일이라는 점, 영국 역시 신약의 가격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면서, 가격 규제는 신약의 진입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진입이 되

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가장 많은 제네릭이 가용한 

국가이기도 했는데, 이 역시 규제 장벽이 낮고 경제적 동기부여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들은 측정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의약품 지출이 높은 이유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신약의 이용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사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약가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 부문 약가로 비교하는 경우 그 차이가 감소하며, 

이는 유통 마진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네릭의 경우에는 미국

의 약가가 오히려 다른 국가보다 낮았다. 이러한 현상 역시 미국의 

약가가 규제라는 정치적 통제가 아닌 가격경쟁이라는 자유시장적 통

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장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제네릭의 진입을 촉진하

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기전과 함께, 신약의 진입을 저

해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저해할 수 있는 기전을 살펴보았다. 

Danzon & Furukawa(2008)가 주장하듯 가격 규제가 신약의 진입

뿐만 아니라 제네릭의 진입 또한 저해할 수 있다면, 또한 Kyle & 

Qian(2014)이 주장하듯 지적재산권의 통제가 그 자체로 제네릭 진

입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면, PPPR의 배열에 따른 결과로서 ‘제

네릭 진입 정도’와 ‘신약 진입 정도’를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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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Danzon & Furukawa(2008)가 제공하는 ‘신약 진입 속도’

를 ‘신약 진입 정도’의 해석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약사는 

기대가격이 높은 국가에 먼저 진입함으로써 외부효과를 얻으려하기 

때문에, 신약의 진입 속도가 빠른 국가는 허가당국의 가격 규제 수

준이 높지 않고, 허가 및 급여/가격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지 

않은 경우이다. 한편 기대수익이 높지 않은 국가에는 진입할 유인이 

적으며, 여기에는 기대가격뿐만 아니라 예상 사용량(기대시장의 크

기)이 고려된다. 즉, 신약의 진입 속도는 빠르지만 진입 정도는 느린 

국가는, 기대가격은 높지만 예상 사용량이 낮은 경우이다. 곧 신약

의 낮은 진입 정도는 기대수익을 고려한 제약사의 전략적 행동의 

결과이거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허가당국의 의식적인 급여 승인 

거부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Danzon & Furukawa(2008)의 조사대상 중 연구대상 국가는 10

개 국가가 포함되었다(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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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정의, 측정, 자료원은 <표 27>에 정

리하였다. 연구대상 25개 국가 중 각 지표 및 자료원의 가용 여부를 

<표 28>에 정리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이집트, 인도네시아, 한국, 폴

란드, 루마니아, 태국, 터키, 베네수엘라는 어떤 자료도 부재하여 분

석에서 제외되었다.

연번 국가명
Danzon & Furukawa(2008) 

조사대상 국가

연구대상 25개 국가 

여부 

1 호주 ○ ×

2 브라질 ○ ○

3 캐나다 ○ ○

4 칠레 ○ ×

5 프랑스 ○ ○

6 독일 ○ ○

7 이탈리아 ○ ○

8 일본 ○ ○

9 멕시코 ○ ○

10 스페인 ○ ○

11 영국 ○ ○

12 미국 ○ ○

Total 12 10

<표� 26>� Danzon� &� Furukawa(2008)의� 신약� 및� 제네릭의� 이용가능성� 조사

대상�국가와�연구대상� 25개�국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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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조사항목(시점) 측정 자료원

필수의약품

에 대한 접근

처방 의약 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당신이나 당신 자녀가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처방된 

의약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었

습니까? (2002-2004)

1. 모두

2. 대부분

3. 일부

4. 약간

5. 해당 없음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모두”라고 답한 인구)

WHO, World 

Health Survey

과부담 의약품 

지출 로부 터의 

보호

지난 4주 동안, 당신의 가구가 

소비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2-2004)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총 소비지출 최저생계비
의약품 지출

  , 

의약품 OOP가 0이 아닌 가구 중)

식료품에 소비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류, 담배, 외식비 제외) 

(2002-2004)

의약품에 소비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2002-2004)

<표� 27>� 변수의�정의,� 측정,� 자료원:� 의약품�생산·공급� 체제�공공성의�결과로서�의약품에�대한�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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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조사항목(시점) 측정 자료원

시장진입으

로 서 의   

이용가능성

제네릭 

진입 정도

특허만료 의약품 중 제네릭이 

존재하는 비율

(2005)

해당 국가에 진입 이후 적어도 12년

이 경과되고 세계 최초 진입 후 

30년 이내인 의약품 중 제네릭이 

존재하는 비율(%)

Danzon & 

Furukawa(2008)

신약 

진입 정도

신약의 진입 비율

(2005)

주요 의약품 소비 국가1) 12개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에 진입한 신약

(세계 최초 진입 후 5년 이내)의 

해당 국가 진입 비율(%)

신약 

진입 속도

신약의 진입에 소요된 시간

(2005)

세계 최초 진입 후 5년 이내인 

의약품의 세계 최초 진입부터 해당 

국가 진입에 소요된 시간(개월)

(2005)
주: 1)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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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
WHS Danzon & Furukawa(2008)

아르헨티나 × ×

브라질 ○ ○

캐나다 × ○

중국 ○ ×

이집트 × ×

프랑스 × ○

독일 × ○

인도 ○ ×

인도네시아 × ×

이탈리아 × ○

일본 × ○

한국 × ×

멕시코 ○ ○

파키스탄 ○ ×

폴란드 × ×

루마니아 × ×

러시아 ○ ×

스페인 ○ ○

태국 × ×

터키 × ×

우크라이나 ○ ×

영국 × ○

미국 × ○

베네수엘라 × ×

베트남 ○ ×

Total 9 10

<표� 28>� 연구대상� 25개�국가� 중� 의약품에�대한�접근�지표의�가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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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모형

3장에서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를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로,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를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제도화된 것’으로, 공공가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을 ‘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보장과 그에 따른 결과’라고 정의한 바 있다.

공공가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은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

의 공공성)의 영향을 받으며, 제도적 수준에서 보장된 접근과 개인

적 수준에서 경험한 접근 결과를 아우르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이 장에서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 실현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확인한다. 하나는 UN, WHO 정의에 따른 ‘필수의약

품에 대한 접근’이라는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고소득국가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는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라는 차원이다. 전자

는 개인적 수준에서 경험한 결과로서,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통해 보편적이고 공평

한 접근 정도를 측정한다. 후자는 제도적 수준에서 보장된 접근으로

서,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를 통해 

이용가능성을 측정한다.103) 후자는 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4장에서는 PPPR의 각 차원이 이용가능성, 정부와 개인의 구매가

능성을 높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기전을 살펴보았다. 각 

기전은 서로 얽혀있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세 가지 차원의 배열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함을 확인하였다. 4

장에서 살펴본 각 기전을, 이 장에서 측정할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각 차원과 함께 통합한 모형을 [그림 28]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103) 제도적 수준에서 구매가능성은 다루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앞서 WHO/HAI 자
료의 구매가능성 지표에 관해 논의했던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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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연구대상 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유형화하기 위한 모형,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의

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PPPR 배열을 확인

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한다.

1)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유형화

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 보호

라는 두 가지 차원의 배열에 따라 4가지 이상형을 구축할 수 있고, 

각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연구대상 국가를 유형화할 수 있

다(그림 29). 유형화 결과는 질적비교분석 결과 해석에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나)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라는 세 가지 

차원의 배열에 따라 8가지 이상형을 구축할 수 있고, 각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연구대상 국가를 유형화할 수 있다(그림 30). 

유형화 결과는 질적비교분석 결과 해석에 보완적으로 활용한다.

[그림� 28]�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시장

진입으로서의�이용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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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유형화를�위한� 이상형의�속성공간:� 시장진입

으로서의�이용가능성의�세� 가지�차원(제도적�수준)

[그림� 29]� 의약품에�대한�접근의�유형화를�위한�이상형의�속성공간:� 필수의약품에�

대한�접근의�두� 가지�차원(개인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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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 공공성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

4장에서 PPPR 유형화는 PIPP 지수를 이용한 분석과 PhRMA 지

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국가들이 존재

하였다. PIPP 지수와 PhRMA 지수는 측정 대상, 관점, 범위, 시점

이 서로 다르고, 지적재산권 통제와 가격 통제는 서로 다른 맥락에

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장의 질적비교분석에서는 두 

가지 지수를 모두 원인조건으로 포함시켜 분석한다. 

추가로 수요·소비 측면에서 경제발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을 원

인조건으로 포함시켜 분석한다.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이라고 하

는 건강권의 구성요소로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정의상, 충분히 높

은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판단이 각 국가가 처한 맥락에 따

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

의료 접근성(인구 당 의사 수,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이 필수의약품

에 대한 접근,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제시한 바 있다(Jung & Kwon, 2015; Cockburn et al., 

2014; Kyle & Qian, 2014; Verniers et al., 2011; Danzon et al., 

2005). 경제발전 수준은 인구 당 GNI로, 보건의료 접근성은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로 측정한다. 다만 ‘보건의료 접근성’으로서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은 ‘보건의료체계의 산출로서 배분적 효율성’을 의

미할 수도 있다. 즉,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수준이 높은 경우 보건

의료에 대한 양적 접근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낮은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을 통해서도 높은 건강 수준을 달성하고 있다면 보건의

료체계의 배분적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PPPR 배열을 

확인할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모형은 <표 29>와 같다. 의약품에 대

한 접근의 각 차원은 각각 별도로 분석하되, 이상형분석에 따른 의

약품에 대한 접근의 유형화와 보완적으로 해석한다.



- 178 -

마. 분석방법

1) 속성공간의 구축

PPPR의 결과로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유형화하기 위한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위해 속성공간을 구축한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

을 측정하는 두 가지 차원, 곧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시장진입

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의 속성공간을 각각, 아래에서 서술한다.

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앞서 PPPR의 결과로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하였으므로, 속성공간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축된다.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이상형은 수리적으로 4가지가 가능하며

(  ), <표 30>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집합 연산자 ~는 여집합을, 

*는 교집합을 나타낸다.

104) 이 장의 분석에서 “PIPP 지수가 높다”는 것은 곧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
제도적 통제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퍼지 소속점수를 기준으로 한 것
으로, Liu & La Croix(2015)가 본래 산출한 PIPP 지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해석하
게 된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 = f[PPPR(s, p, pipp, phrma), 경제발전 수준(gnipc), 

보건의료 접근성(thepc)]

주:
1) s: 공공제약사 유무
2) p: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
3) pipp: PIPP 지수(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104)

4) phrma: PhRMA 지수(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 수준)

5) gnipc: 인구 당 GNI
6) thepc: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표� 29>�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모형:�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과�

의약품에�대한�접근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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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

앞서 PPPR의 결과로서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을 제네릭 진

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정

의하였으므로, 속성공간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축된다. 세 가지 차

원으로 구성된 이상형은 수리적으로 8가지가 가능하며(  ), <표 

3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집합 연산자 ~는 여집합을, *는 교집합을 

나타낸다.

속성들(집합들)

이상형(유형)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

access(보편적) cata(높은 수준)
access

*cata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 

  보호 수준도 높음

access(보편적) ~cata(낮은 수준)
access

*~cata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 

  보호 수준이 낮음

~access(제한적) cata(높은 수준)
~access

*cata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과부담 의약품 지출이 

  발생하지 않음

~access(제한적) ~cata(낮은 수준)
~access

*~cata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 

  보호 수준도 낮음

<표� 30>� 속성공간과� 이상형:�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보호를� 기준으로� 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의�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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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들(집합들)

이상형(유형)제네릭

진입정도

신약 

진입정도

신약

진입속도

gen

(높다)

new

(높다)

nspeed

(빠르다)
gen*new*nspeed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

높은 신약 진입 정도

빠른 신약 진입

gen

(높다)

~new

(낮다)

nspeed

(빠르다)
gen*~new*nspeed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

낮은 신약 진입 정도

빠른 신약 진입

~gen

(낮다)

new

(높다)

nspeed

(빠르다)
~gen*new*nspeed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

높은 신약 진입 정도

빠른 신약 진입

~gen

(낮다)

~new

(낮다)

nspeed

(빠르다)
~gen*~new*nspeed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

낮은 신약 진입 정도

빠른 신약 진입

gen

(높다)

new

(높다)

~nspeed

(느리다)
gen*new*~nspeed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

높은 신약 진입 정도

느린 신약 진입

gen

(높다)

~new

(낮다)

~nspeed

(느리다)
gen*~new*~nspeed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

낮은 신약 진입 정도

느린 신약 진입

~gen

(낮다)

new

(높다)

~nspeed

(느리다)
~gen*new*~nspeed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

높은 신약 진입 정도

느린 신약 진입

~gen

(낮다)

~new

(낮다)

~nspeed

(느리다)
~gen*~new*~nspeed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

낮은 신약 진입 정도

느린 신약 진입

<표� 31>� 속성공간과�이상형:� 제네릭�진입�정도,� 신약� 진입�정도,� 신약� 진입� 속도

를�기준으로�한�시장진입으로서의�이용가능성의�이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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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

속성공간(원인조건 결합)을 구성하는 각 속성들을 측정한 원점수

를, 각 집합들에 대한 사례들의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한다. 변환을 

위한 질적 기준점으로는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사용한다. 각 변

수별 변환 과정은 아래에서 서술한다.

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연구대상 국가에서 측정한 PPPR의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은 4

장에서 수행한 바 있다. 25개국의 통계적 분포를 기준으로, 사례들 

간 상대적 위치에 따라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변환하였다.

이 장에서 PPPR은 4장에서 변환된 퍼지 소속점수를 그대로 사용

한다. 이는 이 장의 분석 결과를 4장 PPPR 유형화 결과와 보완적으

로 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는 25개국 중 일부

만 포함되지만, ‘주요 의약품 소비국가 25개국 중 상대적 공공성 수

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연구대상 25개 국가, 9개 국가, 10개 국가에서 의약품 지출의 공

공 조달(p), PIPP 지수(pipp), PhRMA 지수(phrma)의 원점수와 퍼

지 소속점수의 관계는 <부록 3>에 수록하였다. 

4장에서는 통제 공공성의 두 가지 지표, 즉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를 이용한 유형화 결과를 각각 제시하였으나, 이 장에

서는 두 가지 지표를 모두 사용한 공공성 배열이 원인조건으로 해

석된다. 연구대상 16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9개국, 시장

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 10개국, 중복 3개국)에서 공공성 배열에 

대한 퍼지 소속점수는 <표 32-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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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조건 

결합

국가

s*p*pipp*

phrma

s*~p*pipp

*phrma

s*p*~pipp

*phrma

s*~p*~pip

p*phrma

s*p*pipp*

~phrma

s*~p*pipp

*~phrma

s*p*~pipp

*~phrma

s*~p*~pip

p*~phrma

브라질 0.25 0.43 0.25 0.57 0.25 0.33 0.25 0.33

캐나다 0 0 0 0 0 0 0 0

중국 0.3 0.3 0.45 0.55 0.13 0.13 0.13 0.13

프랑스 0.31 0.14 0.31 0.14 0.32 0.14 0.68 0.14

독일 0 0 0 0 0 0 0 0

인도 0.05 0.5 0.05 0.5 0.05 0.33 0.05 0.33

이탈리아 0 0 0 0 0 0 0 0

일본 0 0 0 0 0 0 0 0

멕시코 0.2 0.31 0.2 0.24 0.2 0.69 0.2 0.24

파키스탄 0.05 0.05 0.05 0.05 0.73 0.27 0.05 0.05

러시아 0.15 0.31 0.13 0.13 0.15 0.69 0.13 0.13

스페인 0 0 0 0 0 0 0 0

우크라이나 0.05 0.05 0.05 0.05 0.75 0.25 0.15 0.15

영국 0.25 0.13 0.31 0.13 0.25 0.13 0.69 0.13

미국 0 0 0 0 0 0 0 0

베트남 0.08 0.31 0.08 0.31 0.08 0.64 0.08 0.36
주: 1) 밑줄은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2) 굵은 이탤릭체는 해당 국가가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배열

<표� 32>� 공공성�배열에�대한� 퍼지� 소속점수:� 의약품�생산·공급�체제� 공공성의�각� 배열에�속하는�정도(연구대상� 1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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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조건 

결합

국가

~s*p*pipp

*phrma

~s*~p*pip

p*phrma

~s*p*~pip

p*phrma

~s*~p*~p

ipp*phrma

~s*p*pipp

*~phrma

~s*~p*pip

p*~phrma

~s*p*~pip

p*~phrma

~s*~p*~pi

pp*~phrma

브라질 0 0 0 0 0 0 0 0

캐나다 0.43 0.43 0.46 0.54 0.33 0.33 0.33 0.33

중국 0 0 0 0 0 0 0 0

프랑스 0 0 0 0 0 0 0 0

독일 0.25 0.1 0.31 0.1 0.25 0.1 0.69 0.1

인도 0 0 0 0 0 0 0 0

이탈리아 0.31 0.31 0.31 0.31 0.32 0.32 0.6 0.4

일본 0.05 0.05 0.05 0.05 0.25 0.12 0.75 0.12

멕시코 0 0 0 0 0 0 0 0

파키스탄 0 0 0 0 0 0 0 0

러시아 0 0 0 0 0 0 0 0

스페인 0.25 0.11 0.31 0.11 0.25 0.11 0.69 0.11

우크라이나 0 0 0 0 0 0 0 0

영국 0 0 0 0 0 0 0 0

미국 0.05 0.05 0.05 0.05 0.05 0.05 0.35 0.65

베트남 0 0 0 0 0 0 0 0
주: 1) 밑줄은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2) 굵은 이탤릭체는 해당 국가가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배열

<표� 33>�공공성�배열에�대한�퍼지�소속점수:� 의약품�생산·공급�체제�공공성의�각�배열에�속하는�정도(연구대상� 16개국,�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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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은 연구대상 국가 25개국의 통

계적 분포를 기준으로, 사례들 간 상대적 위치에 따라 0부터 1 사이

의 값을 갖도록 변환한다.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에는 25개국 중 일부

만 포함되지만, ‘주요 의약품 소비국가 25개국 중 상대적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먼저 경제발전 수준은 연속형 변수로서,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이 

필요하다. 경제발전 수준이 낮을수록, 고소득국가 집합(gnipc)에 속

하는 정도는 낮고, 개발도상국 집합(~gnipc)에 속하는 정도가 높다. 

반대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국가 집합(gnipc)에 속하는 

정도가 높고, 개발도상국 집합(~gnipc)에 속하는 정도는 낮다.

보건의료 접근성 역시 연속형 변수로서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을수록, 높은 보건의료 접근성 집합

(thepc)에 속하는 정도는 낮고, 낮은 보건의료 접근성 집합(~thepc)

에 속하는 정도가 높다. 반대로 보건의료 접근성이 높을수록, 높은 

보건의료 접근성 집합(thepc)에 속하는 정도가 높고, 낮은 보건의료 

접근성 집합(~thepc)에 속하는 정도는 낮다.

인구 당 GNI(gnipc),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thepc)의 퍼지 소속점

수로의 변환에 사용한 변수별 기초통계는 <부록 4>에, 연구대상 25

개 국가, 9개 국가, 10개 국가에서 원점수와 퍼지 소속점수의 관계

는 <부록 5>에 수록하였다.

25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의 원점수 및 퍼지 

소속점수는 <표 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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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원점수 퍼지 소속점수1)

인구 당 GNI 

(Atlas법, 현재

미국$)

(gnipc)

(2004)

인구 당 총 

보건의료지출, 

PPP

(2011년 국제$)

(thepc)

(2006)

인구 당 GNI 

(Atlas법, 현재

미국$)

(gnipc)

(2004)

인구 당 총 

보건의료지출, 

PPP

(2011년 국제$)

(thepc)

(2006)

아르헨티나  3,810        993 0.10 0.23

브라질  3,320        951 0.09 0.22

캐나다  29,220      3,699 0.83 0.76

중국  1,500        256 0.06 0.06

이집트  1,280        433 0.06 0.09

프랑스  31,500      3,422 0.86 0.73

독일  31,710      3,569 0.86 0.75

인도  630        135 0.05 0.05

인도네시아  1,090        181 0.05 0.05

이탈리아  28,220      2,730 0.82 0.65

일본  37,150      2,606 0.91 0.64

한국  15,650      1,484 0.57 0.46

멕시코  7,310        781 0.21 0.16

파키스탄  620        127 0.05 0.05

폴란드  6,260        935 0.17 0.21

루마니아  3,000        576 0.08 0.11

러시아  3,410        788 0.09 0.17

스페인  22,120      2,557 0.71 0.63

태국  2,370        366 0.07 0.08

터키  5,070        718 0.13 0.15

우크라이나  1,270        461 0.06 0.09

영국  36,170      2,947 0.91 0.68

미국  43,680      7,156 0.95 0.95

베네수엘라  4,060        852 0.10 0.19

베트남  590        196 0.05 0.05

<표�34>�원점수�및�퍼지�소속점수:�인구�당�GNI,�인구�당�보건의료지출(연구대상�2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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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연구대상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경우 9개국,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의 경우 10개국)의 통계적 

분포를 기준으로, 사례들 간 상대적 위치에 따라 0부터 1 사이의 값

을 갖도록 변환한다.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PPPR 유형화와 달리,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PPPR 배열의 확인에서는 어느 

수준 이상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높다’고 변환하는지에 따라 이

론적, 경험적 지식에 부합하는 집합관계가 드러날 수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1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이

라고 하는 건강권의 구성요소로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정의상, 충

분히 높은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한 판단이 각 국가가 처한 맥

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원인조건으로서 PPPR과 결과로서 

105) 때문에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은 이론적, 경험적 지식에 기초할 것이 권장된다. 
이는 집합 소속정도에서의 의미 있는 변이와 그렇지 않은 변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하며, 변수에서의 모든 변이를 동등하게 의미 있는(relevant 혹은 meaningful) 것으
로 다루는 양적분석과 구별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이 갖는 장점이기도 하다
(Ragin, 2008a: 71-84). 하지만 이론적, 경험적 선행연구가 부재한 경우, 자의적이
라는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국가명

원점수 퍼지 소속점수1)

인구 당 GNI 

(Atlas법, 현재

미국$)

(gnipc)

(2004)

인구 당 총 

보건의료지출, 

PPP

(2011년 국제$)

(thepc)

(2006)

인구 당 GNI 

(Atlas법, 현재

미국$)

(gnipc)

(2004)

인구 당 총 

보건의료지출, 

PPP

(2011년 국제$)

(thepc)

(2006)
주: 
1)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이용하여 변환한 결과이다.
자료원: 
1) 인구 당 GNI: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5. 3. 10 접속) 
2) 인구 당 총 보건의료지출: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5. 

9. 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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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

문에 합의 가능한 외부적 기준을 설정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불가

피하게 통계적 분포를 기준으로 하되 원점수를 가로축으로, 퍼지 소

속점수를 세로축으로 하는 산점도를 통해 변환에 문제가 없는지 확

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1)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먼저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은 연속형 변수로

서,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이 필요하다.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

이 낮을수록, 보편적 접근 집합(access)에 속하는 정도는 낮고, 제한

적 접근 집합(~access)에 속하는 정도가 높다. 반대로 접근할 수 있

는 인구의 분율이 높을수록, 보편적 접근 집합(access)에 속하는 정

도가 높고, 제한적 접근 집합(~access)에 속하는 정도는 낮다.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 역시 연속형 변수로서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이 필요하다.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률은 낮을수

록 접근 수준이 높다. 즉, 발생률이 낮을수록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

부터의 보호 집합(cata)에 속하는 정도가 높고, 과부담 의약품 지출

에 노출 집합(~cata)에 속하는 정도가 낮다. 반대로 발생률이 높을

수록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 집합(cata)에 속하는 정도가 

낮고,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 집합(~cata)에 속하는 정도가 높

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 과정에서 반대로 

변환한다. 이는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을 퍼지 소속

점수로 변환 후, 여집합에 대한 퍼지 소속점수와 교환함으로써 가능

하다. 이로써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과 마찬가지

로 높을수록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이 높다.

연구대상 25개 국가 중 WHS 자료가 가용한 9개 국가에서 처방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access),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cata)의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에 사용한 변수별 

기초통계는 <부록 6>에, 원점수와 퍼지 소속점수의 관계는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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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 수록하였다.

9개 국가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속성들(집합들)의 원점수와 

변환된 퍼지 소속점수는 <표 35>와 같다.  

(2)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

먼저 제네릭 진입 정도는 연속형 변수로서,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

이 필요하다. 제네릭 진입 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 

집합(gen)에 속하는 정도는 낮고,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 집합

(~gen)에 속하는 정도가 높다. 반대로 제네릭 진입 정도가 높을수

록,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 집합(gen)에 속하는 정도가 높고, 낮은 

국가명

원점수 퍼지 소속점수1)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

(access)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2)

(cata)

브라질 0.875 11.64 0.47 0.76

중국 0.9837 14.7 0.95 0.62

인도 0.8974 27.46 0.61 0.05

멕시코 0.9555 26.18 0.89 0.07

파키스탄 0.8885 22.49 0.55 0.17

러시아 0.6951 15.85 0.05 0.56

스페인 0.9862 3.31 0.95 0.95

우크라이나 0.7114 19.15 0.06 0.34

베트남 0.9431 10.87 0.85 0.79
주: 
1)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이용하여 변환한 결과이다. 밑줄은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2)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 후, 여집합에 대한 퍼지 소속점수와 교환한 결과이다. 처

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과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이 높다.

자료원: WHO, World Health Survey; Saksena et al.(2010)

<표� 35>�원점수�및�퍼지�소속점수:�처방의약품에�대한�보편적�접근과�과부담�의약품�

지출로부터의�보호(연구대상�9개국,� 200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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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진입 정도 집합(~gen)에 속하는 정도는 낮다.

신약 진입 정도 역시 연속형 변수로서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이 필

요하다. 신약 진입 정도가 낮을수록, 높은 신약 진입 정도 집합

(new)에 속하는 정도는 낮고, 낮은 신약 진입 정도 집합(~new)에 

속하는 정도가 높다. 반대로 신약 진입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신약 

진입 정도 집합(new)에 속하는 정도가 높고, 낮은 신약 진입 정도 

집합(~new)에 속하는 정도는 낮다.

신약 진입 속도 역시 연속형 변수로서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이 필

요하다. 신약이 진입에 소요된 시간이 길수록, 빠른 신약 진입 속도 

집합(nspeed)에 속하는 정도는 낮고, 느린 신약 진입 속도 집합

(~nspeed)에 속하는 정도가 높다. 반대로 신약이 진입에 소요된 시

간이 짧을수록, 빠른 신약 진입 속도 집합(nspeed)에 속하는 정도가 

높고, 느린 신약 진입 속도 집합(~nspeed)에 속하는 정도는 낮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 과정에서 반대로 변환

한다. 이는 신약이 진입에 소요된 시간(개월)을 퍼지 소속점수로 변

환 후, 여집합에 대한 퍼지 소속점수와 맞교환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로써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와 마찬가지로 높을수록 

이용가능성이 높다.

연구대상 25개 국가 중 Danzon & Furukawa(2008)의 조사 자료

가 가용한 10개 국가에서 제네릭 진입 정도(gen), 신약 진입 정도

(new), 신약 진입 속도(nspeed)의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에 사용한 

변수별 기초통계는 <부록 6>에, 원점수와 퍼지 소속점수의 관계는 

<부록 7>에 수록하였다.

10개 국가의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 속성들(집합들)의 원점

수와 변환된 퍼지 소속점수는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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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원점수 퍼지 소속점수1)

제네릭 진입 정도

(%, gen)

신약 진입 정도

(%, new)

신약 진입 속도

(개월, nspeed)

제네릭 진입 정도

(gen)

신약 진입 정도

(new)

신약 진입 속도

(nspeed)2)

브라질 73.1 26.3 11.8 0.95 0.11 0.55

캐나다 64.1 28.3 17.9 0.66 0.17 0.08

프랑스 44.1 27.0 12.0 0.05 0.13 0.53

독일 60.7 52.0 8.7 0.47 0.86 0.8

이탈리아 57.2 23.0 19.0 0.33 0.05 0.05

일본 57.1 31.6 11.7 0.32 0.33 0.56

멕시코 67.4 30.3 11.4 0.81 0.26 0.58

스페인 60.9 26.3 16.4 0.48 0.11 0.14

영국 54.8 34.2 9.7 0.24 0.49 0.73

미국 73.7 63.8 4.4 0.95 0.95 0.95

주: 
1)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이용하여 변환한 결과이다. 밑줄은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2) 퍼지 소속점수로 변환 후, 여집합에 대한 퍼지 소속점수와 교환한 결과이다.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와 마찬가지로 높을

수록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 높다.
자료원: Danzon & Furukawa(2008)

<표� 36>� 원점수�및� 퍼지� 소속점수:� 제네릭�진입�정도,� 신약�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연구대상� 10개국,�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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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분석결과

1)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

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WHS의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과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을 이용한 9개 국가의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는 <표 37>과 같다. 각 국가는 각 이상형에 대한 소속점수가 

분기점인 0.5를 초과하여야 해당 유형에 대체로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밑줄),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이상형이 해당 국가의 특성

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굵은 이탤릭체). 

<표 37>의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를 토대로,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기준으로 한 필

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유형화를 <표 38>에 정리하였다.

이상형

국가
access*cata access*~cata ~access*cata ~access*~cata

브라질 0.47 0.24 0.53 0.24

중국 0.62 0.38 0.05 0.05

인도 0.05 0.61 0.05 0.39

멕시코 0.07 0.89 0.07 0.11

파키스탄 0.17 0.55 0.17 0.45

러시아 0.05 0.05 0.56 0.44

스페인 0.95 0.05 0.05 0.05

우크라이나 0.06 0.06 0.34 0.66
베트남 0.79 0.21 0.15 0.15

주: 
1) 밑줄은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2) 굵은 이탤릭체는 해당 국가가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이상형

<표� 37>�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기준으로� 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각� 이

상형에�속하는�정도(연구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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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

터 보호되는 유형(스페인, 베트남, 중국),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

으나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되는 유형(멕시코, 인도, 파키스탄),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과부담 의약품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유형(러시아, 브라질),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되는 유형(우크라이나)이 있었다.

이 중 스페인과 인도를 제외한 7개 국가 모두, PIPP 지수와 

PhRMA 지수 중 어느 하나가 높다.106) 즉, 이들 7개 국가는 모두,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

치적 통제 수준(PhRMA 지수)은 낮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PIPP 지수)이 높거나(멕시코, 러시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PIPP 지수)은 낮지만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 수준(PhRMA 지수)이 높은 국

가들이다(중국, 브라질). 스페인은 PIPP 지수와 PhRMA 지수가 모두 

낮지만,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두 차원을 모두 보장한다. 

106) 인도는 PhRMA 지수의 소속점수가 0.67이지만 PIPP 지수의 소속점수가 0.5로, 
어떤 유형에도 분명히 속하지 않는다.

보편적 접근 제한적 접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

스페인(0.95)

베트남(0.79)

중국(0.62)

러시아(0.56)

브라질(0.53)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

멕시코(0.89)

인도(0.61)

파키스탄(0.55)

우크라이나(0.6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유형에 대한 소속점수를 나타냄

<표� 38>�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에� 따른� 유형화:�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과부담�의약품�지출로부터의�보호(연구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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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

Danzon & Furukawa(2008)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를 이용한 10개 국가의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는 

<표 39>와 같다. 각 국가는 각 이상형에 대한 소속점수가 분기점인 

0.5를 초과하여야 해당 유형에 대체로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밑

줄),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이상형이 해당 국가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굵은 이탤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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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

국가

gen*new*

nspeed

gen*~new

*nspeed

~gen*new

*nspeed

~gen*~new

*nspeed

gen*new*

~nspeed

gen*~new

*~nspeed

~gen*new

*~nspeed

~gen*~new

*~nspeed

브라질 0.11 0.55 0.05 0.05 0.11 0.45 0.05 0.05

캐나다 0.08 0.08 0.08 0.08 0.17 0.66 0.17 0.34

프랑스 0.05 0.05 0.13 0.53 0.05 0.05 0.13 0.47

독일 0.47 0.14 0.53 0.14 0.2 0.14 0.2 0.14

이탈리아 0.05 0.05 0.05 0.05 0.05 0.33 0.05 0.67
일본 0.32 0.32 0.33 0.56 0.32 0.32 0.33 0.44

멕시코 0.26 0.58 0.19 0.19 0.26 0.42 0.19 0.19

스페인 0.11 0.14 0.11 0.14 0.11 0.48 0.11 0.52
영국 0.24 0.24 0.49 0.51 0.24 0.24 0.27 0.27

미국 0.9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주: 
1) 밑줄은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경우
2) 굵은 이탤릭체는 해당 국가가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이상형

<표� 39>�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를� 기준으로� 한�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의� 각� 이상형에�속하는�정도(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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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의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를 기준으로 한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 유형화를 <표 40>에 정리하였다. 신약 진입 속도가 느

리면서 신약 진입 정도가 높은 유형은 실제 사례가 부재하여 총 6

가지 유형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제네릭과 신약의 진입 정도가 모두 높은 유형(미국), 

제네릭 진입 정도는 낮으나 신약 진입 정도는 높은 유형(독일), 제

네릭 진입 정도는 높으나 신약 진입 정도는 낮은 유형(멕시코, 브라

질, 캐나다), 제네릭과 신약의 진입 정도가 모두 낮은 유형(일본, 프

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었다. 신약 진입 정도가 낮은 국

가들 가운데서도 진입 속도는 빠른 유형(멕시코, 브라질, 일본, 프랑

스, 영국)이 있었고, 진입 속도 역시 느린 유형(캐나다, 이탈리아, 스

페인)이 있었다.

이 중 제네릭 진입 정도는 높으나 신약 진입 정도는 낮은 국가들

은 모두,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통제 공공성의 두 가지 척도, 즉 

PIPP 지수와 PhRMA 지수 중 어느 하나가 높다(멕시코, 브라질, 캐

신약 진입 정도 높음 신약 진입 정도 낮음

신약 진입 속도 

빠름

신약 진입 속도 

느림

신약 진입 속도 

빠름

신약 진입 속도 

느림

제네릭 
진 입 
정 도 
높음

미국(0.95) -
멕시코(0.58)
브라질(0.55)

캐나다(0.66)

제네릭 
진 입 
정 도 
낮음

독일(0.53) -
일본(0.56)
프랑스(0.53)
영국(0.51)

이탈리아(0.67)
스페인(0.5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유형에 대한 소속점수를 나타냄

<표� 40>� 퍼지셋� 이상형분석� 결과에� 따른� 유형화:�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속도(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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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또한 제네릭 진입 정도가 낮은 국가들은 모두,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이 높다(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2)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원인조건 모형은 핵심 원인조건인 s, p, pipp, phrma만 포함한 모

형(모형 1)과 추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으로서 인구 당 GNI(gnipc)

와 보건의료 접근성으로서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thepc)을 고려한 

모형(모형 2)을 분석한다. 

(1) 모형 1

먼저 경제발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을 추가하지 않은 모형이다. 

<표 41-42>은 진실표(truth table)이다. <표 41>는 처방의약품에 대

한 보편적 접근과 제한적 접근을 설명하는 원인조건 결합을 나타낸

다.107) 보편적 접근을 설명하는 배열은 ~s*p*~pipp*~phrma 배열

(스페인), s*~p*~pipp*phrma 배열(중국), s*p*pipp*~phrma 배열

(멕시코, 베트남)이었으며, 제한적 접근을 설명하는 배열은 

107) 이 장에서 일관도 기준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먼저 빈도 기준선
(1사례 이상) 미만의 사례를 버리고, 적어도 한 국가가 속하는 배열들을 일관도 크
기에 따라 정렬한다. 각 배열에 속하는 국가들에서 실제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따
라 “일탈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결과에 대한 소속여부를 할당한다. (일관도가 기준
선 이상의 배열은 모두 소속, 그 미만은 모두 비소속이다.) 단, 0.5 이하의 일관도
를 보이는 배열은 일탈 사례의 발생과 무관하게 비소속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 일관도 기준선을 사용하고도 남아있는 일탈 사례는, 해당 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다른 원인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일 수 있다. 여기서 “일탈 
사례(deviant cases)”란, 기준선 이상의 일관도를 가져 결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된 배열에 속하는 사례 중 결과가 부재하는 경우, 혹은 기준선 이하의 일관도를 가
져 결과가 부재하는 것으로 간주된 배열에 속하는 사례 중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Vis, 2012). 한편 결과의 ‘존재’를 설명하는 원인조건 배열에 다양성이 제한
되는 경우에는 개연성 있는 일부의 반사실적 사례에서 결과가 존재한다고 간주함으
로써 충분조건을 도출하였다.

모형 1: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 f(s, p, pipp, phrma)

모형 2: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 f(s, p, pipp, phrma, gnipc, th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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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ipp*~phrma 배열(우크라이나)이었다.

<표 42>은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와 과부담 의약품 지

출에 노출을 설명하는 원인조건 결합을 나타낸다. 과부담 의약품 지

출로부터의 보호를 설명하는 배열은 ~s*p*~pipp*~phrma 배열(스

페인), s*~p*~pipp*phrma 배열(브라질, 중국), s*~p*pipp*~phr

ma 배열(러시아, 베트남)이었고,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을 설명

하는 배열은 s*p*pipp*~phrma 배열(파키스탄, 우크라이나)이었다.

여기서 브라질과 러시아는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과부담 의

약품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국가에서 처방받은 의약

품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답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브라질은 53.

4%, 러시아는 51.6%) 그 이유를 “구매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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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집합

사례수

결과집합

해당 국가2)공공제약사 

유무(s)

의 약 품 

지 출 의 

공공 조달

(p1)

지적재산권 및 가격 

통제 보 편 적 

접 근

(access)

일관도

제 한 적 

접 근

(~access)

일관도
PIPP 지수

(pipp)

Ph RM A 

지수

(phrma)

0 1 0 0 1 1 1 0 0.072464 스페인

1 0 0 1 2 1 0.925 0 0.608333 [브라질], 중국

1 0 1 0 3 1 0.750751 0 0.654655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1 1 1 0 2 0 0.58547 1 0.807692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주: 
1) 빈도 기준선으로 1 사례 이상을, 일관도 기준선으로 보편적 접근 결과에는 0.750751 이상을, 제한적 접근 결과에는 0.807692 이상

을 적용하였다.
2)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

(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 일탈 사례들은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브라질, 러시아는 제한적 접근에(~access>0.5), 파키
스탄은 보편적 접근에 속한다(access>0.5).

<표� 41>� 진실표:� 의약품�생산·공급� 체제의�공공성과�처방의약품에�대한�보편적�접근� 간� 관계(연구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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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집합

사례수

결과집합

해당 국가2)공공제약사 
유무(s)

의 약 품 
지 출 의 
공공 조달
(p)

지적재산권 및 가격 
통제

과 부 담 
의 약 품 
지출로부
터의 보호
(cata)

일관도

과 부 담 
의 약 품 
지 출 에 
노 출
(~cata)

일관도
PIPP 지수
(pipp)

Ph RM A 
지수
(phrma)

0 1 0 0 1 1 1 0 1 스페인

1 0 0 1 2 1 0.741667 0 0.75 브라질, 중국

1 0 1 0 3 1 0.660661 0 0.768769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1 1 1 0 2 0 0.529915 1 0.957265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주: 
1) 빈도 기준선으로 1 사례 이상을, 일관도 기준선으로 보편적 접근 결과에는 0.660661 이상을, 제한적 접근 결과에는 0.957265 이상

을 적용하였다.
2)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

(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 일탈 사례들은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멕시코는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에 속한다
(~cata>0.5).

<표� 42>� 진실표:� 의약품�생산·공급� 체제의�공공성과�과부담�의약품�지출로부터의�보호�간� 관계(연구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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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46>은 진실표를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의 존재 또는 부재

를 설명하는 인과적 경로들(causal recipes)이다. 각 인과적 경로는 

결과의 존재 또는 부재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원 설명력(raw cov-

erage)은 전체 사례 중 해당 원인조건 결합에 의해 설명되는 분율

을, 순 설명력(unique coverage)은 다른 원인조건 결합과 겹치지 않

는 해당 결합에 의해서만 설명되는 분율을 나타낸다.

 먼저 <표 43>은 보편적 접근을 위한 충분조건들을 나타낸다. 인과

적 경로 1 또는 2 또는 3이 보편적 접근을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과적 경로 1은 스페인이 유일한 사례로, 원 설명력과 순 설명력

이 모두 낮다.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통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도(~s*~pipp*~phrma), 의약품 

보편적 접근 = (~s*p*~pipp*~phrma) + (s*~p*~pipp*phrma) + 

             (s*~p*pipp*~phrma) = (~s*p*~pipp*~phrma) + 

              (s*~p)[(~pipp*phrma) + (pipp*~phrma)]

인과적 경로(번호) 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1 ~s*p*~pipp*~phrma 0.128253 0.128253 1 스페인

2 s*~p*~pipp*phrma 0.412639 0.135688 0.925000 [브라질], 중국

3 s*~p*pipp*~phrma 0.464684 0.187732 0.750751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총 설명력: 0.728625

총 일관도: 0.808247

주: 
1)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750751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시하였으나, complex sol-
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
되지 않는 일탈 사례는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43>�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과� 처

방의약품에�대한�보편적�접근의�관계(연구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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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p)이 보편적 접근을 보장함을 보여준다. 인

과적 경로 2는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p*~pipp), 공

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

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가 높은 경우, 보편적 접근을 보장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s*phrma, 중국). 인과적 경로 3은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

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가 낮은 상황에서

(~p*~phrma),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는 사실

을 나타낸다(s*pipp, 멕시코, 베트남).

다음으로 <표 44>는 제한적 접근을 위한 충분조건을 나타내며, 

단 하나의 배열만이 도출되었다. 인과적 경로 4가 제한적 접근을 설

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총 일관도(0.807692)는 충분히 높지만 

총 설명력(0.522099)은 낮다. 

제한적 접근 = s*p*pipp*~phrma

인과적 경로(번호) 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4 s*p*pipp*~phrma 0.522099 0.522099 0.807692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총 설명력: 0.522099

총 일관도: 0.807692

주: 
1)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807692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시하였으나, complex sol-
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
되지 않는 일탈 사례는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44>�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과� 제한적�

접근의�관계(연구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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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경로 4는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

달 수준이 높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

이 높더라도(s*p*pipp),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가 낮은 경우(~phrma), 제한적 

접근을 낳음을 보여준다(우크라이나).

다음으로 <표 45>는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충

분조건들을 나타낸다. 인과적 경로 1 또는 2 또는 3이 과부담 의약

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총 설명력

(0.823666)은 매우 높으나 총 일관도(0.731959)는 다소 낮다.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 = (~s*p*~pipp*~phrma) +

              (s*~p*~pipp*phrma) + (s*~p*pipp*~phrma) 

           = (~s*p*~pipp*~phrma) + 

              (s*~p)[(~pipp*phrma) + (pipp*~phrma)]
인과적 경로(번호) 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1 ~s*p*~pipp*~phrma 0.160093 0.160093 1 스페인

2 s*~p*~pipp*phrma 0.412993 0.153132 0.741667 브라질, 중국

3 s*~p*pipp*~phrma 0.510441 0.250580 0.660661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총 설명력: 0.823666

총 일관도: 0.731959
주: 
1)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660661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시하였으나, complex sol-
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
되지 않는 일탈 사례는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45>�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과� 과부담�

의약품�지출로부터의�보호�간�관계(연구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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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경로 1은 스페인이 유일한 사례로, 원 설명력과 순 설명력

이 모두 낮다.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통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도(~s*~pipp*~phrma) 의약품 지

출의 높은 공공 조달(p)이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

함을 보여준다. 인과적 경로 2는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상황에

서(~p*~pipp),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

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가 높은 경우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s*phrma, 브라질, 중국). 인과적 경로 3은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

달 수준이 낮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가 낮은 상황에서(~p*~phrma), 공공

제약사가 존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

이 높은 경우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한다는 사실

을 나타낸다(s*pipp, 러시아, 베트남). 

마지막으로 <표 46>은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을 위한 충분조

건을 나타내며, 단 하나의 배열만이 도출되었다. 인과적 경로 4가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을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총 일

관도(0.957265)는 매우 높지만 총 설명력(0.477612)은 낮다. 인과적 

경로 4는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높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이 높더라도

(s*p*pipp),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

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가 낮은 경우(~phrma), 과부담 의약품 지

출에 노출을 낳음을 보여준다(파키스탄,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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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충분조건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47>과 같다.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는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통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의약

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의 결과이거나(스페인), 의약품 지출의 공

공 조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결과이다(베트남, 중국).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 = s*p*pipp*~phrma

인과적 경로(번호) 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4 s*p*pipp*~phrma 0.477612 0.477612 0.957265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총 설명력: 0.477612

총 일관도: 0.957265

주: 
1)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957265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시하였으나, complex sol-
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다.

<표� 46>�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과� 과부담�

의약품�지출에�노출의�관계(연구대상� 9개국)

 PPPR  해당 국가  결과

 1  ~s*p*~pipp*~phrma  스페인

 

 보편적 접근

 과부담 의약품 지출

   로부터의 보호

 2
 s*~p

 pipp*~phrma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3  ~pipp*phrma  [브라질], 중국

 4  s*p*pipp*~phrma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제한적 접근

 과부담 의약품 지출

   에 노출

<표� 47>� 필수의약품에�대한�접근을�위한� 충분조건�분석�결과(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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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2

다음으로 경제발전 수준으로서 인구 당 GNI(gnipc)와 보건의료  

접근성으로서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thepc)을 추가한 모형이다. <표 

48>은 보편적 접근을, <표 49>는 제한적 접근을, <표 50>은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표 51>은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

출을 설명하는 인과적 경로들이며, PPPR만을 고려한 모형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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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모형 1: 보편적 접근 = f(s, p, pipp, phrma)

1 ~s*p*~pipp*~phrma 0.128253 0.128253 1 스페인

2 s*~p*~pipp*phrma 0.412639 0.135688 0.925000 [브라질], 중국

3 s*~p*pipp*~phrma 0.464684 0.187732 0.750751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총 설명력: 0.728625

총 일관도: 0.808247

모형 2: 보편적 접근 = f(s, p, pipp, phrma, gnipc, thepc)

1-1 ~s*p*~pipp*~phrma*gnipc*thepc 0.117100 0.117100 1 스페인

2-1 s*~p*~pipp*phrma*~gnipc*~thepc 0.412639 0.135688 0.925000 [브라질], 중국

3-1 s*~p*pipp*~phrma*~gnipc*~thepc 0.464684 0.187732 0.750751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총 설명력: 0.717472

총 일관도: 0.805845
주: 
1) 모형 1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750751, 모형 2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750751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

시하였으나, complex sol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

(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 일탈 사례는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48>� 퍼지셋�질적비교분석�결과:� 처방의약품에�대한�보편적�접근을�설명하는�인과적�경로들(연구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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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모형 1: 제한적 접근 = f(s, p, pipp, phrma)

4 s*p*pipp*~phrma 0.522099 0.522099 0.807692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총 설명력: 0.522099

총 일관도: 0.807692

모형 2: 제한적 접근 = f(s, p, pipp, phrma, gnipc, thepc)

4-1 s*p*pipp*~phrma*~gnipc*~thepc 0.522099 0.522099 0.807692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총 설명력: 0.522099

총 일관도: 0.807692
주: 
1) 모형 1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807692, 모형 2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807692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

시하였으나, complex sol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

(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 일탈 사례는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49>� 퍼지셋�질적비교분석�결과:� 제한적�접근을�설명하는�인과적�경로들(연구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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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모형 1: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 = 
f(s, p, pipp, phrma)

1 ~s*p*~pipp*~phrma 0.160093 0.160093 1 스페인

2 s*~p*~pipp*phrma 0.412993 0.153132 0.741667 브라질, 중국

3 s*~p*pipp*~phrma 0.510441 0.250580 0.660661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총 설명력: 0.823666

총 일관도: 0.731959

모형 2: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 = 
f(s, p, pipp, phrma, gnipc, thepc)

1-1 ~s*p*~pipp*~phrma*gnipc*thepc 0.146172 0.146172 1 스페인

2-1 s*~p*~pipp*phrma*~gnipc*~thepc 0.412993 0.153132 0.741667 브라질, 중국

3-1 s*~p*pipp*~phrma*~gnipc*~thepc 0.510441 0.250580 0.660661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총 설명력: 0.809745

총 일관도: 0.728601
주: 
1) 모형 1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660661, 모형 2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660661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

시하였으나, complex sol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

(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 일탈 사례는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50>� 퍼지셋�질적비교분석�결과:� 과부담�의약품�지출로부터의�보호를�설명하는�인과적�경로들(연구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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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모형 1: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 = 
f(s, p, pipp, phrma)

4 s*p*pipp*~phrma 0.477612 0.477612 0.957265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총 설명력: 0.477612

총 일관도: 0.957265

모형 2: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 = 
f(s, p, pipp, phrma, gnipc, thepc)

4-1 s*p*pipp*~phrma*~gnipc*~thepc 0.477612 0.477612 0.957265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총 설명력: 0.477612

총 일관도: 0.957265

주: 
1) 모형 1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957265, 모형 2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957265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

시하였으나, complex sol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다. 

<표� 51>� 퍼지셋�질적비교분석�결과:� 과부담�의약품�지출에�노출을�설명하는�인과적�경로들(연구대상� 9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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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충분조건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높은 경우, 공공제약사가 부

재하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통제가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

서도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이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

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한다(스페인).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경우, 의약품 지출의 공

공 조달 수준이 낮더라도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경우,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

터의 보호를 보장한다(베트남, 중국). 하지만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의약품 지출

의 공공 조달 수준이 높으며, PIPP 지수가 높더라도, PhRMA 지수

가 낮은 경우에는, 제한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을 낳

는다(우크라이나).

 PPPR  해당 국가  결과
 gnipc↑

 thepc↑
 ~s*p*~pipp*~phrma  스페인

 

 보편적 접근

 과부담 의약품 지출

   로부터의 보호
 gnipc↓

 thepc↓

 s*~p
 pipp*~phrma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pipp*phrma  [브라질], 중국

 s*p*pipp*~phrma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제한적 접근

 과부담 의약품 지출

   에 노출
주: 화살표는 해당 속성에 대한 소속점수가 높고 낮음을 나타낸다.

<표� 52>� 필수의약품에�대한�접근을�위한� 충분조건�분석�결과(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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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

원인조건 모형은 핵심 원인조건인 s, p, pipp, phrma만 포함한 모

형(모형 1)과 추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으로서 인구 당 GNI(gnipc)

와 보건의료 접근성으로서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thepc)을 고려한 

모형(모형 2)을 분석한다. 

(1) 모형 1

먼저 경제발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을 추가하지 않은 모형이다. 

<표 53-55>는 진실표이다. <표 53>은 높거나 낮은 제네릭 진입 정

도를 설명하는 원인조건 결합을 나타낸다.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설명하는 배열은 ~s*~p*~pipp*phrma 배열(캐나다), 

~s*~p*~pipp*~phrma 배열(미국), s*~p*pipp*~phrma 배열(멕

시코), s*~p*~pipp*phrma 배열(브라질)이었으며, 낮은 제네릭 진

입 정도를 설명하는 배열은 ~s*p*~pipp*~phrma 배열(독일, 이탈

리아, 일본, 스페인), s*p*~pipp*~phrma 배열(프랑스, 영국)이었

다. ~s*~p*~pipp*phrma 배열은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설명하

는 동시에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당 국가인 캐나다는 실제로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보인다

(gen>0.5).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캐나다는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설명하는 ~s*~p*~pipp 배열과 ~p*~pipp*phrma 배열, 낮

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설명하는 ~s*~p*~pipp*phrma 배열에 모

두 속하는데(표 56-57 참조), 전자가 훨씬 높은 일관도와 설명력을 

보인다.

<표 54>는 높거나 낮은 신약 진입 정도를 설명하는 원인조건 결

합을 나타낸다. 높은 신약 진입 정도를 설명하는 배열은 ~s*~p*~

pipp*~phrma 배열(미국)이 유일했고, 낮은 신약 진입 정도를 설명

모형 1: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 = f(s, p, pipp, phrma)

모형 2: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 = f(s, p, pipp, phrma, gnipc, th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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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배열은 s*~p*~pipp*phrma 배열(브라질), s*p*~pipp*~phr

ma 배열(프랑스, 영국), ~s*p*~pipp*~phrma 배열(이탈리아, 일

본, 스페인), s*~p*pipp*~phrma 배열(멕시코), ~s*~p*~pipp*phr

ma 배열(캐나다)이었다.

<표 55>는 빠르거나 느린 신약 진입 속도를 설명하는 원인조건 

결합을 나타낸다. 빠른 신약 진입 속도를 설명하는 배열은 s*~p*~

pipp*phrma 배열(브라질), s*p*~pipp*~phrma 배열(프랑스, 영

국), s*~p*pipp*~phrma 배열(멕시코), ~s*~p*~pipp*~phrma 배

열(미국)이었고, 느린 신약 진입 속도를 설명하는 배열은 ~s*~p*~

pipp*phrma 배열(캐나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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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집합

사례수

결과집합

해당 국가2)공공제약사 

유무(s)

의 약 품 

지 출 의 

공공 조달

(p)

지적재산권 및 가격 

통제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

(gen)

일관도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

(~gen)

일관도
PIPP 지수

(pipp)

Ph RM A 

지수

(phrma)

0 0 0 1 1 1 1 1 0.827586 [캐나다]

0 0 0 0 1 1 0.959064 0 0.649123 미국

1 0 1 0 1 1 0.930233 0 0.395349 멕시코

1 0 0 1 1 1 0.916667 0 0.472222 브라질

0 1 0 0 4 0 0.668622 1 0.794721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1 1 0 0 2 0 0.406593 1 0.884615 프랑스, 영국

주: 
1) 빈도 기준선으로 1 사례 이상을, 일관도 기준선으로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 결과에는 0.916667이상을,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 결과

에는 이상을 적용하였다.
2)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 일탈 사례는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캐나다는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에 속한다(gen>0.5).

<표� 53>� 진실표:� 의약품�생산·공급� 체제의�공공성과�제네릭�진입� 정도� 간� 관계(연구대상� 10개국)



- 214 -

원인집합

사례수

결과집합

해당 국가2)공공제약사 

유무(s)

의 약 품 

지 출 의 

공공 조달

(p)

지적재산권 및 가격 

통제 높은 신약 

진입 정도

(new)

일관도

낮은 신약

진입 정도

(~new)

일관도
PIPP 지수

(pipp)

Ph RM A 

지수

(phrma)

0 0 0 0 1 1 0.701754 0 0.649123 미국

1 0 0 1 1 0 0.564815 1 1 브라질

1 1 0 0 2 0 0.510989 1 0.901099 프랑스, 영국

0 1 0 0 4 0 0.498534 1 0.727273 [독일],이탈리아,일본,스페인

1 0 1 0 1 0 0.488372 1 1 멕시코

0 0 0 1 1 0 0.456897 1 1 캐나다
주: 
1) 빈도 기준선으로 1 사례 이상을, 일관도 기준선으로 높은 신약 진입 정도 결과에는 0.701754 이상을, 낮은 신약 진입 정도 결과에는 

0.727273 이상을 적용하였다.
2)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 일탈 사례는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독일은 높은 신약 진입 정도에 속한다(new>0.5).

<표� 54>� 진실표:� 의약품�생산·공급� 체제의�공공성과�신약�진입�정도� 간� 관계(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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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집합

사례수

결과집합

해당 국가2)공공제약사 

유무(s)

의 약 품 

지 출 의 

공공 조달

(p)

지적재산권 및 가격 

통제 빠른 신약 

진입 속도

(nspeed)

일관도

느린 신약

진입 속도

(~nspeed)

일관도
PIPP 지수

(pipp)

Ph RM A 

지수

(phrma)

1 0 0 1 1 1 0.981481 0 0.888889 브라질

1 1 0 0 2 1 0.917582 0 0.653846 프랑스, 영국

1 0 1 0 1 1 0.914729 0 0.790698 멕시코

0 0 0 0 1 1 0.649123 0 0.649123 미국

0 1 0 0 4 0 0.548387 0 0.677419 [독일,이탈리아,일본,스페인]

0 0 0 1 1 0 0.37931 1 1 캐나다

주: 
1) 빈도 기준선으로 1 사례 이상을, 일관도 기준선으로 빠른 신약 진입 속도 결과에는 0.649123 이상을, 느린 신약 진입 속도 결과에는 

1 이상을 적용하였다.
2)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 일탈 사례들은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독일과 일본은 빠른 신약 진입 속도에(nspeed>0.5), 이탈
리아와 스페인은 느린 신약 진입 속도에(~nspeed>0.5) 속한다.

<표� 55>� 진실표:� 의약품�생산·공급� 체제의�공공성과�신약�진입�속도� 간� 관계(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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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61>은 진실표를 기반으로 도출된 결과의 존재 또는 부재

를 설명하는 인과적 경로이다. 각 인과적 경로는 결과의 존재 또는 

부재를 위한 충분조건이다.

먼저 <표 56>은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위한 충분조건들을 나

타낸다. 인과적 경로 5 또는 6 또는 7이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총 일관도(0.953623)는 매우 높지만, 

총 설명력(0.625475)은 다소 낮다.

인과적 경로 5는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

달 수준이 낮으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

이 낮은 상황에서도, 제네릭 진입 정도가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s*~p*~pipp, 미국, 캐나다). 인과적 경로 6은 의약품 지출의 공

공 조달 수준이 낮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

준이 낮은 상황에서(~p*~pipp),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 = (~s*~p*~pipp) + (~p*~pipp*phrma) + 

(s*~p*pipp*~phrma) = ~p*[(~s*~pipp) + (~pipp*phrma) + 

(s*pipp*~phrma)]

인과적 경로(번호) 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5 ~s*~p*~pipp 0.351711 0.131179 0.963542 미국, 캐나다
6 ~p*~pipp*phrma 0.408745 0.045627 0.959821 브라질, 캐나다
3 s*~p*pipp*~phrma 0.228137 0.085551 0.930233 멕시코

총 설명력: 0.625475

총 일관도: 0.953623

주: 
1)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916667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시하였으나, complex sol-
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다.
4) 굵은 이탤릭체는 해당 국가가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인과적 경로이다.

<표� 56>�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과� 높은�

제네릭�진입� 정도의�관계(연구대상� 10개국)



- 217 -

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가 높은 경우, 높은 제

네릭 진입 정도를 보장함을 나타낸다(phrma, 브라질, 캐나다). 캐나

다는 인과적 경로 5와 6에 모두 속하는데, 두 인과적 경로에 동일한 

소속점수를 가지므로 두 배열이 모두 동일한 수준에서 캐나다의 높

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108) 인과적 경로 7은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

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가 낮은 상황에

서(~p*~phrma),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보장한

다는 사실을 나타낸다(s*pipp, 멕시코). 

다음으로 <표 57>은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위한 충분조건을 

나타내며, 단 하나의 배열만이 도출되었다.109) 인과적 경로 8이 낮

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총 일관도

(0.962791)는 충분히 높지만, 총 설명력(0.436709)이 낮다. 인과적 

경로 8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

에서(~pipp*~phrma),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이 낮은 제네

릭 진입 정도를 낳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108) 이는 퍼지셋 최댓값의 원리(maximum principle)로, 동일한 결과를 설명하는 인
과적 경로가 여럿 있을 때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배열이 해당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원리이다(Ragin, 2008a: 37, 64-65). 

109) 캐나다는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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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58>은 높은 신약 진입 정도를 위한 충분조건을 나

타내며, 단 하나의 배열만이 도출되었다.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 = (p*~pipp*~phrma) + (~s*~p*~pipp*phrma) 

                         = ~pipp*[(p*~phrma) + (~s*~p*phrma)]

인과적 경로(번호) 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8 p*~pipp*~phrma 0.911392 0.710970 0.826004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9 ~s*~p*~pipp*phrma 0.202532 0.002110 0.827586 [캐나다]

총 설명력: 0.913502

총 일관도: 0.795956

주: 
1)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794721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시하였으나, complex sol-
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
되지 않는 일탈 사례는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57>�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과� 낮은�

제네릭�진입� 정도의�관계(연구대상� 10개국)

높은 신약 진입 정도 = ~s*~p*~pipp*~phrma

인과적 경로(번호) 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10 ~s*~p*~pipp*~phrma 0.346821 0.346821 0.701754 미국

총 설명력: 0.346821

총 일관도: 0.701754
주: 
1)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701754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시하였으나, complex sol-
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다.

<표� 58>�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과� 높은�

신약� 진입�정도의�관계(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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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경로 10은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

달 수준이 낮으며,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도, 신약 진입 정도가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s*~p*~pipp*~phrma, 미국).

다음으로 <표 59>는 낮은 신약 진입 정도를 위한 충분조건들을 

나타내며, 인과적 경로 8 또는 6 또는 7이 낮은 신약 진입 정도를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과적 경로 8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pipp*~phrma),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이 

낮은 신약 진입 정도를 낳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프랑스, 이탈리아, 

낮은 신약 진입 정도 = (p*~pipp*~phrma) + (~p*~pipp*phrma) + 

(s*~p*pipp*~phrma)

인과적 경로(번호) 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8 p*~pipp*~phrma 0.629969 0.374618 0.787763

프랑스, [독일], 이탈

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6 ~p*~pipp*phrma 0.342508 0.068807 1 브라질, 캐나다

3 s*~p*pipp*~phrma 0.197248 0.068807 1 멕시코

총 설명력: 0.785933

총 일관도: 0.822400

주: 
1)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727273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시하였으나, complex sol-
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
되지 않는 일탈 사례는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59>�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과� 낮은�

신약� 진입�정도의�관계(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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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페인, 영국). 인과적 경로 6은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

준이 낮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p*~pipp),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

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가 높은 경우, 낮은 신약 진입 정

도를 낳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phrma, 브라질, 캐나다). 인과적 경

로 3은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가 낮은 

상황에서(~p*~phrma),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 낮은 신약 진입 정도를 

낳는다는 사실을 나타낸다(s*pipp, 멕시코).

다음으로 <표 60>은 빠른 신약 진입 속도를 위한 충분조건을 나

타낸다. 인과적 경로 10 또는 11 또는 3 또는 2가 빠른 신약 진입 

속도를 설명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빠른 신약 진입 속도 = (~s*~p*~pipp*~phrma) + (s*p*~pipp*~phrma) 

+ (s*~p*pipp*~phrma) + (s*~p*~pipp*phrma)

인과적 경로(번호) 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10 ~s*~p*~pipp*~phrma 0.223340 0.223340 0.649123 미국

11 s*p*~pipp*~phrma 0.336016 0.191147 0.917582 프랑스, 영국

3 s*~p*pipp*~phrma 0.237425 0.068411 0.914729 멕시코

2 s*~p*~pipp*phrma 0.213280 0.044266 0.981481 브라질

총 설명력: 0.696177 

총 일관도: 0.797235 
주: 
1)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649123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시하였으나, complex sol-
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다.

<표� 60>�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과� 빠른�

신약� 진입�속도의�관계(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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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적 경로 10은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

달 수준이 낮으며,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신약 진입 속도가 빠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s*~p*~pipp*~phrma, 미국). 인과적 경로 11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서(~pipp*~phrma), 공

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높은 경우, 

신약 진입 속도가 빠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s*p, 프랑스, 영국). 인

과적 경로 3은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

가 낮은 상황에서(~p*~phrma),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지적재산권

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 신약 진입 속도가 

빠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s*pipp, 멕시코). 인과적 경로 2는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p*~pipp),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지

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

치적 통제가 높은 경우, 신약 진입 속도가 빠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s*phrma, 브라질).

마지막으로 <표 61>은 느린 신약 진입 속도를 위한 충분조건을 

나타내며, 단 하나의 배열만이 도출되었다. 인과적 경로 9는 공공제

약사가 부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으며, 지적재

산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s*~p*~pipp),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가 높은 경우, 신약 진입 속도가 느릴 

수 있음을 나타낸다(phrma,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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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충분조건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62>와 같다. 

먼저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는 시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의 결

과일 수 있지만(미국),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은 상황

에서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조건 역시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낳는다(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신약의 경우 전자는 

높은 진입 정도를 낳는 반면, 후자는 낮은 진입 정도를 낳는다.

하지만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PIPP 지

수와 PhRMA 지수가 모두 낮은 조건은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와 

동시에 낮은 신약 진입 정도를 낳는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

본, 스페인). 또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조건

은 낮은 신약 진입 정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약 진입 속도를 낳는

다(브라질, 멕시코).

즉, 빠른 신약 진입 속도는 PIPP 지수와 PhRMA 지수가 모두 낮

은 결과일 수 있지만(미국, 프랑스, 영국),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조건 역시 빠른 신약 진입 속도를 낳는다(브

라질, 멕시코). 다만 PhRMA 지수는 높지만 공공제약사가 부재하

느린 신약 진입 속도 = ~s*~p*~pipp*phrma

인과적 경로(번호) 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9 ~s*~p*~pipp*phrma 0.230616 0.230616 1 캐나다

총 설명력: 0.230616

총 일관도: 1

주: 
1)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1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시하였으나, complex sol-
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다.

<표� 61>�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과� 느린�

신약� 진입�속도의�관계(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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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으며, PIPP 지수 역시 낮은 

조건은 느린 신약 진입 속도를 낳는다(캐나다).

 PPPR  해당 국가  결과

 5  ~s*~p*~pipp  미국
 캐나다

  gen

 6  ~p*~pipp*phrma  브라질   gen  ~new

 10  ~s*~p*~pipp*~phrma  미국   new  nspeed

 2  s*~p*~pipp*phrma  브라질   nspeed

 9  ~s*~p*~pipp*phrma  캐나다   ~nspeed

 7  s*~p*pipp*~phrma  멕시코   gen  ~new nspeed

 8  p*~pipp*~phrma  프랑스,

 영국 

 [독일], 
 이 탈 리 아 , 
일본, 

 스페인
  ~gen  ~new

 11  s*p*~pipp*~phrma   nspeed

<표� 62>� 시장진입으로서의�이용가능성을�위한�충분조건�분석�결과(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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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2

다음으로 경제발전 수준으로서 인구 당 GNI(gnipc)와 보건의료  

접근성으로서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thepc)을 추가한 모형이다.

<표 63>은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표 64>는 낮은 제네릭 진

입 정도를, <표 65>는 높은 신약 진입 정도를, <표 66>은 낮은 신

약 진입 정도를, <표 67>은 빠른 신약 진입 속도를, <표 68>은 느

린 신약 진입 속도를 설명하는 인과적 경로들이며, PPPR만을 고려

한 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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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모형 1: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 = 
f(s, p, pipp, phrma)

5 ~s*~p*~pipp 0.351711 0.131179 0.963542 미국, 캐나다
6 ~p*~pipp*phrma 0.408745 0.045627 0.959821 브라질, 캐나다

7 s*~p*pipp*~phrma 0.228137 0.085551 0.930233 멕시코

총 설명력: 0.625475

총 일관도: 0.953623

모형 2: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 = 
f(s, p, pipp, phrma, gnipc, thepc)

5-1 ~s*~p*~pipp*gnipc*thepc 0.351711 0.351711 0.963542 미국, 캐나다

6-1 s*~p*~pipp*phrma*~gnipc*~thepc 0.180608 0.045627 0.913462 브라질

7-1 s*~p*pipp*~phrma*~gnipc*~thepc 0.220532 0.085551 0.928000 멕시코

총 설명력: 0.617871

총 일관도: 0.953079
주: 
1) 모형 1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916667, 모형 2의 빈도 기준선=0.913462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

시하였으나, complex sol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
4) 굵은 이탤릭체는 해당 국가가 가장 높은 소속점수를 갖는 인과적 경로이다.

<표� 63>� 퍼지셋�질적비교분석�결과:� 높은� 제네릭�진입� 정도를�설명하는�인과적�경로들(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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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모형 1: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 = 
f(s, p, pipp, phrma)

8 p*~pipp*~phrma 0.911392 0.710970 0.826004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9 ~s*~p*~pipp*phrma 0.202532 0.002110 0.827586 [캐나다]

총 설명력: 0.913502

총 일관도: 0.795956

모형 2: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 = 
f(s, p, pipp, phrma, gnipc, thepc)

8-1 p*~pipp*~phrma*
gnipc*thepc 0.894515 0.694093 0.874227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9-1 ~s*~p*~pipp*phrma*
gnipc*thepc 0.202532 0.002110 0.827586 [캐나다]

총 설명력: 0.896624

총 일관도: 0.839921
주: 
1) 모형 1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794721, 모형 2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824074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

시하였으나, complex sol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

(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 일탈 사례는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64>� 퍼지셋�질적비교분석�결과:� 낮은� 제네릭�진입� 정도를�설명하는�인과적�경로들(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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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모형 1: 높은 신약 

진입 정도 = 
f(s, p, pipp, phrma)

10 ~s*~p*~pipp*~phrma 0.346821 0.346821 0.701754 미국

총 설명력: 0.346821

총 일관도: 0.701754

모형 2: 높은 신약 

진입 정도 = 
f(s, p, pipp, phrma, gnipc, thepc)

10-1 ~s*~p*~pipp*~phrma*gnipc*thepc 0.346821 0.346821 0.701754 미국

총 설명력: 0.346821

총 일관도: 0.701754

주: 

1) 모형 1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701754, 모형 2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701754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

시하였으나, complex sol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다.

<표� 65>� 퍼지셋�질적비교분석�결과:� 높은� 신약� 진입�정도를�설명하는�인과적�경로들(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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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모형 1: 낮은 신약 
진입 정도 =

f(s, p, pipp, phrma)

8 p*~pipp*~phrma 0.629969 0.374618 0.787763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6 ~p*~pipp*phrma 0.342508 0.068807 1 브라질, 캐나다
7 s*~p*pipp*~phrma 0.197248 0.068807 1 멕시코

총 설명력: 0.785933
총 일관도: 0.822400

모형 2: 낮은 신약 
진입 정도 =

f(s, p, pipp, phrma, gnipc, thepc)

8-1 p*~pipp*~phrma 0.585627 0.366973 0.789691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6-2 ~s*~p*~pipp*phrma*gnipc*thepc 0.177370 0.032110 1 캐나다
6-1 s*~p*~pipp*phrma*~gnipc*~thepc 0.159021 0.036697 1 브라질
7-1 s*~p*pipp*~phrma*~gnipc*~thepc 0.191132 0.068807 1 멕시코

총 설명력: 0.772171
총 일관도: 0.831961
주: 
1) 모형 1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727273, 모형 2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737654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

시하였으나, complex sol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으며, 일관도 기준선에 따라 부과된 결과에 대한 소속 여부

(1 또는 0)가 실제와 일치되지 않는 일탈 사례는 꺽쇠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표� 66>� 퍼지셋�질적비교분석�결과:� 낮은� 신약� 진입�정도를�설명하는�인과적�경로들(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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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모형 1: 빠른 신약 
진입 속도 = f(s, p, pipp, phrma)

10 ~s*~p*~pipp*~phrma 0.223340 0.223340 0.649123 미국

11 s*p*~pipp*~phrma 0.336016 0.191147 0.917582 프랑스, 영국

3 s*~p*pipp*~phrma 0.237425 0.068411 0.914729 멕시코

2 s*~p*~pipp*phrma 0.213280 0.044266 0.981481 브라질

총 설명력: 0.696177 

총 일관도: 0.797235 

모형 2: 빠른 신약 
진입 속도 = f(s, p, pipp, phrma, gnipc, thepc)

10-1 ~s*~p*~pipp*~phrma*gnipc*thepc 0.223340 0.223340 0.649123 미국

11-1 s*p*~pipp*~phrma*gnipc*thepc 0.293763 0.197183 0.906832 프랑스, 영국

3-1 s*~p*pipp*~phrma*~gnipc*~thepc 0.229376 0.068410 0.912000 멕시코

2-1 s*~p*~pipp*phrma*~gnipc*~thepc 0.205231 0.044266 0.980769 브라질

총 설명력: 0.694165 

총 일관도: 0.796767

주: 
1) 모형 1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649123, 모형 2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0.649123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

시하였으나, complex sol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다.

<표� 67>� 퍼지셋�질적비교분석�결과:� 빠른� 신약� 진입�속도를�설명하는�인과적�경로들(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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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설명력 순 설명력 일관도 해당 국가3)

모형 1: 느린 신약 

진입 속도 =
f(s, p, pipp, phrma)

9 ~s*~p*~pipp*phrma 0.230616 0.230616 1 캐나다

총 설명력: 0.230616

총 일관도: 1

모형 2: 느린 신약 

진입 속도 =
f(s, p, pipp, phrma, gnipc, thepc)

9-1 ~s*~p*~pipp*phrma 0.230616 0.230616 1 캐나다

총 설명력: 0.230616

총 일관도: 1

주: 
1) 모형 1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1, 모형 2의 빈도 기준선=1, 일관도 기준선=1
2) Fs/QCA 2.5 software에서 제시하는 complex solution, parsimonious solution, intermediate solution 중 intermediate solution을 제

시하였으나, complex solution도 동일하였다. 즉, 현실 사례가 부재한 배열은 분석에서 배제되었다.
3) 해당 원인조건 배열에 대한 소속점수가 0.5를 초과하는 국가를 제시하였다.

<표� 68>� 퍼지셋�질적비교분석�결과:� 느린� 신약� 진입�속도를�설명하는�인과적�경로들(연구대상�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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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충분조건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69>와 같다.

먼저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경우,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으며, PIPP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도 높

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높은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이 동반되어야 한다(미국, 캐나다). 경제발전 수준과 인

구 당 보건의료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더라도, 공

공제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경우,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보장한다(브라질, 멕시코).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이 높은 경우, 미국과 같은 

시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가 높은 신약 진입 정도를 낳을 수 있

다.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조건은 경제발전 수준,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과 무관하게, 낮은 신약 진입 정도를 낳을 수 있다(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하지만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

공 조달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PIPP 지수와 PhRMA 지수가 모두 

낮은 조건은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와 동시에 낮은 신약 진입 정도

를 낳는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또한 경제발전 수

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조건은 낮은 신약 진입 정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약 진입 속

도를 낳는다(브라질, 멕시코).

즉, 빠른 신약 진입 속도는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

출이 높은 상황에서 PIPP 지수와 PhRMA 지수가 모두 낮은 결과일 

수 있지만(미국, 프랑스, 영국),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

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조건 역시 빠른 신

약 진입 속도를 낳는다(브라질, 멕시코). 다만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이 높은 상황에서 PhRMA 지수는 높지만 공공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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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부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으며, PIPP 지수 

역시 낮은 조건은 느린 신약 진입 속도를 낳을 수 있다(캐나다).

 PPPR  해당 국가  결과

 gnipc↑

 thepc↑

 ~s*~p*~pipp*~phrma
 미국

  gen  new  nspeed

 ~s*~p*~pipp
 캐나다

  gen

 ~s*~p*~pipp*phrma   ~new ~nspeed

 s*p*~pipp*~phrma

 프랑스,

 영국 

  nspeed

 p*~pipp*~phrma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gen  ~new

 gnipc↓

 thepc↓

 s*~p  ~pipp*phrma  브라질

 
 gen  ~new nspeed

 s*~p  pipp*~phrma  멕시코

주: 화살표는 해당 속성에 대한 소속점수가 높고 낮음을 나타낸다.

<표� 69>� 시장진입으로서의�이용가능성을�위한�충분조건�분석�결과(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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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결

1) 분석결과의 종합 및 고찰

이 장에서는 앞서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로 개념화된 

PPPR이, ‘공공가치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으로 개념화된 의

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각국은 어떤 유형

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는지,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

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PPPR의 배열은 무엇인지, 이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먼저 건강권의 핵심 요소로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라는 개념이 

개발도상국, 주로 저소득국가를 대상으로 논의되는 점과 고소득국가

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신약에 대한 빠른 허가와 급여 보장’이

라는 맥락에서 논의되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다차원적이고, 각 차원은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상충

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국가별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의 비교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의약

품에 대한 접근의 각 차원 간 결합/배열에 주목해야 함을 확인하였

다.

‘공공가치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접

근은 크게 두 가지 차원, 곧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시장진입

으로서의 이용가능성’으로 파악되었다. 전자는 개인적 수준에서 경

험한 결과를 조사한 WHO의 WHS 자료를 이용하여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후자는 

제도적 수준에서 보장된 접근을 조사한 Danzon & 

Furukawa(2008)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를 측정하였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전자는 

연구대상 25개 국 중 9개 국가에서, 후자는 25개 국 중 10개 국가

에 대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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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

터의 보호’를 기준으로 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다. 퍼지셋 질

적비교분석 결과,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

는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통제가 전반

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의 결과이거나

(스페인),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

사와 높은 PIPP 지수 또는 높은 PhRMA 지수가 결합된 결과였다

(베트남, 중국). 전자는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높은 경

우, 후자는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되

었다. 하지만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높으며, 

PIPP 지수가 높더라도, PhRMA 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제한적 접근

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을 낳았다(우크라이나).

공공 의약품 지출은 본인부담을 감소시키므로 구매가능성을 높여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제약 하에서 공공제약사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결합된 체제 역시, 이용가능성, 정부와 개인의 구매가능성을 높여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

를 기준으로 한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다. 퍼지셋 질적비

교분석 결과,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경우,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으며, PIPP 지수가 낮은 상황에

서도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이는 높은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이 동반되어야 했다(미국, 캐나다).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모두 낮더

라도,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경우,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보장했다(브라질,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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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이 높은 경우, 미국과 같은 

시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가 높은 신약 진입 정도를 낳을 수 있었

다.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조건은 경제발전 수준,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과 무관하게, 낮은 신약 진입 정도를 낳을 수 있었다(캐나다, 브라

질, 멕시코).

하지만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

공 조달 수준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PIPP 지수와 PhRMA 지수가 

모두 낮은 조건은,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와 동시에 낮은 신약 진입 

정도를 낳았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또한 경제발

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모두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조건은 낮은 신약 진입 정도에도 불구하고 빠

른 신약 진입 속도를 낳았다(브라질, 멕시코).

즉, 빠른 신약 진입 속도는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

출이 높은 상황에서 PIPP 지수와 PhRMA 지수가 모두 낮은 결과일 

수 있지만(미국, 프랑스, 영국),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

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모두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

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조건 역시 

빠른 신약 진입 속도를 낳았다(브라질, 멕시코). 다만 경제발전 수준

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이 높은 상황에서 PhRMA 지수는 높지만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으며, 

PIPP 지수 역시 낮은 조건은 느린 신약 진입 속도를 낳을 수 있었

다(캐나다).

시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는 이용가능성, 특히 신약의 이용가능

성 보장에 우위를 갖지만, 의약품 지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

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개인의 구매가능성을 

낮추므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며,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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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공공제약사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결합된 체제에서 신약

의 진입 정도는 낮지만, 진입 속도는 빠르다. 신약의 많은 진입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며, 모든 신약이 혁신적인 것은 아니

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시장진입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낳는다. 자원 제약 하에서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는 신약의 적

은 진입을 낳을 수 있지만,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이기보

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결과이다. 

또한 자원제약 하에서 공공제약사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결합된 체제는 제네릭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한다. 신약에 비해 가격

이 저렴한 제네릭은 시장에 진입한 뒤 신약의 가격까지 낮추기 때

문에 구매가능성의 보장에도 기여한다. 공공제약사는 직접 생산·공

급,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를 위한 동기와 권위 부여를 통해 제

네릭의 이용가능성에 기여한다.

한편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높은 고소득국가에서는 지

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낮은 상황에서도 신약과 제네릭의 이용

가능성이 모두 낮다. 이들 국가에서 직접적인 가격의 통제는 낮지만 

의약품 지출의 통제(예컨대 경제성 평가)가 높으며, 이러한 맥락에

서 낮은 이용가능성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결과이다.

2)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

PPPR은 각 차원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

을 미치며, 따라서 어느 한 차원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높인

다는 단순한 진술이 어렵다. 아래에서는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

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집합관계를 기반으로 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결과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WHS 자료를 이용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분석 결과이

다. Wagner et al.(2011)은 국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처방의약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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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적고 가구의 의약품 지출 부담이 크다고 하

였지만,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소득수준은 그 자체로 처방의약

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었다.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이 낮은 상황에

서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경

우, 낮은 소득수준에서도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

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었다(베트남, 중국).

Jung & Kwon(2015)은 저소득국가의 경우는 필수의약품 목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인구 당 의사수가 낮을수록, 중위소득국가의 경우

는 특허 보호의 강도가 높거나 총 보건의료지출 중 공공 지출의 비

중이 낮을수록  처방의약품에 대한 미접근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퍼

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소득수준, 공공 지출의 비중, 특허 보호의 

강도가 미치는 영향은 각각의 독립적 효과가 아닌 결합/배열로서 이

해되어야 했다.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이 낮더라

도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경

우, 보편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으며(멕시코, 베트남, 중국),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이 높고 공공제약사가 존재하며 PIPP 지수가 높더

라도, PhRMA 지수가 낮은 경우, 제한적 접근을 낳을 수 있었다(우

크라이나).

Saksena et al.(2010)은 총 보건의료 지출 중 OOP 비중이 높은 

경우(곧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낮은 경우)와 총 소비지

출의 지니계수가 높은 경우에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 위험이 높

아진다고 하였지만,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은 그 자체로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었다.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

달이 낮더라도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

수가 높은 경우,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

었으며(베트남, 중국),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이 높고 공공제약사

가 존재하며 PIPP 지수가 높더라도, PhRMA 지수가 낮은 경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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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을 낳을 수 있었다(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Danzon & Furukawa(2008)의 조사 자료를 이용한 시

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 분석 결과이다. Danzon & 

Furukawa(2008)는 미국, 독일, 영국에서 신약의 진입 정도가 높고 

속도가 빠른 이유로, 미국과 독일이 정부의 급여 및 가격 결정 없이 

의약품이 시판 및 급여되는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점, 영국 역시 신

약의 가격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면서, 가격 규제는 신약

의 진입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진입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미국은 제네릭 진입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했는데, 

이 역시 규제 장벽이 낮고 경제적 동기부여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결과,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는 그 자체로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 높은 신약 진입 정도, 빠

른 신약 진입 속도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었다. 

시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를 가진 미국의 높은 제네릭 진입 정

도, 높은 신약 진입 정도, 빠른 신약 진입 속도는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높은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경제발전 수준,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이 

모두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경우, 제네릭 진입 정도가 높았고, 신약 진입 

정도는 낮았지만 진입 속도가 빨랐다(브라질, 멕시코). 무엇보다 경

제발전 수준,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이 모

두 높은 상황에서 PIPP 지수와 PhRMA 지수가 모두 낮은 경우, 제

네릭과 신약의 진입 정도가 모두 낮았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

본, 스페인).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은 각 차원의 ‘독립적인’ 효과가 

아닌 다양한 차원의 ‘결합/배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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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은 그 자체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보다는, PPPR의 일부로서 그럴 수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PPPR 배열은, 각 국가가 처

한 역사·제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PPPR의 다양성과 

그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제발

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이 높을수록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수준이 

높다는 주장, 또는 경제발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과 무관하게 시

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높인다는 

주장은 오류일 수밖에 없다.

3) 분석결과의 함의와 한계

이 장의 분석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

는 PPPR 배열을 검증한 첫 시도이다.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라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두 가

지 차원과, 전자를 구성하는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과

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라는 차원, 후자를 구성하는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라는 차원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가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으로서 의

약품에 대한 접근을 측정, 비교하기에 적절한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앞서 5장에서는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에도 불구하고 

PPPR의 다양성이 존재함을 확인한 바 있다. 이 장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다양한 PPPR 배

열을 확인하였다. 유사한 경제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의약

품에 대한 접근을 보이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는 특정한 공공성 

배열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이는 PPPR 

배열은 경제발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 등 처한 맥락에 따라 달라

진다. 이러한 사실은 각 국가가 주어진 맥락 하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PPPR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에 대해 함의를 준다. PPPR의 다양성과 그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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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혹은 그마

저도 무시하고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시장 의존성, 자본주의성을 

강화시키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발전 방향(사유화, 공공 지출 축소, 

지적재산권 강화와 가격 규제 완화)은 제약산업 발전 혹은 경제발전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분석의 한계와 그에 따른 추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의 문제이다. PPPR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에서, 공공제약사가 부재한 국가는 유일한 

고소득국가로서 스페인만이 포함되었다. 이는 ‘주요 의약품 소비국

가’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이 모두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

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공공제약사의 효과를 돋보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모두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며, 공공제약사가 부재하지만 의약품 소비

량이 미미한 개발도상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분석의 또 다른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변수 기반의 양적분석과 달리, 사례 

기반의 질적비교분석 결과는 ‘제한적으로’ 일반화되어야 하며, 추후 

개발도상국과 고소득국가를 아우르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 자료의 생

산이 필요하다.

둘째 측정의 문제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경우, 제도적 수준

에서 제네릭 진입 속도, 구매가능성이 측정되지 않았고, 개인적 수

준에서 접근 결과가 측정된 국가와 제도적 수준에서 접근 보장 정

도가 측정된 국가가 일치되지 않았다. 제도적 수준에서 측정한 ‘시

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만으로는 개인적 수준의 접근 결과를 예

측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평한 접근’은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을 통해 측정되

었으나,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과부담 의약품 지출이 발생하

지 않는 경우’로 인해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추후 ‘처방의약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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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접근’의 ‘소득수준에 따른 불평등 정도’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

하며, 이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오즈비, 집중지수를 산출하는 방

식 등을 통해 가능하다.110)

PPPR 중 소유 차원의 경우, 공공제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공공제약사 유무’보다는 ‘공공제

약사의 생산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할 수 있다. 예

컨대 멕시코와 파키스탄의 경우, 하나뿐인 공공제약사는 백신만을 

생산하며, 따라서 보편적 접근이나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

호를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통제 차원을 측정하는 PIPP 

지수와 PhRMA 지수의 경우, 둘 다가 원인조건으로 포함되었지만, 

분석 결과 ‘PIPP 지수와 PhRMA 지수 중 어느 하나가 높은 경우’

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고차원 개념(high-order 

constructs 혹은 macrovariables)’111)을 사용한 분석과 더불어, PIPP 

지수와 PhRMA 지수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에 대한 탐색이 필

요하다.112) PPPR의 측정을 위한 변수 및 자료원의 개발과 생산 역

시 요구된다.

셋째 분석 모형과 결과 해석의 문제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측정하는 자료원의 한계로 인해, 원인조건 대비 사례수가 많지 않은 

110) 빈곤 인구와 일반 인구에서 과부담 의약품 지출 발생률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은 
고소득국가인 반면, 처방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은 중상위
소득국가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Wagner et al., 2011).

111) 고차원 개념의 사용은, 원인조건은 많고 사례수는 적어 발생하는 ‘제한된 다양성’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다. 고차원 개념은 추상(abstraction)을 통해 구성하며, 대표
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 
접근이다.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서로 대체가능한 원인조건들을 묶어 고차원 개
념을 구성하고, 가장 큰 소속점수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보상
(compensation)” 접근이다.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서로 보상 가능한 원인조건들
을 묶어 고차원 개념을 구성하고, 이들의 소속점수의 평균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상
호 보상 가능한 원인조건들은 대개 상관성이 높은 경우이며, 상관성의 방향이 상반
되는 사례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고차원 개념의 구성은 원인조
건의 수를 줄여주지만, 그만큼 분석이 본래의 자료에서 멀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에 이론적, 경험적 근거가 필요한 것처럼, 고차원 개
념의 구성에도 근거가 필요하다(Ragin, 2000: 85-87, 321-328).

112) 이 장의 분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들은 모두 5장의 유형화 결과에서 제시되지 않
았던 국가들인데, PIPP 지수와 PhRMA 지수 중 어느 하나만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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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다양성’의 문제가 존재하였다.113) 이 때문에 확률적 평가하

는 방법을 채택하지 못했고, 역사·제도적 맥락 역시 제한적으로 고

려되었다. 하지만 ‘일탈 사례들’의 존재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설

명하기 위해 PPPR 외 다른 원인조건들(보건의료체계, 제약산업, 생

산체제 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예컨대 캐나다

의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와 독일의 높은 신약 진입 정도는, 이들 

국가의 제약산업 발전 유형과 정도를 함께 고려할 때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PPR에 관한 연구는 물론이고 국가 간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측정, 비교하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조차 매우 제

한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가정하는 인과적 모형은 주의 깊게 해

석되어야 한다.

113) 원인조건이 많아지면 가능한 원인조건 결합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개의 배열), Ragin(2008a: 142)은 3개에서 8개 사이의 원인조건을 권장한다. 하지
만 사례수에 대해서는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Fs/QCA software는 제한된 다
양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 가지 solution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출판된 Fs/QCA 활용 연구를 검토한 Mello(2013)에 따르면, 기존 연구
에서 원인조건의 수는 최소 3개에서 최대 18개까지, 사례수는 최소 9개에서 최대 
2,053개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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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가. 연구결과의 종합 및 고찰

본 연구는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의약품에 대한 접

근의 문제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공공성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연구는 PPPR의 개념화, 측정 및 유형화,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 확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철학적 기반으로서 인

권 이론과 공공이익 이론, 개념적 기반으로서 공공성 이론에 관한 

고찰을 기반으로, 넓은 의미에서 PPPR을 ① 공공가치(사회적 가치

의 공공성), ②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 ③ 공공가치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제도화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에 국한한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여기서 공공가치(사회적 가치의 공공성)로서 PPPR은 ‘의약품에 대

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과 그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로, 제도화

된 공공가치(제도의 공공성)로서 PPPR은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

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제도화된 것’으로, 공공가치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으로서 

PPPR은 ‘국가의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보장과 그

에 따른 결과’로 정의하였다.

좁은 의미의 PPPR인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제도화된 공공가치

(제도의 공공성)는 ‘정치적 권위로부터의 영향(혼합과 양)’이라는 기

술적 차원과 ‘공공가치에 대한 부합’이라는 규범적 차원을 통합하며, 

소유, 재원조달, 통제라는 세 가지 차원의 배열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소유 공공성’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서 상호작용하는 조직들 중 공공 소유’로, ‘재원조달 공공성’

은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대한 정부의 재원조달’로, ‘통제 공공

성’은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할 국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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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다하기 위한 정치적 통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화에 기초하여, 크게 두 가지 분석이 수행되었다. 하

나는 PPPR을 측정, 유형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PPPR이 의약품

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이다.

먼저 PPPR의 측정과 유형화이다.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에 관한 고찰을 기반으로,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을 각각 ‘의약품 생산단위의 공공 소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의약품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로 조작적 정의하고, 각각 

‘공공제약사 유무’, ‘총 의약품 지출 중 공공 조달 비중’, ‘지적재산

권에 대한 공식적, 법·제도적 통제(PIPP 지수)’ 및 ‘지적재산권 및 

가격 차원에서 제약산업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정치적 통제

(PhRMA 지수)’로 측정하였다. 세 가지 차원의 배열에 따라 PPPR

의 8가지 이상형을 구축하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주요 의약

품 소비국 25개 국가를 각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

였다.

각 유형별 대표 국가의 사례를 고찰한 결과, 각국은 단지 경제발

전 수준만이 아니라 처한 공공보건, 보건의료체계, 제약산업 맥락,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유형, 이러한 제도의 역사적 유산과 세계체

계 내에서의 위치를 포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PPPR을 발전시켜 왔음을 확인하였다.

공공제약사는 필수의약품을 저렴하게 생산하여 공공 부문에 공급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태국, 인도네시아), 전형적인 시장 실패 영역

을 담당하면서 민간제약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운영되는 경

우도 있었다(프랑스). 단지 구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국유화되었던 

제약사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폴란드). 개발도상국 중에서

도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높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태

국), 고소득국가 중에서도 낮은 경우가 있었다(미국). 구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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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하에서 높았던 비중이 체제전환 후 크게 낮아진 경우도 있었

다(폴란드). 지적재산권의 통제 수준은 대개 제약산업 발전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높고(태국, 인도네시아), 제약산업 발전 수준이 

높은 고소득국가에서 낮았지만(프랑스, 독일), 제약산업의 발전 수준

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우도 있었다(한국, 폴란드). 가격

의 통제 수준은 대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중이 높은 국가에

서 높았다. 제약산업 발전 수준이 높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

중이 낮은 미국은 지적재산권과 가격 통제 수준이 모두 낮았다.

한국의 경우, 보건의료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이 고소득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낮으면서 의약품 가격의 통제 수준은 높고, 제약산업

의 발전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의 통제 수준은 

낮다. 이는 초국적 제약사의 Gleevec과 Fuzeon 공급 거부, 시민·사

회·환자 단체의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특허청의 기각이라는 독특한 

접근성 문제의 배경이다. 제약산업의 역사적 유산과 같은 역사·제도

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를 완화한

다고 해서 당장 독일처럼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는 없다. 예컨대 가

격의 통제를 완화하면 의약품 지출, 나아가 보건의료 지출이 증가하

여 공공 의약품 지출의 비중을 더 줄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독일이 아니라 미국의 PPPR 유형으로 가게 될 

것이다. 독일이나 미국과 같이 제약산업이 발전해있지 않은 한국에

서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즉, PPPR

의 각 차원은 일정한 배열을 이루고 있으며, 보건의료체계, 제약산

업, 복지체제 및 생산체제와 같은 역사·제도적 맥락과의 연계를 고

려하여 발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에도 불구하고 PPPR의 다양성

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적 구조와 이윤, 영리 기제가 아닌 

공공적 구조와 공공가치 기제를 통한 의약품 생산·공급의 조직과 관

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PPPR이 단지 경제발전에 비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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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역사·제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면, 각국은 처

한 맥락을 고려하여 경제발전 그 자체를 위한 개발이 아니라 의약

품 접근권, 건강권이라는 인권의 보장을 위한 개발을 해야 할 의무

가 있다.

다음으로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이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에 관한 고찰을 기반으로, 공공가치

의 실현(실현된 결과의 공공성)으로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크게 

두 가지 차원, 곧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시장진입으로서의 이

용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전자는 다시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라는 두 가

지 차원에서, 후자는 다시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

약 진입 속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PPPR 배열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먼저 ‘처방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

터의 보호’를 기준으로 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다. 퍼지셋 질

적비교분석 결과,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

는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지적재산권 및 가격에 대한 통제가 전반

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의약품 지출의 높은 공공 조달의 결과이거나

(스페인),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

사와 높은 PIPP 지수 또는 높은 PhRMA 지수가 결합된 결과였다

(베트남, 중국). 전자는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높은 경

우, 후자는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되

었다. 하지만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사가 존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높으며, 

PIPP 지수가 높더라도, PhRMA 지수가 낮은 경우에는, 제한적 접근

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에 노출을 낳았다(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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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약품 지출은 본인부담을 감소시키므로 구매가능성을 높여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자원제약 하에서 공공제약사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결합된 체제 역시, 이용가능성, 정부와 개인의 구매가능성을 높여 

보편적 접근과 과부담 의약품 지출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네릭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정도’, ‘신약 진입 속도’

를 기준으로 한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이다. 퍼지셋 질적비

교분석 결과,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경우,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으며, PIPP 지수가 낮은 상황에

서도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이는 높은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이 동반되어야 했다(미국, 캐나다).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모두 낮더

라도,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경우, 높은 제네릭 진입 정도를 보장했다(브라질, 멕시코).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이 높은 경우, 미국과 같은 

시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가 높은 신약 진입 정도를 낳을 수 있었

다.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조건은 경제발전 수준,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과 무관하게, 낮은 신약 진입 정도를 낳을 수 있었다(캐나다, 브라

질, 멕시코).

하지만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

공 조달 수준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PIPP 지수와 PhRMA 지수가 

모두 낮은 조건은, 낮은 제네릭 진입 정도와 동시에 낮은 신약 진입 

정도를 낳았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또한 경제발

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모두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조건은 낮은 신약 진입 정도에도 불구하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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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신약 진입 속도를 낳았다(브라질, 멕시코).

즉, 빠른 신약 진입 속도는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

출이 높은 상황에서 PIPP 지수와 PhRMA 지수가 모두 낮은 결과일 

수 있지만(미국, 프랑스, 영국),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 당 보건의료

지출,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모두 낮은 상황에서 공공제

약사를 보유하고, PIPP 지수 또는 PhRMA 지수가 높은 조건 역시 

빠른 신약 진입 속도를 낳았다(브라질, 멕시코). 다만 경제발전 수준

과 인구 당 보건의료지출이 높은 상황에서 PhRMA 지수는 높지만 

공공제약사가 부재하고,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낮으며, 

PIPP 지수 역시 낮은 조건은 느린 신약 진입 속도를 낳을 수 있었

다(캐나다).

시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는 이용가능성, 특히 신약의 이용가능

성 보장에 우위를 갖지만, 의약품 지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때문

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개인의 구매가능성을 

낮추므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저해하며,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

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공공제약사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결합된 체제에서 신약

의 진입 정도는 낮지만, 진입 속도는 빠르다. 신약의 많은 진입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며, 모든 신약이 혁신적인 것은 아니

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시장진입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낳는다. 자원 제약 하에서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는 신약의 적

은 진입을 낳을 수 있지만, 이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이기보

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결과이다. 

또한 자원제약 하에서 공공제약사와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결합된 체제는 제네릭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한다. 신약에 비해 가격

이 저렴한 제네릭은 시장에 진입한 뒤 신약의 가격까지 낮추기 때

문에 구매가능성의 보장에도 기여한다. 공공제약사는 직접 생산·공

급, 지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를 위한 동기와 권위 부여를 통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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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릭의 이용가능성에 기여한다.

한편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수준이 높은 고소득국가에서는 지

적재산권 및 가격의 통제가 낮은 상황에서도 신약과 제네릭의 이용

가능성이 모두 낮다. 이들 국가에서 직접적인 가격의 통제는 낮지만 

의약품 지출의 통제(예컨대 경제성 평가)가 높으며, 이러한 맥락에

서 낮은 이용가능성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결과이다.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미치는 영향은 각 차원의 ‘독립적인’ 효과가 

아닌 다양한 차원의 ‘결합/배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은 그 자체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보다는, PPPR의 일부로서 그럴 수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PPPR 배열은, 각 국가가 처

한 역사·제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PPPR의 다양성과 

그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경제발

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이 높을수록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수준이 

높다는 주장, 또는 경제발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과 무관하게 시

장 의존적 생산·공급 체제가 의약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높인다는 

주장은 오류일 수밖에 없다.

유사한 경제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

을 보이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는 특정한 공공성 배열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이는 PPPR 배열은 경제발

전 수준, 보건의료 접근성 등 처한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사실은 각 국가가 주어진 맥락 하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

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PPPR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함의

를 준다. PPPR의 다양성과 그를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을 고려하

지 않은 채, 단순히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혹은 그마저도 무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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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 시장 의존성, 자본주의성을 강화시키고 공

공성을 약화시키는 발전 방향(사유화, 공공 지출 축소, 지적재산권 

강화와 가격 규제 완화)은 제약산업 발전 혹은 경제발전 효과도 기

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나. 연구의 기여와 한계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PPPR의 측면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한 최초의 연구이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

제’와 ‘공공성’에 주목하여 PPPR을 개념화하고, 그에 입각하여 분석

을 수행하였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의 전 세계적 불평등 문제는 지

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WHO,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보

고서를 제외하면 그 원인과 대안에 관한 체계적 탐구가 부재하였다. 

또한 이들 국제기구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

공급 구조라는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을 택함으로써 이러한 정

책들의 배열, 특정 정책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게 하는 역사·제

도적 맥락,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의 연관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이 틀은 또한 그간 제대로 논의된 적 

없는 PPPR의 다양한 현실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가 의약품

에 대한 접근의 문제를 낳는 인과적 경로에서 작용하는 맥락적 조

건이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구조이자 기제로서 PPPR을 이해함으로

써 대안적 생산·공급 체제, 나아가 대안적 생산·공급 구조와 기제를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활용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 보장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제도적 배열을 규명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를 통해 상관관계, 독립변수의 순 효과에 기반을 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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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분석이 간과한 제도적 배열로서 PPPR을 발견하였다. 경제발전 수

준, 보건의료 접근성이라는 맥락 하에서 PPPR 배열이 의약품에 대

한 접근의 양적, 질적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고 해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이 개발도상국에서 ‘필

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라는 의미로, 고소득국가에서 ‘시장진입으로

서 이용가능성’이라는 의미로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점을 바탕으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 개념의 다차원적 특성을 확인하고, 개념화하였

다. 이를 통해 그 원인으로서 PPPR 배열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복지국가 혹은 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

는 상황에서, 복지체제 및 생산체제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최초의 연구

이다. 공공성은 조직 수준과 제도 수준에서 기술적 측정이 가능함과 

동시에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또 그간 

의약품체계의 공공성 부족에 대한 비판과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그 개념화에 관한 체계적 노력이 부재했다는 점

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한계와 그에 따른 추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역’을 국한한 데서 오는 한계이다. 사용을 위한 ‘전달’ 영

역은 연구에서 배제되었지만, 생산·공급 영역과 긴밀하게 상호작용

하여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생산·공급 영역

과 전달 영역 모두에 걸쳐있으면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제네릭 촉진 정책은,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했다.

제약산업이 마케팅을 통해 의료전문직(의·약사), 시민/환자에 미치

는 영향 역시 고려되지 못했다. 이로 인한 약료화

(pharmaceuticalization) 문제는 추후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 그에 영

향을 미치는 PPPR의 개념화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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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정의는 ‘적은 사용’, ‘부족/불편’으로서의 접근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용’, ‘과잉/편리’해지면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잘

못 해석될 우려가 있다. 

둘째, 국민국가 수준의 분석에서 오는 한계이다. 연구는 비판적 

실재론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공급 구조를 전제한 상태에서 

국민국가 수준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 수준, 국가 간 관계

는 국민국가를 둘러싼 ‘맥락’으로서,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었다. 이로 

인해 의약품의 생산·공급에 있어 '초국적' 기업의 막대한 영향력, 지

적재산권과 연결된 국가 간 교역의 문제, 세계화의 영향 등이 동태

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하지만 개인과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

는 모든 층위들을 탐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연구는 보다 심층적 

구조를 전제한 상태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고(Sayer, 1992), 자본주

의적 생산·공급 구조는 국가 간 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심층적 실재

라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어떤 국가도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본주의적 구조의 대안을 모색하기에 국제 수준의 분석이 더 나은 

해답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국민국가 수준의 분석은 ‘무엇을 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셋째, 공공성의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개념적 차원에서는 공공가치

와 정치적 권위의 ‘원천’으로서 고려되었지만, 실제 공공성의 측정은 

국가-시장 이분법에 기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정’의 공공성, ‘사

회/민주적 통제’로서의 공공성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예컨대 

시민·사회·환자단체의 의약품 접근권 운동, 최근 의약품 급여결정에

서 시도되고 있는 ‘시민 참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 

지적재산권과 가격은 자본주의적 의약품 생산·공급 구조를 작동시

키는 핵심 기제이긴 하지만, ‘공공적 통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

의는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생산, 공급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민주

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제도 수준 및 조직 수준에서, 의사결

정 과정에 대한 사회/민주적 통제라는 차원이 공공성의 중요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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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서 다뤄져야 한다. 

넷째, ‘유형화’라는 방법과 제도주의적 설명에 기초함으로써 사후

적 정태적 분석에 머물렀으며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동태적 분석

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PPPR은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개념화되고 

측정된 만큼, 개괄적인 이해를 위해 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추후 역사·제도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주체-행위자를 더 적극적으

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PPPR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 구성해 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본 연구의 PPPR 개념은 하나의 제안이며, 오류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념화 시도가 부재했던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것이

며, 더 많은 이론적 작업과 현실 경험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PPPR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경로 역시 주

의 깊게 해석되어야 하며, 더 많은 이론적 작업과 현실 경험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역사·제도적 맥락에 대한 분석과 고찰은 체계적 

모형을 기반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더불어 필수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접

근 보장의 보편성, 형평성 원리가 대상 인구집단에 따른 차이를 어

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용인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추후 과제로 남겨

둔다.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가 복지체제(보건의료 포함), 생산체제

와 긴밀하게 연계된 것으로 이해하였지만, 분석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추후 관련 요인을 PPPR의 구성요소로서 반영하는 

방안, 혹은 PPPR을 둘러싼 역사·제도적 맥락으로서 보다 체계적으

로 이해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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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ina 1

Argentina’s public sector has a relatively large and idle capacity to 
manufacture generic drugs, and it still supplies 7 percent of the 
country’s needs; some public provincial and municipal laboratories 
are producing quality drugs at very competitive prices.

문헌(Tobar, 2002, 
Homedes et al., 2005
에서 재인용)

As part of the set of bills being discussed in Congress, Victory 
Front (FPV) lawmaker Carolina Gaillard seeks to create the 
National Agency of Public Drug Companies (Anlap) which would 
join together the almost 40 provincially owned drug companies in 
the country and help establish reference prices of drugs, forcing 
private drug companies to lower their prices. Most of the 
state-owned companies currently sell their products to the public 
sector such as public hospitals but the trend is starting to change 
and some are competing directly with the private firms.

신문기사(“Gov’t seeks 
to boost state-owned 
p h a r m a c e u t i c a l 
companies”, Buenos 
Aires Herald, 2014년 9
월 1일)

<부록� 1>� 공공제약사�유무�측정� 근거� 및� 자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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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nce of Santa Fe, has two laboratories installed within its 

territory: Pharmaceutical Industrial Laboratory State Society (LIF 

SE), which belongs to the Province of Santa Fe, and the 

Laboratory of Medicinal Specialities State Society (LEM SE), 

which belongs to Rosario City Council.

정부 웹사이트

(http://www.lif-santafe

.com.ar/secciones/9/lif-

lem.html)

아르헨티나에는 총 350개의 제약 회사가 존재하며 사립기업(현지 제

약기업 및 해외 제약기업) 및 공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약 공기업

은 39개로 추산되며, 이중 12개는 주 및 시정부 그리고 대학에서 운

영 중이며, 나머지는 연구소를 갖춘 약국으로 추산됨. 2015년 1월 28

일일 아르헨티나 국립 제약 연구 기관 설립(Agencia Nacional de 

Laboratorios Públicos, ANLAP)을 위한 법안을 공포 하였고, 동 기관

은 39개의 제약 공기업들의 의약품, 백신, 의료제품 생산 증진에 목적

을 둠. 현재 제약 공기업에서는 백신을 제조하지 않으나, ANLAP 설

립목적에는 제약제조 및 백신 제조도 있기 때문에 곧 제약 공기업에

서도 백신을 제조할 것으로 보임.

KOTRA 부에노스아이

레스 무역관 e-mail 접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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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1

The Official pharmaceutical laboratories and their relevance to 

Brazil's public health

문헌(Magalhães et al., 

2011)

There are 270 private and 20 state-owned pharmaceutical  

laboratories in business. Multinational companies (including 

Novartis and Roche) are using Brazil as a production platform,  

exporting to Latin America, North America and Europe. At the 

same time, the domestic  laboratories, both private (like EMS,  

Aché, Eurofarma) and public (like Fiocruz and Butantan), have  

gained sophistication and market share in recent years ... Brazil 

also produces 260 million doses of (human and veterinary) 

vaccines per year. These are mainly supplied to the government  

by the big state-owned laboratories, sometimes with technology 

transferred under agreements with multinationals.

문헌(Matter et al., 

2010)

Public Production of Anti-Retroviral Medicines in Brazil, 1990–

2007
문헌(Flyn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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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 health and social development, generate and dissemina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be an agent of citizenship. 

These are the concepts that guide the actions of the Oswaldo 

Cruz Foundation (Fiocruz),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the most 

prominent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health in Latin 

America.

정부 웹사이트

(http://portal.fiocruz.br

/en/content/foundation

)

브라질 연방정부 및 주정부 별로 별도의 제약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

으며 PDP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 제약사와 파트너쉽 체결을 

통해 의약품을 현지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총 31개의 국영 제약 

연구소가 있으며 이 중 19개 정도가 PDP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음.

KOTRA 상파울루 무역

관 e-mail 접촉

Canada 0 -

정부 웹사이트

(http://www.canada.ca

/en/gov/dept/), 보건부

(Health Canada), 

KOTRA 토론토 무역관 

e-mail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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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1

Second, large state-owned enterprises (SOEs) are specialized in the 

production of generics drugs ... Furthermore, China’s regulations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ies do not favor M&A activity, 

especially when it is related to SOEs. Foreign investors may only 

acquire up to 49 percent of total shares in a state-owned 

company in China, and must obtain approval from th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문헌(Chan & Daim, 

2011)

Financial restructuring of state owned enterprises in China: the 

case of Shanghai Sunve Pharmaceutical Corporation
문헌(Lee, 2001)

Prior to the economic reform in China, the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making a production plan of pharmaceuticals (e.g. 

types and quantity of medicines) for all the state-owned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 After the economic reform, China 

started to develop its comprehensive pharmaceutical policies on 

control assuranc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regulation, 

advertising control, promotion of R&D on new medicines, pricing 

control and management of pharmaceuticals produced in China 

and imported from overseas. Over this period, new regulations 

문헌(Tang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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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crees regarding the medicin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ere also developed to help introduce more market mechanisms 

into the state-owned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in order to 

promote and expand the industry.
2001년 기준 제약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총 5146개이며, 3資
企業이 1700여개, 국유기업 및 국가투자기업이 1100개 정도이다. 특

히 세계 20위권 내의 초국적기업들이 모두 중국에 진출한 상태이다. 

중국의 기업구조를 살펴보면 9차 5개년 경제개발기간 중, 전체 기업 

중 주식회사는 12%에서 33.2%, 3자기업은 15%에서 18.8%로 성장했

으나, 국유기업은 55%에서 36.1%로 줄어들었다. 제약업 역시 점차 

공유제에서 소유제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KOTRA 상하이무역관 

웹 사 이 트

(http://goo.gl/xBS6Du)

Egypt 1

There are three type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 Egypt: 
state-owned firms (with the government holding at least 60% of 
shares), privately owned local forms and multinationals ... As of 
September 2007, there were 72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facilities in Egypt. This includes nine multinationals, 17 privately 
owned domestic companies and 12 state-owned pharmaceutical 
companies under the Holdipharma umbrella organization.

문헌(Clark, 2007: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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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manufacturing companies in Egypt has grown 

rapidly and is currently about 82 manufacturing companies, of 

which about nine are public, eight are multinational and the 

remaining are private ... VACSERA is one of the principal holding 

companies. It produces biological products and vaccines as well as 

blood products and parental nutrition products. Recently it began 

producing high technology products such as insulin.

문헌(WHO, 2006b: 

94)

Memphis Co. now is an Egyptian joint venture company, 60% of 

the working capital is state-owned by Holding Company and the 

rest 40% is owned as public shares by a number of shareholders 

and part of it is owned by a labor union of the company.

정부 웹사이트

(http://www.holdiphar

ma.com/en/home/Pages

/Memphis.aspx)

이집트 내에는 총 28개의 의약품 제조 기업이 74개 공장에서 의약품

을 제조하고 있는데, 공기업이 8개 민간기업의 20개가 있음.

KOTRA 카이로무역관 

웹 사 이 트

(http://goo.gl/rnHrXg)

France 1

French biopharmaceutical group, LFB is a limited company with 

the French state as a majority shareholder. Today the Group is 

wholly owned by the French state.

정부 웹사이트

(http://www.lfb.fr/en/g

overn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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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0 -

보건부, KOTRA 프랑

크푸르트 무역관 e-mail 

접촉

India 1

To facilitate an independent supply of pharmaceutical products in 

the domestic market, the government of India founded 5 

state-owned pharmaceutical companies.

문헌(Greene, 2007: 2)

IDPL is the largest Central Pharma Public Sector Undertaking in 

India with plants at Rishikesh, Gurgaon & Hyderabad and two 

Subsidiary Units at Chennai and Muzaffarpur. The vision of first 

Prime Minister of India, Late Pt. Jawahar Lal Nehru regarding 

Indian Drug Industry was that “the drug industry must be in the 

public sector….. I think an industry of the nature of the drug 

industry should not be in the private sector anyhow. There are for 

too much exploitation of the public in this industry” 

정부 웹사이트

(http://www.idpl.gov.i

n/about_us.html)

Public Enterprises Survey 2010-2011 Volume II Chapters

정부 웹사이트

(http://dpe.nic.in/publi

cations/pesurvey_2010-

11/volume2/chap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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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 2011-12,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hemicals & Fertilizers, Department of Pharmaceuticals (5. Public 

Sector Undertakings)

정부 웹사이트

(http://goo.gl/2YkxmV

)

Indonesia 1

Although there are both publicly and privately-owned 

manufacturers in Indonesia, stat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unbranded generics was the main means by which the MoH 

supplied the public sector until the late 1990s. Since then, state 

production has been converted to state-owned enterprises which 

are expected to operate on commercial lines. IndoFarma, Kimia 

Farma and Phapros dominate the supply of unbranded generics 

and Biofarma dominates the supply of vaccines in Indonesia.

문헌(World Bank, 

2009)

State-owned companies are the main source of pharmaceuticals. 

Generic drugs are now produced by 4 government and 26 private 

companies ... The country's five biggest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in terms of market share were Kalbefarma, 

Sanbefarma, Dexamedika, Kimiafarma and Indofarma ... Currently 

state-owned pharmaceutical companies control; 70% of 

procurement of generic medicines in the country. 

문헌(UNCTAD/WTO, 

2005: 6,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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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a Farma was the first pharmaceutical industry company in 
Indonesia established by the Dutch Indies Government in 1817. 
The name of this company was originally NV Chemicalien Handle 
Rathkamp & Co. Based on the policy of nationalization of ex 
Dutch companies at the beginning of the independence perio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merged in 1958 a 
number of pharmaceutical companies into PNF Bhinneka Kimia 
Farma. Then, on 16 August 1971, the form of PNF as legal entity 
was changed to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the company’s 
name was changed to PT Kimia Farma (Persero). On 4 July 2001, 
PT Kimia Farma (Persero) changed again status to public 
company, PT Kimia Farma (Persero) Tbk,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ny.

정부 웹사이트
(http://www.kimiafarm
a.co.id/en/detail_full.ph
p?a=13)

Italy 0 -
KOTRA 밀라노 무역관 
e-mail 접촉

Japan 0 -

후생노동성(MHLW), 경
제·산업성(METI), 보건
학 연구자, KOTRA 도
쿄 무역관 e-mail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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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o r e a ,  
Republic of

0 - -

Mexico 1

Laboratorios de Biológicos y Reactivos de México (BIRMEX); 
Biologics and Reagents Laboratories of Mexico, is a state owned 
company that produces, distributes and imports vaccines, 
heterologous sera and clinical diagnostic products.

정부 웹사이트
(http://www.birmex.go
b.mx/english-version.ht
ml)

Hace unos 20 años justo para enfrentar las necesidades en 
vacunas se creó la entidad paraestatal Laboratorios Biológicos y 
Reactivos de México, mejor conocida como BIRMEX que dirige 
Luis Guillermo Ibarra. (약 20년 전에 백신의 필요성에 따라 반국영
기관인 Laboratorios Biológicos y Reactivos de México가 생겼는데 
Luis Guillermo Ibarrar가 담당한 BIRMEX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신 문 기 사
(“COFEP
RIS por 5
00 millone
s de vacu
nas en BI
RMEX pa
ra 2018 tr
as aval de 
OMS, met
a exportar 
y hoy con 
CCE bala

K O T R A 
멕시코시티 
무 역 관 
e-mail 접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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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공공제약사 

유 무

(s)(2015)

국가(정부)의 소유 및 운영 근거, 명칭 등 자료원

nce de co
nvenio”, F
IRMAS, 2
014년 12
월 9일자)

현재 Birmex만이 공기업으로 파악이 되며, 다른 제약 공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연 방 관 보
( D O F 
15/08/2013)

Pakistan 1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s one of the most prestigious 
institutions of the country involved in multi disciplinary public 
health related activities like diagnostic services, research and 
production of biologicals for the last more than 40 years... This 
organization was given the status of an autonomous organization 
a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MoH) through a presidential ordinance XLIII of 1980... 
The functions of NIH as laid down in the ordinance No. XLIII of 
1980 are as follows... To function as sole producer of vaccines 
and sera for prophylactic and therapeutic use...

정부 웹사이트
(http://www.nih.org.pk
/function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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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공공제약사 

유 무

(s)(2015)

국가(정부)의 소유 및 운영 근거, 명칭 등 자료원

Poland 1

폴란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국영 제약업체의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17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최대 제약업체 Polfa 

Group으로 1990년대 초부터 이 그룹 산하 계열기업의 민영화가 시작

되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화되

었다. 일부 계열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었고 다른 일부는 Gedeion 

Richter,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laxoSmithKline), ICI 

Pharmaceuticals(現  Valeant), IVAX(Teva), Lek, Krka 및 Pliva와 

같은 외국 투자가에게 매각되었다 ... 과거 Polfa 계열의 국영기업 15

개 사 중에서 단지 3개 제조업체만이 PHF(Polish Pharmaceutical 

Holding)라는 형태로 아직 국영으로 남아있다. 지난 2004년 폴란드 

정부가 Polfa Pabianice, Polfa Warsaw, Polfa Tarchomin을 통합하여 

PHF를 설립한 것이다. 이 기업은 2006년에 바르샤바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지만, 국가가 최소 70%의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알려졌

다. PHF는 시가총액이 10억 PLN(약 3억 2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이철원과 김삼식, 

200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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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공공제약사 

유 무

(s)(2015)

국가(정부)의 소유 및 운영 근거, 명칭 등 자료원

From November 13, 2013, the shares of Polfa Tarchomin SA, 

pursuant to an agreement with the Polish Pharmaceutical Holding, 

has been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the Treasury, and PPH 

was disbanded. Currently, 85.69% of the shares are owned by the 

Ministry, the rest belongs to the Company’s employees.

정부 웹사이트

(http://www.polfa-tarc

homin.com.pl/index.ph

p/o-firmie/historia/?la

ng=en)

폴란드는 2012년 7월 마지막 남은 3개의 공공제약사를 민영화한 이 

후, 현재 공공제약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Polfa Tarchomin 

S.A.의 경우 지분 일부가 국보부(Minister of Treasury)에 있어 유일

하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식회사(S.A.)로 회사형태가 바뀌었

기 때문에 공기업에는 속하지 않음.1)

KOTRA 바르샤바 무역

관 e-mail 접촉

Romania 1

There are only two facilities where the state (Ministry of Public 

Health) still holds a share. One is Antibiotic Iasi, a producer of 

generic drugs (mainly antibiotics) and the other is Unifarm, a 

distributor. These facilities do not benefit from any protectionist 

measures and compete with all other private companies.

문헌(Vlădescu et al., 

200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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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공공제약사 

유 무

(s)(2015)

국가(정부)의 소유 및 운영 근거, 명칭 등 자료원

There are many non-performing state-owned companies in 

Romania ... Exceptions can overturn the rule. The best argument 

is the Antibiotice Iasi pharmaceutical company ... The Romanian 

state controls 53.02 percent of Antibiotice Iasi shares, through the 

Health Ministry, while SIF Oltenia controls 12.02 percent of the 

shares.

신문기사(“Companies 

that revive Romanian 

industry: Antibiotice 

Iasi, dynamic and 

profitable state-owned 

company”, Nine 

O’Clock, 2015년 1월 

12일)

Romanian pharmaceutical producer Antibiotice Iasi will not be 

privatized and is an example that there are state-owned units 

“that work very well,” according to the Romanian Prime Minister 

Victor Ponta.

신문기사(“Romanian 

pharma producer 

Antibiotice Iasi will 

not be privatized, says 

PM”, Romania-Insider, 

2014년 5월 19일)

루마니아에는 제약 공기업이 1개사 존재하며, ANTIBIOTICE라는 기

업임. 루마니아 보건성(Ministry of Health)이 지분의 53.01%(공공)를 

보유하며, 나머지는 민간에 의해 보유됨. 제약시장에서 이 기업이 차

지하는 시장점유율은 10%임.

KOTRA 부쿠레슈티 무

역관 e-mail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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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공공제약사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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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의 소유 및 운영 근거, 명칭 등 자료원

R u s s i a n  

Federation
1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원료의약품은 대부분 국영기업에서만 수출

입 가능

문헌(이동원 등, 2014: 

705)

현재 국영 제약회사에 대해 2015년까지 민영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

임. 러시아 정부는 상당수의 제약회사들이 국영기업 형태로 존속이 되

었기 때문에, 기술력/품질의 저하뿐만 아니라 대외경쟁력이 현저히 떨

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임.

KOTRA 모스크바 무역

관 웹사이트

(http://goo.gl/efdLG7)

Spain 0 -

보건부, KOTRA 마드

리드 무역관 e-mail 접

촉

Thailand 1

Thailand’s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GPO), a 

state-owned enterprise run by Ministry of Health, is the preferred 

provider for public sector drug needs.

문헌(Clark, 2007: 159)

Soon after in 5th August 1966, it was officially-established into 

the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GPO), a State 

Enterprise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by the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Act, AD 1966 signed by Her Royal 

Highness Princess Srinagarindra, the Princess Mother.

정부 웹사이트

(http://www.gpo.or.th/

Default.aspx?tabid=194

&language=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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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의 소유 및 운영 근거, 명칭 등 자료원

‘11년 태국 내 제약회사는 714개이며 이중 79.4%가 국내 회사. 주요 

국내 제약회사는 태국 보건부 산하인 GPO이며 300개 이상 제약 제

품 생산(대부분 국영 병원에 판매).

KOTRA 방콕 무역관 

e-mail 접촉

Turkey 1

Pharmaceutical-grade raw materials is another area in which 

Turkey relies on imports to provide for up to 80 percent of 

demand ... In the raw material production sector, one plant is 

state owned and ten plants are privately owned.

문헌(Kisa, 2006)

Ukraine 1

According to available data provided on official resources next 

companies had license in 2012 for production of pharmaceutical 

products (pills, drugs and other medicines) and were owned by 

the State: 

- State Enterprise "Plant of Chemical Reagents" Science and 

Technology Complex "Institute for Single Crystal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Ukraine "

- State Enterprise "Scientific Research and Design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Himtehnolohiya "

- State Enterprise "Scientific and Production Complex Gas 

KOTRA 키예프 무역관 

e-mail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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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ine" Zorya "-" Mashproekt "

- State Enterprise Dzhankojsky-Sivashsky Experimental Plant of 

the Institute of Surface Chemistry. Chuiko NAS of Ukraine

- State enterprise "Experimental Plant medicines Institute of 

Bioorganic Chemistry and Petrochemistry,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Ukraine"

- Clinical Hospital "Feofania" the State Administration

- State Enterprise alcoholic and alcoholic beverage industry 

"Ukrspirt"

- State Enterprise "Zhytomyr Distillery"

- State Enterprise "Korostyshiv ethanol firm"

- State Enterprise "Interdepartmental Research Center Cryobiology 

and Cryomedicine, 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Sciences of 

Ukraine“

Also the largest State Company is “Ukrmedprom”, which includes 

sever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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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 i t e d  

Kingdom
1

Public Health England (PHE) develops new vaccines, therapeutic 

proteins and enzyme products. PHE manufactures a number of its 

own biopharmaceutical products including:

- Anthrax vaccine: PHE is the sole manufacturer of the UK’s 

licensed anthrax vaccine. The vaccine is manufactured for and on 

behalf of the UK Government. It is supplied to the Department of 

Health for occupational health purposes and to the Ministry of 

Defence to protect service personnel from the use of anthrax as a 

biological weapon. The product licence is PL 1511/0058 and is 

held by the Department of Health. The vaccine can be supplied to 

other national governments, ... 

- Erwinase: PHE is the sole manufacturer of Erwinase® which is 

distributed on a world-wide basis by our partners EUSA Pharma, 

who are an international division of Jazz Pharmaceuticals that 

distribute Erwinase® in the USA. The product is manufactured in 

PHE’s licensed pharmaceutical manufacturing facilities. Since its 

first registration in the UK in 1985 Erwinase® (Crisantaspase) has 

정부 웹사이트

(https://www.gov.uk/b

iopharmaceutical-manu

facturing-and-produc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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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registered in 22 countries and commercialised in more than 

60 countries world wide, including approval in the US by the 

FDA in November 2011. 

Government-owned company, Porton Biopharma, has recently 

been established to manufacture a number of highly specialised 

products.  Whilst Porton Bio Pharma has been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it is not funded by the State and will need to fund 

its operation from the products and services it provides... Porton 

Biopharma Limited (PBL) is a new private limited company wholly 

owned by the UK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 which contains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functions previously part of 

Public Health England. PBL developed and still manufactures 

under license Erwinase, used to treat acute lymphoblastic 

leukaemia which is licensed in several territories, including the 

USA.  PBL also manufactures the licensed product anthrax 

vaccine, a key UK bio-defence medical countermeasure.

보건부(DH) e-mail 접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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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n i t e d  

States of 

America

0 -

보건부(FDA), KOTRA 

북미지역본부 뉴욕 무역

관 e-mail 접촉

Venezuela 1

In 2003, the government launched the Inside the Neighborhood 

Mission (Misión Barrio Adentro), which it hoped would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healthcare system (see Section 6.1.3.). In 

2009, it invested VEF28 billion ($ 13 billion) in an Autonomous 

Service of Pharmaceutical Elaborations (Servicio Autónomo de 

Elaboraciones Farmacéuticas, SEFAR) production plant, which 

provides medicines at a cheaper rate than private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MPPCI, 2009). These initiatives are expected to 

drive the Venezuelan pharmaceutical market.

신문기사(“Venezue la 

Pharmaceutical Market 

worth $22.2 billion 

with 12% CAGR by 

2020 Says a New 

Report Available at 

MarketOptimizer.org”, 

TraderL.com, 2014년 

10월 4일)

2009년 5월에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은 보건부의 산하기관인 

Servicio Autonomo de Elaboraciones Farmaceuticas_SEFAR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생산을 발표함.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정책에 입각

해 수입의존도를 줄이며 자생적인 국내발전을 위한 제조업체 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나, 기술력이 필요한 의약품의 제조실효는 의문

KOTRA 카라카스 무역

관 웹사이트

(http://goo.gl/PyzK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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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 Nam 1

Unlike in the Philippines, in Vietnam and Indonesia state-owned 

enterprises dominate the drug supply, as they can assure quality 

more easily than a private drug market. In Vietnam, the 

state-owned VINAPHARM, which includes central and provincial 

trading and manufacturing enterprises, is responsible for supplying 

drugs countrywide.

문헌(World Bank, 

2005: 169)

Vietnam Pharmaceutical Corporation (Vinapharm) : 유일 국영기업

(20개 멤버사 보유)

* 아래 5개사는 국가지분이 50% 이상인 멤버기업

1) TW1 Pharmaceutical On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 

– CPC1

2) TW2 Pharmaceutical On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 

– CODUPHA 

3) Central Pharmaceutical JSC No. 3 – CPC3

4) PHARBACO – Central Pharmaceutical JSC No. 1

5) Central Pharmaceutical JSC No. 25

* 나머지 15개사 멤버는 지분 50% 미만 보유 

KOTRA 하노이 무역관 

e-mail 접촉

주: 1) ‘공공제약사’ ‘공기업’의 정의상 혼동. 정부 부처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공제약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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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 비율(p)(2006)

PIPP 지수

(i1)(2005)

PhRMA 지수

(i2)(2015)

최댓값 87.73 4.51 4

평균값 44.5496 2.3828 1.36

최솟값 4.03 0.62 0

평균+표준편차 44.5496+24.18713 2.3828+0.8463132 1.36+0.9521905

평균 44.5496 2.3828 1.36

평균-표준편차 44.5496-24.18713 2.3828-0.8463132 1.36-0.9521905

<부록� 2>�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에� 사용한� 질적� 기준점:�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소유,� 재원조달,� 통제� 공공성(연구대상� 2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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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속성(집합)� 내� 사례들의�분포:�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의�공공성(연구

대상� 25개국,� 9개국,� 10개국)

주:
1) 가로축은 원점수, 세로축은 퍼지 소속점수에 해당한다.
2)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이용하여 변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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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당 GNI

(Atlas법, 현재미국$)

(gnipc) (2004)

인구 당 총 보건의료지출, PPP

(2011년 국제$)

(thepc) (2006)

최댓값 43,680 7,155.699

평균값 12,840.4 1,556.8

최솟값 590 127.4086

<부록� 4>�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에� 사용한� 질적� 기준점:�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접근성(연구대상� 2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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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속성(집합)� 내� 사례들의� 분포:� 경제발전� 수준과� 보건의료� 접근성

(연구대상� 25개국,� 9개국,� 10개국)

주:
1) 가로축은 원점수, 세로축은 퍼지 소속점수에 해당한다.
2)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이용하여 변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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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연구대상 9개국)

시장진입으로서의 이용가능성

(연구대상 10개국)

처방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의 

분율

(access)

(2002

-2004)

가구 과부담 

의약품 지출 

평균 발생률

(cata)

(2002

-2004)

제네릭 

진입 정도

(%, gen)

(2005)

신약 

진입  정도

(%, new)

(2005)

신약 

진입  속도

(개월,

nspeed)

(2005)

최댓값 0.9862 27.46 73.7 63.8 19

평균값 0.8817667 16.85 61.31 34.28 12.3

최솟값 0.6951 3.31 44.1 23 4.4

<부록� 6>� 퍼지� 소속점수로의� 변환에� 사용한� 질적� 기준점:�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과�시장진입으로서의�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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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속성(집합)� 내� 사례들의�분포:� 필수의약품에�대한�접근과�시장진입

으로서의�이용가능성(연구대상� 9개국,� 10개국)

주:
1) 가로축은 원점수, 세로축은 퍼지 소속점수에 해당한다.
2) 최댓값, 평균값, 최솟값을 이용하여 변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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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ness in pharmaceutical 

production and supply

Kim, Su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notwithstanding the 

capitalistic structure hinders access to medicines, the ‘Publicness 

of Pharmaceutical Production and Supply Regimes (PPPR)’ could 

ensure access to medicin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irst, conceptualized PPPR and 

measured it among 25 leading countries of pharmaceutical 

consumption. Second, this study identified varieties of PPPR 

through a typological analysis and examined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of the typical countries of each types. 

Finally, this study examined PPPR configurations which ensure 

access to medicines through a necessary-sufficient condition 

analysis.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s/ITA) an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was used for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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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The ‘Pharmaceutical Production and supply Regimes (PPR)’ 

include not only actual production and supply, but also policies 

and managements like financing and regulations which are in-

dispensable for production and supply. It goes beyond the divi-

sion between ‘pharmaceutical industry’ and ‘public policy’, and 

catches the fact that formal and informal (regulative and nor-

mative/cultural-cognitive) institutions are systematically 

interwoven. The ‘publicness’ approach focuses on ‘realization of 

public values’, rather than on ‘fixing market failures or govern-

ment failures’. One could overcome the tautology of publicness 

concept by understanding it as a constructive, compositive and 

dimensional concept, not as equal of ‘the degree of the role of 

public sector’, and by distinguishing between ideal and real type 

of publicness.

Because every modern countries are capitalistic, PPPR could be 

regarded as a contextual condition, which is in the middle of 

causal pathway from capitalistic structure to access problem. 

Also, it could be regarded as an another structure and mecha-

nism itself, which could be explained by historical and institu-

tional contexts.

Based on human rights and public interest theory as philo-

sophical bases, and on publicness theory as a conceptual base, 

PPPR in a broader sense was defined as compositive concept 

which consists of following elements: ① public values 

(publicness of social values), ② institutionalized publ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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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ness of institutions) and ③ realized public values 

(publicness of realized outcomes). In a narrower sense, PPPR 

was understood as limited to institutionalized public values 

(publicness of institutions).

Here, PPPR as public values (publicness of social values) was 

defined as “universal and equitable access to medicines and the 

obligation of states to ensure it”. And PPPR as realized public 

values (publicness of realized outcomes) was defined as “states’ 

ensuring of universal and equitable access to medicines and the 

outcomes of it.”

PPPR as institutionalized public values (publicness of in-

stitutions), which refers to PPPR in a narrower sense, was un-

derstood with integration of descriptive and normative sense of 

publicness. In this sense, PPPR integrates ‘influences of political 

authority (mix and amount)’ and ‘attachment to public values’, 

and could be identified with configurations of ownership, fund-

ing and control dimensions. Each dimensions of PPPR was de-

fined as follows respectively: ① collective organizational public-

ness of organizations interacting in PPR, ② government financ-

ing to PPR and ③ political control to fulfill states’ obligation of 

ensuring of universal and equitable access to medicines.

Based on hypothetical mechanisms about impacts of PPPR on 

access to medicines, ownership, funding and control dimensions 

of PPPR was measured with following indexes respectively: ① 

existence of state-owned pharmaceutical companies, ② public 

spending as % of total pharmaceutical expenditure and ③ 

Pharmaceutical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dex (PIPP index) 

and/or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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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PhRMA index). 

Based on the concept of ‘access to medicines’, access to medi-

cines was measured in 2 dimensions: ‘access to essential medi-

cines’ and ‘availability as market access’. The former was meas-

ured in 2 dimensions with WHO World Health Survey data: 

‘universal access to prescribed medicines’ and ‘protection from 

catastrophic pharmaceutical expenditures’. The latter was meas-

ured in 3 dimensions with Danzon & Furukawa (2008) data: 

‘availability of generics’, ‘availability of new drugs’ and ‘market 

access speed of new drugs’.

Results of Fs/ITA and Fs/QCA showed that there are varieties 

of PPPR notwithstanding capitalistic structure, and these varieties 

lead to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differences in access to 

medicines. This implies the possibilities and necessities of public 

structure and mechanism in PPR, rather than capitalistic struc-

ture and mechanism.

   ………………………………………

   Keywords : publicness, access to medicines, 

state-owned pharmaceutical companies, capitalism, human rights, 

public values, political control,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Student Number : 2009-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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