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연구과제 2005-02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평가  활용을 한 

정책방안: 의약품을 심으로

이의경  유근춘  정 호  임재

고숙자  박세정  박은자  손 순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머 리 말

  최근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이 신 으로 발 함에 따라 각종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고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데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

학  진보의 성과는 새로운 수술이나 의약품과 같은 신의료기술 개발로 이어지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삶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의료비 상승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 의 

하나로 알려짐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경제  가치(value for money)를 확인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건강

보험재정  약제비 비 이 높을 뿐 아니라, 보험 여 상 의약품 수도 많은 

편이므로 신약에 하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의 타당성에 하여 객 인 평

가가 필요하다. 

  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경제성평가를 통하여 의약품의 가치를 과학 ‧체계

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험의약품 리나 임상진료지침에 활용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경제성평가를 보험 여정책에 활용하기 한 원칙 인 방침은 정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 인 추진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경제성평가 연구 수행이나 활용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에 한 필요성은 리 인지되고 있으나 이의 

도입을 한 구체 인 여건 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을 토 로 하여, 제약기

업과 경제성평가 경험이 있는 학‧의료기 을 상으로 경제성평가 황과 문

제  반을 구체 으로 악하 다. 이와 동시에 경제성평가의 주요 장애요인

으로 지 되고 있는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하여 필요 인력의 수요를 추

계하고 교육 내용을 검토하 으며, 경제성평가에 한 실증  사례 분석을 통하

여 방법론  문제 과 불확실성을 다각 으로 검토하 다. 한 국, 캐나다, 

미국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활용 실태와 연구 인 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한 시사 을 도출하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함으로써 경제성평가 연구를 보다 원

활히 수행하고 그 활용성을 높이기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 다.

  본 보고서는 의약품경제성평가의 기반 여건 조성에 한 각종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리공단의 보

험정책 담당자들과 보건의료 련 학계, 소비자 단체, 의사  약사, 제약기업의 

보험담당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본 연구는 본 원의 이의경 선임연구 원 주  하에 유근춘 부연구 원, 정

호 부연구 원, 고숙자 주임연구원, 박은자 주임연구원, 박세정 연구원 등 내부

연구진과 한림 학교 임재  교수, 숙명여자 학교 의약정보연구소 손 순 연

구원 등 외부연구진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수행에 있어 경제성평

가의 실증  사례 분석연구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한양 학교의 배상철 류

마티스병원 원장과 류마티스내과의 성윤경 선생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한 

연구진행과정에서 보다 좋은 보고서 작성을 해 자문과 검독을 담당한 보건복

지부 보험 여기획 의 박인석 장, 한림 학교의 이태진 교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배은  책임연구원, 그리고 본원의 조재국 선임연구 원, 신윤정 책임연

구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본 보고서가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를 효율 으로 구축하는 정책연구자료로

서 리 활용되어 약제비의 정 지출과 보험의약품의 합리 인 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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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icy directions to facilitate the economic evaluation of new 

health technologies: focused on pharmaceutical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plans to introduce 
pharmacoeconomic evaluations in selecting reimbursable drugs. The 
amended Official Notification (July, 2002) stipulated the use of economic 
evaluations for decisions regarding the use of new medical technologies, 
including drugs and medical devices. However, the use of economic 
evaluation is still not common in Korea due to the scarcity of 
professionals with necessary experience and the lack of reviewing capacity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Also, pharmaceutical companies do not 
have the capacity to conduct economic evaluation research. Currentl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HIRA) prepared an economic evaluation 
guideline, and went through a public hearing in June 2005, but it is not 
formally accepted as a national guideline yet.
    Considering the infrastructure for economic evaluation in Korea, the 
following point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First, the purpose of 
pharmacoeconomic evaluation should be to measures the best value for 
money rather than to reduce health expenditure. Evaluations should be based 
on various criteria including clinical, economic, and humanistic outcomes. 
    Second, more concrete and reasonable standards for pharmacoeconomic 
evalu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the quality of studies. However, 
considering the current knowledge and the availability of research 
resources, attainable objectives should be set up and planned strategically.



    Third, economic evaluation studies, reimbursement decision and drug 
price calculations must be objective and transparent. Transparency of 
researchers and their neutrality toward sponsors should be ensured. 
    Finally, pharmacoeconomic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an 
efficient way by establishing infrastructure for research. The MOHW 
should financially support  pharmacoeconomic studies and establish 
database system for public use.   
    Pharmacoeconomic evaluation must be used as one of the important 
criteria in deciding the reimbursement and pricing of drugs. It will 
contribute to optimizing drug expenditure and establishing an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system.



요  약

Ⅰ. 서론

 ｢국민건강보험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07호)｣에서는 

새로운 의료행 ‧의약품  치료재료와 같은 ‘신의료기술등’의 요양 여 

상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성을 주요 기   하나로 제시하고 있음.

  ○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은 의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 기여 요인이므로 

비용 지출의 합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평가에 의한 임상 ‧경제  가치에 한 정보 산출을 통하여 근거

에 기반한 합리 인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음.

 호주  캐나다, 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1990년  반부터 의약품  의

료기술의 경제성평가를 한 문기구를 설립하고 비용효과  사용에 한 

과학  근거를 축 해오고 있음. 

 의료행 , 약제, 치료재료 등 신의료기술  특히 의약품에 해서는 보험의

약품의 등재  가격 리의 합리화를 하여 경제성평가의 필요성이 가장 

우선 으로 강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  약품비 비 이 높으며 의사들간 처방내용의 

변이 한 커서 경제성평가의 정책  활용 측면에서 의의가 큼. 

  ○ 식품의약품안 청의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과정에서 많은 임상시험자료가 

축 되어 있고 약물의 치료효과에 한 성과 악 한 용이하므로 다른 

의료기술에 비하여 경제성평가를 제도화하기 쉬운 특성이 있음.

  ○ 배은  등(2005)은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상 의약

품의 범 , 자료제출 주체, 검토체계 등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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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에 한 경제성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 소

수의 일부 제약기업에서만 경제성평가에 심을 가지고 있을 뿐, 연구 수행

이나 활용 노력은 아직 지지부진한 실정임.

  ○ 부분의 제약기업에서는 문가의 부족, 분석자료 미비, 기반 통계자료의 

부족,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기 한 구체 인 방법론 미정립 등을 이유로 

경제성평가 실시에 부정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경제성평가 결과가 정부의 보험정책 등에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는 경제성평가를 기업이나 학 등 민간 부분에 일임한 채, 경제성평가를 

활성화하기 한 기반여건 조성 등에는 소극 인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의료기술  특히 의약품에 을 두고 경제성평

가를 보다 원활하게 실시하기 한 기반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를 하여 첫째, 제약기업과 경제성평가 경험이 있는 학‧의료기 을 

상으로 경제성평가의 황과 문제 반을 구체 으로 악하고자 함. 

  ○ 둘째, 주요 각론 인 이슈로서 보험의약품 리부문에 경제성평가를 활용

하기 하여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추계하고 교육 내용을 검토하며, 

  ○ 셋째, 경제성평가에 한 실증  사례 분석을 통하여 방법론  문제 과 

불확실성을 다각 으로 검토하고자 함. 

  ○ 넷째, 국, 캐나다, 미국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활용 실태와 연구 인 라

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한 시사 을 도출하며,

  ○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연구된 내용을 종합 으로 검토함으로써 양질의 경

제성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보험 여  임상 장에 보다 효율 ‧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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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황과 문제

 제약회사, 학  의료기 을 상으로 의약품 경제성평가 수행 황과 문

제 , 건의사항 등을 악하기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 음.

  ○ 제약회사는 련 회의 보험가격 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업소, 약

물경제성평가  성과연구회 회원사 등 90개 업소를 상으로 조사하

으며 66개소, 73.3%가 응답하 음.

  ○ 학  의료기  에서는 국내외 경제성평가 논문  련 연구 보고서 

목록을 검색하여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기   연구자를 선정하 으며 

조사 상 19개 기   10개소(52.6%)가 응답하 음.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사회  기여에 해서는 정 인 응답 비율이 부정

인 응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학  의료기  응답자의 경우 제약

기업에 비하여 정 인 응답 비율이 높았음.

  ○ “경제성평가가 의약품‧의료기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여한다”는 의견에 

하여 응답자  67.2%가 ‘동의한다’는 정 인 반응을 보임.

  ○ 보험가격의 합리  리에 한 기여 측면에 해서는 정 인 반응은  

47.9%, 부정 인 의견은 24.6%인 것으로 나타남.

  ○ 의약품의 정하고 합리 인 사용에 한 기여에 해서는 49.3%가 정

인 반응을, 24.6%가 부정 인 의견을 제시함.

  ○ 학‧의료기 에서는 경제성평가의 기여에 하여 부정 인 의견이 무

하 으나, 기업에서는 조사 항목에 따라 23.1～28.6%가 부정 인 반응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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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기여에 한 인식도
(단 : %)

항  목 학‧의료기 기업  체

의약품‧의료기기의 

가치평가에 한 

기여

으로 동의한다 50.0 7.4 14.1

다소 동의한다 50.0 53.7 53.1

보통이다 - 22.2 18.8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 14.8 12.5

 동의하지 않는다. - 1.9 1.6

계 (N) 100.0 (10) 100.0 (54) 100.0 (64)

보험가격의 합리  

리에 한 기여

으로 동의한다 40.0 3.2 8.2

다소 동의한다 50.0 38.1 39.7

보통이다 10.0 30.2 27.4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 25.4 21.9

 동의하지 않는다. - 3.2 2.7

계 (N) 100.0 (10) 100.0 (63) 100.0 (73)

의약품‧의료기기의 

정하고 합리 인 

사용에 한 기여

으로 동의한다 30.0 4.8 8.2

다소 동의한다 50.0 39.7 41.1

보통이다 20.0 27.0 26.0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 23.8 20.5

 동의하지 않는다. - 4.8 4.1

계 (N) 100.0 (10) 100.0 (63) 100.0 (73)

 경제성평가 실시 황

  ○ 제약기업  경제성평가를 수행했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22개 

회사로 국내 완제의약품 제약업소 220개소  약 10.5%에 해당함.

  ○ 기업에서 경제성평가를 외부에 용역 의뢰할 경우 용역 비용은 평균 4,379

만원이었으며, 평균 용역 연구기간은 5.8개월, 용역기 의 참여 인력 수는 

평균 4.65명으로 조사되었음. 

  ○ 지 까지 실시해온 경제성평가의 유형  가장 많은 분석은 비용효과분석

(67.9%)이었고, 그 다음이 비용효용분석으로 14.3%를 차지하 음.



요약 19

 제약기업  경제성평가업무 담당 직원이 있는 기업은 7개소 음. 향후 경

제성평가 수행 방식과 련하여 95.3%에 해당하는 거의 부분 업체에서는 

경제성평가의 부 는 일부를 외부 문가에게 의뢰할 계획으로 나타남. 

  ○ 경제성평가 담당인력을 충원할 경우 경제성평가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외부에 의뢰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고 있음.

 경제성평가에 한 제약기업 직원의 지식수  평가에 있어서 경제성평가를 

이해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 기업이 32.8%, 의 기본 개념정도만 이해

하는 경우는 51.6%로, 체의 84.4%가 자사 인력의 지식수 을  이하로 

응답함. 

  ○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수행 정인 회사의 경우에도 이

상의 지식수 을 갖은 인력을 보유한 회사는 9개소(39.1%) 정도 음.

  ○ 재 가장 많이 참여한 교육 과정은 국내 단기연수과정과 경제성평가 

련 연구회이나, 해당 로그램에 참여한 인력을 1인 이상 보유한 업소는 

각각 19.7%, 18.2%로서 경제성평가 교육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회사에서 보험업무  경제성평가 실무자가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경제

성평가 련 교육기회가 없다는 (60.6%)이었음.

〈표 2〉 기업에서 경제성평가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직원의 재지식 수
(단 : %)

지식수

경제성평가 

경험‧계획

없는 기업

경제성평가 

경험‧계획

있는 기업

체

응답기업

경제성평가를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음. 46.3  8.7 32.8

 수 : 경제성평가의 기본 개념

( 증  비용효과비 등)은 이해
51.2 52.2 51.6

 수 : 민감도 분석  결정분석 등 이해  2.4 30.4 12.5

고  수 : 마르코  모델링 이해, 

련 소 트웨어(Treeage 등) 활용 가능
-  8.7  3.1

계 (N) 100.0 (41) 100.0 (23) 100.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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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의료기 의 경제성평가 연구진은 주로 내부  외부 연구진으로 공동 

구성되어 있는데, 보건학, 경제학, 의학, 통계학, 경 학, 약학 등 다양한 

공자가 포함되어 있음. 

  ○ 학‧의료기 에서 자체 으로 평가하는 경제성평가 연구진의 지식수 은 

 이상이 46%로 회사의 15.6%에 비하여 높았으나, 수 에 머문 

인력이 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경제성평가 수행시 자료구득  분석상의 애로사항 

  ○ 건강보험자료를 경제성평가 연구에 활용하는데 건강보험자료를 구하기 어

렵다는 과(62.9%) 건강보험자료가 실제 진료 황을 반 하지 않는 

이(25.7%)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 되었음. 

  ○ 의료기  상 자료조사에서는 보험자료로 악이 어려운 비 여 부문까

지 악가능하다는 장 이 있으나, 의료기 의 조사 비 조(34.3%)와 조

사의 표성 확보 곤란(20.0%)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외에 조사비

용, 의료기  자료 부실의 문제도 지 됨. 

  ○ 의약품 효과에 한 자료를 조사  분석할 경우에는 국내 환자에 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45.7%), Ovid 등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

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경제성평가 결과 해석 단계에서는 다른 경제성평가와 비교 평가하기 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37.1%), 결과 해석을 한 역치(Threshold)가 정

해지지 않았다는 (20.0%)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응답하 음. 

 경제성평가 인 라 구축을 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연구로서 1순 는 비

용 산정 방식의 표 화(75%) 고, 2순 로는 한국인 상 선호 가 치 개발

(47.8%)이었음.

 국가가 경제성평가의 인 라 구축을 하여 우선 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경제성평가 련 통계 산출  제공’, ‘건강보험자료에 한 근성 강화’, 

‘인력수 을 한 인력양성체계 마련’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단,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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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순 가 ‘모델 사례를 통한 매뉴얼 제시’로서 보다 실무 인 내용으로 

조사되었음.

〈표 3〉 경제성평가 련 자료구득  분석상의 애로사항 비율
(단 : %)

문항 애로사항 
학‧

의료기
기업 체

건강보험

자료이용의 

애로사항

건강보험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움 30.0 76.0 62.9

자료 구성내용을 이해하기가 복잡함 - - -

자료가 실제 진료 황을 정확히 반 하지 않음 10.0 32.0 25.7

비 여 부문에 한 자료가 없음 10.0 28.0 22.9

기타 -  4.0  2.9

의료기

상 

자료조사의

애로사항

조사에 많은 비용이 듬 - 16.0 11.4

의료기 이 조사에 잘 조하지 않음 40.0 32.0 34.3

의료기 별 진료의 변이가 커서 조사의 표성을 확보

하기 어려움
10.0 24.0 20.0

의료기  자료의 기록이 부실함 -  8.0  5.7

기타 -  4.0  2.9

의약품 

효과 련

자료조사

애로사항

국내 환자 상 자료가 미흡함 50.0 44.0 45.7

효과자료를 검색하기 한 문지식이 부족함 - 12.0 8.6

검색된 효과자료를 분석‧평가하기 한 문지식 부족 -  8.0  5.7

Ovid 등 문헌 검색DB를 구비 비용 부담이 큼 - 16.0 11.4

기타 -  4.0  2.9

경제성 

평가결과의

해석상

애로사항

결과 해석을 한 역치(threshold)가 정해지지 않음 10.0 24.0 20.0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 평가하기 한 DB가 미흡함 20.0 44.0 37.1

다른 연구의 질 평가에 한 DB가 미흡함 - 12.0 8.6

기타 - 4.0 2.9

체 응답기 수 (N) (10) (2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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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제성평가 수행 인력의 수요 추계  교육

  1. 의약품 경제성평가가 필요한 의약품의 수 추계

 의약품 경제성평가 결과가 활용되는 용도를 고찰하고 이에 따라 각 용도별

로 경제성평가에 한 수요를 추계함. 

  ○ 배은  등(2005)의 연구에 따라 신규 등재 의약품의 가격결정과정에서의 

활용과,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에 한 여 여부의 재평가  약가재평가 

과정에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함. 

 우선 신약부문에 있어서 향후 신약의 등재여부  약가 결정 과정에는 경제

성평가 자료의 제출이 의무화될 것으로 가정하 고, 자료 제출이 필요한 신

약은 연간 50개로 추정하 음. 

 기등재된 의약품에 해서는 여 여부  약가에 한 재평가의 목 으로 

경제성평가가 활용된다고 가정하 고, 재평가 검토는 스웨덴에서 선별목록

제도를 도입하 던 방식에 따라 ATC 소분류별로 시행하는 방식을 채택함. 

  ○ 스웨덴에서는 선별목록(Positive list) 체계로의 환과정에 기등재된 의약품

의 정리를 해 경제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바 있는데, 이 때 매출액이 

큰, 즉, 보험재정에 미치는 향이 큰 ATC code 효능군별로 검토의 우선

순 를 정함. 

  ○ 이는 향후 보험 여 여부를 임상  요성과 비용효과성을 기 으로 평가

할 때 동일 치료군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WHO의 ATC 세부 

약효군 분류는 동일치료군의 범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음.

 기등재 의약품에 한 경제성평가 소요 횟수 산출 방법

  ○ 국내의 의약품 약효분류방식에 의거하여 의약품을 각 치료효능군으로 분

류하고 각 치료효능군별로 보험재정에 미치는 향의 크기에 따라 경제성 

평가 시행의 우선순 를 정함. 



요약 23

  ○ 각 치료효능군의 보험재정 효과를 분석할 때 이용한 치료효능군은 국내의

약품 분류방식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를 WTO의 ATC 세부 약효군 분류와 

결합시키기 하여 국내약가 자료에 ATC 코드를 병합한 자료(이의경 외, 

2004)를 이용함. 

  ○ 각 치료효능군별 경제성 평가 수행의 우선순 가 정해지면 이 치료효능군

에 속하는 국내분류방식과 WHO의 ATC 세부 약효군의 소분류를 상호 결

합하여 이 소분류 하나를 향후 수행되어야 할 한 건의 경제성 평가로 간

주함.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ATC 세부 약효군의 소분류를 동일 

치료효능군 내에서 성분간 비교를 할 수 있는 최소단 로 가정하 음.

  방식에 의거, 기등재 의약품에 한 경제성 평가 소요횟수를 추계한 결

과, 우선순  1순 로 선정된 항생제 치료효능군 57회, 2순  해열진통소염

제군 31회, 3순  기타 사성 의약품 효능군 44회, 4순  호흡기 용약 26회, 

5순  소화기 용약 32회, 6순  알 르기용약  순환기계용약 80회, 7순  

추신경계용약 42회, 8순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말 신경계용약 34

회 등 총 346회의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됨. 

  2. 경제성평가 수행 인력의 추계

 경제성평가 수행 인력 추계는 작업부하량(Work Load) 근법에 근거하 는

데, 본 근법의 기본 생각은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인력의 수와 평가가 이루어진 의약품 수를 계량 으로 연결시키는데 있음. 

 1년간 연구자 1인이 수행할 수 있는 경제성평가 건수

  ○ 경제성 평가를 담당하는 한 명의 인력(Full Time Equivalent)이 1년간 수행

할 수 있는 경제성 평가 건수는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되어 1.42건임. 




×


×




≒

  ○ 의 식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해 소요된 시간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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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개월이고 한 건당 평균 4.65명이 공동 연구하며, 체 근무시간  경제

성평가 업무에 투입된 시간 비 이 31.25%라는 자료에 근거함. 

  ○ 신약 비 기등재된 의약품의 업무강도도 단순 가격비교가 아닌 성분간 

비교임을 고려하여 신약의 경제성 평가 업무강도와 동일하다고 가정함. 

 경제성평가 수행 인력의 추계 

  ○ 신규의약품의 경우 연간 50건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인

력의 수는 35.2명임. 

  ○ 한편 기등재 의약품까지 합할 경우 연간 총소요인력은 상 품목수에 따

라 최  53.5명에서 최고 104.9명의 FTE (Full TIme Equivalent)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표 4 참조). 

〈표 4〉 연차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인력의 수

연도

기등재된 의약품
신규

의약품

소요

인력(B)

총 소요인력

(A+B)

연차 으로 

추가소요인력ATC code 

소분류 개수  

소요인력

(A)

의무화 1차년도 26 18.3 50 35.2 53.5 -

의무화 2차년도 31 21.8 50 35.2 57.0  3.5

의무화 3차년도 55 38.7 50 35.2 73.9 16.9

의무화 4차년도 60 42.3 50 35.2 77.5  3.6

의무화 5차년도 75 52.8 50 35.2 88.0 10.5

의무화 6차년도 99 69.7 50 35.2 104.9 16.9

  3. 의약품 경제성평가 수행을 담당할 인력 교육 방안

 경제성평가 담당인력에 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하여 주요 외국 학

의 정규학 과정과 련 단체의 단기과정을 고찰하 음. 

  ○ 학의 정규 학 과정은 약학 학, 보건 학, 의과 학에 주로 개설되어 

있으며 의약품경제학, 약물역학, 보건통계학, 계량경제학 등을 강의함.

  ○ 단기과정은 제약업체나 련 정부 리를 상으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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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필요한 기본 인 사항을 단기간 내에 이수하게 하기 하여 마련된 

로그램으로 학이나 학회를 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향후 국내에서도 정규 학 과정과 단기과정이 병행,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정규 학 과정으로는 보건 학(원), 약학 학, 의과 학 내에 <표 5>와 같

이 교과목을 편성하여 학  과정을 개설할 수 있을 것임. 

  ○ 단기과정의 경우 ‧ ‧고  과정으로 구분하여 과정에서는 신의약품

의 경제성평가에 있어 기본 인 원리의 습득을 해 약물경제학의 기  

소개 과목이 필요함. 과목으로는 연구체계의 설계를 해 메타분석과 

체계  문헌고찰  분석모형 설립에 한 과목이 필요함. 고 과정으로

는 구체 인 방법론의 체득을 하여 삶의 질 측정 개론, 비용-효과분석 

방법론  산 향 분석 등의 과목이 개설되는 것이 바람직함.

〈표 5〉 경제성평가에 한 이수 교과목 편성(안)

단계 1학기 2학기

Ⅰ
Introduction to Health Economics Introduction to Epidemiology

Biostatistics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Ⅱ

Pharmacoeconomics
Economic Assessment of Medical 
Care

Data Management and Statistical Computing Pharmacoepidemiology 
- Policy and Economic Issues

Cost and Outcomes in Health & Medicine Methods in Pharmaceutical Outcomes 
Research 

Ⅲ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rinciples and Methods of Implementing 
Research Data Analysis

Methods for the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Theory and Practice of Measurement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f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Statistical and Methodologic Issues in 
Randomized Clinical Trials 

Survival Analysis Methods in Pharmacoepidem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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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성평가의 실증  사례분석과 불확실성 논의

 류마티스 염(RA)은 완치가 힘들고 평생 동안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으

로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므로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 인 치료 안을 

선정하는 것이 요함. 

  ○ 최근 Etanercept 같은 생물학 제제류의 신약은 RA치료에 한 효과가 향

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므로 비용 한 함께 

증가되어 경제성평가의 주요 상이 되고 있음.

  ○ RA에 한 약물요법은 반응정도에 따라 다른 약물요법으로 계속 변경되

므로 치료순서에 따른 장기 치료효과와 비용분석이 필요함.   

  1. 분석 상과 모델링의 기본 틀

 Etanercept를 심으로 약물치료순서에 한 2개의 안을 비교함. 안은 미

국 류마티스학회의 2002년 진료지침과 련 문헌검토, 문가 자문 등을 거

쳐 확정하 음(표 6 참조).

  ○ 첫 번째 약물치료군(S1)은 가장 표 인 항류마티스약제인 MTX를 사용 

후 반응이 없는 경우, Leflunomide+MTX, Etanercept+MTX로 이행하여, 이 

모두에 항성을 보이는 경우 MTX의 유지요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임 .

  ○ 두 번째 약물치료군(S2)은 최근 논문에서 치료반응의 우수성이 제기되고 

있는 Etanercept와 MTX의 조합을 먼  사용하고, 이에 항성일 때 

Leflunomide와 MTX, 그 다음 MTX의 순서임.  

 분석 모형은 Brennan et al.(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에 근거, 국내외 통

계자료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가상 인 코호트를 구축하 고, Markov 

process모형을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시행함.

  ○ Markov state는 약물에 한 반응 여부, 약효의 감소 내지는 부작용에 따

른 약물 단여부, 사망의 3단계로 구분함. 모델 주기는 6개월로 정하 는

데 이는 통상 기존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 투여하는 최장의 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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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는 질보정생존연수(QALY)로 산출하 는데, HAQ값을 회귀분석하여 

추정한 선행연구의 효용식을 활용하여 QALY를 산출함. HAQ의 장기 모

델링에 ACR20, 단율, 사망률(상 험도 용) 등을 활용하 음.

  ○ 비용 항목은 약품비, 모니터링비 등 직 비를 심으로 산출하 고 간

비는 HAQ값에 따른 작업역량 가 치에 따라 추정함. 

  ○ 기본 분석으로는 분석기간 5년, 할인율 5%(비용과 성과에 모두 용), 직

비만 포함하여 QALY당 증  비용효과비를 산출함.

  ○ 분석기간(1년, 10년, 15년, 30년), 할인율(3%, 7.5%), 간 비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민감도분석을 시행함.

〈표 6〉 류마티스 염 치료제에 한 실증  사례분석의 개요

항목 실증  사례분석 개요

상 약물

약물의 sequence 비교

- 안 1: MTX → MTX+Lef → MTX+ETN → MTX

- 안 2: MTX+ETN → MTX+Lef → MTX

사회  

분석 상 기간 기본 분석은 5년(1년, 10년, 15년, 30년 민감도 분석)

상환자그룹 active RA(50세, HAQ 1.7)

성과 변수 QALY(HAQ으로부터 추정)

비용 항목 직 비(간 비는 별도 산출)

모델링 시간 경과에 따른 HAQ값 변화 양상

민감도 분석
- 할인율(5% 기본, 3%  7.5% 민감도 분석) 

- 비용의 범주: 직 비만으로 기본 분석, 간 비 민감도 분석 

분석기법
Markov Model(cycle: 6개월)  

Markov cohort simulation (1,000명 simulation)

분석 소 트웨어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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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과의 측정

〈표 7〉 모델링에 활용된 주요 성과 변수

효과 변수 설명

약물요법에 한 

기 반응(%) 

약물요법 시작 후 최  6개월 시 에서 ACR20 반응을 보인 환자

수 비율

약물요법에 한 

기 HAQ 개선정도

약물요법 시작 후 최  6개월 시 에서 ACR20 반응을 보인 환자

군의 평균 HAQ 감소치

매 주기별 HAQ

진행 정도 

시간경과에 따른 HAQ 변화값. 약물요법의 종류와 순서, 치료반응 

여부, 치료 단 여부 등에 따라 매 주기마다 HAQ값이 변화함.  

매 주기별 단율(%) 
매 주기별 약물요법을 시작한 체 환자  부작용이나 약물효과

의 불충분으로 도에 단한 환자수의 비율

단 후 HAQ 

진행정도
약물요법을 단한 환자에서 HAQ이 다시 악화되는 정도 

사망률(%)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환자  사망하는 환자수의 비율

〈표 8〉 문헌 검색 략

Step     략

1단계

PubMed의 검색범   주요 검색어

- 상질환: rheumatoid arthritis 

- 약물요법: etanercept+methotrexate, leflunomide+methotrexate, methotrexate 

- Limits: 문자료(English), 사람에 한 임상시험자료(Randomized Controlled 

Trial, Human), 1996～2005년 발표된 문헌

2단계
검색된 자료의 록을 검토하여 주요 선정기 ( 상질환, 약물요법 종류, 효

과변수인 ACR20  HAQ의 제시여부)에 합한 문헌 선정, 원문 확보

3단계 원문 내용을 재검토하여 모든 선정기 에 합한지 수기 검색, 내용 요약

4단계 최종 선정된 문헌으로부터 모델에 사용될 변수값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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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문헌 선정기

평가항목 선정기

상환자군 활동성 류마티스 염인 성인 환자

상환자수 30명 이상

이환기간

Etanercept와 MTX를 첫 번째 치료제로 사용한 임상문헌은 재 

TEMPO trial 밖에 없는데, 상 환자의 이환기간이 약 6년이므로, 유사

한 상환자군의 결과를 비교하기 하여 6년 이상인 경우를 선정함.

임상시험 이 의 

MTX, DMARDs 

복용 여부

제한을 두지 않음.

임상시험디자인 무작 배정 임상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을 기본으로 함.

시험목
개개 약물요법의 효과  안 성에 한 평가를 목 으로 하는 것에 

한함. 

시험약물요법
MTX 단독요법 는 Etanercept+MTX 병용요법 는 Leflunomide+MTX 

병용요법 

약물요법 투여량 특별히 범 를 제한하지 않음.

시험기간 6개월 이상

평가변수 6개월 시 에서의 ACR20, HAQ 측정값, 단율이 제시된 문헌

  3. 비용의 측정

 직 비용은 의약품 비용과 모니터링비용을 포함함.

  ○ 의약품비용에서 제네릭은 사용량 비 가  평균값을 약가로 정하 고, 

주사료‧조제료는 처방 당 여비용에 처방  발행횟수를 곱하여 산출

  ○ 모니터링비용은 의사방문비용과 검사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모니터링횟수

는 ACR 가이드라인과 임상의사의 자문을 통하여 국내 진료 행에 따라 

산출함. 첫 번째 6개월과 그 이후의 모니터링은 빈도에 차이를 두었음.

 생산손실비용에는 질병치료를 하여 환자가 입원할 경우 상실한 근로일수

와 외래방문의 경우에 발생한 근로기회의 상실로 인한 비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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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비용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비용을 추가할 경우 비용이 과다 

추계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 으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은 평균 으로 65세까지이므로, 그 이후에는 은퇴하

는 것으로 간주하여 65세까지만 간 비용을 포함하여 분석하 음. 

  ○ Kobelt(1999)에 따라 풀타임(full-time)으로 일하는 고용직에 해서는 1.0을, 

트타임으로 일하는 고용직에 해서는 0.5를, 그리고 나머지 형태에 

해서는 0.0의 스코어(score)를 부여하여, HAQ score에 따라 작업역량(work 

capacity)을 계량화하여 간 비 산출에 반 함.

  4. 증  비용효과비(ICER)와 민감도 분석

 5년의 분석기간에 한 두 가지 약물치료군간의 증  비용효과비(ICER)를 

산출한 결과(비용, 효과 모두 5%의 할인율 용), 안 2는 안 1에 비하여 

5년 기간  0.35년의 질보정생존연수(QALY)가 증가했으며, 일인당 평균비

용 한 32,071,463원만큼 더 많이 소요되어 증  비용효과비는 질보정생

존년수 1년당 91,939,491원인 것으로 나타남(표 10 참조). 

  ○ 국내에 QALY당 비용에 한 역치값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안 2, 즉 

Eanercept+MTX를 활동성 류마티스환자의 처음 치료로 활용하는 방안은 

안 1에 비하여 질보정생존년수 1년을 증가시키는데 9,000여만이 소요되

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효과 이지 않다고 단됨. 

□ 환자의 생존기간을 확장하여 분석기간을 10년, 15년, 그리고 30년으로 연장

하 을 경우 증  비용-효과비(ICER)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 

  ○ 안 2의 경우 30년 이후에는 효과는 크나 오히려 비용은 어 비용효과

인 안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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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분석기간별 증  비용효과비(ICER) 분석 결과

분석기간 약물요법
효과

(QALY)
비용(원) 효과 차이 비용 차이 ICER/QALY

1년
안 1 0.82 5,253,706

0.099 18,275,532 185,535,142 
안 2 0.92 23,529,238

5년
안 1 2.71 30,254,249

0.350 32,071,463 91,939,491 
안 2 3.06 62,325,712

10년
안 1 4.26 64,626,177

0.570 21,965,014 38,465,708
안 2 4.83 86,591,192

15년
안 1 5.24 90,419,397

0.740 8,292,091 11,259,596
안 2 5.97 98,711,489

30년
안 1 6.55 123,864,542

1.130 -11,265,842 -9,945,318
안 2 7.68 112,598,700

□ 연구방법론상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기본분석내용(분석기간 5년, 할인율 5% 

등)에 한 민감도 분석을 다각 으로 실시하 는데(표 11 참조), 분석기간

이 길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부분 QALY당 ICER값이 

5000만원이 넘어서 안 2는 비용효과 이라고 보기 어려움.

  ○ 류마티스 염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 즉 간 비용까지 포함하여 민

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간 비용 차이는 18,836,994원으로 감소하

고 ICER도 91,939,491에서 54,000,143으로 감소함. 

  ○ 기본분석에서는 자연사망률에 류마티스 염 환자들의 사망률 상 험

도(relative risk of mortality)를 반 하 으나, 자연사망률만으로 민감도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상 험도의 포함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 

  ○ 선행연구에 의하면 HAQ값으로부터 질보정생존연수(QALY)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방법론 차이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ICER는 56,232,105원/QALY에서 109,451,775원/QALY의 범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3%, 7.5%의 할인율에 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

시한 결과, ICER값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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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불확실한 변수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구 분 라메터 변화 ICER/QALY 기본값과의 차이

기본값 － 91,939,491 －

HAQ/QALY 환

0.862-0.327HAQ 56,232,105 -35,707,386

0.77-0.168HAQ 109,451,775 +17,512,284

0.85-0.23HAQ 79,947,384 -11,992,107

0.8285-0.2344HAQ 78,446,665 -13,492,826

비용 간 비용 포함 54,000,143 -37,939,348

분석기간

10년 38,465,708 -53,473,783

15년 11,259,596 -80,679,895

30년(life time) -9,945,318 -101,884,809

사망률 자연사망률 94,331,911 +2,392,420

할인율
3% 89,879,728 -2,059,763

7.5% 94,664,543 +2,725,052

  5. 고찰 

가. 분석의 기본 틀

 비교 안의 선정: 비교 안으로 정한 2개 약물군의 치료순서  치료약물들

이  우리나라 임상진료 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인지에 한 객

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움. 문가 의견조사에 의존한 한계가 있음  

  ○ 질병별 주요 치료약물에 한 통계 데이터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처방 의

약품에 한 통계산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분석 기간과 모델링: 분석기간은 주요 임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

분히 긴 것이 좋으나, 장기 모델링에 사용되는 가정들에 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임상시험에서 제시된 결과가 시험 종료 이후에도 지

속 으로 유지될지 여부에 한 불확실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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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해석의 참고가 될 QALY당 증  비용효과비, 역치(Threshold)가 존재

하지 않아 결과 단이 어려움. 

나. 성과(Outcome) 측정

 임상문헌 자료원의 선정: 비교 안 약물들을 직  비교한 Head to Head 

Trial 결과가 없을 경우,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 값들을 활용하되, 환자

의 기본 특성을 신 히 고려함. 특히 류마티스 염 치료제는 유병기간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를 보이므로 임상문헌 선정 시 요한 기 임.   

 한국인 상 자료 미비: 국내 임상문헌이 아닌 외국문헌자료를 이용하 으

므로 국내 용의 타당성에 하여 문가 의견조사를 수행하 음. 향후 한

국인을 상으로 질병별 임상  역학자료, 진료 패턴 등에 한 자료 축

이 필요함. 

 추출된 자료의 통합과 추정: 장기 모델링을 하여 주요 성과 변수를 추정

할 경우 근거에 한 명확한 출처와 합리 ‧객 인 추정방식에 한 논

의, 민감도 분석 등이 필요함.

  ○ 추출된 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비교군과 조군에 한 자료가 없거나 

혹은 연속변수로서 표 편차 데이터가 미비한 경우 메타분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합리 인 표 값을 제시하여 활용하도록 함.

 효용 측정과 질 가 치

  ○ HAQ값에 한 회귀방정식을 통하여 QALY를 추정하 음. 그러나 선행연

구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연구자마다 추정 방정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

델링을 이용한 효용변수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함.

  ○ 한국인을 상으로 한 질 가 치 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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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용 측정

 간 비 포함 여부

  ○ 비용 효용 분석의 경우 이미 건강상태를 반 하는 효용 가 치에 생산성 

손실에 한 가치가 반 되어 있는데, 비용 계산에서도 생산성 비용을 포

함시킬 경우 생산성 손실로 인한 향이 분자와 분모 모두에 포함되어 

이 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있음.

  ○ 본 연구 결과 총비용  간 비의 비율은 안  분석기간에 따라 58.2～

87.4%에 이르고 있음. 생산성 손실 부문이 효용의 산출과정에서 어느 정

도 반 되기는 하겠으나 간 비의 규모를 고려할 때 모두 다 반 되었다

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실증분석에서 간 비까지 포함할 경우 직 비만 포함한 경우에 비하

여 ICER값이 감소하여, 안 2, 즉, Etanercept를 기부터 사용하는 안

에 하여 보다 호의 인 결과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반 인 결론에는 

향을 미치지 못했음. 그러나 장기 인 에서 추후 Etanercept의 기 

사용에 한 지속 인 검토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단됨.

  ○ 실증분석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HAQ 수 별 작업역량가 치를 그 로 

원용하 는데, 향후 우리나라 고유의 가 치 개발이 필요함.

 장기 비용 추정을 한 HAQ 회귀 계식 활용

  ○ Yelin and Wanke(1999)는 의사방문, 수술비용, 입원과 같은 기타 직 의료

비와 HAQ score간에 강한 상 계(R2=0.9146)가 있다는 연구결과 제시한 

바 있음.

  ○ 외과 처치과정, 병원 입원 등과 련된 비용은 HAQ를 사용한 회귀 계식

을 통해 구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지만, 류마티스 염 환자들

의 HAQ 상태에 따른 의료비에 한 우리나라의 환자설문조사자료가 없

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 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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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국의 의약품경제성평가 활용과 연구 인 라

  1. 국의 NICE와 NCCHTA

 국의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는 임상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과  이용을 진하도록 공공보건, 보건

의료기술, 임상진료 등 3가지 역에 한 지침을 개발하고 있음. 

  ○ 국의 NHS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유용성이나 가치

가 불확실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지침을 발행함.

 NICE에서 발행되는 보건의료기술지침(Technology appraisal guidance)에 포함

된 권장사항은 NHS의 ‘핵심기 ’에 포함되는데, 모든 NHS 산하 기구에서는 

NICE의 기술평가 결과를 수해야 함.

  ○ 그러나 실제 NICE의 지침이 잘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최근에는 지침

의 실행을 지원하는데도 을 두기 시작함.

 NICE에 근무하는 정규 인력규모는 30명 안 임. 상설 자문기구인 평가 원

회(appraisal committee), 연구주제별로 선정되는 자료제출자문 원(consultees)

과 의견제시자문 원(commentator), 기술평가연구를 실제 수행하는 7개 학 

연구 과의 유기 인 계 속에서 수  높은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함.  

 국의 보건의료기술평가(HTA) 로그램은 국립보건의료기술연구센터(National 

Coordinating Center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CCHTA)에서 담당함. 

연간 연구기 은 1천만 운드(220억원)로 약 45개의 신규 사업이 시작되는

데, 이  반 정도는 NICE의 지침 개발을 한 기술평가연구보고서를 발

간하기 한 것임.

 NICE에서는 의약품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의 개정작업을 담당해왔는데, 개

정 원칙은 략  조정, 재의 지식수  반 , 주요 이해단체들의 참여 등

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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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York 학에서 운 하고 있는 NHS 경제성평가 데이터베이스는 잉 랜

드와 웨일즈 보건 당국의 기 으로 구축되었는데, 보험 여 결정자를 상

으로 보건의료기술의 효과  비용에 한 정보, 경제성 평가 결과, 임상

인 질  평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

  2. 캐나다의 CDR과 CCOHTA

 보건의료기술평가기구(CCOHTA) 내의 CDR(Common Drug Review)에서는 신

물질의약품이나 새로운 복합제의 보험등재 여부를 단하기 한 요건  

하나로서 경제성평가 결과를 해당기업에 요구하고 있음. 

 CDR의 캐나다약제 문 원회(CEDAC)에서는 연방‧주‧ 주의 의약품 여 

랜에 신청 약물의 등재와 련한 권고안을 제시함. 

  ○ 경제성 평가의 객 성을 유지하기 하여 CEDAC 원  평가 상 의

약품  제약회사와 이해 계가 있는 사람은 미리 ‘Conflict of Interest’를 

밝 , 해당 약제나 회사와 련된 논의에서 제외하고 있음. 

  ○ CEDAC에 안건을 제출하기에 앞서 내부검토자  외부검토자 2인이 동시

에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데, 두 검토자의 평가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함. 

  ○ CDR의 정보검색 문가(Information Specialist)는 독립 인 문헌 검색을 수

행함으로써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평가에 포함되

는 것이 한 연구를 찾는 기능을 담당함 . 

 보건의료기술평가기구(CCOHTA)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술법 등과 같은 

보건의료기술에 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효과와 비용 등에 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의사결정자들(Health Canada, 각 주 보건부, 병원, 그리고 의

료 문가)에게 배포하고 보건의료기술의 정한 사용을 장려함. 

  ○ 지식 달 략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지식 달 공무원(Knowledge transfer 

officers)을 정하여 지식 달 목표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보건의료기술

에 한 지식을 쉽고 효과 으로 달하기 한 략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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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OHTA에서는 1994년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 고, 방법론 분야

의 발 과 가이드라인 이용 경험의 축 에 따라 1997년 개정하 음.

 한 CCOHTA의 권고에 따라 국 단 의 표 비용목록을 만들어 비용 산

출방법에 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2000년에는 Institute of Health 

Economics에서 ‘A National List of Provincial Costs for Health Care’를 발간하

는데 비용 산정의 보다 구체  방법과 시가 수록되어 있음. 

  3. 미국의 경제성평가 활용 실태와 AHRQ

 미국은 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서 신약에 한 경제성평가 연구 

한 매우 활발하나, 연구 결과를 보험 여나 진료 지침 등 실무에 극

으로 반 하고 있지는 않음. 

 미국에서 경제성평가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경제성평가에 한 이해 부족과 평가 방법에 한 불신

  ○ 경제성평가를 시행하는 동기에 한 불신으로 재정  이해 계가 있는 연

구자의 바이어스 반  가능 우려

  ○ 정치 인 요소로서 경제성 고려의 이유로 환자나 의사의 치료 선택에 제

한이 따를 수 있다는 시민의 우려 

  ○ 윤리  측면에서 경제성평가는 공리주의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

로 빈곤층 보호 등의 사회  목표 무시 가능

 Neumann(2005)은 향후 미국에서 경제성평가를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때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제안함.

  ○ 경제성평가를 융통 으로 용하고 특히 보험 여수  결정과 분리함. 

  ○ 비용효과분석은 비용억제(cost containment)를 한 도구가 아니라, 좀더 나

은 가치를 얻기 한 기법이라는 에 해 사회의 인식이 필요함. 

  ○ 표 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비용효과성 보다는 가치분석(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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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안비교(comparability)의 표  고려함.

  ○ 경제성평가를 실무에 연계할 경우 검토  결정에 있어서 공정한 차

(fair process)가 강조되어야 함.

  ○ 경제성평가의 활용을 진하기 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인센티  재편

성과 연계하여 도입함.

  ○ 경제성평가에 한 사회  합의(consensus)를 해서는 정부 수 에서의 

리더십이 필요함.

 미국의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는 의료의 질과 성

과(outcome)를 향상시키고 보건의료부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기 하여 ‘Center for Outcomes and Evidence(COE)’를 심으로 clinical 

economics를 연구  지원하고 있음.

  ○ 연구, 도구 개발, 수련(훈련)을 통해 의사결정에 있어 경제성 분석의 신뢰

성을 증 시키고 사용을 권장함. 

  ○ 비용효과성  련연구에 표 화된 투입요소의 이용가능성을 향상시키

고, 선진  분석기법을 지원함.

  ○ AHRQ는 임상경제학 연구 데이터베이스(Clinical Economics Research 

Database)와 Harvard 학의 비용효용분석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함.

  ○ 이외에 임상성과(outcomes)를 측정하기 한 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는데, 

컨  미국인을 상으로 건강상태에 한 선호가치 설정에 한 연구 

등을 지원한 바 있음. 

  4. 각국의 보건의료기술평가 

 경제성평가 연구는 보다 큰 틀인 보건의료기술평가와 히 연계되어 발

할 수 있는데, 2000년 국의 NICE에서는 보건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세계 97개 기구를 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0개소에서 응답함. 

  ○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연구비 재원은 응답국가 거의 부분에서 정부 지원



요약 39

하고 있음. 조사 결과 정부의 단독 지원은 62% 으며, 정부의 지원에 연

구기 이나 민간기 이 추가된 경우가 24% 정도임. 

  ○ 기술평가 상은 처치 과정(82%), 의료기기(66%), 의약품(60%)의 순서 으

며, 활용하는 자료원으로는 효과성 자료(88%), 경제  가치에 한 자료

(76%)의 순이었음. 

  ○ 기술평가 부문으로는 효과성(90%), 유효성(78%)이 높았는데 비용 효과성

에 한 연구가 78%, 비용효용과 비용편익도 각각 56%로서 비용과 련

된 부분의 연구도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음. 

  ○ 기술평가자료가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은 질 보장(72%), 보건의료제

공자에 한 교육‧훈련(56%), 서비스 지불(54%), 규제(54%)의 순서 음.  

Ⅵ. 결론

  1. 기본 시각

 경제성평가는 의약품의 가치를 과학 ‧체계 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공

함으로써 보험의약품의 등재  약가 리는 물론, 처방 지침 개발을 통한 

약제사용의 정화 등 근거 심의 의약학 정착에도 리 활용될 수 있음. 

  ○ 국내 실태조사 결과, 경제성평가의 기여도  활용가능성에 해서 련 

업계나 학계에서는 체로 정 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의약품 경제성평가가 보험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보다 원활히 정착되

기 해서는 문 인력과 련 통계자료의 부족, 방법론  불확실성 등 장애요

인을 극복하기 한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제성평가 활용의 주된 목 이 의료비의 감보다는 비용의 합리

 지출에 있으며 임상  요성이나 진료의 자율권 등 다양한 가치와의 

조화에 한 고려가 필요함.

  ○ 둘째, 양질의 연구 결과가 생산되도록 경제성평가 연구 리에 철 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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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행 지식수 과 여건을 고려하여 도달 가능한 목표와 이의 단계  

향상을 한 략 마련이 필요함.

  ○ 셋째, 연구 수행  심사과정의 객 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연구 결과에 

한 사회  신뢰성을 확보함. 

  ○ 넷째, 국가차원의 연구 인 라 구축을 통하여 경제성 평가 연구의 효율성

을 증 시킴. 즉 연구기 이나 기업에서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기본 자료

에 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지원하고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구

나 사용가능하도록 공개함. 

  2. 정책 방안

 정부의 명확하고 구체 인 추진계획안 마련  확정 공표  

  ○ 제도 도입에 한 사회  합의(consensus) 도출과 제도의 연착륙을 해서

는 경제성평가 기반여건을 조성하기 한 정부의 보다 구체 인 계획과 

명확한 의지의 표명이 필요함.  

  ○ 제도의 의무  시행 이  2～3년의 유 기간 동안 경제성평가 연구 리 

 지원체계의 수립, 기반연구에 한 국가 지원 활성화, 인력 양성  

통계 생산 등 국가의 가시 인 노력이 필요함.

 경제성평가 련 기반연구에 한 국가 지원 활성화

  ○ 경제성평가 연구를 활성화하기 하여 기반  연구를 심으로 정부의 지

원을 강화함. 기반  연구로는 비용과 련하여 비용 산정의 표 화, 질병 

부담 산출, 효용 련 연구로는 EuroQOL에 한 한국인 상 선호가 치 

개발, 조사서 번역 검증, 연구결과의 해석과 련해서는 한국의 역치

(Threshold) 산출, 임상문헌 DB 구축 등이 있음. 

  ○ 동시에 실무 인 지식 축 을 하여 주요 약효군별로 경제성평가연구 사

례집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약효군에 따라 성과  비용 측정의 주요 쟁

에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문헌고찰과 국내 용을 통하여 모델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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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집을 작성하고 실무 교육 자료로 활용함. 

  ○ 이와 련하여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에서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

년간 지원 계획 하에, 2004년까지 178억원이 지원된 바 있으므로 이를 벤

치마킹하여, 향후 의약품의 경제성평가 연구 부문에 한 국가의 연구비 

지원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차원의 경제성평가 연구 지원  리체계 구축 

  ○ 국가  차원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연구 지원  교육 등을 기획하고 추

진하며 실제 문 인 연구 성과를 축 해가는 연구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 연구센터는 특성별로 5～6개 설치하되, 주연구책임자의 공분야  기

의 특성에 따라 기능을 특화하여 선택과 집 방식으로 운 함.

     ∙ 심센터를 별도 선정하여 연구 이외에도 경제성 평가 연구 지원 계획

을 수립하고 련 학  연구기 에 연구비를 지원‧ 리하며, 평가‧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함. 

     ∙ 다른 연구센터에서는 기본 으로 경제성평가 연구를 수행하되, 센터의 

특성에 따라 교육기능, 통계지원기능, 임상문헌 DB지원 기능 등을 병

행 담당하도록 특화할 수 있음.

  ○ 경제성평가는 기본 으로 비용과 효과성에 한 종합 인 평가이므로 ‘의

약품 경제성 평가’라기보다는 임상  성과와 경제  성과 등을 종합 으

로 다룬다는 차원에서 “의약품 성과 연구센터(가칭)”의 명칭을 제안함.

     ∙ 경제성 평가 결과가 보험정책  의사의 진료 행  등과 히 련

되어 있으므로 행정을 담당하는 심센터는 가  립  치에 있

는 기 이 담당하도록 함. 

  ○ 이와 련하여 재 6개의 ‘지역임상시험센터’가 운 되어(서울 학교병

원, 인제 학교 부산백병원, 연세의료원, 아주 학교의료원, 경북 학교병

원, 남 학교병원 등) 기 당 연간 20억원씩 5년간 지원받고 있음. 한 

허 성심질환 등 질환을 심으로 ‘임상연구센터’도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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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DB 구축  각종 통계 생산 활성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자료에 한 연구기   제약기업의 근

성을 강화하고 환자 심의 DB 구축으로 연구부문에의 활용성을 높임.

  ○ 질병별 주요 의약품 통계, 비 여 의약품에 한 통계, 국내 임상  역학

자료, 질병별 사망률 등 통계기반을 구축함.

 인력 양성  교육 기회의 제공

  ○ 앞서 경제성평가 인력수요 추계에서 향후 필요인력이 최  74.4명에서 최

고 160.4명(FTE)으로 추계된 바,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인력 풀을 키우는 

것이 가장 선무임. 

  ○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우선 으로는 정부‧ 학‧기

업간에 인력의 아웃소싱 략도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양질의 인력을 원활히 공 할 수 있도록 보건 학, 

의과 학, 약학 학을 심으로 경제성 평가 련 과목의 채택을 권장함.

  ○ 제약기업 직원들에 한 보수 교육의 에서 경제성평가 련 연구회 

 단기 교육과정 등을 활성화하되, 경제성평가에 한 실무 인 내용에 

을 둠. 

 경제성평가 결과의 달과 활용 진 

  ○ 경제성평가 결과에 한 지식 달  홍보 략을 마련하여 합리 인 의

약품 사용을 장려함. 

  ○ 캐나다와 같이 지식 달 담당자(Knowledge transfer officers)를 정하고 지

식 달 목표 집단을 선정, 이들에게 보건의료기술에 한 지식을 쉽고 효

과 으로 달하기 한 략을 개발함. 

  ○ 보건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용효과 인 의약품의 사용에 한 인센티  

제도를 개발함. 



Ⅰ. 서 론

  ｢국민건강보험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207호)주1)｣에서

는 환자의 질병 방이나 치료와 련된 새로운 의료행 ‧의약품  치료재료

와 같은 ‘신의료기술등’의 요양 여 상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성과 여의 

정성에 하여 문평가 원회의 평가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신의료기술등의 보험 여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성이 주요 요소  하

나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의료비 지출 증가의 

기여 요인으로서 매우 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정형선, 2004; 박재

용, 2002). 따라서 의료비 지출증가 추이를 정한 수 으로 통제하고 비용 지

출의 합리성을 강화하기 해서는 지불보상체계 개편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

 개 과 함께, 신기술에 한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이를 토 로 기술 도입 

여부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요하다(장선미 등, 2001). 

  한 최근 보건의료부문에서는 근거에 기반한 합리 인 의사 결정과 이를 

한 계량  데이터 확보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성평가는 임상 ‧경제  

가치에 한 정보 산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재 의료 장의 임상진료 내용 

에는 의료인들간 편차가 크고 일 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근거가 미약한 경우

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형식, 2004; 김 윤, 2000). 특히 

주1) 보건복지부령 제207호인 ｢국민건강보험요양 여의 기 에 한 규칙(개정 2001. 12. 31)｣ 

제11조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 은 신의료기술등의 경제성  여의 정성에 하여 

문평가 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술등의 요양 여 상여부를 결정한다’로 명시하고 

제14조에서는 신의료기술등의 요양 여 상여부 등에 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

이 정하는 고시로 임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조정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0호)｣이 마련되었는데, 동 고시 제8조 1항에서는 ‘각 문평가

원회는 요양 여기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을 평가함에 있어 경제성의 

경우에는 체가능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여의 정성의 경우에는 보험 여원

리  건강보험재정상태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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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이 보편 인 진료로서 리 확산되기  단계에는 안 성은 물론 비

용효과성에 해서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기존에 연구된 각종 자료

들을 객 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의료기술에 한 근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부시게 발 한 정보화 기술로 인하여 의료기술 부문에 한 방 한 

연구논문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었고 자료에 한 근성 한 용이해졌는데, 

이로 인하여 신의료기술에 한 평가 한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미 호주나 캐나다, 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1990년  반부터 의료행

나 의약품 등 의료기술의 경제성평가를 한 각종 문기구를 설립하 고 비용

효과  사용에 한 과학  근거를 축 하여 보험 정책  임상 진료부문에 활

용해왔다. 보건의료부문 경제성평가연구의 주요 데이터베이스인 국 “Office 

of Health Economics"의 Health Economic Evaluations Database에 따르면 세계

으로 1995년 이후에 경제성평가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그림 

Ⅰ-1 참조). 

〔그림 Ⅰ-1〕 보건의료부문의 경제성평가 연구 추이(1975～2000)

        자료: OHE Health Economic Evaluations Databas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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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재 의료행 , 의약품, 치료재료 등의 신의료기술  의약품 부문에 

한 경제성평가가 가장 활발하다. 이는 의약품의 경우 외과  처치, 진단  검

사, 치료재료 등의 다른 의료기술에 비하여 경제성 평가를 제도화하기 쉬운 특

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식품의약품안 청의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과정에서 

안 성과 유효성에 한 엄격한 평가를 거쳐야 하는 국가 리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임상시험자료가 축 되어 있어 약물의 치료효과에 

한 자료 수집이나 성과(outcome) 악이 용이하다는 이다. 반면 외과  처치

나 진단 기술 등은 안 성이나 유효성에 한 임상문헌 자료가 미흡할 뿐 아니

라, 치료에 한 직 인 결과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오랜 기간의 연구가 필요

한 경우가 많아 경제성평가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정책  활용 측면에서도 다른 부문 보다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  약품비의 비 이 약 30% 정도를 차

지하고 있으며, 보험등재된 의약품이 2만여 품목에 이르러 리의 비효율성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양 민, 2004; 이의경, 2005). 한 동일한 질병이라도 의사

들간 처방내용의 변이가 커서 이의 합리 인 개선이 필요하다(이의경, 2004; 장

선미, 2005). 이미 캐나다나 호주 등에서 리 활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성

평가는 약품비의 정 지출과 보험의약품 등재  가격의 합리 인 리에 활

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재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령과 고시를 통하여 보험 여부문에 있어서 

경제성평가의 활용에 한 원칙 인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주2). 한 최근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경제성평가제도 도입의 구체 인 내용에 해서 연구

를 수행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계자 자문회의를 가진바 있다(배은  등, 

2005). 배은  등(2005)은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신약의 보험등재  약가결정, 

이미 보험등재된 의약품의 재검토 등의 목 으로 경제성평가의 필요성을 주장

하고,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범 , 경제성 평가자료 제

주2) 행 규정상에는 선언 인 내용이 담겨있고 경제성평가를 한 제출 자료의 구성 내용, 제

출된 자료에 한 검토 체계, 자료 제출 상 범  등 경제성평가 제도 운 에 한 구체

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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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주체, 제출된 자료에 한 검토체계에 한 방안을 제시하고주3) 경제성평가 

실시 가이드라인(안)을 개발한 바 있다. 

  이처럼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 구체 인 시행방안

도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재 경제성평가에 해서는 소수의 일부 제약기업에

서만 심을 가지고 있을 뿐, 연구 수행이나 활용 노력은 아직 지지부진한 실

정이다. 부분의 제약기업에서는 문가의 부족, 분석자료 미비, 기반 통계자

료의 부족,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기 한 구체 인 방법론 미정립 등을 이유로 

경제성평가 실시에 반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제성평가 결과가 정부의 

보험정책 등에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경제성평가 연구  자료 작성

을 기업이나 학 등 민간 부분에 일임한 채, 경제성평가를 활성화하기 한 

기반여건 조성 등 정책방향의 마련 등에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고 않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의료기술  특히 의약품에 을 두고 경제성평가

를 보다 원활히 실시하기 한 기반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첫째, 제약기업과 경제성평가를 실제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학‧의료기 을 

상으로 재 경제성평가 수행 황과 문제  반을 구체 으로 악하여 제

2장에 상세한 내용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재 경제성평가제도 도입의 가장 큰 문제 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 즉 문인력의 확충과 경제성평가 연구의 방법론  쟁  등 주요 각론  

이슈에 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경제성평가 연구 인력

의 충원과 련하여, 경제성평가를 보험의약품 리에 활용하기 하여 필요한 

주3) 배은  등(2005)의 보고서에서는 경제성 평가자료 제출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기존 

약에 비해 효과가 개선된 약물로 가격 한 높아 해당 약물의 경제  가치에 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체 가능한 기존 약제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응증을 확 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복합제로서 체 가능한 단일제에 비해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 그 

외 약제 문평가 원회가 의사결정을 해 경제성 평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 제안하

다. 한 신규 등재 신청시 해당 제품의 경제  가치를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은 기업에 있

으며, 제출자료에 한 검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검토자와 외부 검토자를 모두 활

용하여 이들의 검토의견과 기업 제출 자료 등을 경제성평가자료 검토 소 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한 후 약제 문평가 원회에서 최종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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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요를 추계하고 문인력 양성을 한 교육 내용을 검토, 제안하고자 한

다. 한 제4장에서는 류마티스 염 치료제를 심으로 경제성평가에 한 

실증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방법론 인 문

제 을 보다 구체 으로 논의하고,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 문제를 다

각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재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주요 외국에서 리 행해지고 있는데 그 활용 정

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외국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활용 실태와 연구 인 라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한 시사

을 도출하여 5장에 서술하 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이상으로 연구된 내용

을 종합 으로 검토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경제성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이를 보

험 여  임상 장에 보다 효율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정책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체계는 [그림 Ⅰ-2]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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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연구의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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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황과 문제

1. 실태조사의 배경과 개요

  국내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황과 문제 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

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국내에서 발간된 경제성평가 논문에 한 

평가 연구이고 두 번째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에 한 국내 제반여건을 다룬 연

구이다. 최용  등(2003)은 기존의 국내 경제성평가 문헌들을 상으로 경제성

평가에서 일반 으로 수되어야 할 기 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

다. 배은  등(2005)에서도 국내 경제성평가 문헌을 검토하 는데 최근 발표

된 논문까지 그 평가 상을 넓혔으며 일반 인 기  충족 여부 이외에 각 연구

가 갖는 한계와 오류까지 충실히 서술하고 있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국내 경

제성평가 연구 황은 반 으로 일반  사항은 수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태진(2003)의 연구에서는 제약기업 상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의약품 경제

성평가에 한 국내 황을 제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2003년 당시 경제성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회사는 9개사 고 가장 주요한 수행 목 은 유리한 약가 산

정(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당시 응답회사는 다국  제약회사 19개

사 정도이어서 제약업계의 반 인 황을 악하기에는 다소 미진한 측면이 

있다. 배은  등(2005) 연구에서는 인 라 진단의 부분에서 선행연구와 련 규

정의 검토를 통하여 인력과 조직, 제도  측면을 개 으로 고찰하 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국내 경제성평가 문헌에 한 평가는 이미 심

층 으로 분석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경제성평가를 직  수행해야 할 제약기

업이나 련 학, 의료기  등에 한 반 인 황과 문제 에 해서는 아

직 상세히 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약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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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료기 을 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약품 경제성평가 수행 

황과 수행과정상의 문제 , 국가에 한 건의사항 등을 다각 이고도 구체 으

로 악하고자 하 다. 

  조사의 목 이 경제성평가 수행 황과 문제 을 악하는 것이므로 조사 

상은 경제성평가 수행 실 이 있거나 향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기 을 심

으로 선정하 다. 학  의료기  에서는 국내외 경제성 평가 논문  

련 연구 보고서 등 목록을 검색하여 의약품 경제성평가에 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   연구자를 선정하 으며 최종 선정된 조사 상기 은 19개 

기 이었다. 

  제약기업의 경우에는 신약  신규성분제품의 보험등재에 경제성평가가 활용

된다는 가정 하에 신약이나 신규성분제품을 개발하 거나 개발할 가능성이 있

는 업소를 주요 조사 상으로 정하 다. 그러나 실질 으로 220개 완제의약품 

생산  수입업소  신약이나 신규성분제품에 한 개발 황  그 가능성을 

악하기는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사 상 기 은 제약회사  련 회

를 심으로 보험가격 원회  모임 등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업소, 약물경

제성평가  성과연구회 회원인 업소를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한편 제약기

업 이외에 일부 의료기기회사에서도 치료재료의 보험등재를 하여 경제성평가

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경제성평가 연구에도 많은 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약물경제성평가  성과연구회 회원사 업소 4개 회사를 조사에 포함하 다. 이

상의 기 에 따라 최종 조사 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90개소 다. 

  조사서는 이메일을 통하여 상자에게 달하 고 이메일 혹은 팩스로 조사 

응답서를 받았다. 조사는 2차에 나 어 진행되었는데 1차는 2005년 10월 14일

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고,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기 을 상으로 2005

년 11월 1일에서 11월 18일까지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결과 제약회사의 경우 상업소 90개소  66개소가 응답하여 73.3%의 

응답률을 보 고, 학  의료기 은 19개소  10개소, 52.6%가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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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기여에 한 인식도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기여에 한 사회  인식도는 향후 제도 도입에 매우 

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에서는 제약기업과 학‧

의료기 을 상으로 경제성평가의 의의를 조사하 는데, 주요 내용은 의약품‧

의료기기의 가치 평가에 한 기여도, 보험가격의 합리  리에 한 기여도, 

정하고 합리 인 사용에 한 기여도 다.

  우선 “경제성평가가 의약품‧의료기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여한다”는 의견

에 하여 응답자  67.2%가 ‘동의한다’는 정 인 반응을 보인 반면, 14.1%

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정 인 반응을 보 다(표 Ⅱ-1 참조). 응답 내용은 기

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학‧의료기 에서는 정 인 동의가 

100%인 반면, 기업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61.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동의

하는 응답에 있어서도 학‧의료기 은 ‘ 으로 동의한다’로 응답한 비율이 

50%에 달하나 기업에서는 7.4%로서 동의 정도에도 차이를 보 다. 

  다음으로 보험가격의 합리  리에 한 기여 측면에 해서 정 인 반응

은 47.9%, 부정 인 의견은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학‧의료

기 에서는 정 인 동의가 90%, ‘보통이다’의 의견이 10%로 부정 인 의견

은 없었으나, 기업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41.3%로 많은 차이를 보 다. 특히 

기업에서는 부정 인 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28.8%로 약 1/3～1/4의 응답자가 

회의 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의 정하고 합리 인 사용에 한 경제성평가의 기여에 해서는 

49.3%가 정 인 반응을, 24.6%가 부정 인 의견을 제시하 다. 학‧의료기

에서는 부정 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가 없었으나, 기업에서는 28.6%가 동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사회  기여에 해서는 

반 으로 정 인 응답 비율이 부정 인 응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는데, 

학  의료기  응답자의 경우 제약기업에 비하여 정 인 응답 비율이 높아 

기 간 차이를 보 다. 조사한 3가지 내용 에는 의약품의 가치 평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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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에 하여 가장 정 인 반응을 보 고, 보험가격의 합리 인 리나 

정사용에 한 기여에 해서는 정 인 반응의 비율이 다소 낮았다. 

  

〈표 Ⅱ-1〉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기여에 한 인식도
(단 : %)

경제성평가 기여 인식도 학‧의료기 기업 체

의약품‧의료기기

의 가치평가에 

한 기여

으로 동의한다 50.0 7.4 14.1

다소 동의한다 50.0 53.7 53.1

보통이다 - 22.2 18.8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 14.8 12.5

 동의하지 않는다. - 1.9 1.6

계 (N) 100.0 (10) 100.0 (54) 100.0 (64)

보험가격의 

합리  리에 

한 기여

으로 동의한다 40.0 3.2 8.2

다소 동의한다 50.0 38.1 39.7

보통이다 10.0 30.2 27.4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 25.4 21.9

 동의하지 않는다. - 3.2 2.7

계 (N) 100.0 (10) 100.0 (63) 100.0 (73)

의약품‧의료기기

의 정하고 

합리 인 사용에 

한 기여

으로 동의한다 30.0 4.8 8.2

다소 동의한다 50.0 39.7 41.1

보통이다 20.0 27.0 26.0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 23.8 20.5

 동의하지 않는다. - 4.8 4.1

계 (N) 100.0 (10) 100.0 (63) 100.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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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성평가 수행 황

  가. 경제성평가 수행  학술활동 실

1) 경제성평가 수행 실

  조사에 응답한 66개 기업  경제성평가를 수행했거나 2006년 12월 이 에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24개 회사로 조사되었다(표 Ⅱ-2 참조). 이 

 의료기기회사 2개사를 제외하고 제약회사는 22개 회사인데 국내 완제의약품 

제약업소 220개소 에는 10.5%를, 응답한 63개 제약기업 에는 34.9%를 각각 

차지한다. 즉, 체 제약기업 에는 약 1/10이 경험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

으나, 신약  신규의약품 련 업소 에는 약 1/3 정도가 경험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Ⅱ-2〉 기업의 경제성평가 황

기업의 경제성평가 황

수행‧계획

업소수 

(개소)

응답기업(66개소) 

비 수행‧계획 

업소 비율(%)

체 제약기업 

(220개소) 비  

수행‧계획

제약업소 비율(%)

경제성평가를 완료한 경험이 있는 기업 131) 19.7 5.0 (11개소1))

경제성평가를 재 진행 인 기업 9 13.6 4.1 ( 9개소)

2006년 12월 이  경제성평가 수행 

정인 기업 
14 21.5 6.4 (14개소)

( 체)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거나 계획 

인 기업 
24 36.4 10.5 (22개소)

주: 1) 경제성평가를 완료한 경험이 있는 기업 13개소  제약회사는 11개소, 의료기기회사는 2

개소로 체 제약기업 비 업소 비율에서는 제약회사 11개소만 포함하 음.

  이  2005년 10월 재까지 경제성 평가를 완료한 회사는 13개소로 응답 업

소의 19.7%에 해당한다. 재 진행 인 회사는 9개소, 2006년 12월 이 에 경

제성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 있는 업체는 14개 업소로 나타나, 향후 약 1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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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경제성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업소가 과거에 경제성평가를 완료한 경험이 

있는 업소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기업에서 경제성평가 수행이 활발

해지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학‧의료기 에서 수행된 경제성 평가연구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이외에 

보건의료제도  정책에 한 연구 등 그 범 가 포 이다(표 Ⅱ-3 참조). 조

사에 응한 10개 학‧의료기 에서 이루어진 경제성 평가 평균 실 은 3.6건이

었는데 이  의약품 련 실 이 평균 2건, 의료기기가 0.2건, 보건의료제도 

 정책 련 실 이 1.4건으로 나타났다. 

  학‧의료기 의 수행실  3.6건  41.7%인 1.5건이 기업에서 의뢰된 연구

다. 기업의 연구 의뢰 비율은 연구 상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의료기기는 

모두 기업의 의뢰에 의한 것인 반면, 보건의료제도  정책 련 연구는 기업

에서 의뢰한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 의약품은 연구 실  2건  기업에서 의뢰

한 연구가 1.3건으로 65.0%에 해당한다. 

〈표 Ⅱ-3〉 학‧의료기 의 경제성평가 연구 수행 실
(단 : 건)

경제성평가 연구 상
체 건수

(평균)

기업의뢰건수 

(평균)

기업의뢰건수

비율

  의약품 련 2.00 1.30  65.0%

  의료기기 련 0.20 0.20 100.0%

  보건의료제도  정책 련 1.40 0.00   0.0%

  체 3.60 1.50  41.7%

 

2) 경제성평가 학술활동 실

  경제성평가에 한 학술활동은 연구결과를 홍보하여 활용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 뿐 아니라, 연구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보다 객 이고 질  수 이 높

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에서 그 의의가 크다. 

  본 조사 응답기 에서 수행한 경제성평가 연구 결과는 주로 국내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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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나 학회(14.8%)에서 발표되었고 외국 학술지에 발표된 것은 1건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4 참조). 경제성평가 연구에 한 학술활동은 이처럼 

아직 활발하지 않은 실정인데, 재까지는 아직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발표하

지 않았으나 향후 발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0%로, 기업(31.6%)보

다는 학‧의료기 (50.0%)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 결과의 1/3에 해당하는 

33.3%는 아직 발표를 안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발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별로는 학‧의료기 은 12.5%, 기업은 42.1%로서 학술활동에 

해서는 기업이 더 소극 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평가 연구결과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가 70.3%에 해당하고 

나머지 일부 결과들은 학술지나 학회에 복 으로 발표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

직 우리나라에서 경제성평가에 한 학술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의 경우 연구결과의 외  발표에 더욱 소극 인데 이는 

연구의 목 이 학술 인 측면 보다는 보험과 련된 실무 인 측면에서 수행되

고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표 Ⅱ-4〉 경제성평가 학술활동 실
(단 : %)

경제성평가 학술활동 부문 학‧의료기 기업 체

외국 학술지 발표  국내학술지 발표 -  5.3  3.7

국내 학술지 발표 12.5 26.3 22.2

학회 발표 50.0 - 14.8

발표 계획 있음 50.0 31.6 37.0

발표 안했고 계획도 없음 12.5 42.1 33.3

(N) (8) (19) (27)

  나. 경제성평가 연구 상과 목

  경제성평가 연구 상은 28개 품목  27개 품목이 신약이었고(96.4%) 나머

지 1개만 개량 신약이며, 제네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Ⅱ-5 참조). 이들 

상 제품에 한 경제성평가 유형으로는 비용효과분석(67.9%)이 가장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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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비용효용분석으로 14.3%를 차지하 다. 재 경제성평가지침(안)에서

는 연구결과들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가  최종 성과를 비교한다는 측

면에서 비용효용분석을 권장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비용효과분석이 

더 많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Ⅱ-5〉 경제성평가 수행 상과 유형
(단 : %)

구분 항목 학‧의료기 기업 체

경제성 평가 

의약품 구분

신약 100.0 95.0 96.4

개량 신약 -  5.0  3.6

복제의약품(제네릭) - - -

계 (N) 100.0 (8) 100.0 (20) 100.0 (28)

경제성 평가 

유형

비용최소화분석 - 15.0 10.7

비용효과분석 62.5 65.0 64.3

비용효용분석 12.5 15.0 14.3

비용편익분석 12.5  5.0  7.1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 12.5 -  3.6

계 (N) 100.0 (8) 100.0 (20) 100.0 (28)

  경제성평가 수행 목 을 조사한 결과, 가장 주된 목 은 약가 산정(50.0%)이

었고 그 다음으로는 보험등재인정기  완화(17.9%), (7.1%)의 순이었다(표 

Ⅱ-6 참조). 특히 기업의 경우에는 약가 산정 목 이 체의 60%로서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성평가를 통하여 연구 목 을 달성했는지 그 정도를 조사하 는데 목  

달성에 있어서 정  평가를 내린 기업은 체의 53.3% 고 나머지 46.7%에

서는 목 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 다. 기업의 주된 경제성평가 목

이 약가산정과 보험등재인정기  완화임을 고려할 때 목 을 달성하지 못하

다는 것은 경제성평가 결과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기 한 만큼 약가를 

받지 못하거나 보험등재인정기 을 완화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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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경제성평가 연구 목 과 달성도
(단 : %)

구분 항목 학‧의료기 기업 체

경제성평가 

목

약가 산정 25.0 60.0 50.0

보험등재인정기  완화 25.0 15.0 17.9

의약품 12.5  5.0  7.1

기타 25.0 15.0 17.9

잘 모르겠음 12.5 -  3.6

약가 산정  보험등재인정기  완화 -  5.0  3.6

계 (N) 100.0 (8) 100.0 (20) 100.0 (28)

경제성 평가 

목  달성도

달성하 음 -  6.7 -

어느 정도 달성하 음 - 46.7 -

달성하지 못하 음 - 46.7 -

계 (N) - 100.0 (15) -

  다. 경제성평가에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

  경제성 평가를 실제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을 조사하

다. 학‧의료기 이나 기업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

간은 5.0개월로 학‧의료기 은 6.5개월, 기업은 4.53개월로 기업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간이 학‧의료기 보다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

-7 참조). 

  조사에 응답한 회사  경제성 평가를 외부에 용역 의뢰한 경험이 있는 회사

는 9개사 는데, 평균 용역연구비용은 4,379만원이었으며, 용역 연구기간은 5.8

개월, 용역기 의 참여 인력 수는 평균 4.65명으로 조사되었다주4). 제약기업의 

담당자나 학‧의료기 의 연구진 에는 다른 업무와 함께 경제성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성평가 경험  계획이 있는 제약기업의 경우 경제

주4) 학‧의료기 에서 수행한 경제성평가 연구의 평균 참여 인력수는 4.88명으로 조사되었는

데, 이 에는 기업에서 의뢰한 연구와 다른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가 혼재되어 있다. 한

편 기업을 상으로 외부 용역기 의 참여인력수를 질문한 결과 기업에서 악하고 있는 

평균 참여인력수는 4.44명이었다. 이상의 2가지 통계를 평균하여 용역기 의 참여인력수는 

평균 4.65명으로 산출하 고 3장의 경제성평가 인력 추계에 활용하 다.



58

성평가에 투입되는 평균 인력은 1.39명인데 체 업무시간  경제성평가업무

에 투입하는 시간 비 은 39.26%로 나타났다. 학‧의료기 에서는 강의나 연

구, 진료 등 다른 업무들이 있는데, 이  경제성평가 업무에 투입한 평균 시간 

비 은 31.25%로 나타났다. 

  외부 용역연구 결과의 ‘질  수 ’에 한 만족도를 조사하 는데 연구결과

에 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66.7% 고 ‘보통’이 33.3%로 ‘불만족’을 나타

낸 경우는 없었다. 

〈표 Ⅱ-7〉 경제성평가연구에 투입되는 자원 소요 황

항목 학‧의료기 기업 체

 수행 평균 시간(단 : 개월) 6.50 4.53 5.00

 외부용역시 평균 비용(단 : 만원) - 4379.40 4379.40

 외부용역시 평균 소요기간(단 : 개월) - 5.80 5.80

 투입 평균 인력(단 : 인) - 1.39 1.39

 업무투입시간 평균 비 (단 : %) 31.25 39.26 36.89

 평균 참여 인력수1)(단 : 인) 4.88 4.44* 4.65

주: 1) 외부 용역기 의 참여 인력수에 한 기업의 응답 내용 

4. 경제성평가 인력  교육

  가. 기업의 경제성평가 인력  교육‧지식수

1) 기업의 경제성평가 조직  인력

  기업에서 경제성평가 업무를 보다 문성 있게 수행하기 해서는 경제성평

가 업무를 담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재 국내 제약기

업에서는 경제성평가가 아직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 경제성평가는 실질

으로 보험의약품 가격과 히 련되어 있으므로 본 조사에서는 보험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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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경제성평가 부서, 소속 인력 등에 한 황을 악하 다.

  응답한 66개 기업  보험가격업무 담부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업체는 

31개소로 신약‧신규성분제품 개발 기업 에는 약 반 수 정도(53.3%)에서, 국내 

제약기업 체 에는 약 14.1%에서 보험가격 업무를 담하여 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8 참조). 보험업무 담 부서 실태는 경제성평가 경험 

 계획 여부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수행경험이 있는 회사에서는 담

부서 설치 비율이 72.7%로 나타나 그 지 않은 기업의 41.7%에 비하여 높았다.  

  한편 경제성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제약회사 25개사를 상으로 경제성평가 

담부서 설치 여부를 조사하 는데, 국내 제약기업  경제성평가업무 담당 

담부서가 있는 기업은 7개소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제시되었듯이 아직까지는 

경제성평가 담부서가 설치된 기업은 물론, 보험업무 담부서의 설치도 일상

인 것은 아닌 실정이다. 

〈표 Ⅱ-8〉 기업의 보험  경제성평가 업무 련 조직 황
(단 : %)

보험  경제성평가 업무 조직 
경제성 평가 경험  계획 여부

 체
없음 있음

보험 련 

담 부서 

있음  41.7 (15)  72.7 (16)  53.4 (31)

없음  58.3 (21)  27.3 ( 6)  46.6 (27)

계 (N) 100.0 (36) 100.0 (22) 100.0 (58)

경제성평가 

담 부서

있음 -  31.8 ( 7) -

없음 -  68.2 (15) -

계 (N) - 100.0 (22) -

  향후 기업의 경제성평가 업무추진 방식에 한 질문에서 거의 부분(95.3%)

의 업체는 경제성평가 연구의 부 는 일부를 외부 문가에게 의뢰할 계획

이었고, 회사 자체 인력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업소는 4.7%에 불과하

다. 이러한 응답은 경제성평가 경험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 는데 수

행 경험이 있는 기업이 오히려 경제성평가 연구 체를 외부 문가에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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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으로 응답한 비율이 52.2%로 그 지 않은 기업의 39.0%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Ⅱ-9〉 기업의 향후 경제성평가 수행 계획
(단 : %)

기업의 향후 경제성평가 수행 계획
경제성 평가 경험  계획 여부 

 체
없음 있음

회사 자체 인력으로 수행할 계획   4.9   4.3   4.7

외부 문가에 의뢰할 계획  39.0  52.2  43.8

부분 회사에서 수행하고 일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만 외부 문가에게 의뢰할 계획
 56.1  43.5  51.6

계 (N) 100.0( 41) 100.0 (23) 100.0 (64)

  한편 향후 경제성평가를 담당할 인력 충원 계획에 해서는 충원계획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18.5%, 없다는 응답은 81.5%로 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까

지 인력 충원계획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성평가 

담당자의 자질에 한 기  정도에 한 질문에 하여 78.1%에 해당하는 

부분의 업체에서는 경제성 평가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외부 의뢰한 연구를 

지원하는 수 의 인력을 원했다.

  회사의 보험업무  경제성평가 실무자가 느끼고 있는 고충을 조사하 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성 평가 련 교육기회가 없다는 으로서 체 응답회

사의 60.6%에서 선택하 다(표 Ⅱ-11 참조). 이외에도 경제성평가 담당인력의 

충원 필요가 애로사항으로 지 되었다(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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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향후 기업의 경제성평가 담당 인력 확충 계획
(단 : %)

향후 기업의 경제성평가 담당 인력 확충 계획
경제성 평가 경험  계획 여부

 체
없음 있음

기업의 향후 

경제성 평가 담당 

인력 충원 계획

 있다 14.6 25.0 18.5

 없다 85.4 75.0 81.5

계 (N) 100.0 (41) 100.0 (24) 100.0 (65)

경제성평가 담당 

인력의 자질에 

한 기  정도

 경제성평가를 직  수행할 수 있는 자 14.6 17.4 15.6

 경제성평가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외부 의뢰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자
78.0 78.3 78.1

 기타  7.3  4.3  6.3

계 (N) 100.0 (41) 100.0 (23) 100.0 (64)

〈표 Ⅱ-11〉 기업에서 보험  경제성평가 실무자의 고충 응답률
(단 : %)

보험  경제성평가 실무자의 고충
경제성 평가 경험  계획 여부

 체
없음 있음

경제성 평가 담당인력 충원 필요 16.7 25.0 19.7

경제성평가 련 교육 기회 부족 71.4 41.7 60.6

경제성평가 련 회사의 산 부족  7.1 12.5  9.1

(N) (42) (24) (66)

2) 기업 경제성평가 담당인력의 지식수   교육 이수 황

  기업에서 경제성평가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수 을 악하기 

하여 기업내에서 경제성평가를 가장 많이 이해하는 직원의 지식수 을 질문

하 다. 조사 응답 기업 64개소  경제성평가를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 기

업이 32.8%, 의 기본 개념, 컨  증  비용효과비 정도는 이해하고 있

는 기업은 경우는 51.6%로서 체의 84.4%가 자사 인력의 지식수 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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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로 응답하 다(표 Ⅱ-12 참조). 민감도 분석이나 결정분석을 이해하는  

수  인력을 보유한 업소는 12.5%로 8개 회사가 해당되었고 마르코 모델이나 

Treeage와 같은 련 소 트웨어 활용이 가능한 인력을 보유한 회사는 1개소에 

불과하 다. 즉 국내 제약기업  10개소 미만이 이상의 지식수 을 가지

고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인력의 경제성평가에 한 이해수 은 경제성평가 수행 경험 여부에 따

라 큰 차이를 보 다. 경제성평가 경험이 있거나 수행 정인 회사의 경우 경

제성평가를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개소 정도로 나머지 21

개소(91.3%)에서는 직원들이 경제성평가에 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성평가 경험이 없는 기업  반수 정도(46.3%)가 경제

성평가를 아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경제성평가 경험

이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담당 직원의 이해도는 수 이 52.2% 고 이 

30.4%, 고 은 8.7% 정도 다. 이상을 살펴볼 때 국내에는 아직까지 경제성평

가에 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해도 역시 반

으로 낮은 수 이었다.

〈표 Ⅱ-12〉 기업에서 경제성평가를 가장 많이 이해하는 직원의 지식수
(단 : %)

기업에서 경제성평가를

가장 많이 이해하는 직원의 지식수

경제성 평가 경험  계획 여부 
 체

없음 있음

경제성 평가를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음 46.3 8.7 32.8

 수 : 경제성 평가의 기본 개념( 증  

비용효과비, ICER 등)은 이해함.
51.2 52.2 51.6

 수 : 민감도 분석  결정분석 등을 

이해함
2.4 30.4 12.5

고  수 : 마르코  모델링 이해 련 소

트웨어(Treeage 등)를 활용 가능함.
- 8.7 3.1

계 (N) 100.0 (41) 100.0 (23) 100.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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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경제성평가 수행경험이 있는 기업을 상으로 경제성 평가에 한 이

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회사 직원 1～2명을 선정하여 경제성평가 지식에 

한 이해 수 을 상세히 조사하 다. <표 Ⅱ-13>에 제시되어 있듯이 ‘경제성

평가의 기본 이론’에 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인력의 비율은 21.7%, 보통수

의 이해도인 경우는 47.8%로 약 70%는 어느 정도 기  지식을 이해하고 있

었으나 나머지 30%는 이해도가 낮았다. 

  경제성평가의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서 ‘비용 산출’과 ‘효과자료의 검색  

평가’에 하여 질문하 다. ‘비용 산출’에 하여 원활히 수행 가능한 인력은 

4.3%로 업계에서 1명 정도 고 60.9%는 보통 수 이며 나머지 34.8%는 비용산

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용 산출과 련하여 기본 인 이해

는 있으나 이에 숙달된 인력은 극히 은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효

과자료 검색  평가’에 있어서는 원활히 수행 가능한 인력이 21.7%, 보통인 

인력이 52.2%,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인력이 26.1%로 비용 산출의 경우 보다는 

반 으로 이해수 이 높았다. 이는 재 제약기업의 개발부 등에서 제품을 

개발하면서 효과자료를 검색하고 평가하는 일을 일부 수행해왔기 때문에 련 

지식의 축 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것과 련되어 있다. 

  방법론 으로 좀 더 문성이 있는 내용도 질문하 다. 우선 메타분석 등 통

계분석능력과 련하여 원활하게 수행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고 보통

이 13.6%(3명), 나머지 86.4%는 수행에 어렵다고 응답하 다. Treeage와 같은 

문 팩키지 수행능력에 해서 원활히 수행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고 

보통이 18.2%(4명), 나머지 81.8%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 다. 마르코  모

델링에 해서도 수행이 원활한 인력은  없었고 보통이 14.3%(3명), 나머지 

85.7%가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 다.

  이상을 살펴볼 때 경제성 평가에 한 일반 인 이해나 비용 산출, 효과 자

료 검색‧평가에 해서는 이해도가 낮거나 수행하는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약 30% 정도임에 반하여, 방법론 으로 보다 문성이 있는 내용, 즉 메타분석, 

마르코  모델링, Treeage 등에 해서는 기업에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인력이

라도 80% 이상이 수행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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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경제성평가 경험이 있는 기업 직원의 련지식 이해 수
(단 : %)

경제성평가 련 지식 수 비율

경제성평가의 

기본이론 이해도

  잘 이해함 21.7

  보통임 47.8

  잘 이해하지 못함 30.4

계 (N)   100.0 (23)

경제성평가의 

비용 산출

  원활히 수행 가능함 4.3

  보통임 60.9

  수행 어려움 34.8

계 (N)   100.0 (23)

효과자료 

검색  평가

  원활히 수행 가능함 21.7

  보통임 52.2

  수행 어려움 26.1

계 (N) 100.0 (23)

메타분석 등 

통계분석 능력

  원활히 수행 가능함 -

  보통임 13.6

  수행 어려움 86.4

계 (N) 100.0 (22)

Treeage 등 

패키지 수행도

  원활히 수행 가능함 -

  보통임 18.2

  수행 어려움 81.8

계 (N) 100.0 (22)

(마르코 )모델링

  원활히 수행 가능함 -

  보통임 14.3

  수행 어려움 85.7

계 (N) 100.0 (21)

  한편 조사 상 기업  경제성 평가나 임상 결과 해석에 자주 사용되는 메타

분석  생존 분석 등 통계분석을 문 으로 수행할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87.7%의 부분 회사에서는 통계 문 인력이 없고 단지 

12.3%, 8개 회사 정도만 통계 문 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수

행 인력 보유실태는 경제성평가 경험‧계획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 는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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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회사의 경우 통계인력 보유 비율이 26.1%인 반면, 경험이 없는 회사는 

4.8%로 나타났다(표 Ⅱ-14 참조).

〈표 Ⅱ-14〉 기업의 통계분석 수행인력 황
(단 : %)

통계분석 수행인력
경제성 평가 경험  계획 여부 

 체
없음 있음

있다  4.8 26.1 12.3

없다 95.2 73.9 87.7

계 (N) 100.0(42) 100.0(23) 100.0(65)

  <표 Ⅱ-15>에서는 기업 직원들의 경제성평가 련 교육 이수 황을 제시하

다. 응답한 회사  국내 단기연수과정에 참여한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19.7%, 국내 경제성평가 련 연구회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보유한 회사는 

18.2%, 외국의 단기연수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보유한 업체는 6.1% 다. 학  

이수와 련하여 기업에 경제성평가 련 박사 학 자는 없었으며, 경제성평가 

련 석사 학 자가 근무하는 업체는 7.6%, 5개소로 조사되었다. 반 으로 

국내 제약기업에 경제성평가 교육 이수자의 비율은 20% 미만으로 낮은 실정이

며, 특히 학  과정 이수자는 매우 었고 부분 단기연수과정이나 연구회 활

동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업 근무 직원의 교육 이수 황은 기업에서 경제성평가 경험‧계획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 다. 경험‧계획이 있는 기업의 경우 교육 이수자 보

유 기업의 비율이 교육 내용에 따라 12.5%～37.5% 정도 으나, 경험‧계획이 없

는 경우에는 2.4%～11.9% 정도에 불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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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기업 직원들의 경제성평가에 한 교육 이수 황
(단 : %)

기업 직원의 교육이수 황 
경제성 평가 경험  계획 여부 

 체
없음 있음

국내 단기연수과정이수 

인력 보유 황

없다 88.1 66.7 80.3

1인 이상 11.9 33.3 19.7

계 (N) 100.0 (42) 100.0 (24) 100.0 (66)

국내의 경제성평가 

련 연구회 참여 인력 

보유 황

없다 92.9 62.5 81.8

1인 이상  7.1 37.5 18.2

계 (N) 100.0 (42) 100.0 (24) 100.0 (66)

외국 단기연수과정 

(ISPOR short course 포함) 

이수 인력  보유 황

없다 97.6 87.5 93.9

1인 이상  2.4 12.5  6.1

계 (N) 100.0 (42) 100.0 (24) 100.0 (66)

경제성평가 련 석사 

학 자 보유 황

없다 97.6 83.3 92.4

1인 이상  2.4 16.7  7.6

계 (N) 100.0 (42) 100.0 (24) 100.0 (66)

  나. 학‧의료기 의 경제성평가 인력 황  교육‧지식수

1) 학‧의료기 에서의 경제성평가 인  자원 황 

  그동안 경제성평가 연구의 부분은 학‧의료기 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연구의 많은 부분이 학‧의료기 에서 수행될 것으로 측되고 있

다. 따라서 이들 기 의 인  자원 황과 지식수 에 한 악은 연구의 질  

수  논의에 있어서 기  자료가 된다.

  경제성평가 연구는 다학제  성격이 강한 부문으로 경제학, 의학, 약학, 통계

학 등 다양한 문성이 요구된다. 학‧의료기 의 경제성평가 연구  인력 구

성은 주로 내부  외부 연구진으로 공동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연구진에는 보

건학 공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제학 공으로 30%이며 이외에 

의학, 통계학, 경 학 등 다양한 공 배경을 가진 인력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외부 연구진에서는 의학 공이 40%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 통계학, 보건학,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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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16 

참조). 즉 학‧의료기 의 경제성평가 연구 은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연구진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외부 연구진의 소속기 은 부분(30%)이 다른 학이며 국가 

연구소, 정부기 , 기업, 통계연구소 등이었다.

  <표 Ⅱ-17>에서는 학‧의료기  연구  구성원의 경제성평가 련 지식수

을 제시하고 있다. 학‧의료기  연구 원  반수 정도(54.0%)가 수  정

도이었고 은 32.0%, 고 은 14.0%로 자체 평가하 다. 국내 제약기업의 경

우 이상이 15.6%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학‧의료기 의 연구진이 기업 

보다는 지식수 이 높았다. 그러나 학‧의료기  연구진의 반수 이상이 

수 에 머물고 있으므로 향후 수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Ⅱ-16〉 학‧의료기 의 경제성평가 연구  연구진 구성
(단 : %)

구 분 공부문 비 율 구 분 공부문 비 율 

내부 

연구진

경제학 30.0

외부 

연구진

경제학 20.0

통계학 20.0 통계학 30.0

의  학 40.0의  학 20.0

약  학 20.0약  학 -

보건학 40.0 보건학 30.0

경 학 10.0 경 학 10.0

응답자(N) 10명 응답자(N) 10명

〈표 Ⅱ-17〉 학‧의료기 의 경제성평가 연구진들의 지식수
(단 : %)

지 식 수 연구 원 구성비율

 수 : 경제성 평가의 기본 개념 이해 54.0

 수 : 민감도 분석, 결정 분석 이해 32.0

고  수 : 마르코  모델링 이해, 련 소 트웨어 활용 가능 14.0

계(N) 10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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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의 교육  인력개발

  국내에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문 인력이 부족함을 고려할 때 학의 인재 

양성기능은 매우 요하다. 따라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을 

상으로 경제성평가 련 교육 황을 조사하 는데, 조사 결과 경제성 평가

에 한 단독 교과목이 있는 학은 2개소(20.0%), 기존 교과목에 경제성 평가 

련 내용을 일부 포함한 학은 3개소(30.0%) 다(표 Ⅱ-18 참조). 조사 응답기

수가 10개 기 으로 은 제한 이 있으나 실제 국내 학에서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5개 학 남짓으로 학의 교육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실

정이다.

〈표 Ⅱ-18〉 소속 학교과 과정  경제성평가 련된 교육 황
(단 : %)

항 목 비 율

경제성 평가에 한 단독 교과목 있음 20.0

기존 교과목에 경제성 평가 련 내용을 일부 포함함 30.0

경제성 평가 련 교육 없음 50.0

계 (N) 100.0 (10)

  학의 인재양성 기능을 살펴보기 하여 경제성평가 련 학  배출 황을 

조사하 다. <표 Ⅱ-19>에 제시하고 있듯이 경제성평가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학‧연구기 이라도 학 자를 배출한 기 은 2～3개 기 에 불과하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제성평가 련 석사 학 자 배출 학은 3개 기 이었으

며 박사학 자 배출기 은 2개 기 이었다. 

  경제성평가 련 학 자가 학 졸업 이후 활동하는 분야는 가장 많은 곳이 

학(20.0%)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행정기 , 국가연구소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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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9〉 경제성평가 논문으로 석‧박사 학 를 받은 학생 수 황
(단 : %)

항 목 비율 항 목 비율

석사 

학 자

  없음  70.0 (7)

박사 

학 자

  없음  80.0 (8)

  1～5명  30.0 (3)   1～5명  20.0 (2)

  6～10명 -   6～10명 -

  11～20명    -   11～20명    -

  20명 이상 -   20명 이상 -

계 (N) 100.0 (10) 계 (N) 100.0 (10)

 

  학‧의료기 을 상으로 경제성 평가 인력을 양성하기 하여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질문하 다. 응답 내용 에는 ‘ 련학회나 

세미나 등에서의 특강’이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석사  박사 학

자 배출(33.3%, 3개 기 )’, 단기 연수과정 개발을 통한 재교육(22.2%, 2개 기

)이었다(표 Ⅱ-20 참조). 이처럼 인력 양성에 하여 학 자 배출이나 단기 

연수과정 개발 등 극 인 태도를 보이는 학은 아직 은 수에 불과한 실정

이다.

  

〈표 Ⅱ-20〉 경제성평가 인력 양성에 있어서 학‧의료기 의 기여 분야
(단 : %)

항 목 비 율

경제성평가 련 석사  박사 학 자 배출 33.3 (3)

단기 연수과정 개발을 통한 재교육 22.2 (2) 

련 학회나 세미나 등에서의 특강 44.4 (4)

기타 11.1 (1)

응답자 수 (N)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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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성평가 수행시 애로 사항  건의 내용

  가. 연구상의 애로사항

  경제성평가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한 기반여건을 조성하기 해서는 우

선 연구 수행 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상세히 악하는 것이 필

요하다. 경제성평가 연구에는 진료 내역  의료이용 등에 한 다양한 자료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그동안 연구수행 경험이 있는 기업과 학‧의료기

을 상으로 이용 경험이 있는 자료원을 조사하 다. 

  <표 Ⅱ-21>에 제시되어 있듯이 응답 기 들이 경제성평가 연구를 하여 가

장 많이 이용한 자료원은 건강보험청구자료(42.9%)와 건강보험통계연보(42.9%)

고, 그 다음으로는 민간기업 통계자료(IMS 등), 의료기 의 보험 련 자료,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순이었다. 자료원 이용 황은 기업과 학‧의료기

간 차이를 보 는데, 학‧의료기 에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50.0%)와 의료기

 보험자료(50.0%)를 많이 이용하는 반면, 기업에서는 민간기업 통계자료인 

IMS 등(48.0%)을 가장 빈번히 이용하 다.

〈표 Ⅱ-21〉 경제성평가 목 으로 이용 경험이 있는 자료원
(단 : %)

이용경험 자료원 학‧의료기 기업 체

건강보험청구자료 50.0 40.0 42.9

의료기 의 보험 련 자료 50.0 24.0 31.4

의료기 의 의무기록 자료 40.0 24.0 28.6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 30.0 28.0 28.6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30.0 32.0 31.4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 20.0 16.0 17.1

건강보험통계연보 50.0 40.0 42.9

민간기업 통계자료 IMS 등 10.0 48.0 37.1

기타 - 16.0 11.4

(N) (10) (2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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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임상  통계자료들을 구득하거나 혹은 분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주요 자료원별로 조사‧제시하 다. 우선 

건강보험자료를 경제성평가 연구에 활용하는 데에는 건강보험자료를 구하기 어

렵다는 과(62.9%) 건강보험자료가 실제 진료 황을 반 하지 않는 이

(25.7%)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 되었다(표 Ⅱ-22 참조). 건강보험자료 이용상의 

애로사항은 반 으로 학‧의료기  보다는 기업에서 더 많이 불편을 호소하

는데, 특히 건강보험자료에 한 근성에 해서는 기업의 76.0%가 문제를 

제기한 반면 학‧의료기 에서 문제 제기한 비율은 30.0% 다.

  건강보험자료 이외에 의료기 의 의무기록이나 보험자료도 경제성평가에 활

용되고 있는데, 특히 의료기  자료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로 악이 어려운 비

여 부문까지도 모두 악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의료기  자료

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기 의 조사 비 조(34.3%)가 가장 큰 문제 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외에 의료기 별로 진료의 변이가 커서 조사의 표성을 확보

하기 곤란하다는 (20.0%), 조사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11.4%), 의료기  자

료의 기록이 부실하다는 문제(5.7%) 등이 제기되었다. 

  의약품 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임상문헌을 검색, 수집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에서도 많은 문제 이 제기되었다. 우선 가장 많이 지 한 문제는 국내 환자를 

상으로 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45.7%)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Ovid 등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었다(11.4%). 

학‧의료기 과 달리 기업의 경우에는 효과자료를 검색하고 분석‧평가하기 한 

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도 애로 사항으로 답하 다

  에서 언 된 문제   Ovid 등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 이용 황을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Ovid나 EM Base는 체계 인 문헌 고찰에 필요한 표

인 2차  데이터베이스인데, Ovid 이용이 가능한 비율은 14.5%, EM Base는 

23.7%로 EM Base를 좀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검색 데이터베

이스 이용 황은 기 별로 차이를 보 는데 반 으로 기업 보다는 학‧의

료기 에서 이용가능 비율이 높았다. 

  한편 경제성평가 결과 해석 단계에 해서도 문제 이 제기되었는데 다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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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평가와 비교 평가하기 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것을(37.1%) 가장 큰 애

로사항으로 응답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결과 해석을 한 역치(threshold)가 

정해지지 않은 (20.0%)과 다른 연구의 질 평가에 한 DB가 없다는 (8.6%) 

등을 지 하 다.

〈표 Ⅱ-22〉 경제성평가 련 자료구득  분석상의 애로사항
(단 : %)

항목 애로사항 
학‧

의료기
기업 체

건강보험

자료이용의 

애로사항

건강보험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 30.0 76.0 62.9

자료 구성내용을 이해하기가 복잡하다 - - -

자료가 실제 진료 황을 정확히 반 하지 않는다. 10.0 32.0 25.7

비 여 부문에 한 자료가 없다. 10.0 28.0 22.9

기타 -  4.0  2.9

의료기

상 

자료조사의

애로사항

조사에 많은 비용이 든다 - 16.0 11.4

의료기 이 조사에 잘 조하지 않는다 40.0 32.0 34.3

의료기 별 진료의 변이가 커서 조사의 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10.0 24.0 20.0

의료기  자료의 기록이 부실하다. -  8.0  5.7

기타 -  4.0  2.9

의약품 

효과 련

자료조사

애로사항

국내 환자 상 자료가 미흡하다. 50.0 44.0 45.7

효과자료를 검색하기 한 문지식이 부족하다 - 12.0  8.6

검색된 효과자료를 분석‧평가하기 한 문지식이 

부족하다 
-  8.0  5.7

Ovid 등 문헌 검색 DB를 이용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 - 16.0 11.4

기타 -  4.0  2.9

경제성 

평가결과의

해석상

애로사항

결과해석을 한 역치(threshold)가 정해지지 않음 10.0 24.0 20.0

다른 경제성평가 연구결과와 비교 평가하기 한 

DB가 미흡하다.
20.0 44.0 37.1

다른 경제성평가 연구의 질 평가에 한 DB가 미흡. - 12.0  8.6

기타 - 4.0  2.9

체 응답기 수 (N) (10) (2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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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3〉 임상문헌조사를 한 데이터베이스 이용 황
(단 : %)

데이터베이스 항목 학‧의료기 기업 체

Ovid  

이용 가능 30.0 12.1 14.5

이용 어려움 70.0 87.9 85.5

계 (N) 100.0 (10) 100.0 (66) 100.0 (76)

EM Base  

이용 가능 40.0 21.2 23.7

이용 어려움 60.0 78.8 76.3

계 (N) 100.0 (10) 100.0 (66) 100.0 (76)

  좀 더 구체 인 연구 방법론으로서 효용이나 삶의 질에 한 연구 황을 조

사하 다. 경제성평가 경험이 있는 기업이나 학‧의료기   효용이나 삶의 

질에 한 자료를 직  수집, 분석한 경험이 있는 기 은 6개소(17.1%)로 조사

되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반 하는 효용이나 삶의 질에 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 별로는 학‧의료기 (30.0%)이 

기업(12.0%) 보다 효용이나 삶의 질에 한 자료 수집과 분석에 더 극 임을 

보여주었다(표 Ⅱ-24 참조). 

  외국에서 개발된 효용  삶의 질 측정 도구를 국내에서 활용할 때 번역의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 는지 질문하 다. 조사 결과 응답 기  5개소  

3개 기 이 확인하 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2개 기 은 확인하지 않았거나 모

른다고 응답하 다. 응답 기 의 수가 어서 통계 인 의미는 찾기 어려우나 

외국의 측정 도구를 국내 상황에 용할 때에는 번역의 검증 등 신 한 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효용과 삶의 질에 하여 직  수집 측정한 경우 어떠한 방법을 사

용하 는지 질문한 결과( 복선택 가능),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EuroQOL 

(50%)과 질병 특화된 삶의 질 측정 도구(50.0%) 다. 측정 방법에 있어서 기업

의 경우는 좀더 한정된 측정 방법을 사용하는 데 반하여, 학‧의료기 은 

EuroQOL을 포함하여 HUI, SF36, Time Trade-OFF 등을 다양한 측정방법을 시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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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4〉 경제성평가 수행과정  효용  삶의 질에 한 연구 황
(단 : %)

구분 항목 학‧의료기 기업 체

효용 등 수집 

분석경험유무

있다 30.0 ( 3) 12.0 ( 3) 17.1 ( 6)

없다 70.0 ( 7) 88.0 (22) 82.9 (29)

체 (N) 100.0 (10) 100.0 (25) 100.0 (35)

외국에서 개발된 조사 

도구를 활용시 번역의 

신뢰도  타당도 

검증 확인여부

확인함 66.7 ( 2) 50.0 ( 1) 60.0 ( 3)

확인하지 않음 33.3 ( 1) - 20.0 ( 1)

잘 모르겠음 - 50.0 ( 1) 20.0 ( 1)

체 (N) 100.0 ( 3) 100.0 ( 2) 100.0 ( 5)

효용이나 삶의 질 

측정 방법별

사용경험

EuroQOL 66.7  (2) 33.3 ( 1) 50.0 ( 3)

HUI(Health Utility Index) 33.3 ( 1) - 16.7 ( 1)

SF36, SF6 66.7 ( 2) - 33.3 ( 2)

Time Trade-Off 33.3 ( 1) - 16.7 ( 1)

Standard Gamble 33.3 ( 1) 33.3 ( 1) 33.3 ( 2)

Rating Scale 33.3 ( 1) 33.3 ( 1) 33.3 ( 2)

질병 특화된 삶의 질 측정 도구 66.7 ( 2) 33.3 ( 1) 50.0 ( 3)

응답자 수 (N) (3) (3) (6)

  나. 연구 지원의 우선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 국내에서 경제성평가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조건들이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연구 인 라를 조성하기 하여 국가가 

우선 으로 지원해야 하는 연구 부문을 조사‧제시하 다. 

  조사 결과 경제성평가 연구 인 라 구축을 하여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연

구로서 1순 는 비용 산정 방식의 표 화(75.0%) 고, 2순 로는 한국인 상 

선호 가 치 개발(47.8%)로 나타났다(표 Ⅱ-25 참조).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외부 용역과제로서 표 비용 산출방식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표 비용

에 한 기본 인 원칙과 주요 골격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비용의 표 화 

내용이 아직은 실무 으로 활용할 만큼 구체 이지 않은 실정이다. 이외에 경

제성평가 결과 해석을 한 역치(Threshold) 선정, 외국 조사도구 번역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등도 국가가 지원해야 할 분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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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5〉 경제성평가 연구에 한 국가지원 우선순
(단 : %)

항목 학‧의료기 기업 체

1순  

비용 산정방식의 표 화 80.0 73.7 75.0

한국인 상 선호가 치 개발 -  5.3  4.2

Threshold의 선정 - 10.5  8.3

외국조사도구 번역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20.0 10.5 12.5

계 (N) 100.0 (5) 100.0 (19) 100.0 (24)

2순  

비용 산정방식의 표 화 -  5.6  4.3

한국인 상 선호가 치 개발 100.0 33.3 47.8

Threshold의 선정 - 22.2 17.4

외국조사도구 번역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 38.9 30.4

계 (N) 100.0 (5) 100.0 (18) 100.0 (23)

3순  

비용 산정방식의 표 화 20.0 23.5 22.7

한국인 상 선호가 치 개발 29.4 22.7

Threshold의 선정 20.0 29.4 27.3

외국조사도구 번역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60.0 17.6 27.3

계 (N) 100.0 (5) 100.0 (17) 100.0 (22)

4순

비용 산정방식의 표 화 - - -

한국인 상 선호가 치 개발 - 35.3 27.3

Threshold의 선정 80.0 35.3 45.5

외국조사도구 번역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20.0 29.4 27.3

계 (N) 100.0 (5) 100.0 (17) 100.0 (22)

  다. 경제성평가의 인 라 구축을 한 국가  지원 방향

  국내에 경제성평가 연구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해서는 앞서 제시한 연

구 지원 이외에 보다 포 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실태조사에서

는 경제성평가의 인 라 구축을 하여 국가가 우선 으로 수행해야 할 일을 

조사하 는데, 조사 결과 ‘경제성평가 련 통계 산출  제공(27.1%)’이 1순  

업무로 가장 많이 지 되었다. 그 다음 2순 로는 ‘건강보험자료에 한 근

성 강화’가, 3순 로는 ‘인력수 을 한 인력양성체계 마련’이 요한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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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되었다(표 Ⅱ-26 참조). 

  국가 수행업무의 우선순 는 기 에 따라 차이를 보 다. 기업에서의 1순

는 보다 실무 인 내용인 ‘모델 사례를 통한 매뉴얼 제시’로서 학‧의료기

에서의 1순  ‘경제성 평가 련 국가 통계 산출  제공’과는 차이를 보 다. 

2순  선택에서도 기업과 학‧의료기 의 응답은 차이를 보 다. 이러한 차이

는 기업과 학‧의료기 간 경제성 평가의 주요 목 이 다르기 때문으로, 기업

에서는 경제성평가를 보험 등재  가격 결정의 근거 자료에 이용해야 하므로 

보다 실무 인 측면에 심이 크다는 과 련되어 있다. 

〈표 Ⅱ-26〉 경제성평가 인 라 구축을 한 국가 수행업무의 우선순
 (단 : %)

항목 학‧의료기 기업 체

1

순

모델 사례를 통한 매뉴얼 제시  - 28.3 24.3

제출자료에 한 서식의 표 화 10.0 3.3 4.3

건강보험자료 근성 강화 10.0 16.7 15.7

경제성평가 련 국가 통계 산출  제공 40.0 25.0 27.1

인력 수 을 한 인력양성체계 10.0 15.0 14.3

연구방법론 개발, 보 을 한 국가지원 강화 30.0 11.7 14.3

계 (N) 100.0 (10) 100.0 (60) 100.0 (70)

2

순  

모델 사례를 통한 매뉴얼 제시 10.0 10.0 10.0

제출자료에 한 서식의 표 화 10.0 20.0 18.6

건강보험자료 근성 강화 40.0 28.3 30.0

경제성평가 련 국가 통계 산출  제공 20.0 25.0 24.3

인력 수 을 한 인력양성체계 10.0  8.3  8.6

연구방법론 개발, 보 을 한 국가지원 강화 10.0  8.3  8.6

계(N) 100.0 (10) 100.0 (60) 100.0 (70)

3

순

모델 사례를 통한 매뉴얼 제시 20.0 16.7 17.1

제출자료에 한 서식의 표 화 20.0 10.0 11.4

건강보험자료 근성 강화 20.0 13.3 14.3

경제성평가 련 국가 통계 산출  제공 20.0 11.7 12.9

인력 수 을 한 인력양성체계 10.0 35.0 31.4

연구방법론 개발, 보 을 한 국가지원 강화 10.0 13.3 12.9

계(N) 100.0 (10) 100.0 (60) 100.0 (70)



Ⅲ. 경제성평가 수행 인력의 수요 추계  교육

1. 국내 의약품 경제성 평가 수행 인력 황

  의약품에 한 경제성평가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

되는 주요 장애요인  하나가 문 인력의 부족이다. 연구의 수행은 물론 

연구결과의 평가  검토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경제성평가와 

련된 각종 자문회의나 공개토론회 등에서 공식, 비공식 으로 여러 번 문제 제

기되어 왔다. 

  문인력 확보상의 문제는 선행 연구에서도 언 된 바 있는데, 배은  등

(2005)은 국내에서 수행된 경제성평가 연구실 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인력 부

족 문제를 제한요인으로서 제기하 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경제성 

평가 연구  의약품, 치료기술, 검진 로그램의 비용-효과, 혹은 비용-효용분

석을 다룬 연구가 총 34건 정도인 것으로 집계‧분석하 다주5). 이 듯 경제성 

평가수행의 수치가 매우 낮은 이유에 해서 재까지는 국내에서 보건의

료분야의 신기술 도입에 경제성 평가 자료를 요구한 가 거의 없었고 그로 인

해 연구수요가 매우 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평가

를 수행할 수 있는 문 인력의 부족에서도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 지

만 보험의약품의 등재 신청시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게 하는 등 연

구 수요가 확 되면 공  역시 이에 맞추어 확 될 것으로 망하 다. 한 

주5) 배은  등(2005)은 보건의료 련 문헌들을 검색할 수 있는 RICH, KoreaMed, PubMed, 

KMBASE와 학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국회 자도서 , 기타 보건 련 데이터베이스에 

락되었을 수 있는 문헌들을 검색하기 해 KISS를 검색하 다. 검색 결과 총 704개의 경

제성평가 련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이  보건 분야와 무 한 문헌을 제하고 학 논문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와 같은 복 집계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05편 정도를 분석 상

으로 하 다. 이 105편의 논문 , 약, 치료기술, 검진 로그램의 비용-효과, 혹은 비용-효

용분석을 실시한 경우는 총 34건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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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에서 수행되어 제출된 경제성 평가 련 결과의 검토 업무를 담하게 

될 검토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에 이 업무를 수행할 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도 지 하고 있다. 

  향후 경제성 평가 연구를 직  수행할 각 제약회사의 인력상황은 더욱 심각

하다. 본 연구를 해 제약, 의료기기 회사의 경제성 평가 황  인 라 구축

과 련된 문제에 해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한 66개의 제약회사 에서 

경제성 평가 련 박사 학 자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무했으며 석사 학 자

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의 비 은 고작 7.6%에 그쳤다. 한 경제성 평가의 수

행을 해 필요한 메타분석이나 생존분석 등 통계분석을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

고 있는 회사의 비 도 고작 12.3%에 그치고 있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인  

인 라가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행연구 결과와 앞서 설문조사에 응한 66개 제약회사의 응답 내용을 종합할 

때, 향후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의 활용이 활성화될 것에 극 비하기 해

서는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인력양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하여 필

요한 인력 수요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향후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의 활용방안에 한 선행연구결과를 토 로 경제

성 평가가 필요한 의약품의 수를 추계하고, 추계된 결과에 근거하여 앞으로 경

제성 평가 수행을 담당할 인력의 수요를 간 으로 추계하고자 한다.  

2. 의약품 경제성 평가에 한 수요 추계

  행 규정상 모든 신약의 경우 등재여부 결정을 해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

출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이의 의무화가 추진될 정이다.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의 의무화가 시행되면 보험 여를 해 등재 신청을 한 모든 신규 의

약품에 하여 경제성 평가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경제성 평가에 한 수

요는 매해 보험 여를 해 등재신청을 한 신규 의약품의 개수로 악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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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등재여부  약가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의 자료에 의하

면 제약업체의 약제결정신청과 련하여 해당 의약품에 한 식품의약품안정청

의 허가를 받은 후 결정신청서를 수한 것을 기 으로 했을 때, 2004년에 심

평원에 약제결정신청을 한 품목은 모두 3,110품목이며 이  기등재품목에 한 

복제약이 3,059품목, 신약신규는 51품목이며 이  신약은 17품목이었다. 통상

으로 보았을 때, 평균 으로 매월 심평원의 약제 문 원회에서 심의하는 품목

이 200～300개이며 신약은 연간 40～60개 정도이다. 물론 해마다 약제결정신청

을 한 품목의 수치에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만, 2004년 자료를 토 로 했을 때, 

경제성 평가 자료의 의무제출 시행이 이루어 진 이후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신

약의 수는 략 연간 40～60개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약제결

정신청을 한 품목 , 기등재폼목에 한 복제약의 경우에는 아래 경제성 평가 

자료 의무제출 이 의 경제성 평가 활용 방안 의 하나인, 기존 등재약에 

한 여 여부 재평가  약가재평가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자료를 이용하는 부

분에서 소개될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의약품선정 방식에 의해 선별 으로 지정

하여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활용되는 용도를 고찰하고 이에 따라 

각 용도별 경제성 평가에 한 수요를 추계하고자 한다. 

  가. 경제성평가 활용방안에 따른 경제성 평가 상 의약품의 개수 추계

  배은  등(2005)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성 평가의 의무제출 이  경제성 평가

의 활용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즉 첫째 신규 등재 의약품의 가격

결정과정에서의 활용과, 둘째 기존에 등재된 의약품에 한 여 여부의 재평

가  약가재평가 과정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아래에는 배은  등(2005)의 연구

에서 경제성 평가가 활용될 수 있는  두 경우에서 각기 경제성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할 의약품의 개수가 어느 정도인지 추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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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등재약의 가격결정

  재 신규의약품의 가격결정원리는 신규의약품이 신  신약이냐, 일반신약

이냐로 분류해서 각각 사 에 정해진 가격결정기 을 따르며, 신  신약이 

아닌 경우 상 비교가로 가격이 결정된다. 상 비교가란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과 신규 등재의약품의 가격비가 외국에서 어떻게 되는 지를 참조하여, 

국내에서 신규 등재 의약품의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배은  등(2005)

에 의하면 국내 신규의약품의 가격결정시 참고해야 할 외국의 기등재 의약품과 

신규 의약품간 가격비가 실제 각 제품의 가치를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참고해야 할 외국의 상 가격비의 가감결정을 할 때, 경제성 

평가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상 가격비의 가감이 필요한 상황을 배은  등(2005)은 아래의 몇 가지 경우

로 단순화하여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상황을 서술하 다. 이 게 단순화된 여

러 상황을 종합 으로 단해보면, 우선 등재신청된 해당 의약품의 상 비교가

를 결정 산식에 의해 계산한 후, 외국약가 평균가를 구하여 상 비교가 비 

평균가의 값이 일정 범 를 벗어난 의약품을 가격검토 상 의약품으로 정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토 로 상 비교가를 가감한다는 것이다.

  술하 듯이 심평원에 따르면 2004년에 보험 여등재를 해 신청한 총 건

수가 3,111건이었고, 이  신약신규는 51품목이며 이 가운데 신약이 17품목이

었다. 등재를 신청한 51개의 신약신규 의약품들이 신  신약이건 그 지 않

던간에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 이들 51품목에 해선 경제성 평

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경제성 평가 자료의 활용이 가

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매해 보험 여 등재여부의 심사를 해 신청된 

의약품의 개수에 큰 변동이 없다면 이 수치를 토 로 향후 경제성 평가 수행을 

한 인력추계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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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등재약에 한 여 여부 재평가  약가재평가

  의약품 등재 리제도는 국가에 따라 ‘선별목록(positive list)'과 ‘ 여제외목록

(negative list)'으로 나 어 운 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방식인 여제외목록(Negative list)은 보험 

여되지 않는 의약품들의 목록으로서 보험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의약품들을 ‘

여제외목록’(negative list)으로 선별하고 나머지 의약품은 자동 으로 보험 여 

상으로 정하는 체계이다. 이 여제도는 일반 으로 약의 특성이나 질환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정 부류의 약들(가벼운 질환에 사용되거나 질병치료와 련

이 은 약)을 여 상에서 제외시키는 여제도로 비 여 상이나 그 기

이 제도 으로 규정되어 되어 있다. 

  반면 선별목록(Positive list)은 보험 여 상 의약품의 목록으로서 시  허가

를 받은 의약품들  일부만을 선별하여 보험 여한다. 보험 여 상이 되기 

해서는 제약회사에서 여 상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국가에서 심의하여 선

별 으로 정하여 ‘ 여상환목록’(positive list)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선별목록(positive list)을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의약품 선정과정을 거치게 되

므로 평가기 이 보다 정교하게 개발되었고 이를 심의하기 한 문가 원회

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의약품의 임상 (효과), 경제  가치(가

격, 비용-효과)를 주요한 단 기 으로 하고 경증 질환에 사용하는 약 등과 같

이 negative list 작성에 사용되는 기 도 여제외 기 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

와 같은 여 상 기 을 제도 인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positive list란 용어 신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한 formular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도 한다.  

  선별 여목록체계로 최근에 환한 스웨덴의 경우 2002년 이 까지는 허가를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여되는 보험 여 체계, 즉 여제외목록(Negative list)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2002년 10월 새로운 보험 여체계에 한 법 <2002 a 

new Act (2002:160) on Pharmaceutical Benefits etc.>이 시행되면서 일정 기 , 즉 

기존의 여기 에 비용-효과성이 포함된 기 을 모두 만족시키는 약에 해서



82

만 상환을 해주는 방식으로 여상환체계를 환하 다.

  스웨덴의 경우 기존에 여에 자동되었던 품목에 해서는 새로운 기 에 

합한지를 매출액 순으로 ATC code 효능군으로 분류하여 재검토를 시행하 고  

Generic 의 등재 시에는 동등한 약의 가격비교로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기존 등재품의 등재여부에 한 검토를 용이하기 해서 스웨덴에서는 먼  

기등재품을 ATC code에 따른 치료 효능군으로 분류하고 매출이 가장 큰 의약

품군이 비용-효과에 한 기여도가 크다고 단되어 매출액을 그 우선 기 으

로 선정하 다. 즉 각 효능군에 해당되는 제품들의 매출액을 2003년도 기 으

로 합산하여 가장 많은 매출액을 갖는 치료 효능군순을 우선순 로 하여 여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증하는 약제비의 효율 인 리를 해 행 의약품 등

재 리제도를 선별목록체계 형식으로 환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서 고찰한 스웨덴의 경우처럼 선별목록체계로의 환과정에 기등재된 의약품

의 정리가 필수 일 것이다. 이 과정에 경제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야 하지만 

이미 국내에는 20,000여개의 의약품이 등재되어 있다. 임상  요성과 비용효

과성의 기 에 입각하여 20,000여 품목을 재평가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

용이 소요될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술한 스웨덴의 경우를 참고하여 기등재

된 의약품 정리를 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활용을 해 매출액이 큰, 즉 보험

재정에 미치는 향이 큰 ATC code 효능군별로 검토의 우선순 를 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향후 보험 여 여부를 임상  요성과 비용효과성을 

기 으로 평가할 때 동일 치료군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WHO

의 ATC 세부 약효군 분류가 동일 치료군의 범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 한 로 경제성 평가 시행의 우선순  단의 기 은 보험재정에 미

치는 향의 크기가 큰 약효군부터 시행하되, 보험재정에 미치는 향은 보험

약품비 비 이나 처방실 , 혹은 처방 품목수를 토 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이는 보험자의 제한된 산제약 하에서 소비자의 합리 인 

의약품 소비를 유도하고, 의약품 구매에 있어 보험자의 상력 제고를 도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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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면도 장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양 민‧임재 ‧권경희, 2004). 환

언하면 보험재정에 미친 향이 큰 약효군에 한 경제성 평가, 즉 비용-효과 

분석의 수행은, 비용-효과 이지 못한 의약품의 가격 인하 혹은 비 여처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의약품을 공 하는 제약회사로 하여  스스로 가격인

하를 유도하거나 효능 개선을 한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곧 의약품 구매에 있어 보험자의 상력을 제고할 수 있

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 기반을 토 로 소비자의 합리 인 의약품 소비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기등재된 의약품을 치료효능군으로 분류하여 각 

효능군별 보험재정에 미친 향을 각 효능군간 경제성 평가 시행의 우선순  

기 으로 정했다.주6) 각 치료효능군별 보험재정에 미친 향은 각 군별 보험

여액수  각 군에 속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횟수 등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

다. 즉, 어떤 효능군에 속하는 의약품에 한 보험 여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

는 그 효능군이 보험재정에 미친 향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환자

들이 그 효능군에 속한 의약품주7)을 다른 군에 속하는 의약품에 비해 상 으

로 많이 이용했다고 할 수 있고, 는 그 효능군에 속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다

른 군에 속하는 의약품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각 효능군에 속하는 의약품의 처방횟수 한 보험재정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각 군에 속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횟수가 보험 여 액수에 포함

되므로, 보험 여액수가 크다는 것이 특정한 효능군에 속하는 약들의 가격이 

상 으로 고가이거나, 아니면 그 약이 많이 처방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

나 어떤 쪽으로 이해하든지, 해당 의약품이 보험재정에 미친 효과가 크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 여액수  처방횟수가 큰 치료효능군을 우선 상

으로 경제성, 즉 비용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본고에서 각 치료효능군의 보

주6) 약효군간 경제성평가 시행의 우선순  선정의 기 으로서 약효군별로 보험재정에 미친 향을 

분석하 는데 이는 양 민‧임재 ‧권경희(2004)의 “약제비 리방안 연구”에서 인용한 것이다.

주7) 여기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화학  성분으로 표시된 성분명 의약품을 지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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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재정 효과를 분석할 때 이용한 치료효능군 분류방식이 국내의약품 분류방식

에 의거한 것이므로 이를 WTO의 ATC 세부 약효군 분류와 결합하는 문제이다. 

국내분류방식과 WHO의 ATC 세부 약효군의 소분류의 상호 결합 작업은 국내

약가 자료에 ATC 코드를 병합한 자료(이의경 등, 2004)를 이용하 다. 

  따라서 술한 과정에 의해 각 치료효능군별 경제성 평가 수행의 우선순 가 

정해지면 이 치료효능군에 속하는 국내분류방식과 WHO의 ATC 세부 약효군 

의 소분류를 상호 결합하여 이 소분류 하나를 향후 수행되어야 할 한 건의 경

제성 평가로 간주하 다. 이는 ATC 세부 약효군의 소분류가 동일 치료효능군 

내에서 성분간 비교를 할 수 있는 최소단 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소분류에 

속한 모든 성분들의 효과가 동등한 지에 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본고에

서는 동일한 치료효능을 보이는 각 성분을 상으로 필요한 경제성 평가의 횟

수를 산정하는 것이 목 이므로 이 부분에 해선 소분류에 속한 모든 성분들

의 효과가 동등하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경제성 평가 결과에 기 한 기

등재 의약품 정리에 한 세부 인 사항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서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가) 각 치료효능군별 경제성 평가 시행의 우선순

  본 보고서에서는 각 효능군별 비용 효과성 평가시행의 우선순 를 정하기 

해 자료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된 2003년도 요양 여비용 청구내

역 경향조사를 이용하 다. 아래 <표 Ⅲ-1>은 각 효능군별 의약품에 한 청구

건수  보험 여액이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Ⅲ-1>에

서 기등재된 의약품을 미분류  기타를 포함하여 모두 24개의 효능군으로 분

류하 고 각각의 효능군에 포함되는 의약품의 성분 분류번호는 행 의약품분

류등재목록에 나와 있는 번호를 이용하여 <표 Ⅲ-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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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치료효능군별 청구건수비  여 액구성비 
(단 : %)

구분
계 입원 외래

건수비 액비 건수비 액비 건수비 액비

계 74.22 100.00 98.91 100.00 74.01 100.00

해열진통소염제 35.22 6.25 63.99 2.74 34.97 7.10

추신경용약 9.36 5.30 47.13 4.26 9.03 5.54

말 신경계용약 10.23 2.22 52.97 2.01 9.86 2.27

알 르기용약 20.18 2.76 17.88 0.40 20.20 3.33

순환계용약 7.19 18.93 33.01 6.23 6.96 21.99

호흡기 용약 21.29 4.88 44.28 3.25 21.09 5.27

소화성궤양용제 12.14 4.09 33.19 1.32 11.95 4.76

건 소화제 0.02 0.00 0.81 0.00 0.01 0.00

제산제 12.06 1.95 28.81 0.49 11.91 2.30

소화기 용약 15.86 4.85 49.60 2.81 15.57 5.34

호르몬제 8.38 2.55 22.42 1.49 8.25 2.81

비타민제 0.55 0.29 13.90 0.18 0.43 0.31

단백아미노산제제 0.05 0.26 5.03 1.24 0.01 0.02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0.67 1.63 10.71 1.50 0.58 1.67

자양강장변질제 0.99 0.76 53.76 2.68 0.53 0.30

액  체액용약 1.47 1.93 77.29 5.78 0.81 1.00

기타 사성의약품 13.11 6.33 28.43 1.57 12.98 7.48

인공 류용제 0.08 1.60 3.51 1.04 0.05 1.74

항생제 27.43 20.27 64.99 38.14 27.11 15.96

항암제 0.25 4.07 5.93 11.69 0.20 2.23

기타항병원생물성의약품 0.51 0.33 4.10 0.47 0.47 0.30

알부민, 아이비 로불린등 0.07 1.42 2.33 2.31 0.05 1.21

기타 9.91 5.05 49.41 2.46 9.57 5.67

미분류코드 1.00 2.28 19.22 5.96 0.84 1.40

주: 건수비는 체 진료건 에서 해당약이 처방된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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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치료효능군별 국내분류내역

구분 국내분류번호

해열진통소염제 114

추신경계용약 111, 112, 113, 115, 116, 117, 119

말 신경계용약 121, 122, 123, 124, 129

알 르기용약 141, 142, 149

순환계용약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호흡기 용약 221, 222, 223, 229

소화성궤양용제 232

건 소화제 233

제산제 234

소화기 용약 231, 235, 236, 237, 238, 239

호르몬제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비타민제 311, 312, 313, 314, 315, 316, 319

단백아미노산제제 325

간장질환용제,해독제 391, 392

자양강장변질제 321, 322, 323, 324, 326, 327, 329

액  체액용약 331, 332, 333, 339

기타 사성의약품 393, 394, 395, 396, 398, 399

인공 류용제 341, 349

항생제
611, 612, 613, 614, 615, 616, 618, 619, 621, 

622, 623, 624, 625, 629

항암제 421, 429, 617

기타항병원생물성의약품 639, 641, 642

알부민, 아이비 로불린 등 634

기타
131, 132, 139, 252, 255, 256, 259,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9, 419, 490, 713, 811, 821

미분류코드 unmatched

주: 국내분류번호는 우리나라 의약품 여목록에 나와 있는 분류번호임.

      

  <표 Ⅲ-1>에서는 각 효능군별 의약품에 한 여실 이 체 여실 에서 

차지하는 비 이 입원, 외래,  총계로 표시되어 있고, 체 진료청구건수에서 

각 효능군에 속하는 의약품이 처방된 건수의 비 이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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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1>의 결과를 토 로 체 여액  각 효능군의 의약품에 한 

여비 을 기 으로 각 치료효능간 순 를 매겨 표를 재작성하면 <표 Ⅲ

-3>과 같다. 

〈표 Ⅲ-3〉 각 치료효능군의 여 액비 별 순
(단 : %)

순 구분
계 입원 외래

건수비 액비 건수비 액비 건수비 액비

　 계 74.22 100.00 98.91 100.00 74.01 100.00

1 항생제 27.43 20.27 64.99 38.14 27.11 15.96

2 순환계용약 7.19 18.93 33.01 6.23 6.96 21.99

3 기타 사성의약품 13.11 6.33 28.43 1.57 12.98 7.48

4 해열진통소염제 35.22 6.25 63.99 2.74 34.97 7.10

5 추신경용약 9.36 5.30 47.13 4.26 9.03 5.54

6 기타 9.91 5.05 49.41 2.46 9.57 5.67

7 호흡기 용약 21.29 4.88 44.28 3.25 21.09 5.27

8 소화기 용약 15.86 4.85 49.60 2.81 15.57 5.34

9 소화성궤양용제 12.14 4.09 33.19 1.32 11.95 4.76

10 항암제 0.25 4.07 5.93 11.69 0.20 2.23

11 알 르기용약 20.18 2.76 17.88 0.40 20.20 3.33

12 호르몬제 8.38 2.55 22.42 1.49 8.25 2.81

13 미분류코드 1.00 2.28 19.22 5.96 0.84 1.40

14 말 신경계용약 10.23 2.22 52.97 2.01 9.86 2.27

15 제산제 12.06 1.95 28.81 0.49 11.91 2.30

16 액  체액용약 1.47 1.93 77.29 5.78 0.81 1.00

17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0.67 1.63 10.71 1.50 0.58 1.67

18 인공 류용제 0.08 1.60 3.51 1.04 0.05 1.74

19 알부민, 아이비 로불린등 0.07 1.42 2.33 2.31 0.05 1.21

20 자양강장변질제 0.99 0.76 53.76 2.68 0.53 0.30

21 기타항병원생물성의약품 0.51 0.33 4.10 0.47 0.47 0.30

22 비타민제 0.55 0.29 13.90 0.18 0.43 0.31

23 단백아미노산제제 0.05 0.26 5.03 1.24 0.01 0.02

24 건 소화제 0.02 0.00 0.81 0.00 0.0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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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표 Ⅲ-1>의 결과를 토 로 체 청구건수  각 치료효능군의 의약

품이 처방 건수의 비 을 기 으로 각 효능군의 순 를 매겨 표를 재작성하면 

<표 Ⅲ-4>와 같다. 

〈표 Ⅲ-4〉 각 효능군의 건수비별 순
(단 : %)

순 구분
계 입원 외래

건수비 액비 건수비 액비 건수비 액비

　 계 74.22 100.00 98.91 100.00 74.01 100.00

1 해열진통소염제 35.22 6.25 63.99 2.74 34.97 7.10

2 항생제 27.43 20.27 64.99 38.14 27.11 15.96

3 호흡기 용약 21.29 4.88 44.28 3.25 21.09 5.27

4 알 르기용약 20.18 2.76 17.88 0.40 20.2 3.33

5 소화기 용약 15.86 4.85 49.60 2.81 15.57 5.34

6 기타 사성의약품 13.11 6.33 28.43 1.57 12.98 7.48

7 소화성궤양용제 12.14 4.09 33.19 1.32 11.95 4.76

8 제산제 12.06 1.95 28.81 0.49 11.91 2.30

9 말 신경계용약 10.23 2.22 52.97 2.01 9.86 2.27

10 기타 9.91 5.05 49.41 2.46 9.57 5.67

11 추신경용약 9.36 5.30 47.13 4.26 9.03 5.54

12 호르몬제 8.38 2.55 22.42 1.49 8.25 2.81

13 순환계용약 7.19 18.93 33.01 6.23 6.96 21.99

14 액  체액용약 1.47 1.93 77.29 5.78 0.81 1.00

15 미분류코드 1.00 2.28 19.22 5.96 0.84 1.40

16 자양강장변질제 0.99 0.76 53.76 2.68 0.53 0.30

17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0.67 1.63 10.71 1.50 0.58 1.67

18 비타민제 0.55 0.29 13.9 0.18 0.43 0.31

19 기타항병원생물성의약품 0.51 0.33 4.10 0.47 0.47 0.3

20 항암제 0.25 4.07 5.93 11.69 0.20 2.23

21 인공 류용제 0.08 1.60 3.51 1.04 0.05 1.74

22 알부민,아이비 로불린등 0.07 1.42 2.33 2.31 0.05 1.21

23 단백아미노산제제 0.05 0.26 5.03 1.24 0.01 0.02

24 건 소화제 0.02 0 0.81 0 0.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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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표 Ⅲ-3>과 <표 Ⅲ-4>의 결과를 종합하여 각 효능군의 여 액비 

별 순 와 처방건수 별 순 를 결합하면 다음 <표 Ⅲ-5>를 얻을 수 있다.  

〈표 Ⅲ-5〉 치료효능군간 여 액비  청구건수비에 의한 순

청구건수비 순 여 액비

항생제 1 해열진통소염제

순환계용약 2 항생제

기타 사성의약품 3 호흡기 용약

해열진통소염제 4 알 르기용약

추신경용약 5 소화기 용약

기타 6 기타 사성의약품

호흡기 용약 7 소화성궤양용제

소화기 용약 8 제산제

소화성궤양용제 9 말 신경계용약

항암제 10 기타

알 르기용약 11 추신경용약

호르몬제 12 호르몬제

미분류코드 13 순환계용약

말 신경계용약 14 액  체액용약

제산제 15 미분류코드

액  체액용약 16 자양강장변질제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17 간장질환용제, 해독제

인공 류용제 18 비타민제

알부민, 아이비 로불린 등 19 기타항병원생물성의약품

자양강장변질제 20 항암제

기타항병원생물성의약품 21 인공 류용제

비타민제 22 알부민, 아이비 로불린 등

단백아미노산제제 23 단백아미노산제제

건 소화제 24 건 소화제

   <표 Ⅲ-5>의 결과를 토 로 각 효능군별 경제성 평가 시행의 우선순 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순  결정기 은 각 효능군의 청구건수비를 기 으로 

한 순 와 여 액비를 기 으로 한 순 를 더하여 그 수치가 낮은 순서 로 

우선순 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 에 비추어 효능군의 비용 효과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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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선순 를 매기면 아래 <표 Ⅲ-6>과 같다. 알 르기용약과 순환계용약은 

 기 에 의거 동일한 수가 나와 같은 우선순 를 얻었으며, 마찬가지 이유

로 인해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말 신경계용약도 같은 우선순 인 8순

에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효능군을  기 에 의거 기타와 미분

류코드를 제외한 총 22개의 효능군 에서 그 반인 상  11개의 군으로 한정

하 다. 물론 하  11개의 군에 해서도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술했

듯이 보험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하  11개 군의 경우 경제성 평

가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비해 평가 시행으로 인한 비용이 더욱 많을 

것으로 상되는 바, 본고에서는 상  11개의 군만을 상으로 하 다.  

〈표 Ⅲ-6〉 치료효능군의 경제성 평가 우선순

순 약효군 분류번호

1순 항생제
611,612,613,614,615,616,618,619,621,622,623,624,6

25,629

2순 해열진통소염제 114

3순 기타 사성의약품 393,394,395,396,398,399

4순 호흡기 용약 221,222,223,229

5순 소화기 용약 231,235,236,237,238,239

6순 알 르기용약, 순환계용약 141,142,149,211,212,213,214,215,216,217,218,219

7순 추신경용약 111,112,113,115,116,117,119

8순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말 신경계용약
232,234,121,122,123,124,129

  나) 우선순 에 따른 각 효능군별 경제성 평가 소요횟수 추계 

  치료효능군별 의약품 분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제성 평가를 우선 으로 

시행할 효능군이 정해지면 경제성 평가의 수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의거 기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조정이나 여여부의 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술한 로 각 치료효능군별 경제성 평가의 소요횟수는 해당 치료효능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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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응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의 세부 약효군의 소분류의 개수가 된다. 

따라서 에서 언 한 로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국내분류체계와 WHO의 ATC 

분류체계와의 연계 결과를 바탕으로 각 치료효능군별 경제성평가 소요횟수를 

추계하기로 한다.  

 1순  의약품 군: 항생제

  경제성 평가 1순 로 선정된 항생제 효능군에 속하는 의약품은  <표 Ⅲ-6>

에 제시되었듯이 분류번호 611, 612. 613, 614, 615, 616, 618, 619, 621, 622, 

623, 624, 625  629를 갖는 의약품이다. 이들 의약품을 상으로 각 분류번호

에 응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를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Ⅲ-7>에 나와 있듯이 를 들어 항생제 효능군에서 국내분류번호 

611를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번호 D06, J01,  

R02 등 세 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세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총개수는 10개이다. 따라서 이는 국내분류번호 611을 갖는 의약품들을 상으

로 필요한 경제성 평가의 총 횟수는 10회가 된다. 비슷한 맥락으로 국내분류번

호 612를 갖는 의약품에 응되는 ATC code는 A07과 J01 등 두 개이며 이 두 

군에 속하는 ATC code 소분류의 총개수는 5개이다. 이를 정리하면, 국내분류번

호 613: ATC code(2), ATC code 소분류(3), 국내분류번호 614: ATC code(2), 

ATC code 소분류(2), 국내분류번호 615: ATC code(2), ATC code 소분류(4), 국

내분류번호 616: ATC code(4), ATC code 소분류(5), 국내분류번호 618: ATC 

code(2), ATC code 소분류(3), 국내분류번호 619: ATC code(1), ATC code 소분류

(1), 국내분류번호 621: ATC code(3), ATC code 소분류(4), 국내분류번호 622: 

ATC code(1), ATC code 소분류(4), 국내분류번호 623: ATC code(1), ATC code 

소분류(1), 국내분류번호 629: ATC code(9), ATC code 소분류(16) 등이다. 단 이 

효능군 에서 분류번호 624번을 갖는 의약품은 행 약제보험 여목록에 존

재하지 않아 제외하 다. 따라서 항생제 치료효능군을 상으로 필요한 경제성 

평가의 총 횟수는 57회로 추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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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항생제 효능군에 결합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 개수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 개수

611

D06 A X

10

618

J01 D H

3J01 C E J01 X X

J01 C F S02 C A

J01 C R 619 J01 F F 1

J01 E F

621

A07 E C

4
J01 G B D06 B A

J01 R A J01 E D

J01 X A J01 E E

J01 X C

622

J04 A A

4
R02 A B J04 A C

612

A07 A A

5

J04 A D

J01 C A J04 A K

J01 D A 623 J04 B A 1

J01 D F

629

B05 C A

16

J01 X B D06 B B

613

J01 G A

3

G01 A X

J04 A B J01 M A

S01 A A J01 M B

614
D10 A F

2
J02 A C

J01 F A J02 A X

615

A01 A B

4

J05 A B

J01 A A J05 A E

J01 B A J05 A F

J01 F A J05 A G

616

D01 B A

4

J05 A H

G01 A A J05 A X

J02 A A L01 B C

P01 C X
N04 B B

S01 A X

총개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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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  의약품군: 해열진통소염제 

  경제성 평가 2순 로 선정된 해열진통소염제 효능군에 속하는 의약품은  

<표 Ⅲ-6>에 제시되었듯이 분류번호 114를 갖는 의약품이다. 이들 의약품을 

상으로 각 분류번호에 응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를 소개하면 아래 <표 

Ⅲ-8>에 나와 있듯이 해열진통소염제 효능군에서 국내분류번호 114를 갖는 의

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B03, H02, L04, M01, M02, 

M03, N02, R01, R05, S01, V03 등 11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11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총개수는 31개이다. 따라서 이는 국내분류번호 114

를 갖는 의약품들을 상으로 필요한 경제성 평가의 총 횟수는 31회가 된다. 

〈표 Ⅲ-8〉 해열진통소염제 효능군에 결합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ATC code ATC code 소분류

114

B03 B A N02 A E

H02 A B N02 A F

L04 A A N02 A X

M01 A A N02 B A

M01 A B N02 B B

M01 A C N02 B E

M01 A E N02 B G

M01 A G N02 C A

M01 A H N02 C C

M01 A X N02 C X

M01 B X R01 B A

M01 C B R05 D A

M01 C C R05 F A

M02 A A S01 B C

M03 B B
V03 A B

N02 A D

총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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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  의약품 군: 기타 사성 의약품 효능군

  경제성 평가 3순 로 선정된 기타 사성 의약품 효능군에 속하는 의약품은 

 <표 Ⅲ-6>에 제시되었듯이 분류번호 393, 394, 395, 396, 398, 399를 갖는 의

약품이다. 이들 의약품을 상으로 각 분류번호에 응되는 WHO의 ATC 분류

체계를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Ⅲ-9>에 나와 있듯이 기타 사성 효능군에서 국내분류번호 393을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N07 등 1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총개수는 1개이다. 비숫한 

맥락으로 국내분류번호 394를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M04 1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총개수는 3개이다. 한 국내분류번호 395를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

체계에서 ATC code 번호 B06, C10, D03, M09, V03 등 5개의 군에 걸쳐 응되

며 이 5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총개수는 6개이다. 그리고 국내분류번

호 396을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A10 1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총개수는 9개이다. 국

내분류번호 398을 갖는 의약품은 ATC code 1개의 군에 응되며 이 군에 소속

된 ATC code 소분류의 총개수는 역시 1개이다.

  기타 사성 의약품 효능군  가장 많은 수의 ATC code 소분류를 갖고 있는 

국내분류번호 399를 갖는 의약품인데,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A06, A11, A12, A16, B01, B05, C04, G02, G03, H04, M03, M04, M05, 

M09, N04, N06, V03 등 17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17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총 개수는 24개이다.  

  따라서 기타 사성 의약품 효능군 체에 응되는 총 ATC code 소분류의 

총개수는 44개로 이는 곧 44차례의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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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기타 사성 의약품 효능군에 결합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개수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개수

393 N07 B B 1

399계속

A11 E X

24

394

M04 A A

3

A12 A X

M04 A B A16 A A

M04 A C A16 A B

395

B06 A A

6

A16 A X

C10 A X B01 A X

D03 B A B05 B A

M09 A B B05 B B

V03 A F C04 A E

V03 A X C04 A X

396

A10 A B

9

G02 C B

A10 A C G03 X C

A10 A D H04 A A

A10 B A M03 C A

A10 B B M04 A B

A10 B D M05 B A

A10 B F M05 B X

A10 B G M09 A X

A10 B X N04 B C

398 A11 J C 1 N06 A X

399
A06 A D N06 B X

A11 D A V03 A H

총계 44

 4순  의약품 군: 호흡기 용약

  경제성 평가 4순 로 선정된 호흡기 용약 약효군에 속하는 의약품은  

<표 Ⅲ-6>에 제시되었듯이 분류번호 221, 222, 223, 229를 갖는 의약품이다. 이

들 의약품을 상으로 각 분류번호에 응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를 소개

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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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Ⅲ-10>에 나와 있듯이 호흡기 용약 효능군에서 국내분류번호 221

을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R03, R07 등 2개

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2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총개수는 3

개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국내분류번호 222를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

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A09, R03 등 2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2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총 개수는 17개이다. 그리고 국내분류번호 

223을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R02 등 1개이

다. 마지막으로 국내분류번호 229를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R03, R05, R07 등 3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3개의 군에 소

속된 ATC code 소분류의 총 개수는 5개이다.

  따라서 호흡기 용약 효능군 체에 응되는 총 ATC code 소분류의 총 개

수는 26개로 이는 곧 26차례의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Ⅲ-10〉 호흡기 용약 효능군에 결합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

개수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

개수

221

R03 A A

3

222 계속

R03 D A

17

R07 A A R05 C A

R07 A B R05 C B

222

A09 A A R05 D B

R03 A B R05 F B

R03 A C R06 A B

R03 A K R06 A X

R03 B A 223 R02 A A 1

R03 B C

229

R03 B B

5

R03 C A R03 D X

R03 C B R05 F A

R03 C C R07 A A

R03 C K R07 A B

총계 26



경제성평가 수행 인력의 수요 추계  교육 97

 5순  의약품 군: 소화기 용약

  경제성 평가 5순 로 선정된 소화기 용약 약효군에 속하는 의약품은  

<표 Ⅲ-6>에 제시되었듯이 분류번호 231, 235, 236, 237, 238, 239를 갖는 의약

품이다. 이들 의약품을 상으로 각 분류번호에 응되는 WHO의 ATC 분류체

계를 소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Ⅲ-11>에 나와 있듯이 소화기 용약 효능군에서 국내분류번호 231

을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A01, D07, N01 

등 3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3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

는 총 4개이다. 한 국내분류번호 235를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

계에서 ATC code 번호 A03, A04 등 2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2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3개이다. 그리고 국내분류번호 236을 갖

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A05, A06, A09 등 3개

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3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5

개이다. 국내분류번호 237을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A07 1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6개이다. 그리고 국내분류번호 238을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A02, A05, A06 등 3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3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6개이다. 마지막으로 국내분

류번호 239를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A02, 

A03, A11, H01 등 4개의 군에 걸쳐 응되며 이 2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8개이다.    

  따라서 소화기 용약 효능군 체에 응되는 총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32개로 이는 곧 32차례의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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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소화기 용약 치료효능군에 결합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

개수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

개수

231

A01 A C

4

237 계속
A07 F A

6
A01 A D A07 X A

D07 B B

238

A02 A A

6

N01 B A A05 B A

235

A03 F A

3

A06 A B

A04 A A A06 A C

A04 A D A06 A G

236

A05 A A

5

A06 A X

A05 A B

239

A02 A X

8

A05 A X A02 B X

A06 A B A03 A A

A09 A C A03 A E

237

A07 A X A03 A X

A07 B B A03 C A

A07 B C A11 H A

A07 D A H01 C B

총계 32

 6순  의약품 군: 알 르기용약  순환계용약

  경제성 평가 6순 로는 두 개의 약효군, 즉 알 르기용약  순환계용약이 

선정되었다. 알 르기용약에 속하는 의약품은  <표 Ⅲ-6>에 제시되었듯이 분

류번호 141, 142, 149를 갖는 의약품이며, 순환계용약에 속하는 의약품은 분류

번호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를 갖는 의약품이다. 이들 의약

품을 상으로 각 분류번호에 응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를 소개하면 아

래 <표 Ⅲ-12>, <표 Ⅲ-13>과 같다. 

  아래 <표 Ⅲ-12>에 나와 있듯이 알 르기용약 효능군에서 국내분류번호 141

을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R06 1개의 군에 

응되며 이 1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3개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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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내분류번호 142를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J07, L03, L04 등 3개의 군에 응되며 이 3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3개이다. 마지막으로 국내분류번호 149를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D11, R01, R03 등 3개의 군에 응

되며 이 3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4개이다. 

  따라서 알 르기용약 효능군 체에 응되는 총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10개로 추계된다. 

〈표 Ⅲ-12〉 알 르기용약 효능군에 결합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

국내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개수

141

R06 A A

3R06 A D

R06 A E

142

J07 A X

3L03 A X

L04 A X

149

D11 A X

4
R01 A B

R01 A C

R03 D C

총계 10

  순환계용약의 경우 아래 표에 나오듯이 국내분류번호 211을 갖는 의약품은 

ATC code 번호 C01, V04 등 2개의 군에 응되며 이 2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6개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분류번호 212: ATC code 

번호(3), ATC code 소분류(7), 국내분류번호 213: ATC code 번호(2), ATC code 

소분류의 개수(6), 국내분류번호 214: ATC code 번호(7), ATC code 소분류의 개

수(23), 국내분류번호 215: ATC code 번호(3), ATC code 소분류의 개수(4), 국내

분류번호 217: ATC code 번호(5), ATC code 소분류의 개수(8), 국내분류번호 

218: ATC code 번호(2), ATC code 소분류의 개수(3), 국내분류번호 219: ATC 

code 번호(9), ATC code 소분류의 개수(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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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순환계용약 효능군에 결합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

개수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

개수

211

C01 A A

6
214 계속

C08 C A

23

C01 C A C09 A A

C01 C X C09 B A

C01 E B C09 B B

C01 E X C09 C A

V04 C G C09 D A

212

C01 B A

7

G04 C A

C01 B B

215

C04 A C

4
C01 B C C05 C A

C01 B D C05 C X

C07 A A C10 A A

C07 A B

217

B01 A C

8

N01 B B C01 D A

213

C03 A A

6

C01 D X

C03 B A C04 A A

C03 C A C04 A D

C03 D A C08 D A

C03 D B C08 D B

S01 E C N07 C A

214

C02 A A

218

B01 A B

3C02 A B C10 A B

C02 A C C10 A D

C02 C A

219

A11 A A

13

C02 D B A11 A B

C02 D C B01 A D

C02 D D B02 A B

C02 L A C01 A X

C02 L E C01 C E

C03 B X C01 E A

C03 E A C04 A F

C04 A B C05 B B

C07 A G C05 B X

C07 B B C10 A C

C07 C B V03 A E

C07 F B V04 C J

총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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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순환계용약 효능군 체에 응되는 총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70개로 추계되어 6순  효능군에서는 앞서 알 르기용약 효능군의 10개를 더하

여 총 ATC code 소분류의 개수가 80개로 추계되므로 이 효능군에 속하는 의약

품을 상으로 한 경제성 평가의 소요횟수는 총 80회라고 할 수 있다. 

 7순  의약품 군: 추신경계용약

  경제성 평가 7순 로 선정된 추신경계용약 약효군에 속하는 의약품은  

<표 Ⅲ-6>에 제시되었듯이 분류번호 111, 112, 113, 115, 116, 117, 119를 갖는 

의약품이다. 이들 의약품을 상으로 각 분류번호에 응되는 WHO의 ATC 분

류체계를 소개하면 아래 <표 Ⅲ-14>와 같다. 

  아래 <표 Ⅲ-14>에 나와 있듯이 추신경계용약 효능군에서 국내분류번호 

111을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N01 1개의 군

에 응되며 이 1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3개이다. 분

류번호 112의 경우 ATC code 번호 N03, N05 등 2개의 군에 응되며 이 2개

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6개이다. 분류번호 113을 갖는 

의약품은 ATC code 번호 N03 1개의 군에 응되며 이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6개이다. 분류번호 115의 경우 ATC code 번호 N06 1개의 

군에 응되며 이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1개이다. 추신

경계용약 효능군에서 가장 많은 ATC code 소분류 개수를 갖고 있는 분류번호 

117의 경우 ATC code 번호 N05, NO6, NO7 등 3개의 군에 응되며 이 3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18개이다. 마지막으로 분류번호 

119의 경우 ATC code 번호 N04, No6, N07 등 3개의 군에 응되며 이 3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8개이다. 

  따라서 추신경계용약 효능군 체에 응되는 총 ATC code 소분류의 개수

는 42개로 추계되어 이 효능군을 상으로 총 42차례의 경제성 평가 수행이 필

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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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추신경계용약 효능군에 결합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

개수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

개수

111

N01 A B

3

117 계속

N05 A F

18

N01 A F N05 A G

N01 A X N05 A H

112

N03 A A

6

N05 A L

N05 B X N05 A N

N05 C A N05 A X

N05 C C N05 B A

N05 C D N05 B B

N05 C F N05 B E

113

N03 A B

6

N06 A A

N03 A D N06 A B

N03 A E N06 A G

N03 A F N07 B A

N03 A G

119

N04 A A

8

N03 A X N04 B A

115 N06 B A 1 N04 B D

117

N05 A A N04 B X

N05 A B N06 D A

N05 A C N06 D X

N05 A D N07 A X

N05 A E N07 X X

총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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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순  의약품 군: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말 신경계용약

  경제성 평가 8 순 로는 세 개의 약효군, 즉 소화성궤양용제, 제산제  말

신경계용약이 선정되었다. 소화성궤양용제에 속하는 의약품은  <표 Ⅲ-6>에 

제시되었듯이 분류번호 232를 갖는 의약품이며, 제산제에 속하는 의약품은 분

류번호 234를 갖는 의약품이며, 마지막으로 말 신경계용약은 분류번호 141, 

142, 149를 갖는 의약품이다. 이들 의약품을 상으로 각 분류번호에 응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를 소개하면 아래 <표 Ⅲ-15>와 같다. 

  아래 <표 Ⅲ-15>에 나와 있듯이 소화성궤양용제 효능군에서 국내분류번호 

232를 갖는 의약품은 WHO의 ATC 분류체계에서 ATC code 번호 A02 1개의 군

에 응되며 이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4개이다. 그리고 

제산제 효능군에 속하는 분류번호 234를 갖는 의약품의 경우 역시 ATC code 

번호 A02 1개의 군에 응되며 이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6개이다. 마지막으로 말 신경계용약 효능군에 속하는 의약품 , 분류번호 121

를 갖는 의약품은 ATC code 번호 C05, D04, R02, S01 등 4개의 군에 응되며 

이 4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5개이다. 그리고 분류번

호 122를 갖는 의약품은 ATC code 번호 M03 1개의 군에 응되며 이 군에 소

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5개이다. 그리고 분류번호 123을 갖는 의

약품은 ATC code 번호 A03, G04, N07 등 3개의 군에 응되며 이 3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4개이다. 마지막으로 분류번호 124를 갖

는 의약품의 경우 ATC code 번호 A03, A12, B05, N04 등 4개의 군에 응되며 

이 4개의 군에 소속된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총 10개이다.    

   따라서 8순  치료효능군에 응되는 총 ATC code 소분류의 개수는 소화성

궤양용제 4개, 제산제 6개, 말 신경계용약 24개 등 총 34개로 추계되어 이 효

능군을 상으로 총 34차례의 경제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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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8순  효능군에 결합되는 WHO의 ATC 분류체계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

개수

국내

분류번호
ATC code

ATC code 

소분류

소분류

개수

232

A02 A F

4
122 계속

M03 B A

5A02 B A M03 B C

A02 B B M03 B X

A02 B C

123

A03 A B

4

234

A02 A B

6

G04 B D

A02 A C N07 A A

A02 A D N07 A B

A02 A F

124

A03 A C

10

A02 A G A03 A D

A02 A H A03 B A

121

C05 A D

5

A03 B B

D04 A B A03 D A

D04 B B A03 D B

R02 A D A03 E D

S01 H A A12 C C

122
M03 A B B05 X A

M03 A C N04 A C

총계 34

  나. 연차별 경제성 평가 소요 횟수

  이 에서는 1 에서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가 활용될 각 용도별, 즉 신규의

약품의 등재여부 결정과 기등재된 의약품의 등재지속여부 단  약가재평가

를 해 경제성 평가 자료가 활용된다고 할 때, 기등재된 의약품의 등재여부 

단  약가재평가 과정에, 앞서 설명한 경제성 평가의 우선순 에 의거 경제

성 평가가 연차 으로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매해 어느 정도의 경제성 평가 

횟수가 필요한지 정리해보기로 한다. 

  연차별 소요 경제성 평가 횟수는 이를 담당할 인력 양성과정과 련을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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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본 장에서 설명될 인력 양성과정을 고려하여 

인력 양성이 본격화되기 이 에는 소요 횟수를 낮게 설정하여 제약업계의 부담

을 일 필요가 있으며 인력 양성이 본격화 된 이후에 차 횟수를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력양성에 한 부분은 본 장에서 자세히 소개되겠지

만 인력양성이 정규 학원 학 과정에서 이루질 경우, 학 과정에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각 학에 술한 학 과정이 경제성 평가가 의무

화되기로 정된 “의무화 1차년도”에 설치되어 학 과정에 소요될 2년이 지난 

이후인 “의무화 3차년도”부터 본격 으로 인력이 배출될 것을 가정한다. 한 

단기과정의 경우도 제약업계에서 단기과정을 개설한 학에 인력을 탁교육시

키는 과정이 “의무화 1차년도”부터 단계 으로 확 될 것을 가정한다. 

〈표 Ⅲ-16〉 연차별 경제성 평가 소요횟수 

연도

기등재된 의약품의 등재여부  약가재평가
신규의약품의  

등재결정
총 횟수ATC code 

소분류 개수 
우선순 분류번호

의무화 1차년도 26 1 611, 629 50 76

의무화 2차년도 31 1
612,613,614,615,616, 

618,619,621,622,623
50 81

의무화 3차년도
31 2 114

50 105
24 3 399

의무화 4차년도

20 3 393, 394, 395, 396, 398

50 11026 4 221, 222, 223, 229

14 5 238, 239

의무화 5차년도
18 5 231, 235, 236, 237

50 125
57 6 212, 213, 214, 217, 219

의무화 6차년도

23 6 141, 142, 149, 211, 215, 218

50 14942 7 111, 112, 113, 115, 117, 119 

34 8 232, 234, 121, 122, 12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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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가정 하에 경제성 평가 자료가 의무화된 “의무화 1차년도”부터 연차

으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의약품의 개수를 구하면 아래 <표 Ⅲ-16>과 같

다. 단, 술하 듯이 매해 신규등재를 신청한 신규의약품의 수는 2004년 수

인 50개가 평균 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 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의무화 1차년도부터 단계 으로 경제성 평가 자료를 기

등재된 의약품의 등재 지속여부의 단  약가재평가 과정에 활용할 때, 의무

화 6차년도 정도면 기타와 미분류코드를 제외한 총 22개의 효능군 에서 그 

반인 상  11개의 약효군에 한 정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연차별 경제성 평가 소요 횟수를 토 로 한 경제성 평가 수행 인

력추계

  본 에서는 앞 에서 추계한 경제성 평가 소요횟수 결과를 토 로 이의 수

행을 해 필요한 인력 규모를 추계하 다. 

1) 추계방법

  경제성 평가 수행을 담당할 인력 규모를 추계하기 해 본고에서 사용한 방

법은 작업부하량(Work Load) 근법이다. 작업부하량을 이용한 근법의 기본 

생각은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인력의 수와 평가가 이루

어진 의약품 수를 계량 으로 연결시키는 데 있다. 즉 동 작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수를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토 로 앞 에서 추계

한 경제성 평가 소요횟수를 고려하여 향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할 인력의 필요

규모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제약업체를 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한 66개의 제약회사 , 경제

성 평가를 실제 수행했거나 2006년 이내 수행 계획이라고 답한 회사는 총 24

개 회사 다. 이들 24개 회사가 응답한 경제성 평가 수행에 한 세부 조사 내

용을 보면, 그간 각 회사가 수행한 경제성 평가  가장 최근에 실시한 2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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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제성 평가가 시행된 의약품의 종류, 경제성 평가를 해 외부용역을 

의뢰한 여부, 외부용역 비용, 외부용역 기간, 외부용역기 의 참여 인력 수  

경제성 평가 수행을 해 투입한 회사내 인력 등에 한 정보가 나와 있다. 따

라서 이들 정보를 토 로 앞서 설명한 작업부하량 방법에 의해 향후 경제성 평

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인력수를 추계할 수 있을 것이다. 

2) 추계결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각 회사가 수행한 경제성 평가는 부분(96.4%)

이 신약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를 해 외부용역을 의뢰

한 비율은 57.9% 다. 외부용역을  회사의 경우 외부용역 결과가 나오기 까

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5.8개월이었으며 경제성 평가 수행 시 외부용역기 의 

참여 인력 수는 평균 4.65명이었다. 

  반면, 외부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회사 내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평

균 투입인력은 1.39명이었다. 술하 듯이 재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경제성 

평 가 수행을 한 인  인 라 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임을 감안하 을 때 

제약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경제성 평가에 소요된 인력 수에 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실태조사 자료 , 외부용역을 의뢰하

을 때, 평균 으로 소요된 기간  인력의 수를 활용하여 향후 경제성 평가

를 해 필요한 인력의 수를 추계하기로 한다.       

  경제성 평가를 해 평균 소요되는 시간이 5.8개월이고 한 건당 평균 4.65명

이 소요되며 경제성평가 업무에 투입된 시간이 체 근무시간에서 차지하는 비

이 31.25%임을 가정할 때, 연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하는 한 명의 인력이 수

행할 수 있는 경제성 평가의 건수는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될 수 있을 것이다.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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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의 첫 번째 항은 경제성 평가 한 건당 평균 4.65명의 인력이 필요하므

로 한 사람의 인력이 경제성 평가 한 건에 기여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두 번째 

항은 경제성 평가 한 건당 평균 소요시간이 5.8개월이므로 1년에 수행될 수 있

는 경제성 평가의 횟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 항은 한 사람의 인력이 자

신의 체 업무시간  경제성평가 업무에 투입한 시간비 을 나타내므로 만일 

이 인력이 다른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경제성 평가 업무만을 수행하는 

문인력이라면 이 문인력이 Full Time Equivalent 개념으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산식에 의해 한 명의 인력이 

1년에 수행할 수 있는 경제성 평가의 건수는 약 1.42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수치  앞 에서 추계한 연간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의약품의 수를 토 로 

소요 인력을 계산하기로 한다. 

  소요인력 추계에 있어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등재여부  약가재평

가를 해 기등재된 의약품을 상으로 한 경제성 평가의 업무강도에 한 사

항이다. 비록 기등재의약품의 경우 등재 당시 의약품의 효능  비용에 련된 

정보  자료 축 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고에서 고려하고 있는 

경제성 평가의 주 내용이 제네릭 의약품을 상으로 한 단순 가격비교 형식이 

아닌 각 성분의 비용효과에 한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할 것이므로 업무강도는 

신약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간주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연차  경제성 평가의 소요횟수를 추계한 <표 Ⅲ-16>에 의하면, 의무화 1차

년도에 필요한 경제성 평가의 총 횟수는 기등재된 의약품을 상으로 한 26회

와 신규의약품을 상으로 한 50회 등 총 76회이다. 따라서 기등재된 의약품을 

상으로 한 경제성 평가와 신규의약품을 상으로 한 경제성 평가의 업무강도

가 동일하다면 앞서 추계한 로 담당 인력 1인당 연간 1.42건의 경제성 평가가 

수행된다고 할 때, 총 76건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인력의 수

는 53.5명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산과정을 통해 도출된 경제성 평가 소요인력을 계산하고 연차

으로 추가 으로 필요한 인력을 계산하면 아래 <표 Ⅲ-17>과 같다. 표에 제시

된 로 의무화 6차년도까지 꾸 히 추가 으로 인력이 필요하며 한 향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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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의 연구개발투자가 증 하여 신약의 시장진입이 더욱 왕성해질 것을 감

안해보면 신약 련 경제성 평가 인력에 한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상되어 

경제성 평가를 담당할 인력에 한 수요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다만,  결과의 해석에 있어 아래의 사항들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재 경제성 평가제도가 신약에 우선 도입되고 기존 약에 해서는 도입이 아

직 불투명하므로 이러한 제도 도입의 실 인 측면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

석해야 한다는 이다. 둘째로, 만일 경제성 평가가 신약에만 국한된다고 가정

하여 한해 평균 으로 50개 정도의 신약에 한 경제성 평가를 해 필요한 인

력이 에서 추계한 로 35.2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일업무(Full Time work)

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한 고려되어야 한다. 그 지만 술한 로 향후 제약업계의 연구개발투자가 증

하여 신약의 시장진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감안해보면 신약 

련 경제성 평가 인력의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상할 수 있어 한해 시장에 진

입하는 신약의 개수를 매해 50개로 가정한 것은 조  비 실 인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셋째로, 경제성 평가에는 다학제 인 측면이 존재하여 이에 한 기

본 인 이해는 연구진 모두에게 필요하나 임상 문헌의 체계 인 고찰을 토 로 

한 의약품의 효과  효용 자료에 한 검토와 비용 산출 등은 공분야가 다

른 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을 고려할 때, 신약의 경제성 평가를 

해 필요한 인력은 에서 추계한 35.2명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등이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앞서 지 하 듯이 제약회사가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할 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서 언 한 사항들은 종합 으로 고려할 때, 지  본고에서 추계

한 인력의 수는 향후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110

〈표 Ⅲ-17〉 연차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인력의 수

연도

기등재된 의약품
신규

의약품

소요

인력(B)

총 소요인력

(A+B)

연차 으로 

추가소요인력ATC code 

소분류 개수  
소요인력(A)

의무화 1차년도 26 18.3 50 35.2 53.5 -

의무화 2차년도 31 21.8 50 35.2 57.0 3.5

의무화 3차년도 55 38.7 50 35.2 73.9 16.9

의무화 4차년도 60 42.3 50 35.2 77.5 3.6

의무화 5차년도 75 52.8 50 35.2 88.0 10.5

의무화 6차년도 99 69.7 50 35.2 104.9 16.9

3. 의약품 경제성 평가 수행을 담당할 인력 교육 방안

  가. 각국의 인력교육 황

  본 에서는 경제성 평가 수행을 담당할 인력양성이 외국에서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인력양성은 크게 학의 정

규학 과정과 련 단체의 단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에서 제공되는 정

규학 과정과 련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의 학들을 상으로 각 학교의 

개설교과목을 고찰하여 경제성 평가 수행을 담당할 인력 양성을 해 필요한 

교과목을 소개할 것이다. 련 단체의 단기과정과 련해서는 ISPOR 

(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 Research)에서 개설된 

단기과정과 미국 Harvard 학  국 York 학에서 제공하는 단기과정의 

로그램을 소개하여 단기간에 경제성 평가 인력의 양성을 해 필요한 교육내용

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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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에서 제공하는 정규학 과정

  가) 미국

(1)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노스 롤라이나 학의 경우 경제성 평가와 련된 내용을 교육하는 로그

램은 약학 학 (School of Pharmacy) 내의 학원 로그램  Division of 

Pharmaceutical Policy and Evaluative Sciences에 개설되어 있다. 이 로그램의 목

표는 의약품의 비용효과분석  의약품 련 정책에 한 이해  지식 함양을 

토 로 비용효과분석을 독립 으로 수행하고 리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에 있

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연구방법론으로 pharmacoeconomics와 

pharmacoepidemiology를 주로 강의하고 있다. 본 로그램에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  각 과목에 한 간략한 소개가 아래 <표 Ⅲ-19>에 제시되어 있다. 

   개설 교과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신규 의약품의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기 

한 방법론의 습득에 필요한 교과목이 상당수 개설되어 있다. 이들 교과목으

로 의약품의 비용효과분석 수행에 필요한 기본 인 연구방법론 설계(Methods 

in Pharmaceutical Outcomes Research)와 이를 토 로 한 구체 인 방법론인 

Pharmaceutical Economics  Economic Evaluation of Health Care Technology과목

이 개설되어 있어 신규의약품의 비용효과분석을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

는 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있다. 한 의약품을 둘러싼 시장 환경  정책변수

에 한 이해를 돕고자 본 로그램의 학생들은 보건 학원 내의 여러 

department, 특히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과 기타 다른 단

과 학의 과에서 제공하는 련과목, 를 들어 경제학과에서 제공하는 계량경

제학(Econometrics) 등을 이수하게 한 은 특징 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본 로그램에서는 학생들에게 신규 의약품의 마 을 한 략 등을 

강의함으로써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라는 기술 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한 시장수요를 측  하고 이를 토 로 의약품 매를 한 략 마련 등을 

가능  하는 교육을 하고 있음이 특징 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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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9〉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의 개설 교과목

개설교과목 개요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Overview of the research process, including hypothesis testing, 

scientific writing, construction of research proposals, and research 

ethics

Pharmaceutical Research, 

Development, and 

Marketing

To acquaint students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influencing decision making, management in the discovery, 

development, and marketing of new pharmaceutical products.  

Methods in 

Pharmaceutical Outcomes 

Research 

To formulate a research question, aims and hypothesis, developing a 

research methodology, addressing measurement issues, and selecting 

an appropriate design, including statistical analysis and power 

calculations. 

Pharmaceutical Economics

To investigate economic and health impact of major pharmaceutical 

policies, regulations, market conditions, prescription drug use, and 

pharmaceutical care.

Economic Evaluation of 

Health Care Technology

To investigate the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assessment in health care.  It focuses on cost effectiveness analysis 

of health care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decision-tree framework. 

(2) University of Arizona

  아리조나 학의 경우도 노스 롤라이나 학과 마찬가지로 경제성 평가의 

교육을 한 로그램이 약학 학 내의 학원 로그램의 일환으로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conomics, Policy and Outcomes에 설치되어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혹은 박사학 를 받은 학생들은 독립 인 의약품의 비용효과 분

석  의약품 시장 환경의 변화  정책변화에 따른 제반 향 등을 분석하기 

하여 필요한 여러 교과목을 개설하고 교육하고 있다. 아래 <표 Ⅲ-20>은 이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과목과 각 과목에 한 개요이다. 

  이 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교과목도 크게 보건의료시장  정책에 련된 과

목,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방법론과 련된 과목과 기타 독립

인연구수행을 해 필요한 일반 인 과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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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demiology)과목과 보건통계학(Biostatistics)과목을 학생들에게 이수하게 하여 

경제성 평가와 련된 구체 인 방법론 과목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특징

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 평가를 한 방법론 과목은 앞서 노스 롤라이나 학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신의료기술, 특히 신약의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을 수

행하기 해 필요한 의사결정 분석방법과 메타분석 등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표 Ⅲ-20〉 University of Arizona의 개설 교과목

개설 교과목 개요

Health Services Research 

Methods
To design and evaluate health services research

Basic Principles of 

Epidemiology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epidemiology 

Biostatistics in Public 

Health

To introduce biostatistical methods and applications, and will 

cover descriptive statistics, probability theory and a wide variety 

of inferential statistical techniques

Biostatistics for Research

To introduce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atistical inference relevant 

to biomedical research, including data analysis,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for epidemiology and statistical evaluation of 

clinical literature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o provide an overview of methods i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cluding cost-benefit, cost-effectiveness and 

cost-utility analysis

Applied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o apply the methodologies and tools used in the assessment of 

health technologies

Health Care and Health 

Policy 

To introduce history,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health 

care services

Patient-Reported Health 

Outcomes

To introduce survey of the theory, measurement and applications 

of patient-reported health outcomes, specifically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consumer assessments of health care

Pharmaceutical Policy

To introduce survey of public and private policies affecting the 

development, availability and use of pharmaceutical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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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iversity of Washington at Seattle

  워싱턴 학의 경우에도 약학 학 내의 Department of Pharmacy에서 경제성평

가를 한 로그램(Pharmaceutical Outcomes Research and Policy Program)을 개

설하고 있다. 이 로그램은 병원의 의약품 련업무의 종사자, 의료보험회사의 

의약품 여 련 담당자, 제약회사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담당자를 상으로 경

제성 평가와 련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개설된 교과목  개요는 아래 

<표 Ⅲ-21>과 같다. 

〈표 Ⅲ-21〉 University of Washington at Seattle의 개설 교과목

교과목 개요

EPIDEMIOLOGY
Epidemiologic Methods 

Ⅰ & Ⅱ
Principles and methods of epidemiology

ECONOMICS
Microeconomic 

Analysis Ⅰ &/or Ⅱ

Analysis of decisions by individuals and by firms and 

of outcomes in factor and product markets.

BIOSTATISTICS
Medical Biometry Ⅰ, 

Ⅱ & Ⅲ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data description and 

elementary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statistical 

analysis drawn from examples in the medical 

literature.

PHARMACY

Methods in 

Pharmaceutical 

Outcomes Research

Emphasis on design and methods of research. 

Overview of scientific methods, including theory 

construction.

Pharmacoepidemiology

Overview of pharmacoepidemiology including drug 

development and approval; application of epidemiologic 

methods to study drug safety and effectiveness

Cost and Outcomes in 

Health & Medicine Ⅰ 

& Ⅱ

Concepts and methods for evaluating cost and 

outcomes of health and medical interventions with a 

focus on cost-effectiveness analysis, 

pharmacoeconomics

Methods in 

Pharmaceutical Policy 

Analysis

Introduction to the tools used in and the framework 

and dominant contexts for pharmaceuticals policy 

development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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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학의 경우 경제성평가에 필요한 학문을 크게 역학(Epidemilogy), 보

건통계학(Biostatistics), 경제학(Economics),  제약학(Pharmacy)으로 정하고 각 

학문분야에서 필요한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다른 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의 경제성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기 인 역학, 통계학, 경제학 

지식을 토 로 비용편익분석 혹은 비용효과분석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구체

인 방법론  경제성평가수행을 한 연구 설계 등을 해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4) University of Minnesota

  미네소타 학의 경우도 약학 학 내의 학원과정에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로그램(Graduate Program in Social, Administrative and 

Clinical Pharmacy: Social and Administrative Pharmacy Track)이 설치되어 있다. 이 

로그램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은 아래 <표 Ⅲ-22>와 같다.

〈표 Ⅲ-22〉 University of Minnesota의 개설 교과목

교과목 개요

Advanced Studies in 

Pharmaceutical Care Practice
Analyzing practice/implementation of pharmaceutical care

Principles and Methods of 

Implementing Research
Integrates scientific, statistical and practical aspects of research

Pharmaceutical Economics 

and Policy

Economic analysis of pharmaceutical sector of health care 

systems. Problems of pric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pharmaceuticals.

Pharmaceutical Marketing

Historical development of distributive systems, marketing 

channels, institutions, policies and practices as they relate to 

pharmaceutical industry

Social and Behavioral Aspects 

of Pharmacy Practic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 its growth and 

development, emphasizing forces of education, 

professionalization, attitude modification and changes occurring 

as a product of legal and organizational forces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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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소타 학의 경우 연구 설계  방법론의 일반 인 내용을 토 로 표본 

선택, 도구변수의 설계  평가, 데이터 리 등에 한 내용의 교과목을 개설

하고 있다. 특히 앞서 노스 롤라이나 학의 경우와 같이 학생들에게 신규 의

약품의 마  략 수립에 한 내용을 강의함으로써 의약품에 한 시장수요

를 측  하고 이를 토 로 의약품 매를 한 략 마련 등을 교육하고 있

음이 특징 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 학의 경우 약학 학내에 경제성평가를 한 독립 인 학과

(Department of Pharmaceutical Economics and Policy)가 개설되어 있다. 이 학과는 

미국 내에서 약물경제학(Pharmacoeconomics)의 교육  연구를 해 1994년에 

개설된 최 의 학과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기 인 이론부분  계량경제학의 

여러 추정방법 등에 한 교육이 선행되며 이를 토 로 의약품의 비용효과분석 

혹은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방법론에 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 학과에는 학원과정만 개설되고 있으며 석사학 과정에서 이수해야할 교과

목은 아래 <표 Ⅲ-23>과 같다.

  경제학 련과목은 경제학과에 개설되며 역학  연구방법론 등에 한 과목

은 보건 학원의 련 학과에서 개설된다. 이 과에서만 개설되는 교과목은 약

물경제학  정책에 련된 교과목으로 아래 <표 Ⅲ-24>에 과목명과 개요가 나

와 있다.

  남가주 학의 경우 비록 경제학 기본 원리에 한 습득을 강조하긴 하지만,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여러 분석기법을 학생들에게 습득  하는 

것은 다른 학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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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3〉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석사학  과정

교과목 번호 개설 교과목 학

경제학(Economics)

ECON 414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4

ECON 581 Econometric Methods

ECON 500 Microeconomics Analysis of Policy
4

PUAD 512 Public Sector Economics

역학(Epidemiology)

PM 512 Introduction to Epidemiology and Demographic Methods 4

연구방법론  정책분석(Research and Methods Policy Analysis)

PUAD 559 Quantitative Analysis Ⅱ 4

PM 511A Data Analysis 4

PUAD 572 Methods for Policy Analysis 4

약물경제학  정책(Pharmaceutical Economics and Policy)

PMEP 538 Pharmaceutical Economics 4

PMEP 539 Economic Assessment of Medical Care 4

PMEP 540 A/B Masters Seminar in Pharmaceutical Economics and Policy 4

졸업에 필요한 총 소요학 36

〈표 Ⅲ-24〉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개설 교과목

교과목 개요

Pharmaceutical 

Economics

To Introduce to pharmacoeconomic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role 

of pharmaceuticals and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surance, managed 

care, regulation and pricing

Economic Assessment 

of Medical Care

To introduce principles of cost-benefit analysis and medical 

cost-effectiveness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medical care and the 

pharmaceutical field

Applied 

Pharmacoeconometrics

To use of quantitative models to describe and analyze pharmaceutical 

and health care markets; experimental design/power calculations; survival 

models; multiple indicator models; qualitative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models; estimation and application of such models to selec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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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캐나다

  캐나다의 여러 학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로 McMaster 학을 소개하기로 한다. McMaster 학의 경우 련 로그램은 

임상역학  보건통계학과(Department of Clinical Epidemiology & Biostatistics)내

의 Health Research Methodology Program이다. 이 로그램은 학원 학 과정이

며 보건사업의 효과나 신규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한 연구계획  세부 

방법론에 한 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본 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목은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에서 제시되어 있지만 McMaster 학의 경우 연구방법론으로 보건통

계학  계량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세부 인 각론까지 강의함으

로써 본 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으로 하여  연구 설계과정에서 고  연구방법

론의 능숙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를 들어 보건의료 련 자

료  Longitudinal Data의 특성을 갖고 있는 자료의 사용방법 등에 한 교과목

을 개설하여 보다 좋은 연구결과의 창출을 가능  하고 있다. 한 의약품의 경

제성 평가에 있어 가장 이상 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작  임상실험

(Randomized Clinical Trials) 자료를 구하기 한 방법론  통제 기술에 한 내

용을 강의하고 있는 도 특이할 만하다. 

  다) 호주

  호주의 여러 학  경제성 평가 련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로 Newcastle 

학을 소개하기로 한다. Newcastle 학의 경우, 의과 학과 인구보건학과가 공통

으로 설립한 임상역학  보건통계학 연구소(The Centre for Clinical 

Epidemiology and Biostatistics)에서 련과목을 개설하여 학원 과정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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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요

Introduction to Health Care 

Biostatistics 

To introduce basic statistical concepts and techniques as they apply 

to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data encountered in biostatistical and 

epidemiology practice

Health Quality Improvement To expose students to principles of quality improvement (QI)

Methods for the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To consider the design and content of longitudinal health surveys 

and national and provincial health databases

Fundamentals of Health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The major components of research activities are covered, including 

concept of health, formulation of research questions, literature 

reviews, study designs, selection of study populations, choice of 

measuring instruments, and study interpretation issues

Regression Analysis To concentrate primarily on regression models of various types

Theory and Practice of 

Measurement 

To introduce principles of subjective assessment in topic areas 

ranging from educational evaluation to patient-based measurement of 

health attitudes or health status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f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main elements of clinical trial design, 

execution, and analysis

Statistical and Methodologic 

Issues in Randomized Clinical 

Trials 

To consider important statistical issues relating to desig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randomized clinical trials

Economic Analysis for the 

Evaluation of Health Services 

A practical course in techniques for economic evaluation of health 

care programs. To provide methodology of cost-benefit analysis, 

cost-minimization analysis and health status index models in detail

Observational and Analytical 

Research Methods 

To primarily focus on the methodological concepts related to 3 

research designs: surveys, cohort, and case control studies

Principles of Health 

Economics 

Problem-oriented course with an introduction to economic concepts 

and evidence related to health and health care

〈표 Ⅲ-25〉 호주 Newcastle 학의 개설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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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로그램에서는 교과목을 크게 임상역학(Clinical Epidemiology)분야, 보건경

제학(Health Economics)분야  보건통계학(Biostatistics)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

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하 으며 그 세부내용

은 아래 <표 Ⅲ-26>과 같다.

  Newcastle 학의 경우에도 비용효과 분석을 해 필요한 여러 방법론을 강

의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통계기법상의 특징  활용방안을 여러 교과목의 

개설을 통해 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26〉 호주 Newcastle 학의 개설 교과목 세부내용

교과목 개  요

Health Economics
Health Economics

Clinical Economics

Biostatistics

Data Management and Statistical Computing

Categorical Data and Generalised Linear Models

Survival Analysis

Design of Experiments and Randomised Clinical Trials

Linear Models

Longitudinal and Correlated Data Analysis

Clinical Biostatistics

Bioinformatics and Statistical Genetics

Intermediate Biostatistics in Epidemiology

Advanced Biostatistics

Short Data Analysis Project

Total Quality Management in Health Care

Clinical Epidemiology

Clinical Epidemiology

Methods in Pharmacoepidemiology

Pharmacoeconomics and Drug Selection

Pharmacoepidemiology - Policy and Economic Issues



경제성평가 수행 인력의 수요 추계  교육 121

2) 단기과정

  단기과정은 제약업체나 련 정부 리에게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

요한 핵심 인 사항을 단기간 내에 이수하게 하기 하여 마련된 로그램으로 

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규학  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 , 즉 학 과정 이

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마련된 로그램을 말하여 

본 연구에서는 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 

Research(ISPOR)에서 제공하는 단기과정과 국의 York 학에서 제공되고 있는 

단기과정을 소개하기로 한다. 

  가) ISPOR 단기 로그램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ISPOR 단기과정은 2006년 3월 5일부터 7일까지 

국 상해에서 개최될 정인 제2차 아시아-태평양 ISPOR 회의에서 제공될 단

기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 개설될 정인 교과목을 살펴보면, 의약품경제학 개론

(Introduction to Pharmacoeconomics), 삶의 질 측정 개론(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메타분석과 체계  문헌고찰(Meta-Analysis an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임상시험의 생물통계학 개론, 결정분석(Introduction to Decision 

Analysis), 산 향 분석(Budget Impact Analysis), 성과연구에서의 모델링 이용

(Structure and Design of a Model), 후향  자료 분석(Retrospective Data Analysis), 

선별목록(Formulary) 개발과 비용자료분석 등이다. 

  에서 소개한 과목들은 술했듯이 의약품의 경제성 분석을 해 필수 으

로 필요한 과목들로, 우선 경제성 분석의 이해를 해 반 으로 필요한 과목

인 의약품경제학 개론의 이수와 세부 방법론을 강의하는 삶의 질 측정 개론, 메

타분석과 체계  문헌고찰, 결정분석, 후향  자료 분석 등의 이수를 통해 본 

과정을 이수한 인력이 곧바로 경제성 평가 작업의 수행  기분석된 내용의 검

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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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단기간 내에 육성하기 한 단기 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에서 언 한 

과목들의 개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York 학의 단기 로그램

  York 학의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련된 단기 로그램은 보건경제연구소

(Center for Health Economics)에서 개설하고 있다. 2006년 일정을 살펴보면 세 

차례에 걸쳐 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교육은 평균 3일정도의 기간으로 

이루어진다. 간략하게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The 1st Module: Quality of Life 

  1차 교육기간에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한 방법론에 한  내용을 강의한다. 

이 교육은 3일에 걸쳐 시행되며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삶의 질 

측정을 한 이론  실습에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삶의 질을 측정

하기 한 지표를 개발하기 해 필요한 여러 방법론, 즉 time trade-off 나 

standard gamble 방법 등과 같이 사람들의 선호체계를 이용하여 건강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등을 강의한다. 

② The 2nd Module: Foundations of Economic Evaluation in Health Care

  이 과정에서는 경제성 평가의 수행을 해 필요한 방법론에 한 강의가 이

루어진다. 즉 경제성 평가시 비용산정 방법, 건강가치에 한 측정법, 임상실험

의 설계  실험 결과에 한 경제  분석 등에 한 내용이 교육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수강학생들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 어 각 그룹이 실제 경제성 평가

를 수행하게끔 하여 학습한 내용을 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③ The 3rd Module: Meeting Decision-Makers' Requirements: Advanced Methods for 

Cost-Effectiveness Analysis

  이 과정에서는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 한 단계 고 의 방법론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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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즉, 신규 의약품이나 신 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한 

연구 설계와 련된 방법과 연구결과의 통계분석 수행을 해 필요한 고 통계

기법 등에 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듯 3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실제 경제성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련단체, 즉 제약업체, 보험회사 등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게 된다. 

  나. 향후 경제성 평가 인력 교육 방안

1) 정규학 과정

  외국의 학에서 제공되는 정규 학 과정과 단기 로그램의 고찰을 통해 향

후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가 보험등재를 해 의무화될 경우 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기 해 필요한 교육과정  교과목 등에 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 학  과정의 경우 에서 고찰한 모든 학의 경우 학생들에게 강의하

고 있는 과목을 크게 보건  약물경제학(Health Economics and Pharmacoeconomics), 

보건통계학(Biostatistics),  임상역학(Clinical Epidemiology)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신규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를 해 필요한 보건경제학의 원리, 즉 불

확실성에 한 경제학  근, 소비자 선호체계에 한 이해 등과 약물경제학

의 제반 원리 등이 필요하다. 한 실제 경제성 평가를 한 임상실험을 한 

연구 설계를 해 필요한 지식을 강의하는 임상역학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통계분석하기 해 필요한 보건통계학  지식이 필수 이다. 

  따라서 이들 세 범주를 축으로 하고 각 범주 내에서 강의해야 할 교과목을 

정리하면 아래 <표 Ⅲ-27>과 같다.

  이수 교과목을 수 별로 세 수 으로 나 어, 1수 에서는 보건경제학, 역학, 

 보건통계학에 한 일반 인 원리  이론을 학습한다. 1수 에서 학습한 기

본 원리에 기 하여 2수 의 과목들은 경제성 평가를 해 기 으로 체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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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방법론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신의료기술 혹은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해 필요한 비용-효과 분석, 비용-편익 분석,  비용-효용 분석 등에 

한 원리를 공부하고 분석을 해 사용될 자료의 리와 통계처리를 한 

산실습 등을 하게 된다. 한 신의약품의 비용 측면과 편익 측면을 측정하기 

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학습하게 된다.

  3수 의 과목은 경제성 평가를 독립 으로 수행하기 해 필요한 연구 설계

에 한 내용과 2수 에서 다룬 기  수 의 방법론 보다 더욱 향상된 고  방

법론에 한 내용을 담고 이다. 즉 연구 설계에 한 기본 인 내용과 무작  

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연구방법과 

Longitudinal 혹은 Survival 자료를 다루고 분석하는 방법 등에 한 학습이 이루

어진다. 

〈표 Ⅲ-27〉 이수 교과목 편성(안)

학기 1학기 2학기

수 교과목명 교과목명

Ⅰ
Introduction to Health Economics Introduction to Epidemiology

Biostatistics Introduction to Econometrics

Ⅱ

Pharmacoeconomics Economic Assessment of Medical Care

Data Management and Statistical 

Computing

Pharmacoepidemiology - Policy and 

Economic Issues

Cost and Outcomes in Health & 

Medicine

Methods in Pharmaceutical Outcomes 

Research 

Ⅲ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rinciples and Methods of Implementing 

Research
Data Analysis

Methods for the Analysis of 

Longitudinal Data
Theory and Practice of Measurement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fo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Statistical and Methodologic Issues in 

Randomized Clinical Trials 

Survival Analysis Methods in Pharmacoepidem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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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부분의 학들은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한 인력양성 로그램

을 약학 학내에 독립된 과 혹은 로그램으로 운 하지만 운 방식은 부분 

다학제간 동과정 로그램으로 운 하고 있다. 즉 약학 학 내의 다른 공부

문으로부터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다른 단과 학 내, 즉 보건 학원이

나 경제학과 등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게 하기 하여 부분 다학제간 

로그램으로 운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서 소개한 로그

램을 약학 학 내에 설치하거나 혹은 약학 학, 보건 학원, 경제학과 등이 공

동으로 운 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단기과정

  단기과정의 장 은 술하 듯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단기

간 양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과정에서는 경제성 평가 수행을 해 

핵심 인 사항들을 필수 으로 교육시켜야 하며 단기 과정의 이수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경제성 평가의 질 인 측면에서의 보정을 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될 것이다. 특히 경제성 평가에 한 지침이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마련

되고 있으므로 평가체계의 일 인 용을 하여 이를 염두에 둔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래에 에서 기술한 내용과 외국에서 재 개

설되어 있는 단기과정을 토 로 단기과정에서 필수 으로 포함되어야 할 과목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살펴본 외국에서 시행되는 부분의 단기과정이 3일 정도임을 고려할 

때, 단기과정에서 개설될 교과목을 , , 고 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정으로는 신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 기본

인 원리의 습득을 해 약물경제학의 기  소개 과목(Introduction to 

Pharmacoeconomics)이 필요하다. 과목으로는 연구체계의 설계를 해 메타

분석과 체계  문헌고찰(Meta-Analysis and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분석

모형 설립에 한 과목(Structure and Design of a Model)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

과정으로는 구체 인 방법론의 체득을 하여 삶의 질 측정 개론(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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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quality of life), 비용-효과 분석 방법론(Methods for Cost-Effectiveness Analysis) 

 산 향 분석(Budget Impact Analysis)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한 제약회사를 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메타분석 등의 통계

분석, Treeage 등의 컴퓨터 패키지의 활용  마르코  모델링에 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므로 이와 련된 과목 등의 개설도  혹은 고 과정에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기과정의 원활한 운 을 하여 실제 경제성 평가를 맡아 담당해야 

할 제약업체들과 단기과정에서 개설될 과목의 강의가 가능한 교수인력이 있는 

학 간 유기체의 구성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제약업체들은 경제성 평가를 담

당할 인력을 단기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에 견하여 교육받게 하고 학은 

이들에게 통일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의함으로써 향후 분석결과의 일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이 발생하게 되며, 학입장에서도 개설한 단기과정에 

한 안정 인 수요를 얻게 되어 이 과정이 학에게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약업체들과 학간 유기체를 구성하여 단기과정을 운

하는 것이 이러한 단기과정의 안정 인 운 을 해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

이다. 



Ⅳ. 경제성평가의 실증  사례분석과 불확실성 논의

  경제성평가 연구의 가장 큰 쟁  의 하나는 연구 방법에 따라 결과에 차이

를 보일 수 있다는 이다. 이에 따라 호주나 캐나다, 국 등 경제성 평가를 

리 활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연구의 질

을 확보하기 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성평가 연구의 제도

 도입에 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년도 2005년에 평가지침(안)을 

개발하 으며 련 문가  단체들과 함께 이미 정책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평가 지침에는 경제성 평가의 기본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 으로 

방법론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연구의 질  수 을 향상하고 연구들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 작성과정에

서 경제성평가의 방법론  쟁 이나 불확실성 등에 하여 이론 인 고찰은 충

분히 논의되었으나, 이를 실증 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세한 선행연구 고찰과 실증  사례분석연구를 통하여 경제성평가의 주요 문

제 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법론  쟁 과 불확실성을 보다 구체 으로 제시하

고 련 문제 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사례연구로서 류마티스 염 치료제의 의의 

  류마티스 염은 말  의 만성 인 활막염을 특징으로 하는 염증성 

염의 표 인 질환이다. 부분의 류마티스 염 환자들은 만성 으로 증

상의 개선과 악화를 반복 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염증이 잘 조 되지 않

을 경우에는  괴와 변형, 이로 인한 운동 장애 등을 래하게 된다(ACR 

Guide, 2002; Lipsky PE). 류마티스 염은  기능의 상실뿐만 아니라, 이외

에 피로감, 우울증 등으로 정신 ‧사회  기능이 하되거나 수명이 감소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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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며, 특히 심장질환, 감염  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류마티스 염의 유병률은 략 0.8%(0.3～2.1%) 정도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데(Doran MF et al., 2002), 신체 기능 상실을 래하

는 만성질환이므로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도 매우 높은 비용 손실을 

일으킨다. 미국의 경우 질병 치료와 련된 직  의료비용과 사회  노동력 손

실로 인한 간 비용은 연간 260～320억 달러(1998년 기 )가 소요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으며,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 9개국을 조사 분석한 결과 직간 , 

사회  비용으로 류마티스 염 환자 1인당 연간 12,210～15,238달러가 소요된

다고 보고된 바 있다(Punger K. M. et al., 2000). 류마티스 염 환자는 같은 

연령, 같은 성별의 류마티스 염이 없는 일반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질병의 치

료와 련된 직  의료비가 2～3배 더 높으며(Kvein T. K., 2004), 류마티스

염이 발병한지 5년 이내에 약 1/3의 환자가 실직하게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Young A. et al., 2002). 

  류마티스 염의 치료에는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치환 수술  활막제

거 수술 등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약물요법이 가장 많이 리 활용되고 있다. 

Michaud et al.(2003) 연구에서는 미국에서의 류마티스 염 치료 비용을 제시

하고 있는데 연간 직 의료비용이 1인당 $9,519(2001년 기 )로, 이  약제비

는 $6,324로서 체 비용의 66%를, 입원비용은 $1,573로 17%를 차지하는 것으

로 제시하고 있다. 즉, 약물요법은 염 치료에 가장 리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직 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 도 높으므로 한 치료제를 선정

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특히 류마티스 염은 완치가 힘들고 평생 동안 치

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므로 경제성평가를 통하여 비

용-효과 인 치료 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최근 Etanercept 같은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생물학

제제류의 신약은 치료 효과는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격이 상당히 고

가이므로 비용 한 함께 증가되어 경제성평가의 상이 되고 있다. 이미 2002

년도 미국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류마티스 염 환자  

25%가 생물학  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약품비는 연간 $19,016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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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  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환자의 연간 약품비 $6,164에 비해 3배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chaud K. et al., 2003)  

  이에 따라 이미 외국에서는 류마티스 염 치료제에 한 경제성 평가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Etanercept와 련된 경제성 평가 연구로는 

Brennan 등에 의한 치료약물 안군(sequence)에 한 비교 연구 이외에 Choi 

등, Kobelt G 등, Hernaadez-Cruz 등의 연구가 있다. 국내에서는 용량의 코르

티코스테로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사용의 비용-효과 분석 연구와(오승일 

외, 2002) NSAIDs와 COX-2 해제를 비교한 비용효과 분석 연구가(윤형란 외, 

2001) 수행되었으나, 고가의 신약인 Etanercept에 한 경제성평가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격한 비용 상승을 래하는 의약품에 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며, 

의약품의 정 사용과 의료자원의 배분 방법을 합리 으로 결정하는데 이를 활

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의료 행에 차이가 있으며, 문화  측면에

서 질병의 증도에 따라 환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나 노동생산성의 상실 정

도에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직 ‧간  비용 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

라의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사례분석 연구로서 류마티스 염 치료제에 한 경

제성 평가를 수행하 는데 이는 방법론 인 측면 뿐 아니라 보험정책 인 측면

에서 그 의의가 있다. 최근 논문에 의하면 류마티스 염을 조기에 효과 으

로 치료하는 방안에 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N Engl J Med. 2000 Nov 

30;343(22):1586～1593, J Rheumatol. 2004 Aug;31(8):1532～1537). 류마티스 염

은 발병 3년 이내에 2～30%의 환자에서 장애가 발생하며, 그  반이 10년 

이내에 직업을 잃게 되고 정년 이  은퇴와도 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에 따라 기존의 치료 방침과 달리 가장 효과성이 뛰어난 의약품, 컨  

Etanercept를 기에 최우선 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병원 비용, 노동 손실 

비용 등을 이기 한 효과  방안이라는 주장이 두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Etanercept과 같은 생물학 치료제를 질병 후기에 사

용하도록 의료보험에서 제한하고 있다. 보험 여인정기 에 의하면 두 가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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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이상의 류마티스 염치료제로 6개월간 치료하 지만 효과가 미흡하거나, 

혹은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단한 환자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질병이 많이 진 된 환자에게만 투약하고 있다. 따라서 행 보험 여인정기

과 같이 다른 약을 사용 후에 Etanercept를 나 에 사용하는 방안과 최근의 논

문에서 주장되고 있는 바와 같이 Etanercept를 다른 약보다 우선 으로 투여하

는 방안에 하여 련 근거자료를 종합화‧체계화하여 비용효과성을 평가할 필

요가 있다.  

  류마티스 염 치료제에 한 경제성 평가는 방법론 인 측면에서도 그 의

의가 크다. 류마티스 염 치료의 비용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평가하는 것이 

한데, 새로운 치료약물의 효과에 한 자료원은 주로 단기간 임상시험으로 

제한되므로 장기간에 걸친 질병의 경과, 삶의 질이나 비용의 변화 등을 평가하

기 해서는 decision- analytical modelling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 때 류마티

스 염 질병의 진행 양상은 환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질병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 다양한 약들이 처방될 뿐 아니라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른 약으로 계속 변경되고, 동일한 약이라도 환자의 이환기간에 따라 효

과에 차이를 보이므로 약의 치료효과와 반응정도에 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사례분석을 통하여 난이도 있는 모델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

구에 필요한 련 자료원의 국내 확보 여부, 모델링 연구방법론의 문제 등 국

내 연구 인 라를 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사례연구에 사용하는 성과 변수는 모두 외국의 임상문헌을 활용하는데 

국내 환자에 한 용상 문제 을 검하고, 성과 변수의 장기 모델링에 추가

으로 필요한 자료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류마티스 염에 있

어서는 간 비가 직 비의 3배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경제

성평가에 있어서 간 비 처리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염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 사례를 통하여 보험정책 측면에서의 그 의의를 고찰함은 물론, 실제 분석

과정에서 나타나는 방법론  쟁 과 불확실성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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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상과 모델링의 기본 틀

  가. 비교 안의 선정

1) 류마티스 염의 약물 요법

  류마티스 염(Rheumatoid Arthritis, RA)의 기존 치료 방침은 NSAID를 기반

으로 하여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 

DMARD)를 하나씩 투여하는 것이었다.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MARD)는 

개 병용하지 않고 단일요법으로 6개월 정도 투여하다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른 약으로 바꿔 투여하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계속되는 골 

괴와 활막종(synovium)의 증식을 억제할 수 없어 새로운 치료 략이 요구되었

다. Methotrexate(이하 MTX)와 sulfasalazine, hydroxychloroquine의 3제 약물요법의 

유용성이 이 맹검 약- 조군연구(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에서 보

고되고 최근 Leflunomide나 Etanercept, infliximab 등이 류마티스 염의 치료에 

도입되면서 MTX와 병용하 을 때 골 괴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약제들을 조기에 극 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미국 류마티스학회(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에서는 류마티스 염 환

자에게 조기에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MARD) 투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

으며, NSAID를 투여하는데도 류마티스 염의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MARD) 투여가 3개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

하 다. 

  보통 MTX는 다른 기 사항이 없는 한 일차 선택제로 인정된다. 기에는 

소량을 경구투여하다가 투여량을 늘려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하

투여로 변경하는 것이 추천된다. 계속 반응이 없다면 다른 질환호 성 항류마

티스제(DMARD)를 MTX에 추가한다. Cyclosporine도 MTX와 병용하거나 단일 

약물요법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부작용과 면역억제가 심하여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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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다른 약제들보다 나 에 고려되고 있다. 

  DMARDs의 투여로 완 히 치유되는 경우는 드물고 류마티스 염의 활동

성과 진행을 조 하는 역할을 기 한다. 환자에 따라 증상의 심한 정도나 약제

에 한 개개인의 반응차이가 심하므로 보통 약제 투여 후 한 반응을 모니

터링을 해야 한다. 보통 하나의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MARD)로 치료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단되는 경우도 있어 하나 이상의 질환호 성 항류

마티스제(DMARD)를 사용하거나 Etanercept와 같은 tumor necrosis factor(TNF) 

antagonist를 사용하기도 한다(그림 Ⅳ-1 참조).

〔그림 Ⅳ-1〕 류마티스 염의 일반 인 치료 근 방법

1st line(initial) therapy  Aspirin & 기타 NSAIDs, COX Ⅱ specific inhibitor

               ↓

2nd line therapy
low dose oral glucocorticoid

혹은 intraarticular steroid infection

               ↓

3rd line therapy disease modifying or slow acting anti-rheumatic drugs

               ↓

4th line therapy TNF-α neutralizing agent

               ↓

     Final approach : Immunosuppressive & cytotoxic drugs  

  일반 으로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MARD)의 효과는 부분 3～6개월 후

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작용으로 치료를 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개발된 Etanercept는 타 약제에 비해 고가이지만 비교  빠르게 수일～12주 사

이에 효과가 나타나며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밝 지지 않아 류마티스

염 치료의 획기 인 발 을 가져온 약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류마티스 염 치료제는 MTX, Leflunomide, Etanercept로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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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trexate(MTX)
  MTX는 엽산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dihydrofolate reductase를 억제시켜

서 세포내에 inactive cofactor인 dihydrofolate가 축 되어 purine의 합성을 억제시

켜 결국 DNA 합성을 억제하고 cytokine의 생산을 억제한다. MTX는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 이하 “DMARD”라 함) 

에서 가장 효과가 확실한 약제이다. MTX를 류마티스 염 환자에게 주당 

7.5mg 내지 20mg을 사용하 을 경우 , 항말라리아 약제, penicillamine 등 보

다 효과가 좋거나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TX는 다른 항류마티스 약제에 

비하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1~2개월로 빠르고, 6개월에 최고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작용으로 심 계에서는 vasculitis, CNS에서는 두통, 구토, 열 등이, 골수 

억제(leukopenia, thrombocytopenia), 장 에서는 stomatitis, gingivitis, nausea/ 

vomiting를 보이고 특히 간독성의 가능성이 있다. 기타 부작용으로는 

pneumonitis, pulmonary fibrosis이 있다. 특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독성으로는 

myelosuppression, hepatic fibrosis, cirrhosis, pulmonary infiltrates, fibrosis 등이 있

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식욕감퇴, 오심, 구내염 등이 있는데 이 경우는 엽산을 

같이 투여하면 증상이 호 된다. 가장 요한 부작용으로는 간의 섬유화가 있

는데 60%의 환자에서 간기능 검사 수치의 증가가 찰되지만 이러한 상이 

간 섬유화와 연 되어 있지는 않다. 간 섬유화는 드물게 보는 부작용이기는 하

지만 부분의 환자에서 MTX를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간기능 검사, 때에 따

라서는 간조직 검사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결정은 간질환의 과거력, MTX의 

용량과 사용시간, 다른 험인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 3～5%에서 과민성 폐

장염이 생긴다. 이때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잘 반응한다. 간질환, 신장기능 하, 

폐질환이 있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MTX 사용의 상 인 기증이다. 

  실제 으로 흔한 문제는 약물투여 시작 후 단하기가 어렵다는 이다. 

단하면 6～8주내에 75%에서 재발하고 다른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MARD)

로 염을 다시 조 하기가 어렵다. 기회감염으로서 주폐포자충 폐렴,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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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된 피하결 이 특히 손가락에 생긴다. 이 경우 colchicine이 효과가 있다. 

한 B세포 비호지킨 림 종이 MTX 투여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MTX의 용법  용량은 체 으로 1주일에 한번 7.5～20mg 투여하고 MTX

로 인해 folic acid 결핍이 발생하는 것을 방하기 한 MTX rescue therapy로 

1주일에 5번 folate를 1mg/day로 MTX 복용 , 복용하는 날, MTX 단하는 날

로 투여한다.

  류마티스 염에서의 우리나라 보험 여기 은 류마티스성 염에 투여시 

일반 소염진통제, 항류마티스성 제제 등 1차 약제에 효과가 없는 부득이한 

증의 류마티스성 염의 2차 약제로 투여하는 경우 요양 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  이외 허가사항 범  내에서 류마티스성 염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Leflunomide
  Leflunomide는 새로운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MARD)로서 X-선 촬 상 

골과 연골의 미란의 진행을 늦출 수 있으며 3개의 3상 무작  조군 연구에 

의해 MTX나 sulfasalazine과 동등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 결과 기존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MARD) 치료 결과에 상 없이 성인의 류마티스

염 치료에 처방될 수 있도록 FDA의 승인을 얻었다. 면역억제가 없다는 이 

장 이며 MTX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Leflunomide는 prodrug로 경구 투여 후, 장 과 간에서 활성 사산물이 

A77-1726으로 신속하게 사되며 dihydroorotate dehydrogenase에 결합하여 

pyrimidine synthesis를 해한다. 그 결과 lymphocyte 등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

의 세포주기가 가역 으로 정지됨으로서 염증반응을 억제한다. 한 NF-κB의 

활성화를 막아 cytokine의 생산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다. Leflunomide는 변

과 소변을 통해 배설되며 enterohepatic circulation을 통해 상당량이 재흡수된다. 

 반감기는 14～16일이며, 4～6주 내에 항정상태에 도달하기 해서는 3일

간 100mg/day의 부하용량이 필요하다. 유지용량은 20mg/day이다. 경구 피임제, 

MTX, cimetidine 등과 유의한 약물상호작용은 없다. 부작용으로는 설사, 피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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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탈모, 간기능 이상 등이 흔하나 개는 심하지 않다. 기존의 고 압 환자에

서 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나 CBC, electrolyte, BUN/Cr에 한 향은 

거의 없다. 처음에는 매달, 안정된 후에는 2～3달마다 간기능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ALT가 반복 으로 정상 상한값의 2배 이상일 때는 용량을 

이거나 cholestyramine을 투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으로 정상 상한값

의 3배 이상일 때는 투약을 지한다. Leflunomide를 투약하고 있는 환자가 임

신을 원할 경우 약을 단함과 동시에 cholestyramine을 8mg PO tid 8일 정도 

투여해야 한다. 심한 간장애나 신장애가 있는 환자도 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류마티스 염에서의 보험 여기 은 MTX 정제 투여가 곤란하거나 MTX 

정제에 충분한 효과가 없는 경우에 MTX 정제를 신하여 단독요법으로 투여

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 이지만 동 인정기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Etanercept  
  아직까지 나타난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인 etanercept은 TNF 수용체에 

결합하여 TNF의 불활성화를 일으키고 셀을 자극시키고 타약제와 비교하여 투

여 후 수일~12주 안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이 큰 장 이다.  TNF receptor

에는 type1, p.55와 type2, p.75의 두 종류가 있으며 세포막에 고정되어 있다. 이 

 protease에 의해 receptor의 세포외 부분이 떨어져 나와 soluble TNF 

receptor(sTNFR)를 형성하며 류마티스 염 환자의 활액 내에 다량 존재한다. 

Etanercept는 type2 sTNFR의 cDNA를 human IgG의 Fc portion의 cDNA에 융합시

킨 뒤 mammalian expression vector에 삽입하여 만들어졌다. 2상과 3상 임상시험

에서 etanercept는 류마티스 염의 증상과 ESR, CRP 등을 효과 으로 감소시

켰으며 MTX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 MTX와 etanercept의 병용

요법을 비교한 3상 연구에서도 MTX 단독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보 다. 

Etanercept는 25mg씩 1주에 2회 피하주사로 투여한다.  

  한 etanercept 의 괴 지연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6개

월 투여 후 방사선 검사를 통한 의 괴 정도를 MTX군과 비교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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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결과(Total Sharp Score change: 0.57 vs 1.06, p=0.001)를 보 다. 

  Etanercept는 1998년 11월에 기존의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MARD) 치료

에 실패한 등도 이상의 류마티스 염에 해 사용되도록 FDA의 승인을 받

았다. 부작용으로 결핵과 같은 심각한 감염이 드물게 있을 수 있으나 주사부

의 발진과 가벼운 상기도 감염이 가장 흔하다. 미국의 FDA는 기  진행된 

류마티스 염과 자발성 소아 류마티스 염, 강직척추염, 건선성 염에 사

용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증 감염의 과거력이 있거나 그러한 험이 있는 

환자에서 etanercept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etanercept의 류마티스 염에서 보험 여 인정기 은 두 

가지 종류 이상(반드시 MTX 포함)의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MARD)로 6개

월간(각 3개월 이상) 치료하 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두 가지 종류 이상

(반드시 MTX 포함)의 질환호 성 항류마티스제(DMARD)로 치료하 으나 부작

용등으로 치료를 단한 환자로서 미국류마티스학회(ACR) 표 진단기 (1987

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소아의 류마티스 염 환자 에서 증의 활동

성 만성 류마티스 염 환자인 경우에만 보험 여가 용된다.

〈표 Ⅳ-1〉 사례연구 상 류마티스 염 치료제의 특징

작용기 부작용 용법 효과발 비고

Methotrexate

dihydroflate reductase를 

억제시켜서 세포내에 

inactive cofactor인 

dihydrofolate가 축 되어 

purine의 합성을 

억제시켜 결국 DNA 

합성을 억제하고 

cytokine의 생산을 억제

심 계: vasculitis

CNS: 두통 구토, 열

Heme: 골수억제 

(leukopenia, thrombocytopenia)

GI: stomatitis, gingivitis, 

nausea/vomiting

Liver: 간독성

기타: pneumonitis, 

pulmonary fibrosis

1주일에 

7.5~20mg

1~2개월 

후 

MTX rescue 

therapy: folate 1 

주일에 5번 folate 

1mg/day 로 MTX 

복용 , 복용하는 

날, MTX 

단하는 날로 

다.

Leflunomide

pyrimidine의 합성을 

단시켜서 

lymphocyte의 성숙을 

막아 염증을 억제

장 으로 면역억제가 

없는 을 들 수 있으나 

간독성이 있어 ALT 

수치를 모니터링 해야 함.

prodrug의 

형태로 

하루 한번 

20mg/day

4~12주후 
MTX와 유사한 

효과를 가짐.

Eternacept 

TNF 수용체에 결합하여 

TNF의 불활성화를 

일으키고 셀을 자극

심각한 감염, 발진, 부종 

주사부  반응

일주일에 

2번 

피하로 25mg

수일~12주 

이내

FDA의 응증;

juvenile RA, 

DMARDs에 

실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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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주8)

  류마티스 염의 경제성 평가연구에서는 치료요법의 순서가 요하다. 

OMERACT 지침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DMARD 요법의 순서를 모델링해야 한

다고 제안하고 있다. 임상 상황에서 실에 근거한 치료순서를 사 에 정해야 

한다. 류마티스 염의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약물순서를 다양하게 조합하면

서 시행되고 더욱이 치료반응은 환자의 이환기간, 독성, 부작용  질환 회복실

패 여부에 따라 다르다. 환자들이 처음에는 치료에 반응할지라도 이후에 효과

가 없을 수 있고 그러면 다른 DMARD로 바꿀 수 있다. 를 들면, methotrexate 

요법은 일반 으로 평균 30～36개월 동안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oi 등(2002)은 methotrexate에 반응하지 않는 류마티스 염 환자에서 6가

지 치료 안들을 모델링하 다. (ⅰ) ETN+MTX (ⅱ) ETN 단독요법 (ⅲ) 

ciclosporin + MTX (ⅳ) MTX+hydrochoroquine+sulfasalazine (ⅴ) 실패했지만 계속 

MTX 투여 (ⅵ) 2차 요법제를 투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Wong 등(2002)은 실제상황 에서 치료순서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치료

순서를 모델링하 다 : infliximab+MTX 이후에는 MTX 단독 는 DMARD 단독 

는 DMARD+MTX로 바꾸거나 는 corticosteriods/NSAIDS로 치료하는 것이다.  

  Kobelt 등(2003)은 infliximab+MTX과 MTX를 비교하 는데 ATTRACT study에

서 조약인 MTX를 연구기간 동안 그 로 계속 투여한다고 가정하 다. 그런

데 이 방법은 일반 인 임상 인 습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지 되었다. 

ATTRACT study에서 환자들이 선행 2.5개(1.5+MTX)의 DMARD 약제를 사용하

고 한 이 약제에 실패했다고 가정될 수 있으므로 infliximab 개시시 에서 

MTX 이외의 DMARDs가 사용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  캐나

다에서 수행된 찰연구는 16개월 후 DMARD 약물요법 50%가 단되었고, 4.5

주8) 1998년부터 2004년 1월까지 Medline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연구 상집단이 류마티스

염 환자이며 TNFα 길항제 치료를 받은 문헌으로 류마티스 염 환자의 효과, 삶의 질 

는 기능상태가 측정되고 직 비용 는 간 비용을 측정하거나 모델화하 으며 비용효과성

이 측정된 6개 비용효과분석문헌의 연구결과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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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후에는 75% 가 단되었다. 

  Brennan 등(2004)이 가정한 순서는, 먼  ETN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는 

intramuscular gold로, 그 이후에는 leflunomide, 그리고 ciclosporin으로 순차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조군은 intramuscular gold부터 시작하는 것만 빼고

는 모두 동일하다. Brennan 등은 UK 처방패턴에 근거하여 DMARDs 약제의 순

서를 모델링하 는데 이는 Canada에서 leflunomide의 5년 분석에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Jobanputra 등은 UK 류마티스학자를 상 로 조사를 시행하여 순서를 

확인하 다.  

3) 실증분석 상 약물의 선정

  류마티스 염은 만성질환으로서 평생 치료가 요구된다. 한 질환의 특성

상 이용가능한 약물요법들을 시행하여 반응에 실패하는 경우 다른 약물요법으

로 변경하면서 장기간의 치료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물요법의 치료순서에 

따른 장기간의 치료효과와 비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이미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재 국내 보험 여방침이나 

ACR 진료지침과 같이 다른 치료제를 우선 으로 사용한 이후 고가의 생물학

제제인 Etanercept를 쓰는 방안( 안 1)과 최근 문헌(Genovese MC et al., 2005; 

Bathon JM et al., 200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처음부터 Etanercept를 사용하는 

방안( 안 2) 등을 비교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약물치료군 안들을 구성하는 약물들과 치료순서(sequence)는 재 가장 일

반 인 지침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 류마티스학회(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ACR) 2002년 진료지침”과 국내 류마티스 내과 임상의사의 자문

(표 Ⅳ-2 참조), 임상문헌자료의 확보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하 다. 안 1의 

경우에는 재 국내 의료기 에서 다빈도로 처방되는 약물요법과 치료순서를 

반 해야 하는데, 국내에는 류마티스 염치료에 한 가이드라인이나 류마티

스분야의 문의에 한 단  의견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계로 문

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비교 상 약물을 확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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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류마티스 염 문가 자문 원 

배상철  한양 학교 류마티스병원 원장

서창희  아주 학교 조교수 염센터 

지종  고려 학교 부교수, 류마티스 내과

이상헌  건국 학교 부교수, 류마티스 내과

김 아  한림 학교 부교수, 류마티스 내과

성윤경  한양 학교 류마티스병원 의사
 

  보다 구체 으로 첫 번째 약물치료군( 안 1)은 가장 표 인 항류마티스약

제인 MTX를 사용 후 반응이 없는 경우, 상 으로 최근에 개발된 고가의 약

제인 Leflunomide+MTX, 그 다음에는 Etanercept+MTX로 이행하되, 이 모두에 

항성을 보이는 경우 MTX를 이용한 유지요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이다. 이 때 

Leflunomide는 국내에서 단독치료만 보험 여되고 있으나, 선행연구(이의경 등, 

2005)에서 MTX와의 병용요법이 더 비용효과 인 것으로 명되었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비 여 등을 통하여 병용투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용요법으로 

정하 다(그림 Ⅳ-2 참조).   

  두 번째 약물치료군( 안 2)은 상 으로 가장 치료반응이 우수한 Etanercept

와 MTX의 조합을 우선 으로 사용하며, 이에 항성일 경우 Etanercept뿐만 아

니라 MTX에도 항성인 것을 제로 하여 MTX에 항성인 환자에 한 반응

성이 좀더 명확히 정의된 Leflunomide와 MTX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 다. 이

에 추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MTX와 증상  치료를 유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 다.

〔그림 Ⅳ-2〕 비교 상 류마티스 염 치료제의 치료 순서

치료순서 1 (Sequence 1: 안1)

vs. 

치료순서 2 (Sequence 2: 안2)

MTX → MTX+Lef → MTX+ETN → MTX MTX+ETN → MTX+Lef → M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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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델링

1) 선행연구

  류마티스 염의 경우 치료효과  비용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게 되지만, 

류마티스 염 신약에 한 효능 데이터는 단기간의 RCT(Randomized Control 

Trials)로부터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간 임상결과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

는 질병의 역학  측면, 삶의 질, 사망률, 련 자원 이용 등에 한 측면을 결

합하기 하여 결정분석(decision analysis)을 사용하게 된다. 한 결정수형은 의

사결정이 필요한 문제의 구성요소와 경로, 그리고 경로 선택에 따른 결과를 잘 

제시해 주지만, 의사결정 과정이 단순하지 않고, 반복될 경우에는 모형이 지나

치게 복잡해지는 단 을 지니고 있어, 이를 신하여 마르코  모형(markov 

model)을 함께 활용하게 된다. 마르코  모형의 기본 골격은 결정수형과 유사

하나, 건강상태(health state)간의 반복되는 이(transition)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험률이 변화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비교  용이하게 반 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어 류마티스 염 경제성 평가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류마티스 염 경제성 평가와 련하여 몇 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는

데(표 Ⅳ-3 참조), Choi et al.(2002)은 6개월 동안의 Etanercept 치료법에 하여 

결정수형(decision tree)을 활용하여 증  비용효과성을 제시하 다. Wong et 

al.(2002)은 마르코  모형을 활용하여 Infliximab 요법에 한 비용효과성을 분

석하 다. 이 모형에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추 하여 분석하 으며, 54

주 이상의 결과를 추정하기 해서 장기간 류마티스 염 환자의 건강상태에 

한 데이터를 이용하 다. Kobelt et al.(2003)는 ATTRACT 연구로부터 환자 단

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10년간의 치료효과  비용을 분석하 다. 

  Brennan et al.(2004)은 Etanercept 단독요법에 해 평생기간(lifetime)동안에 발

생하는 비용과 효용을 검토하 으며, 개별 환자단 의 마르코  몬테칼로 시뮬

이션(Markov Monte Carlo Simulation)기법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건강상

태의 이 는 험률 등을 제시하 다. 이러한 몬테칼로 시뮬 이션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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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모의 인구집단(코호트)을 이 확률에 따라 각 마르코  상태에 할당하는 

코호트 시뮬 이션과는 달리, 환자 개인 한명이 모형을 따라 시뮬 이션하는 

방법으로 평균과 분산을 지니는 결과값을 가지게 된다. 

  한편, Kobelt et al.(2004)은 Etanercept, Infliximab의 비용효과성을 재검토하기 

해 류마티스 염 환자들에 한 조약을 활용하지 않고, 1년간 생물학

제제류를 사용한 경우의 비용  편익과 이  12개월에 한 류마티스 염 

환자들의 비용  편익을 비교분석하 다. 

  모형을 만들 때, Wong et al.(2002)과 Kobelt et al.(2003)는 12개월 Infliximab 

치료 이후에 모든 환자가 Infliximab 치료를 단하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DMARD 약물치료로 환하도록 한 반면, Brennan et al.(2004), Jobanputra et 

al.(2002)은 류마티스 염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 해 진 으로 

치료를 단하도록 하 으며, 치료효능이 약해져서 단하지 않은 한, TNFα 길

항제 치료를 지속 으로 유지하도록 하 다. 

  다음으로 모델링에 있어서 분석기간을 검토하고자 한다. OMERACT에 따르

면 RA치료에 해 1년간 분석을 하고 그 이후 5년에서 10년의 기간에 걸친 

측을 하되, 1년을 넘어서 편익과 비용을 모델링할 경우 구득 가능한 근거에 의

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6개월～3년 

분석이 리의료조직(managed care, HMO)에 의해 선호되며, 국에서는 NHS에

서 환자 생애 기간에 해 부담하므로 생애 기간에 해 모델링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분석기간은 6개월 는 1년의 단기간에서부터 10년의 

장기간 그리고 일생(lifetime)동안에 걸쳐 분석되고 있다. Wong 등과 Kobelt 등

은 12개월 Infliximab 치료를 환자 생애 기간에 걸쳐 비용-효과성을 추정하

으며 장기간 TNFα 길항제 사용에 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치료 1년 후 모든 

환자가 infliximab 치료를 단하고 conventional DMARD 약물치료로 스 치되

는 것으로 하 다. 

  Brennan et al.과 Jobanputra et al.에서는 개인 환자 수 의 몬테칼로 시뮬 이

션을 사용하여 환자개인의 이력을 반 하 다. 치료 단 후에는 즉각 인 HAQ

값의 악화가 발생함을 가정하 고, 그 결과 다음 치료제로 환을 하거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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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상 안이 남아 있지 않으면 진통치료 인 치료로 환하도록 하 다. 이 

분석은 10,000번을 반복하여 체 군에 해 평균을 얻었다. 다음에서는 주요 

논문에서 활용한 모델링 방식에 하여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표 Ⅳ-3〉 류마티스 염 치료제 경제성평가 선행연구 비교

Study Treatment Comparator
Outcome 
weighting

Time 
horizon

Rate of 
discount

Model

Brennan 등
(2004)

Etanercept
Intramuscular gold; 
leflunomide; 
ciclosporin

Regression 
HAQ vs 
EQ-5D

평생
6%(costs), 

1.5%(effect)
Monte 
Carlo

Choi 등
(2002)

Etanercept; 
etanercept + 
methotrexate

Ciclosporin + 
methotrexate; 
methotrexate, 
hydrochoroquine, 
culfasalazine

ACR20, 
ACR70WR

6개월
No 

discounting
Decision-an

alysis

Jobanputra 
등
(2002)

Etanercept or 
infliximab

Gold, 
azathioprine; 
penicillamine; 
hydroxychloroquine
; leflunomide; 
ciclosporin

Regression 
HAQ vs 
EQ-5D

평생
6%(costs), 

1.5%(effect)
Monte 
Carlo

Kobelt 등
(2003)

Infliximab
Methotrexate

EQ-5D 10년 

3%/6%
(costs), 

3%/1.5%
(effect)

Markov

Kobelt 등
(2004)

Etanercept or 
infliximab

None EQ-5D 1년
No 

discounting

Improveme
nt vs year 

before 
treatment

Wong 등
(2002)

Infliximab

Methotrexate; 
DMARD; 
DMARD +
 methotrexate; 
corticosteroids/
 NSAIDs

Visual 
Analogue 

Scale
평생

3%(costs), 
3%(effect)

Mar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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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Brennan A. et al., 2004

  2000년에 국의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는 잉 랜드와 

웨일즈에 속한 NHS 의사들에게 이에 한 지침을 주기 해 Etanercept의 비용

-효과 분석을 요청하게 되었다. NICE가 제시한 연구의 목표는 국 류마티스 

학회(British Society for Rheumatology; BSR)의 지침주9)에 따른 Etanercept 단일치

료의 비용-효과성을 계산하는 것이었다. 이는 국에서 통상 으로 사용되는 

치료방법에 비교할 때 Etanercept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증  비용효과비

(Incremental Cost-Effective Ratio: ICER)인 QALY당 비용을 수량화하는 것이 된

다. NICE는 이와 련하여 환자의  생애에 걸친 향(impact over a patient 

lifetime perspective)의 분석을 요구하 다.

  이를 해서 이상 으로는 재의 표  진료와 비교하여 실제의 임상에서 

Etanercept 치료가 가져오는 건강상의 이익과 그에 수반하는 자원의 사용과 비

용을 측정하는 장기의 연구에 기반 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는 

재로서는 부재하고 따라서 재 가용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된다.

  따라서 Brennan A., et al.은 Monte Carlo simulation에 의한 Markov model을 이

용하 다. 2개의 DMARDs에 실패한 류마티스 염 환자를 상으로 [그림 Ⅱ

-3]과 같이 Etanercept를 포함한 DMARD sequence와 Etanercept를 포함하지 않은 

DMARD sequence를 비교하 으며 DMARD A는 Gold(근육주사), DMARD B는 

Leflunomide, DMARD C는 Cyclosporine+MTX 다. 

주9) 국 류마티스 학회 지침에는 생물학  제재를 사용한 치료(biologic therapies)에 합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이 만족시켜야 할 최소조건들(minimum requirements)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생물학  제재를 사용한 치료를 받기 이 에 최소한 두 번의 각각 6개월에 걸친 두 

가지의 비 생물학  제재인 통 인 류마티스 치료제를 사용하여 실패한 어른의 경우에만 

생물학  치료약인 에타 셒트나 인 릭시맵을 사용하게 되어있다. 생물학  치료약을 사

용하기 이 에 사용되는 통 인 치료약에는 반드시 메쏘트 새이트(methotrexate; MTX)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3개월의 치료 후에 생물학  치료약인 에타 셒

트가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치료를 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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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형에서 가장 주안을 두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HAQ값의 진행을 알아

내는 것이다. 이를 해 Monte Carlo simulation을 사용하여 사망 시까지 환자가 

거치는 상태들을 생성해 낸다. 그 결과는 Markov cycle tree이다.

  각 순환(cycle)의 길이는 6개월이다. 기상태에서 시작하여 제1순환에서 약을 

사용하면 기 반응자와 비반응자로 나뉘게 된다. 그 반응확률과 그 때의 HAQ

개선값은 임상실험이나 기존문헌을 통해 얻어진다. 이어지는 제1순환 이후에 

효과의 결여나 부작용에 의하여 어떤 약의 치료가 단될 수 있다. 이러한 상

태의 발생확률과 그에 따른 HAQ값의 진행은 임상실험과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HAQ값은 치료 단 후에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치료의 단 

후에는 치료순서에서 다음에 오는 치료약으로 환이 된다. 치료순서상의 모든 

약을 사용하고 나면 가장 좋은 완화치료(a best supportive care strategy)가 제공

된다.

  이 연구에서는 RA에 따른 생명표와 HAQ값의 변화가 사망률에 미치는 향

을 보정한 사망확률이 상태 의 하나인 사망 상태를 결정하는 상태확률의 하나

로 사용된다. 이는 이 모형이  생애에 걸친 시야를 반 한 모형임을 나타낸다. 

  이상의 모형을 기반으로 그리고 임상실험과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수집된 

라메터들을 사용하여 각 순환의 상태에 따른 HAQ값의 변화가 6개월마다 측정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얻어진 HAQ값은 EuroQol(EQ-5D)에서 결정되는 

효용과 HAQ값 사이의 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회귀식을 사용하여 QALY값으

로 환된다.

  비용은 약품비용과 모니터링비용은 직  자료에서 구해지고, 다른 직  비용

은 HAQ값과 해당 의료비용 사이에 존재하는 회귀식에 의해 결정된다.

  의 Monte Carlo simulation에 의해 10,000명의 환자를 simulation을 하면 그 

결과로서 각 안마다 평균 QALY와 비용이 산출된다. 이를 이용 생물학  치

료제인 Etanercept의 기존 통 인 치료제로만 구성된 치료법에 한 

incremental cost per QALY를 구할 수 있게 된다. Etanercept를 포함한 약물투여 

sequence가 Etanercept가 없는 DMARDs 약물투여 sequence보다 더 비용효과 이

었으며 QALY당 비용은 ￡16,33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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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류마티스 염 치료제 경제성평가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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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rennan A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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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Bansback et al., 2004

  기존의 통 인 치료제와 최신의 생물학  치료제인 adalimumab의 ICER을 

구하여 그 비용-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 이다. 스웨덴의 단 비용

과 치료에 한 지침을 근거로 치료 안을 구성하 다. 연구방법은 앞에서 설

명한 Brennan et al.(2004)의 연구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Monte Carlo simulation

에 따라 Markov cycle tree를 생성하여 간정도에서 증에 이르는 가상 인 

류마티스 환자들의 경험을 재 하 다. 효과, 효용 그리고 비용에 한 자료는 

8개의 임상시험 결과를 활용하 다. 

  기본 인 효과지표는 QALYs이다. 이는 adalimumab에 한 임상시험을 바탕

으로 유도된 HAQ값과 Health Utility Index-3간의 계에서 계산이 되는 효용으

로부터 계산된다. 한 사망률에 한 자료를 사용하고, HAQ값의 순환의 각 

시기에 따른 변화 경향을 이용하는 등 OMERACT(Outcome Measures in 

Rheumatoid Arthritis Clinical Trials) guidance를 사용하고 있다.

  연구 결과, adalimumab+methotrexate strategy가 cost-per-ACR50 analysis에서 가

장 큰 QALYs를 획득하 다. etanercept+methotrexate strategy는 통합한 adalimumab

의 결과와 유사한 QALY를 획득하 다. 비용에 한 결과는 infliximab strategy

를 제외하고는 35,000～42,000 Euro로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보통 비용-효과

이라고 생각하는 범 이다. 결론 으로 adalimumab은 비용효과 인 치료약으

로 단이 되며, 최소한 다른 생물학  치료약만큼 비용효과 인 것으로 결론

을 내렸다.

  다) Kobelt G. et al., 2005

  TEMPO(Trial of Etanercept and Methotrexate with Radiographic Patient 

Outcomes)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약물들의 비용효과성을 비교하 다: 

etanercept + methotrexate, etanercept 단독, methotrexate 단독.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HAQ 기능 상태에만 근거한 연구와는 달리, 기능상태 이외에 질병 활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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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disease activity)를 종합한 모델을 사용하 다. 사회  을 취하고 할인율

은 비용과 효과 모두에 하여 3%를 용하 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마르코  모델을 이용하 는데 마르코  상태는 기능상태

와 질병활동단계를 조합하여 20가지로 나 었다. 이 때 기능상태는 HAQ 수 

구간에 따라 5단계(① ＜0.6,  ②0.6＜1.1,  ③1.1＜1.6,  ④1.6＜2.1, ⑤ ≥2.1)로 

나 었고, 질병활동은 2단계(high, low)로 나 었는데 이 때 Global VAS수치로 

결정하 다(① VAS ＜ 40 :low, ② VAS ≥ 40 :high). 마르코  주기는 1년으로 

정하 고 분석기간  첫 2년에 해서는 TEMPO 임상시험의 HAQ 측치를 

이용하 다. 

  임상시험 이후의 단계에 해서는 치료를 단하는 모델과 임상시험 이후에

도 치료를 계속하는 모델로 양분하여 근하 다. 우선 임상시험의 2년 이후 

환자에 한 치료를 지하는 경우에는 기본 인 치료에 의한 자연 인 연간 

질병 경과 양상을 따르도록 모델링하 다. 이 때 문헌검토를 통하여 임상시험 

종료 이후 HAQ의 평균 연간 진행률을 찾아 Etanercept가 포함된 치료법에는 연

간 0.03씩 HAQ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 고, Methotrexate의 경우에는 이 

경우 보다 연간 0.005정도 더 높게 하 다. 

  한편 임상시험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2차년도 임상시험에 의한 

HAQ score가 그 이후에도 지속 으로 안정화되도록 모델링하 다. 이 때 약물

별 탈락율(withdrawal rate)은 MTX가 22%, ETN가 16%, MTX+ETN가 13% 다. 

  사망률은 기능상태에 따라 달리 용하 는데 1, 2단계(HAQ＜1.1)에서는 성

별과 연령을 보정한 사망률을 이용하 다. 다음으로 기능상태 3, 4, 5단계에서

는 통상 인 사망률에 하여 상 험도(relative risk)를 보정하되, 질병활동

(disease activity) 정도에 따라 ‘high’에 해서는 2.0을 ‘low’에 해서는 1.3을 

용하 다. 

  연구결과, 질병활성과 효용은 상당히 유의한 련성을 보 는데 높은 질병활

성도 보이는 환자의 경우 HAQ가 동일하면 낮은 효용 수 보임으로써 질병 활

성을 모델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임상시험기간 이후 치료 

단 가정에 의한 비용효과분석 결과는 Etanercept+MTX 치료요법의 경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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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1 Euro 증가, QALY 0.38 증가로 37,331 Euro/QALY로 제시되었다. 이와 달

리 임상시험기간 이후 지속  치료를 가정한 비용효과분석에서는 비용이 

42,148 Euro 증가, QALY 0.91 증가로서 46,494 Euro/QALY로 산출되었다. 여러 

가지 가정에 따른 모델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수용곡선(acceptability curve)을 이용하여 QALY를 수용하기 한 역치와 그 확

률을 계산하여 제시하 는데, 50,000 Euro/QALY 이하가 88%에 해당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기존의 기능상태 모델에 질병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anti-TNF약이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향을 더 잘 측할 수 있었으며, 

ETN+MTX의 비용효과성을 MTX과 비교할 때 수용할만한 범주에 포함되는 것

으로 결론내렸다.

  라) Welsing et al., 2004

  RA를 치료하기 해 네덜란드에서는 일반 으로 sulfasalazine으로 치료를 시

작하며, 만약 효과가 없거나 toxicity가 있을 경우 methotrexate를 처방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 한 효과가 없거나 toxicity를 발생시킬 경우 DMARDs를 고려하

게 되는데, 최근에 TNF-blocking therapy  leflunomide이라는 신약이 도입되었

으나, 가격이 상당히 고가라는 한계 으로 인해 이들의 치료 략에 한 비용

효과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바, TNF-blocking therapy  leflunomide 등의 치료

략에 해 5년 동안의 질병활동(disease activity)의 효과, 삶의 질, 비용을 비교하

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arkov 모델이 활용되었으며 다음의 치료 략을 따르고 있다. 

첫째, 일반 인 치료(usual treatment: U)를 하는 략이며, 둘째, leflunomide로 

치료를 하며 만약 3개월 후에도 반응이 없을 때에는 일반 인 치료(U)를 하는 

략(이하 Lef), 셋째, TNF-blocking으로 치료를 하며 만약 3개월 후에도 반응이 

없을 때에는 일반 인 치료(U)를 하는 략(이하 TNFb), 넷째, leflunomide로 치

료를 하며 만약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TNF-blocking으로, 이것 한 반응이 없

을 경우 일반 인 치료(U)를 하는 략(이하 Lef-TNFb), 다섯째, TNF-blocking으



경제성평가의 실증  사례분석과 불확실성 논의 149

로 치료를 하며 만약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leflunomide으로, 이것 한 반응이 

없을 경우 일반 인 치료(U)를 하는 략(이하 TNFb-Lef)을 따르고 있다. 

  략간의 비용효과성을 비교하기 해, Markov 모델로 코호트 시뮬 이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래의 그림과 같이 Markov state는 DAS로 정의되며 3개월의 

주기로 모델을 설정하고 있다. 비교 략간에 Markov state에서 보낸 환자의 기

년수(expected patient-years), 비용, QALY를 통해 증  비용효과율(ICER)을 

계산하고 있으며, 확률  민감도 분석(probabilistic sensitivity analysis)을 실행하

여 이확률, 비용, 효용에 한 불확실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Ⅳ-4〕 Markov 모델을 이용한 코호트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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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elsing et al., 2004

  분석결과, TNF-blocking을 포함하고 있는 략이 다른 략에 비해 기 효용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QALY의 경우, Etanercept(TNFb, Lef-TNFb, TNFb-Lef)

가 가장 효과 인 치료 략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약품치료비용을 고

려하지 않을 때, TNFb-Lef는 일반 인 치료(U)보다 의료비용에 16% 감소, 비의

료비용에서 33%의 비용감소를 보 다. 한편, 약품치료비용을 고려할 때에는 

Etanercept(TNFb, TNFb-Lef)로 시작하는 략의 기 비용이 다른 략의 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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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eflunomide비용은 일반  치료 비용과 유사하

고 Lef-TNFb는 TNFb와 leflunomide로 시작하는 략의 비용에 해 간정도의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략 에 네 번째 략(Lef-TNFb)이 TNF-blocking을 포함하고 있는 비

교 략 에 가장 비용효과 인 것으로, 일반 인 치료(U)와 비교했을 때, 

163,556유로/QALY이 다. 이상과 같이 TNF-blocking을 포함하고 있는 략 가

운데, leflunomide로 치료를 한 후, 효과가 좋지 않을 때 TNF-blocking 치료로 

환하는 것이 증  비용과 효과에서 가장 선호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 Barton P. et al, 2004

  2001년 국 Birmingham 학의 West Midlands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Collaboration(WMHTAC)에서는 RA치료에 사용되는 신약 etanercept와 infliximab

에 한 기술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이하 Birmingham Preliminary Model: BPM;  

Jobanputra P. et al., 2002).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모델과 련된 몇 가지 구조

인 제한 을 지니고 있는데, 를 들어 BPM은 사망률 산출이나 질병의 진

행, joint replacement 는 입원에 있어서 질병의 상태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 anti-TNFs와는 별개로 DMARD의 순서가 정해져있다고 가정하

여 DMARD 순서가 다양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고려하지 못하 다. 그래서 

Barton(2004)는 이러한 BPM의 제한 을 극복하기 해 사망률과 Qol효과와 

련된 구조 인 이슈를 제시하고 다양한 치료방법의 sequence모델을 구축하 다

(이하 Birmingham Rheumatoid Arthritis Model: BRAM; Barton P. et al., 2004).  

  보다 정교해진 BRAM 모델은 다음의 측면에서 BPM 모델을 개정하 다. 우

선 BRAM은 ① QoL이 아니라 HAQ score를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제시하

고 있으며, ② 사망률이 HAQ score를 따르도록 하고, ③ 치료법에 따라 다양한 

HAQ의 평균증가율을 고려, 4) 모델에 joint replacement를 포함시켰다는 측면에

서 BPM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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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M은 개별 샘 링 모델에 따른 discrete event simulation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와 유사한 환자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인구 체의 평균 

비용  효과를 측정해 내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 인 임상행태를 반 하

기 해 류마티스 염 치료법에 사용된 약물에 해 체계  문헌고찰

(systematic review)을 하 고, 국의 류마티즘학자에게 행 진료에 해 조사

를 시행하 다.  

  BRAM에서 사용된 략은 DMARD sequence의 총비용과 효과를 비교한다(그

림 참조). 이 때 DMARD sequence에 포함된 약은 anakinra, azathioprine, 

ciclosporin, etanercept, gold, hydroxychloroquine, infleximab, leflunomide, 

methotrexate, penicillanmine, sulfasalazine, methotrexate+ciclosporin 이다. 우선 모델

의 기화(‘initialisation')를 해 가상의 환자들을 상으로 분포(distribution)로

부터 연령, 성, HAQ score가 부여되며, 비용, QALY, joint replacement의 리스크

가 설정된 후 ‘start new treatment'로 이동하게 된다. ‘start new treatment'에는 

initialisation 는 'select next treatment'로부터 이 이벤트로 오게 되는데, 다양한 

DMARD 략에 따라 당한 기비용, QALY가 설정된다. 그 이후에 ‘on 

treatment‘로 이동하게 되는데, 만약 다음 이벤트에서 HAQ score에 변화가 있다

면, 환자는 ‘on treatment'상태로 돌아가며, 그 지 않을 경우 환자는 하게 

‘death', ‘joint replacement', 는 ‘quit DMARD'로 이동하게 된다. DMARD는 

Ciclosporin 는 MTX의 경우 독성을 이유로 단될 수 있으며 다음 이벤트는 

‘select next treatment'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남아있는 DMARD가 없을 경우 

다음 치료방법은 통증완화(palliation)가 될 것이며, 만약 다음 DMARD가 single 

DMARD이라면 이것이 선택된다. 그리고 다음 DMARD가 combination therapy라

면 독성에 따라 ‘select next treatment', ‘start new treatment'로 나 어지게 된다. 

한편 joint replacement는 사망률, 성공률에 따라 경로가 결정되며, 마지막으로 

환자가 death에 이르게 될 경우 다음의 환자로 기화된다. 

  BRAM의 결과, trial data로부터 약품의 효과성을 유도하여 구축된 모델은 실

제 임상행태를 표하기에는 부 하며 증  비용효과성 추정치에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anti-TNFs의 임상시험 결과로부터 조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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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placebo)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실제 인 임상 행을 제 로 반

하지 못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을 조군으로 사용한 결과의 ICER은 

실제 임상 행을 반 하는 약물 시컨스(sequence)를 조군으로 사용했을 때보

다 항상 낮게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Ⅳ-5〕 BRAM의 약물시컨스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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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arton P.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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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BRAM 모델은 약물 시컨스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약물

치료법의 증  비용효과비가 약을 조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피하고, 실 인 실제 임상경로를 잘 반 하고 있다.

  바) Choi HK et al., 2000 

  Choi HK 등(2000)은 MTX-resistant 류마티스 염 환자를 상으로 다양한 

치료법들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 다. 

  사회  에서 ① Etanercept+MTX ② Etanercept monotherapy ③ 

Cyclosporine+MTX ④ Triple therapy(Sulfasalazine+Methotrexate+Hydroxychloroquine) ⑤ 

MTX monotherapy ⑥ no second line agent, 6개 치료법을 비교하 다. Decision 

tree는 [그림 Ⅱ-6]과 같으며 평가기간은 6개월이었다. 효과는 ACR 20과 ACR 

70WR로 측정하 으며 비용은 직 비용과 간 비용으로 나  수 있는데, 직

비용에는 의약품비용(medication cost), 모니터링비용/독성비용, 수술비용이 포함

되었고 간 비용에는 생산성손실비용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triple therapy 

(Sulfasalazine+Methotrexate+Hydroxychloroquine)이 Cyclosporine+MTX, MTX 단독

투여보다 비용-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고 Etanercept+MTX, Etanercept 단독투여

가 triple therapy보다 효과는 높았으나 비용 한 높았다.

〔그림 Ⅳ-6〕 류마티스 염 치료제의 결정분석 모형

Active RA with 
MTX

MTX Continuation

Triple Therapy

Etanercept+MTX

Cyclosporine+MTX

No Second-line Agent

Toxicity

No Toxicity

Major toxicity

No ACR Response

Minor toxicity

ACR Response

No ACR Response

ACR Response

No ACR Response

Etanercept

Active RA with 
MTX

MTX Continuation

Triple Therapy

Etanercept+MTX

Cyclosporine+MTX

No Second-line Agent

Toxicity

No Toxicity

Major toxicity

No ACR Response

Minor toxicity

ACR Response

No ACR Response

ACR Response

No ACR Response

Etanercept

자료: Choi HK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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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의 모델링 개요

  본 연구의 분석 은 사회  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비용과 효과를 계

산하고 평가할 때 사회  에서 근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류마티스 치료에 한 비용-효과성을 고려하기 하여 결정분

석(decision analysis)과 마르코  모형을 활용하 다. 결정분석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모든 안과 이에 한 상황을 나무 모양으로 나타낸 결정수형

(decision tree)의 형태로 작성한 후, 각 단계별 확률을 용하여 각 안들을 비

교하게 된다. 그러나 보건의료의 개입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경우나 시 마다 

확률이 다르게 용되는 경우에는 결정분석의 일종인 마르코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쉽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에서 추천된다. 한 이 경우 

이상태에 머무른 환자 수도 추정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김선 ‧양 민,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마르코  모형을 사용하고, 이를 사용함에 

있어 Brennan et al.(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 그리고 국내외 통계자료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여 가상 인 코호트를 구축하고, Makov process를 사용한 

시뮬 이션을 시행하 다. 

  류마티스성 염 치료제를 용시키는 분석 상 인구집단(the population 

concerned)에 한 기본 인 기특성(the baseline characteristics for the 

population examined)을 살펴보면, 치료를 시작하는 평균연령을 50세로 설정하

고 이때의 HAQ는 1.7임을 반 하 다. 이들 인구 집단을 80세까지 찰하 고,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치료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 다. 모형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약물 시컨스(sequence)를 비교‧분석하 는데, 구체 인 임상

경로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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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사례분석 모델링의 개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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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주기는 DMARD 평가에 한 BSR(British Society for Rheumatology) 가이

드라인에 따라 6개월 주기로 설정하 다. 6개월은 통상 기존 약물에 반응이 없

는 경우 투여하는 최장의 기간이다. 처음 치료를 시작한 환자의 경우 약물에 

반응하는 경우와 반응하지 않는 경우로 나뉘게 되며, 반응하지 않는 경우 약물

시컨스에 따라 다음 요법으로 환하게 된다. 첫 번째 약물에 반응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약효능이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기 까지는 장기간에 걸쳐 지

속 으로 반응하고 있는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HAQ score가 증가(즉, 증상악화)하게 될 경우에 환자는 다음 약물 

시컨스로 환하게 된다. 만약 시컨스 상에서의 치료약물이 모두 제공되었을 

경우에 마지막 요법으로 사망하기 까지 MTX를 복용하는 것으로 하 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해 1,000명의 환자들 상으로 가상 으로 6개월 주기

의 시뮬 이션을 수행하 는데 연구 기간은 5년을 기본 분석으로 하되, 1년‧10

년‧15년‧30년을 병행하여 추가 분석하 다(표 Ⅳ-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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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Q값을 EuroQol(EQ-5D)에 해 회귀분석하여 추정한 선행연구의 효용 식

을 활용하여 시뮬 이션을 통해 구한 HAQ값을 QALY로 환하 고, 약제비 

 모니터링 비용 등을 포함하 으며, 효과(QALY)와 비용에 해서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에 따라 각각 5%의 할인율을 용하 다. 그리고 시뮬 이션 

한 1,000명의 환자들에 해 각 주기별 평균 QALY와 비용을 제공하며, 치료 

안의 경제성 평가 결과로 증  효과비(ICER)를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결과분석 후에 요한 라메터가 변화하는 경우의 비용-효과 분

석결과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민감도분석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를 해서 

각 요 라메터와 련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하

다. 

〈표 Ⅳ-4〉 류마티스 염 치료제에 한 실증  사례분석의 개요

항목 실증  사례분석 개요

상 약물

약물의 sequence 비교

- 안 1: MTX → MTX+Lef → MTX+ETN → MTX

- 안 2: MTX+ETN → MTX+Lef → MTX

사회  

분석 상 기간 기본 분석은 5년(1년, 10년, 15년, 30년 민감도 분석)

상환자그룹 active RA(50세, HAQ 1.7)

성과 변수 QALY(HAQ으로부터 추정)

비용 항목 직 비(간 비는 별도 산출)

모델링 시간 경과에 따른 HAQ값 변화 양상

민감도 분석
- 할인율(5% 기본, 3%  7.5% 민감도 분석) 

- 비용의 범주: 직 비만으로 기본 분석, 간 비 민감도 분석 

분석기법
Markov Model(cycle: 6개월)  

Markov cohort simulation (1,000 명 simulation)

분석 소 트웨어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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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의 측정

  의약품 경제성 평가의 성과 지표는 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궁극 으로 기

하는 치료효과로 정한다. 류마티스 염 치료제에 있어서는 주로 ACR20이나 

HAQ, DAS28이 임상  성과 지표로서 리 활용되고 있으며, 효용지표로는 질

보정수명(QALYs)이 사용된다. 다음에서는 이상의 성과 지표를 소개하고 실제 

류마티스 염 치료제의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본 실증 분석에서의 성과 모델링 방법과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주요 임상  성과 변수

1) Health Assessment Questionnaire(HAQ)

  HAQ은 성인 염 환자의 일상생활수행 어려움을 측정하기 하여 기능  

활동장애(functional disability)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Fries 등(1980)이 개발하 다.  

이 도구에서는 과거 1주일간 일상 활동을 측정하는데 항목으로는 옷입기와 손

질하기, 일어서기, 식사하기, 걷기, 개인 생, 올리기와 내리기, 잡기  옥외활

동 등의 8개의 하부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방법은 ‘0=  어려움이 없

음’, ‘1=약간 어려움’, ‘2=무척 어려움 는 타인이나 기구의 도움이 필요’, ‘3=

할 수 없음’ 등으로 수를 매겨 각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를 합하여(최  

score는 24) 이를 8로 나  값(범 : 0-3)으로 disability index를 표시한다. 지수가 

증가할수록 활동장애가 큰 것을 의미한다. 자가보고형의 척도로서 설문지에 응

답하는데 5～8분이 소요되므로 진료를 받기 해 기다리는 동안에도 충분히 완

성할 수 있어 선행 연구에서 가장 리 사용되어 온 도구  하나이다. 

  HAQ값은 0～3까지의 자연수로서 의약품 투약에 따른 개선효과를 계량화하

는데 용이한 장 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HAQ은 장기 모델링에 주요

한 성과변수로 활용되고 있으며, 구간값 분류를 통하여 류마티스질환의 도

(severity)를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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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로는 Kobelt 등(2003)과 Wong 등(2002)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 연구

에서는 ATTRACT 임상 연구와 련 찰연구의 환자 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Markov transition matrix를 계산하고 환자의 장기간 HAQ 수를 측하 다. 

Brennan 등(2004)은 치료에 반응하는 환자와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 한 평균 

HAQ 수 개선을 추정하기 하여 이미 발표된 임상문헌자료로부터의 질병의 

연간 진행률을 사용하 다. 

  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HAQ 수를 범주화하여 각 질환의 증도에 따

라 QALY를 응하는 방식을 취하 다. Kobelt 등(2005)의 경우 HAQ값을 6단

계로 구분한 반면(0-0.6, 0.6-1.1, 1.1-1.6, 1.6-2.1, 2.1-2.6, 2.6-3.0), Wong 등(2002)

에서는 4단계로 구분하 다(0, 0.1-1.0, 1.1-2.0, 2.1-3.0). 그런데 HAQ의 구간별로 

QALY값을 응시킬 때 각 구간별로 선호값에 근거한 가 치를 통해 비례 으

로 건강 련 삶의 질의 값을 부여하게 되므로 구간의 크기는 요하다. Wong 

등의 경우 4단계로 HAQ값을 구분하 기 때문에 HAQ값이 0.9 이상 개선이 되

어야 QALY 값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HAQ 구간이 커지면 QALY 변

화를 측정하는 것이 부정확할 수 있다. 임상  변화가 나타나는 최소 구간에 

하여 HAQ값의 구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통상 류마티스 염에 있어

서 환자가 건강 련 삶의 질(Health Related-Quality Of Life: HR-QOL)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차이(Minimally Important Difference; MID)는 0.25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이와는 달리 Brennan 등(2004)은 환자 개개인의 HAQ값 변화 따라 그

에 상응하는 QALYs값을 모델링하 는데, 구간을 정하지 않고 회귀식을 사용하

여 연속변수의 개념으로 근하 다.

2) ACR20(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response criteria 20)

  ACR은 기존의 약물과 새로운 약물의 효과(efficacy)를 결정하기 해 임상 성

과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미국의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에서 만든 기

이다. ACR20은 찰시 에서 baseline보다 압통  부종이 있는 수가 

20% 이상 호 되고 다음의 5개 항목에서 3개 항목 이상이 baseline 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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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개선됨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환자 통증 평가(Patient pain assessment), 환

자의 종합평가(Patient global assessment),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 global 

assessment), 환자 자가 측정 활동제한성(Patient self-assessed disability), 성기 반

응(Acute-phase reactant; ESR or CRP)(그림 Ⅳ-8 참조).

〔그림 Ⅳ-8〕 ACR20의 평가방법

압통 수의 20% 이상 호  + 종창 수의 20% 이상 호

+ 

다음 5가지 항목  3가지 이상에서 20% 이상 호  ;

- 환자 통증 평가(Patient pain assessment)

- 환자 종합 평가(Patient global assessment)

- 의사의 종합 평가(Physician global assessment)

- 환자 자가 측정 활동 제한성(Patient self-assessed disability)

- 성기 반응(Acute-phase reactant; ESR or CRP)

  ACR 기 (ACR20, 50,  70)은 약 조 무작 배정 비교임상시험에서 치료

요법의 유효성을 측정하는 최 의 표 방법(gold-standard measure)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많은 임상시험에서 류마티스 염 약물요법의 성과지표로서 

ACR20 개선효과를 보인 환자 비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문헌이 많다

는 에서 경제성평가에 이를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ACR값만으로는 장기간의  부식에 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

다는 과 한 의 부식 방이나 방사선학  소견상 골 괴 진행억제에 

한 방이라는 약물의 유익성이 간과된다는 제한 이 있다. 한 ACR 반응의 

크기는 주어진 기상태에 상 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ACR은 상  측정치

가 되고 따라서 치료성과를  수치로 나타내는데 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반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생물학

제제가 환자에게서 효과가 거의 없거나 아  없다면 4～6개월 사이에 투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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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있다. 반응결과의 측정에 한 일치된 의견은 없지만 ACR이 상  

개선에 해 가장 합한 측정수단이라는 데에는 일반 으로 동의하고 있다. 

즉, ACR은 인 효과에 한 측정수단은 아니나 반응률에 한 지표로서 

리 활용되고 있다. 

3) DAS(Disease Activity Score)

  DAS는 국과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류마티스 염의 질환 정도를 나타

내는 지표로서 주로 치료요법에 한 반응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기존 치료약에 하여 DAS28에 의한 반응결과가 없는 것으로 정되면 통상 

다른 치료약으로 환한다. 

  DAS를 측정하기 해서는 아  수와 부종이 있는 수,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nm/hr), 환자의 반 인 건강상태(GH)나 혹은 

visual analogue scale을 이용한 환자 자신의 이환활동정도 평가 등을 종합하여 

지수를 산출한다. 이를 산출하는 공식은 Webculator 이용하거나 로그램된 

excel을 사용하는 식이다. 환자의 반 인 건강상태나 혹은 이환 활동자료가 

없는 경우는 그 외의 3가지 변수로 다른 공식을 통해 DAS28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다.

DAS 28 =0.56*sqrt(tender28) + 0.28*sqrt(swollen28) + 0.70*In(ESR) + 0.014*GH

  DAS28은 류마티스 염의 질환 정도를 0～10으로 나타내 그 결과 값 

DAS28이 5.1 이상이면 RA의 활동도가 높고 3.2 이하이면 낮다. 한 DAS28이 

2.6 이하이면 해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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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행 연구 고찰

1) 성과변수  약물반응  단에 한 선행연구

  치료약에 한 반응 여부를 측정하는 변수는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

다. 국과 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투약을 시작한 지 3개월 시 에서 

DAS28 지표를 이용하여 biological DMARD의 반응을 측정하며 치료에 반응하

지 않는 환자들은 다른 요법으로 환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반응을 정의

하는 방법이 다양하나, 부분 ACR20(혹은 50) 지표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효과

가 없을 경우 4～6개월 사이에 biological DMARD의 사용을 단한다. 

  약물반응과 단과 련하여 주요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Choi et 

al.(2000)은 이 맹검법에 근거한 세 가지 무작 비교임상시험(RCT)과 한 가지 

open-label 실험의 증상 개선효과에 한 자료를 모아서 사용하 다. 치료 성과

의 측정은 HAQ와 ACR를 사용하 다. 이 연구는 단기간인 6개월 기간만 비교

하 기 때문에 단율에 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Kobelt et al.(2003)과 Wong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ATTRACT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처음 1년의 infliximab 치료결과를 일생기간에 한 모형 개발에 

사용하 다. 이 모형에서는 비반응자도 처음 1년 동안은 치료를 계속 받는 것

으로 하여 기 치료 단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1년째에 모든 환자는 

infliximab을 단하고 통 인 DMARD로 환하는 것으로 가정하 는데, 이

는 생물학  치료제에 한 장기 임상자료가 없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이다. 그

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약물에 한 단은 일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진 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비 이 제기되었다. 즉 1년째에도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지 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 으로 인하여 본 모델은 실제 인 선택

을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Brennan et al.(2004)에서는 ACR20을 사용하여 치료 단에 한 모델을 구성

하 다. 이 모델에 따르면 생물학  치료제에 해서는 3개월, 다른 치료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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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6개월째의 ACR20에 의한 반응결과를 보아 치료 단에 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개선에 한 증거가 거의 없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의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것이었다.

  Jobanputra et al.(2002)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치료에 해 발표된 치료 단률

을 근거로 추정된 값을 사용하 다. 그러나 이는 국의 치료지침을 따르지 않

은 자료이고 임상  실을 정확히 반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제한 이 지

된 바 있다.

  Kobelt et al.(2004)은 3개월, 6개월, 12개월째 얻어진 DAS28의 값을 임상  

성과의 측정치로 사용하 다. 생물학  치료제를 단한 환자의 체  치료에 

한 개선과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다.

  류마티스 염 치료제에 한 경제성 평가에서 치료제에 한 반응  단

이 요한 것은 Etanercept와 같은 biological DMARD의 약값이 비싸기 때문이

다. 즉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은 건강상 개선이 거의 없으나 biological 

DMARD의 1년 치료비용이 산정되므로 기 치료 단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비용을 과  추정하게 되어 경제성평가 결과에 상당한 바이어스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환자가 치료를 단하면 치료에 의해 획득된 많은 편익이 상실될 수 있

다. 이는 퇴행 혹은 재발효과(rebound or fallback effect)로 알려진 특성으로 여러 

질병에서 찰되고 있다. Kobelt et al.(2003)과 Wong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기 단계후에 치료의 단이 일어나나 0.2 HAQ에 해당하는 계속되는 약효

과를 인정했다. 이는 결과 으로 추가  비용을 안들이고 그들의 연구에서 삶

의 질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이 되었고, 더욱이 HAQ값에 의존하는 비용의 감소

를 가져왔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치료의 단 후에는 처음의 HAQ값으로 돌아

가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치료 에도 질병의 진행이 존재하여 치료의 효

과가 상실됨과 함께 처음의 HAQ값 이상으로 HAQ값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이

러한 가정들에 한 신 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외에 성과변수의 측정에서 유효성(Effica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의 차이

에 한 고려도 필요하다. 임상시험 결과 제시된 유효성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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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암묵 인 가정은 그 결과들이 임상에서 찰되는 실제 세계의 효과에 상응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상연구 결과와 실제 진료 실과는 차이가 

있다. Wolfe et al.(2003)은 임상시험에 포함된 환자의 기 건강상태는 실제 세

계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한 합한 가 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 한 바 있다. 이를 검토하기 하여 Brennan et al.(2004)은 Etanercept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HAQ값 변화와 미국 염질환 국립데이터뱅크(NDB)의 

Etanercept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HAQ값 변화를 비교하 는데, 그 결과  

ACR20 반응자에서는 HAQ값이 0.88 개선되었고, 비반응자에서는 0.7 개선되었

다. 반면 Wolfe et al.(2003)은 6개월간 HAQ의 효과가 0.08 개선된 것으로 추정

하여 실제 염 국립데이터뱅크에 등록된 환자들의 HAQ 개선정도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큰 차이는 우선 임상시험에 참가하는 환자들은 부분 환자들의 가장 

나쁜 상태에서 치료가 시작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

날 수 있다는 측면이다. 한편 실제 진료받는 환자에서는 Etanercept를 사용하기 

이 에 통 인 DMARD와 함께 corticosteroids 등을 병용 처방하는 경우가 많

아 단기 인 통증의 개선이 이미 나타나 Etanercept에 의한 HAQ 개선이 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다. Brennan and Bansback(2004)은 의 모순 인 차이를 

환자그룹과 HAQ의 측정시기로도 설명하 다. Wolfe et al.의 국립데이터뱅크에 

속한 환자는 HAQ값을 처음 측정할 때 Etanercept 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측정 이후의 어떤 시 에서 생물학  치료로 환

하게 되는데, 그 환 이유는 환자들의 상태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HAQ값을 측정하고 Etanercept 투약 후 HAQ값의 변화를 

측정하 다면 국립데이터뱅크 환자들도 더 큰 HAQ값의 개선을 보 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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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보정생존연수(QALY)의 측정에 한 선행 연구

  질보정생존연구(Quality Adjusted Life Years: QALYs)의 사용은 기 수명의 연

장과 동시에 삶의 질까지도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각 개인의 각 건강상태에 

한 질가 치(quality weights)를 구해 그 해당하는 건강상태에서 지낸 기간에 

곱함으로써 구해진다. 이를 구하는 직 인 방법으로 standard gamble(SG), time 

trade-off(TTO), rating scale(RS)이, 간 인 방법으로는 HUI2, HUI3, EQ-5D, 

SF-6D가 있다. 

  캐나다의 CCOHTA 가이드라인에서는 서로 다른 QOL을 직 으로 비교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구 선택을 가이드 할 자료가 거의 없으며 사용자가 

연구목 에 맞는 시스템을 선택하되, 단순히 결과가 가장 좋은 도구를 선택해

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OMERACT 합의문에서는 QALYs 결과를 발표함

에 있어 좀 더 질병에 문 인 성과 측정치를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

러나 류마티스 염 치료제 비용효과분석의 QALYs 계산에 있어 건강상태에 

가 치를 주는데 어떤 근거를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해 아직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직  방식에 의한 류마티스 염 질가 치 측정 선행연구

  류마티스 염 환자로부터 SG나 TTO방법을 통해 직 으로 선호를 얻어

낸 연구들이 있다. 그런데 일반 으로 SG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 반응성이 낮

았다. 한 류마티스 염용 성과측정과의 상 성이 아주 낮았다. TTO 방식도 

류마티스 염 환자에 해 용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류마티

스 염용 성과 측정값들 그리고 다른 건강 련 삶의 질 측정치들과 낮은 상

성을 가지고 있음이 지 된 바 있다. 한 TTO는 질병상태의 변화를 환자자

신이 직  보고하는 값을 외 인 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아주 낮은 반응성이 

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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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방식에 의한 류마티스 염 질가 치 측정 선행연구

  Russel et al.(2003)에서는 SF-6D, EQ-5D 그리고 SG의 신뢰성과 반응성에 

한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뢰성에 있어서는 모두 간 정도의 신뢰

성을 보 으나, 반응성에 있어서는 SF-6D가 EQ-5D나 SG보다 더 우수한 것으

로 결과가 나타났다. 

  Marra et al.(2005)에서는 HUI2, HUI3, EQ-5D 그리고 SF-6D로부터 얻어진 

체 효용값에 한 비교가 이루어지고 한 류마티스 염환자의 표본에서 

체 효용값에 의해 측정되는 건강의 차원들을 결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효용값은 방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한 모든 방법

들이 부분의 신체 인 기능과 통증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HUI2와 

HUI3는 추가 으로 인지(cognition)를 측정하며, SF-6D와 EQ-5D는 추가 으로 

정신‧감정 인 건강을 측정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Conner-Spady와 Suarez-Almazor의 연구에서는 QALY 계산의 가 치를 

제공하는데 있어 선호에 기반을 둔 방법들(EQ-5D, SF-6D, HUI3)간의 호환성에 

한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체 효용값에 해서 방법들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환자의 질병상태의 변화를 측정함에 있어 EQ-5D 수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큰 평균변화를 보 다. 반응성에 있어 EQ-5D가 다른 방법들에 비

해 유의미 하게 크다는 결과가 제시된다. 결론 으로 이 연구에 의하면 상기한 

가 치 도출 방법들은 유사한 기  구조를 측정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호환될 

수 없으며 비용-효용분석에 용된다면 실제 으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지 되었다.

  Luo et al.(2003)에서는 싱가포르의 류마티스 염환자 표본에 해 EQ-5D와 

HUI3의 성과에 한 연구를 보여주고 있다. 둘 다 모두 다른 건강상태를 잘 구

분하 고 간 정도의 상 성을 보 다(Spearman의 rank coefficient가 p<0.001의 

유의 수 에서 0.45이다.). 그러나 다른 수 의 EQ-5D의 이동성(mobility)과 

HUI3의 장애(disability)를 보고한 일부의 환자들에서는 반응에 있어서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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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따라서 EQ-5D와 HUI3은 같이 건강 련 삶의 질을 잘 측정하나 다

른 역을 측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선호에 근거하여 질가 치를 용한 선행연구 

  Suarez-Almazor와 Conner-Spady의 연구에서는 EQ-5D, RS, TTO 그리고 SG 방

법들을 용한 소규모 조사로부터의 가정된 개입과 결과를 사용하 다. 그리고 

표본은 일반 (general public), 류마티스 염환자 그리고 의료 문가에서 추

출하 다. 결과는 QALY 당 증  비용이 연구에 따라 4만불에서 22만불로 나

타났는데 조사가 이루어진 방법이나 표본에 따라 선호 값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HUI2, HUI3, SF-6D, EQ-5D 등 상이한 방법들에서 도출

된 질가 치를 용할 경우 연구 결과는 가장 작은 ICER과 가장 큰 ICER사이

에 약 두 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HUI3를 용한 결과가 

SF-6D를 용한 결과보다 ICER가 약 두 배 작았다. 

  따라서 상이한 방법들에 근거한 상이한 질가 치의 사용은 다른 정책의 선택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Kobelt et al.(2003)의 연구는 

EQ-5D의 방법을 사용했고, Wong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RS의 방법을 사용

했다. Brennan et al.(2004)과 Jobanputra et al.(2002)의 연구들에서는 연속 인 

HAQ값이 사용되었고, HAQ값을 EQ-5D 효용값으로 환하기 하여 가 된 선

형회귀식이 사용되었다.

3) 사망률에 한 선행 연구

  류마티스 염 환자의 사망 험성은 일반인구집단보다 훨씬 높다. 

OMERACT 보고서에서는 결정분석모델링 연구시 사망 험성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Wong 등(2002)과 Brennan 등(2004)의 모델에서는 질병의 증도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사망률을 사용하 다. Wong 등(2002)은 활동제한성 수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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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이 증가하면 사망 험이 1.77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 고, 이것은 

infliximab 요법을 받는 환자들에서 생존연수가 0.14년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의미

이다. 체 모델링된 QALYs의 차이가 0.34이기 때문에, 이것은 41%의 편익을 

가져온다. 이러한 가정을 하지 않고 민감도분석을 한 결과, QALY당 base care 

cost 가 $US30,690에서 $US35,800(1998년 화폐가치)으로 증가하 다. 

  Brennan 등(2004)의 연구는 이와 비슷하게 시행했지만, Yelin 등(1999)의 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더욱 보수 인 추정치를 사용하 다. 이들은 연령, 성별  

baseline HAQ 수를 통제한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에 따라 HAQ 

수의 변화가 사망률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 다. 회귀식의 결과에 따르면, 

baseline HAQ 수가 1  악화되면 사망률의 상  험도가 1.3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Kobelt 등(2003)은 해당 국가에서 정상인의 연령  성별에 따른 사망률에 근

거하여 사망상태로의 이 확률을 모델링하 다. 그 기 때문에 이 연구는 류

마티스 염 환자에서 발견되는 더 높은 사망률과, 시간 경과에 따라 인구집

단의 연령  성별 분포가 변화하는 것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Jobanputra 등(2002)은 모델링한 코호트에서의 생존 패턴을 추정하기 하여 

보정된 생명표를 사용하 으나, 질환의 증도에 근거한 사망률의 차이는 평가

하지 못하 다. Choi 등(2002)과 Kobelt 등(2003)이 시행한  분석에서는, 단기간

의 결과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사망률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 실증분석에서의 주요 성과 변수 측정과 산출

  이상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실증분석에서는 ACR20, HAQ, 사

망률, 약물 단율(withdrawal rate) 등을 주요 성과 변수로 측정하 다(표 Ⅳ-5

참조). 모델링에 있어서 ACR20은 의약품에 한 반응률 자료로 활용하 고, 

HAQ값은 기능활동의 변화치로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하 다. 기

존 약물에 하여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이를 단하고 약물 시컨스에 따라 다음 약물로 환하는데, 이 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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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는 단율에 따라 정하 다. 한편 본 모델의 최종 상태(end point)는 사망인

데 사망 정도는 사망률에 의거한다. 

〈표 Ⅳ-5〉 모델링에 활용된 주요 성과 변수

효과 변수 설  명

약물요법에 한 

기 반응 

약물요법을 시작한 후 6개월 시 에서 baseline으로부터 ACR20 

반응을 보인 환자수 비율(%)임.

약물요법에 한 

기 HAQ 개선정도

치료순서에 따른 약물요법을 시작한 후 6개월 시 에서 ACR20 

반응을 보인 환자군의 평균 HAQ 감소치임.

매 주기별 HAQ 

진행정도 

시간경과에 따른 HAQ 변화값임. 약물요법의 종류와 순서, 치료반

응여부, 치료 단 여부 등에 따라 매 주기마다 HAQ값이 변화함.  

매 주기별 단율(%) 
매 주기별 약물요법을 시작한 체 환자  부작용이나 약물효과

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도에 단한 환자수의 비율(%)임. 

단 후 HAQ 

진행정도
약물요법을 단한 환자에서 HAQ이 다시 악화되는 정도를 말함. 

사망률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환자  사망하는 환자수의 비율(%)임.

1) 주요 성과변수에 한 자료 수집  추출

  가) 효과 자료의 수집

  경제성평가연구에서 안들을 비교할 때 주요한 부분 의 하나가 문헌들로

부터 효과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약물요법간의 유효성을 평가할 때, 문헌자

료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비교 상 약물들을 직  임상시험하는 head-to-head 

무작 배정비교임상시험(RCT)의 결과이다. 

  그런데 재 TNFα antagonists에 한 임상시험은 거의 부분 생물학 제제 

DMARD를 약( 는 통 인 DMARD)과 비교한 것이며, head-to-head RCTs가 

앞으로 활발히 시험될 것 같지도 않다는 망이다. 따라서 안들에 한 효과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간 인 비교 는 찰연구(  규모의 비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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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다. 

  이와 련하여 OMERACT 지침에서는 head-to-head 비교가 없는 경우, 어떤 

약물이 다른 약물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이론 으로 고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데 다른 연구결과들을 비교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를 들면, 비교 안 간에 

환자군의 차이(즉, baseline 에서의 활동제한성 증도가 다름), 포함된 비용 항

목의 차이  효과 측정법의 차이(선호도에 근거한 측정법 비 질환 특이  

측정법) 등이 있기 때문에 비용효과 분석들 간의 비교가 부 할 수 있다. 

한 반응률에 한 자료도 신뢰구간을 이용하여 변수들의 불확실성 정도를 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문헌 검색 략

  본 경제성 평가 연구에 사용하고자 하는 각 약물요법 종류별로 효과변수와 

련된 합한 자료를 찾기 해서, 미국 국립의학도서  서지 데이터베이스로

서 보편화되어 있는 의학정보 검색엔진인 PubMed를 이용하 다. 검색 상 논

문을 검색어를 입력하여 기발표된 임상시험문헌을 검색하 는데(표 Ⅳ-6 참조), 

분석하고자 하는 상 인구집단이 일치되는 문헌만을 선정하기 하여 ‘류마티

스 염’으로 제한하 고, 가장 편의(bias)의 가능성이 낮은 자료원을 선택하기 

하여 사람을 상으로 한 ‘무작 비교임상시험(RCT)’으로 제한하 다. 

  한편, 자료의 검토  질  수 을 평가하는 데 용이하도록 ‘ 문’으로 작성

된 문헌으로 제한하 고, 가능한 최근의 연구결과가 하다고 단되어 ‘최

근 10년간 발표된(1996～2005년)’ 문헌으로 제한하 다. 검색된 문헌  연구에 

사용하기에 한 련 문헌자료는 해당 원문을 찾아 수기로 검토하여 최종 

선정된 문헌으로부터 추출된 자료를 요약 정리하 다.

  외국인을 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부터 얻어진 효과에 한 결과가 한국인

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에 해서는 국내에 객 인 자료가 없다. 그러나 

한국인에 있어서의 류마티스 염 치료제의 효과  부작용 양상은 외국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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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차이가 없다고 평가한 국내 임상의사들의 의견에 따라, 효과자료는 외국

에서 실시된 임상문헌으로부터 얻어지는 자료를 그 로 이용하기로 결정하 다.  

〈표 Ⅳ-6〉 문헌 검색 략

Step 략

1단계

PubMed에서 아래와 같은 검색범 로 문헌을 검색

- Limits: 문자료(English), 사람에 한 임상시험자료(Randomized Controlled 

Trial, Human), 1996-2005년 발표된 문헌

<검색범   주요검색어〉

- 상질환: rheumatoid arthritis 

- 약물요법: etanercept+methotrexate, leflunomide+methotrexate, methotrexate 

2단계

검색된 자료의 제목  록을 검토하여 주요 선정기 ( 상질환, 약물요법 종

류, 효과변수인 ACR20  HAQ의 제시여부) 에 부합되는 문헌을 선정하고, 이

에 한 원문 확보

3단계
입수된 원문 내용을 검토하여 모든 선정기 에 합한지 수기 검색하여, 내용을 

요약 정리

4단계 최종 선정된 문헌으로부터 모델에 사용될 변수값 추출

  다) 문헌 검토  문헌 선정 기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자료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낼 때 환자군이 

유사한 형태이어야 하고 유사한 질병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 아주 요

하다. 특히 류마티스 염의 경우 성과 변수들은 의약품의 종류, 이환기간 등

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델링을 할 경우 연령, 질병의 이환기간과 증도와 같은 

시간과 련된 변수들이 자료원간에 부합하는 것이 필수 이다.

  검색 략에 따라 서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1차 검색된 문헌자료의 록을 

검토하여 검토 상 논문을 선별하 다. 록만으로 문헌의 련성을 확인하기

가 어려운 경우에는 2차 으로 원문을 확보, 검토함으로써 <표 Ⅳ-7>의 선정기

에 합한 문헌만을 최종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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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문헌 선정기

평가항목 선정기

상환자군 활동성 류마티스 염인 성인 환자

상환자수 30명 이상

이환기간

Etanercept와 MTX를 첫 번째 치료제로 사용한 임상문헌은 재 

TEMPO trial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상 환자의 이환기간이 약 6년이므

로, 유사한 상환자군의 결과를 비교하기 해서는 모든 약물요법군의 

상환자의 류마티스 염 이환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를 선정함.

임상시험 이 의 

MTX, DMARDs 

복용 여부

제한을 두지 않음.

임상시험디자인 무작 배정 임상시험(Randomized Clinical Trial) 을 기본으로 함.

시험목
개개 약물요법의 효과  안 성에 한 평가를 목 으로 하는 것에 

한함. 

시험약물요법
MTX 단독요법 는 Etanercept+MTX 병용요법 는 Leflunomide+MTX 

병용요법 

약물요법 투여량

무작 배정 디자인으로 시행되는 부분의 3상 임상시험에서는 일반

으로 실제 임상에서 사용될 최 용량이 용되기 때문에 각 약물요

법별 투여량에 해서는 특별히 범 를 제한하지 않음.

시험기간 6개월 이상

평가변수

6개월 시 에서의 ACR20, HAQ 측정값, 단률이 제시된 문헌(단, 시

간경과별 자료가 그래  는 측정값 등이 제시되어 6개월 시 에서

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면 6개월 시 에서의 직  측정값이 없다 하

더라도 포함시킴)

  한편, 1단계 요법의 경우에는 MTX naive 환자를 상으로 선정하고자 하

고, 2단계, 3단계 요법  유지요법의 경우에는 MTX use 상환자의 임상문헌

을 선정하고자 하 다. 

  논문형태는 검색하려는 약물요법에 한 효과를 측정한 논문으로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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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al article)만을 선택하고 종설(review) 논문은 제외하 다. 한 기 시행된 

무작 배정임상시험들(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이하 “RCT”라 함) 여러 가

지를 상호 비교분석한 연구나, 혹은 RCT 결과를 이용한 비용효과분석 문헌은 

이미 원래의 임상문헌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임상문헌 선정 상에서는 제외하

다. 한편, 1개의 임상시험에서 상이 된 환자집단에서 평가항목을 달리 하여 

여러 개의 에 발표한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1개의 문헌만을 선정하 다. 

  Electronic PubMed로부터 검색된 각 약물요법별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선정기

에 합한 자료를 선별하 다. 주요 검색어와 제한(Limits)으로 검색한 문헌은 

약품 종류에 따라 16～193개 으나, 이들 문헌을 일일이 읽고 <표 Ⅳ-7>의 문

헌 선정기 에 맞는 문헌을 찾으니 1～8개로 폭 감소하 다. 결과 으로 검

색된 총 문헌 수  최종 선정 문헌 수는 <표 Ⅳ-8>과 같다. 

 

〈표 Ⅳ-8〉 검색 문헌 수  최종 선정 문헌 수 

약물요법 

sequences
주요 검색어 limits

검색 

문헌수

최종 선정 

문헌수

MTX+ETN 

1단계 요법

methotrexate AND etanercept 

AND rheumatoid arthritis 

English, Human,

RCT, 1996～2005
16 1

MTX+ETN 

3단계 요법

methotrexate AND etanercept 

AND rheumatoid arthritis 

English, Human,

RCT, 1996～2005
16 1

MTX 

1단계 요법 

methotrexate AND rheumatoid 

arthritis

English, Human,

RCT, 1996～2005
193 2

MTX 

유지요법

methotrexate AND rheumatoid 

arthritis

English, Human,

RCT, 1996～2005
193 8

MTX+Lef 

2단계 요법

methotrexate AND 

leflunomide AND rheumatoid 

arthritis

English, Human,

RCT, 1996～2005
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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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선정된 문헌의 요약

  최종 선정된 임상문헌으로부터 약물요법별 임상시험결과를 요약하면 <표 Ⅳ

-9>와 같고, 이들 임상문헌들의 내용은 부록 3에 정리하 다. 

  1단계 요법으로 사용하는 MTX+ETN과 MTX 단독요법에 한 임상자료로서 

HAC값의 변화치와 ACR20 값이 모두 제시된 문헌은 TEMPO trial(Klareskog 등, 

2004) 자료가 유일하 으므로 이 자료를 심으로 다른 연구자료들의 비교 가

능성을 검토하 다. 그런데 TEMPO 연구에서는 임상시험 기간이 52주로서 문

헌자료에서는 24주의 ACR20와 HAQ 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52주 자료만 제시

된 문제 이 있다. 따라서 ACR20의 경우에는 문헌상의 그래 로부터 24주값을 

추정하 고, HAQ의 경우에는 Baumgartner 등(2004)의 연구에서 6개월과 12개월

의 HAQ값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가 근거를 바탕으로 52주 HAQ값

을 24주의 HAQ값과 동일하다고 간주하 다. 한편, 24주 후의 단율이 제시되

지 않고 52주 단율만 제시되어 있는데 단율의 경우에는 52주 후의 단율

을 2로 나 어서 24주 시 에서의 단률로 추정하 다.  

  이상에서에 열거한 개별 임상시험에서 모집된 상환자들 개개인의 원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약물요법간에 사용한 임상문헌 환자군의 유사성을 통계학 인 

방법으로 검증할 수는 없으나 개개 문헌에 평균값으로 제시된 환자군의 특성을 

보면, 류마티스 염 유병기간이 6.5～13년 범 이고, 평균 연령은 48～57세, 여

성 비율이 73～90%, HAQ의 활동 제한성 지수(disability index)가 1.3～1.8 정도로 

요약되었다. 한편 6개월 치료 후 ACR20 반응률은 약 15～82% 이고, HAQ 개선

정도는 -1.0부터 -0.1까지의 범 로서 약물요법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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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최종 선정된 문헌 요약 

약물요법 

sequences 

문헌

( 자/

연도)

이환

기간

(년)

환자

수

(명)

평균

연령

(세)

여성 

(%)

Baseline 

HAQ

6개월 

약물요법

후 ACR20 

(%)

6개월 약물요법후 

HAQ 6개월 약물요법 후 

단율(부작용+효과불

충분에 의한 단자수 

총합(명)(%)
측정값

Baseline 

으로부터의 

개선정도

MTX+ETN

1단계 요법

Klareskog 

2004
1) 6.8 231 53 74

1.8

(1.7-1.8)*
82

2) 0.8
3)

(0.7-0.9)*

-1.0
6.5%

4)
 

52주) 24+6=30 

(13.0%)

MTX+ETN

3단계 요법

Weinblatt

1999
13 59 48 90 1.5 71 0.8 -0.7 0+2=2 (3.4%)

MTX 

1단계 요법

Klareskog 

2004
1) 6.8 228 53 79

1.7

(1.6-1.8)*
73

2) 1.1
3)

(1.0-1.1)*

-0.6
 11.6%

4)
 

52주) 32+21=53 

(23.2%)

Strand 1999 6.5 182 53 75
1.3 492)

(38-53)*
1.0 -0.30

9.1%4)

12개월) 19+14=33 

(18.1%)

MTX

유지요법

Keystone 

2004
10.9 200 56 73

1.48

(±0.59)**
29.5 1.24

-0.24

(±0.52)**

9.0%
4)

52주) 13+23=36 (18%)

Edwards 

2004
11 40 54 80 - 38 - - 1+2=3(7.5%)

Cohen 2004 10 251 57 75
1.3

(±0.6)**
22 1.12

-0.18

(±0.03)***
33+0=33 (13%)

Weinblatt 

2003
11.1 62 56 82

1.64

(±0.63)**
14.5 1.37

-0.27

(±0.57)**
2+0=0 (3.2%)

Kremer 2003 8.9 119 55 66 - 35.3 - - 7+29=36 (30%)

Cohen 2002 7.8 74 53 85
1.4

(±0.6)**
23 1.25 0.15 3+5=8 (10.8%)

Kremer 2002 12.7 133 57 81
1.5

(±0.58)**
19.5 1.4

-0.1

(±0.43)**
9+15=24 (18.0%)

Weinblatt 

1999
13 30 53 73 1.5 27 1.1 -0.4 1+4=5 (16.7%)

MTX+Lef 

2단계 요법
Kremer 2002 10.5 130 56 76

1.6

(±0.62)** 
46.2 1.2

-0.4

(±0.53)**
16+9=25 (19.2%)

* 95% 신뢰구간,   ** 표 편차,   ***표 오차(Standard Error)

주: 1) 본 연구에서의 pivotal study 인 TEMPO trial임. 

   2) 그래 에서 추정한 값임

   3) 임상문헌에서는 52주 결과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24주 값은 추정함. 6개월과 12개월의 HAQ값을 동일하다고 추정함 

(Baumgartner 등의 연구에 근거함)

   4) 52주 결과값으로부터 24주 값을 추정함. 52주 후의 단율을 2로 나 어서 24주 시 에서의 단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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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효과 자료 추출  통합

 약물요법에 한 기 반응: 6개월 약물요법 후 ACR20 반응률 
  최종 선정된 임상문헌 자료  MTX 1단계 요법인 환자에게 처음 투약하는 

경우와 MTX를 마지막단계에서 유지요법으로 쓰는 경우에는 ACR20과 련된 

자료가 다수 존재하므로, ACR20값을 통합하기 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  

  메타분석은 재 다양한 컴퓨터 로그램으로 수행되고 있다. STATA, SAS, 

S+ 등은 상업 으로 개발된 로그램이고 이외에 Cochran Collaboration에서 제

공하고 있는 Review-Manager, WHO에서 개발한 StatsDirect 등이 있다. 그런데 

이 팻키지를 이용하기 해서는 자료의 기본 요건으로서 비교군과 조군에 

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Binary data를 주 상으로 하고 있다. 연속변

수의 경우에는 평균과 표 편차에 한 데이터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실증분석에서는 MTX 약물에 한 반응률을 메타 분석하고자 하

는 것으로서 일반 인 메타분석 요건과 달리 비교군과 조군의 자료 양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한 반응율은 연속변수인데 문헌에는 표 편차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계 문가의 자문에 따라 “Methods for 

Meta-analysis in Medical Research(Sutton A.J., 2000)”에 제시된 "역분산 가 치법

(inverse variance-wighted method)" 방식으로 다음의 공식에 따라 직  계산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 이 때 ACR20은 일종의 비율의 개념이므로 분산 

Variance는 pq/N, 즉, 반응률(p)과 비반응률(q=1-p)의 곱을 샘 사이즈(N)로 나

어 계산하 다. 

 
   




 



   
 





(T는 메타분석을 통해 추정된 효과 크기, w는 가 치, v는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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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공식을 용하기 이 에 자료를 병합하기 한 선행 요건으로서 자료

들 간의 이질성(between study heterogeneity)을 검토하 다. 본 자료는 컴퓨터 

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정량 인 측면에서의 이질성 분석은 실시하지 못

했는데, 그 신 자료의 내용을 정성 인 측면에서 검토하 다. 즉 병합 상의 

문헌들 간에 이환기간, 환자 연령, 성별 분포, baseline HAQ값 등에서 이질성을 

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 다. 검토 결과 이질성의 우려는 없는 것

으로 단하 고 이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여 의 

공식을 용하 다. 분석결과, MTX 1단계  MTX 유지요법의 경우 0.64  

0.24의 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본 분석에서는 이의 결과 값을 활용하 다(표 

Ⅳ-10 참조).  

  이상의 자료에 의하면, 6개월 치료 후의 ACR20은 MTX+ETN 병용요법군에

서 가장 높았고(82%  71%), 그 다음으로 MTX 1단계 요법에서 64%, 

MTX+Lef 병용요법군에서 약 46%를 나타내었고, MTX 유지요법시의 반응률이 

24%로 가장 낮았다. 동일한 약물요법이라 하더라도 1단계 요법제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약물요법을 시행한 후의 결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메타분석 결과

치료약물과 

사용단계

ACR(20)
메타분석 결과

Mean S.D

MTX 1단계
0.730 0.029 

0.64
0.490 0.037 

MTX 유지요법

0.295 0.032 

0.24

0.380 0.077 

0.220 0.026 

0.145 0.045 

0.353 0.044 

0.23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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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요법에 한 최 의 HAQ 개선정도 

  개개 임상문헌에서 결과 값으로 제시하고 있는 6개월 약물요법 후의 HAQ 

개선정도는 ACR20 반응자군과 비반응자군을 망라한 체 환자군에 있어서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ACR20 반응자군만의 HAQ 개선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ACR20 반응자군과 비반응자군의 HAQ값을 비교한 문헌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야 하겠으나 이러한 문헌이 없기 때문에, ETN에 한 Moreland 등의 연

구(1999)에서 찰된 차이를 근거로 하여 ACR20 반응자는 비반응자보다 HAQ 

개선도가 2.28배 더 높다고 평가분석한 Brennan 연구(2004)에서와 동일한 추정

식을 사용하 다. 즉, ACR20 반응자군의 HAQ 개선도는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되었다.

ACR20 반응자의 HAQ 개선도 = 평균 HAQ 변화값/(반응자 %+비반응자 %/2.28)

  한편 최종 선정된 문헌으로부터 본 연구 모델에 필요한 각 약물요법별 효과

변수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1개의 약물요법에 한 변수값을 2개 이상의 문헌

으로부터의 추출한 경우 통계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통합하는 것이 가장 

하나, HAQ 개선정도에 해서는 메타분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앞서 언 한 바

와 같이 연속변수의 경우에는 평균과 표 편차가 필요한데 선정결과를 거친 문

헌  표 편차값을 제시한 문헌수가 어서 계산이 곤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술평균값을 사용하 다.  

  이상의 방식에 의하여 계산, 추정된 각 약물요법별 HAQ 개선도는 <표 Ⅳ

-11>과 같다. HAQ의 경우에는, MTX+ETN 군에서의 개선정도가 가장 컸고(-1.0 

 -0.7), 1단계 요법제로 사용한 MTX 단독군과 2단계 요법제로 사용한 

MTX+Lef에서 각각 -0.45와 -0.4 고, MTX 유지요법시가 -0.22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효과 변수값을 근거로 할 때 시간경과에 따라, 그리고 다른 약물로 치

료하여 실패한 경우에는 약물요법의 치료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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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주기별 HAQ 진행정도 
<ACR20 반응자> 

  약물요법 반응자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친 HAQ 진행에 한 근거자료는 부

족하다. 다양한 범 의 환자 기능 수 과 치료기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DMARDs 요법에 한 systematic review 결과에 따라 연간 HAQ 진행정도는 평

균 0.034 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cott D. L., Garrood T., 2000). 이러한 근거

에 따라, ETN를 포함하는 약물요법을 제외한 다른 약물요법에 한 반응자의 

경우에 있어서 연간 HAQ 진행정도를 0.034로 간주하고, 매 주기마다(6개월) 

0.017로 추정하 다.  

  한편, 생물학 제제 요법에 한 반응자군에서의 HAQ 진행정도를 평가하는 

데 HAQ 수와 방사선학  진행간에 련성이 있다는 증거(Scott D. L., Pugner 

K 등, 2000)에 따라 ETN+MTX 요법과 MTX 단독요법간의 방사선학  진행결

과 값을 제시한 TEMPO trial(Klareskog 등, 2004) 로부터 Total Sharp Score 수치

를 이용하여 ETN+MTX 요법에 한 반응자군의 HAQ 진행정도를 산출하 다. 

즉, TEMPO trial에서 52주 후의 Total Sharp Score 는 ETN+MTX군의 경우 -0.52, 

MTX 단독군의 경우 +2.80 으로서 2개 약물요법군간에는 약 30%의 차이가 있

었다. 따라서, ETN+MTX 군의 연간 HAQ 진행률은 MTX군의 연간 HAQ 진행 

0.034 의 30% 인 0.0102(0.034 X 30% = 0.0102)로 추정하고, 6개월간의 HAQ 진

행은 이의 1/2인  0.0051로 산출하 다. 

  결과 으로, ACR20 반응자의 주기별 HAQ 진행정도는 ETN+MTX 군의 경우

에는 0.0051, MTX 군과 MTX+Lef 군의 경우에는 0.017 로 추정된 값을 사용하

기로 하 다.

<ACR20 비반응자> 

  약물요법에 비반응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환자의 비가역 인 방사선학  손상 

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평균 HAQ 진행 한 더욱 크다. 이러한 비반응자

의 HAQ 진행에 한 장기간의 찰연구가 있다면 이로부터 얻어지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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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것이 이상 이지만 이러한 자료를 얻기 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

고, 재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Brennan 등(2004)의 연구에서 근

거로 한 국의 ERAS(Early Rheumatoid Arthritis Study) 에서 비반응자군으로 간

주될 수 있는 grade Ⅲ와 Ⅳ의 기능수 인 환자군에서 보고된 평균 연간 HAQ 

진행률 0.13(Young A. et al., 1999)을 본 연구에서도 그 로 사용하고자 하 다. 

따라서 ACR20 비반응자에 있어서 6개월간의 HAQ 진행정도는 모든 약물요법

군에 하여 동일하게 0.065로 추정하 다.

 매 주기별 단율(%) 
  최종 선정된 임상문헌으로부터 각 약물요법별 주기별(6개월) 도탈락률을 

추출하여 사용하 다. 부작용이나 치료효과 결여로 인한 치료 단율을 보면, 

HAQ의 개선정도가 높은 경우보다 HAQ의 개선정도가 낮은 경우에 단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후 HAQ 수

  시행하던 약물요법을 단하는 경우, 해당 약물요법을 시행 후 처음 개선된 

HAQ 만큼 다시 HAQ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사망률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코호트는 50세 류마티스 염 환자로서, 우리나라 류

마티스 염 환자의 사망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나 이러

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상인구집단의 연령에 따른 사망률을 통계청 자료로부터 추출하고, 

이러한 정상인구집단의 사망률과 비교하여 본 연구 상 환자의 사망률의 상

 험도(Relative Risk)를 1.32로 추정한 외국 문헌(Yelin E. 등, 2002)을 근거로 

RR 1.32를 그 로 용하기로 하 다. 

  한편, HAQ 수가 나쁜 환자에서 사망 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Pincu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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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1), 약물요법에 따른 HAQ 수 개선은 사는 사망률의 감소 결과를 가져

오는 증거가 된다. Brennan 연구에서는 Yelin E 등(2002)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

여 HAQ 수가 1  증가하는 경우 사망률의 상  험도(relative risk of 

mortality)가 1.375 증가한다고 가정하 다. 이상의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t번째 

주기의 류마티스 염환자 사망률(RAMt)은 일반사망률(Mt)과 HAQ의 차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식은 일반사망률과 

류마티스 염 사망률의 복 계산 우려 문제가 제기되어 본 실증분석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RAMt = Mt × 1.32 + ( HAQt - HAQt-1 ) × 1.375

〈표 Ⅳ-11〉 모델에 사용된 변수값

약물요법 
sequences 

Baseline 
HAQ 

1)

6개월 
투여후 
ACR20
 (%) 

1)

6개월 
투여 후 

단률
(%)

1)

6개월 투여후 
HAQ 개선 

정도 
( 체환자군)

1)

ACR20 
반응자군의 

6개월 투여후 
HAQ  

개선정도2)

ACR20 
반응자군의 

주기별 
HAQ 

진행정도3) 

ACR20 
비반응자군
의 주기별 

HAQ 
진행정도4) 

MTX+ETN 

1단계 요법
1.8 82 6.5 -1.0 -1.11 0.0051 0.065

MTX+ETN 

3단계요법
1.5 71 3.4 -0.7 -0.83 0.0051 0.065

MTX 

1단계 요법
1.5 61 10.4 -0.45 -0.58 0.017 0.065

MTX 

유지요법
1.5 26 14.7 -0.22 -0.38 0.017 0.065

MTX+Lef 

2단계 요법
1.6 46 19.2 -0.4 -0.57 0.017 0.065

주: 1) 효과자료로부터 추출 통합한 수치임.

    2) ACR20 반응자군의 HAQ 개선도는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됨 : 평균 HAQ 변화값 /(반

응자 % + 비반응자 %/2.28).  Moreland 등의 연구(1999)에 근거함. 

    3) Scott DL 등의 연구(2000)에 근거함.

    4) Young A 등의 연구(1999)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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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 경과에 따른 HAQ값 모델링

본 연구 모형에서 가장 을 두는 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HAQ값의 변화

이다. HAQ값의 변화는 치료약의 종류와 수  순서, 반응여부, 치료의 단, 

사망확률과 련이 되어 있으며, 환자의  생애에 걸친 분석이 되는 경우 사

망확률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이러한 HAQ값의 크기와 변화를 산출하기 

한 방법으로 마르코  근법(Markov approaches)  Cohort simulation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HAQ값에 향을 미치는 과정은 상태(states)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단

계에서 코호트의 얼마만큼의 부분이 어떤 상태로 이(state transition)하는 가는 

상태 이확률(state transition probabilities)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

의 진행 상태가 3가지(반응, 단, 사망)로 나뉘게 되며, 이들 상태 이확률은 

임상문헌으로부터 추출 는 추정된다. HAQ값은 코호트의 얼마만큼의 부분이 

어떤 시 에서 어떤 확률로 어떤 상태(states)로 이하는가에 따라 변화한다. 

코호트는 약물요법에 따라 여러 가지 질환 상태를 거치면서 사망에 이른다. 본 

연구 모형에서 사용하는 주기(cycle)는 6개월이다. 

제1주기 약물요법 시행 후 반응자와 비반응자로 나뉘고, 이러한 반응률과 

HAQ 개선값은 임상문헌으로부터 추출되어야 한다. 제1주기 이후 효과의 불충

분이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약물요법이 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율이나 이

들의 HAQ값의 변화 한 임상문헌을 근거로 결정된다. 약물요법을 단하면 

HAQ값은 악화될 것이며, 단 후에는 정해진 치료순서에 따라 다음 순서의 약

물요법으로 환하게 된다. 

  각 주기의 코호트 상태의 변화 단계마다 HAQ값의 변화를 반 하여야 한다. 

이  변화의 종류는 약의 종류와 반응여부, 치료의 단에 의해 결정된다. 약의 

종류에 따라 ① 기반응에 따른 HAQ값의 개선, ② 계속 약의 효과가 있어 치

료를 계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HAQ값의 진행, ③ 치료 지 후의 HAQ값의 변

화가 달라진다. 이들의 변화값은 임상실험이나 기존문헌의 연구를 통해 구했다.

임상문헌으로부터 추출 는 추정된 변수값들을 사용하여 6개월로 정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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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별 코호트상태에 따른 HAQ값의 변화를 6개월마다 결정하고 이 게 얻어

진 HAQ값은, EuroQol(EQ-5D)에 따른 효용값과 HAQ값 사이의 계를 설명하

는 회귀식을 사용하여 질보정수명(QALY)으로 변환시키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안간의 비용효과를 분석한다.  

  각 순환에 해당하는 사망확률은 류마티스 염 생명표(life-tables)와 HAQ의 

개선에 따른 사망 험의 감소 계를 사용하여 얻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코호

트 시뮬 이션에 의한 마르코  모델링을 사용하므로 개개인의 HAQ개선에 따

른 사망확률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 Markov 주기마다(기존의 연

구에서는 6개월) 연령에 근거를 두고 사망확률을 계산하고, 이 확률에 근거하

여 코호트의 얼마만큼이 그 주기를 생존할 지의 여부가 결정을 하 다. 

  이때 사망이외의 상태로 이 될 확률, 즉 각 약물 시컨스(sequence)별로 약물

에 한 반응률  단율에 따라 다른 약물로 환될 확률은 유한하지만 존재

한다. 그러나 사망의 상태는 최종 단계(end point)로서 사망에서 다른 단계로 이

할 확률은 0이므로 사망 코호트에는  많은 환자가 된다. 단 환자가 

생존할 확률은 언제나 존재하므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코호트의 비율은 항상 

100%보다 작다. 따라서 각 주기별로 주기 합(cycle sum)이 특정한 임의의 작은 

임계치( 를 들면 1 person-cycle) 보다 작거나 살아있는 코호트의 비율이 특정

한 수 아래로 떨어지면 시뮬 이션을 지한다. 

  이와 같이 코호트의 부분이 사망할 때까지의 상태변화를 고려하므로 이러

한 사망확률을 고려한 모형은  생애에 걸친 시야(a lifetime perspective)를 가

진 모형이 되는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비용과 효과 값들을 비교할 때에는 할

인을 할 필요가 발생한다. 어떤 할인율을 사용할 것인가는 연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년 6월에 제안된 경제성평가 지침(안)에 따라 5% 

할인을 기본으로 수행하고 민감도 분석으로서 3%와 7.5%인 경우를 별도 분석

하 다.

  코호트가 각 순환마다 겪는 상태의 변화를 시뮬 이션 하는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코호트 시뮬 이션은 출발상태들(starting states) 에 어떤 비율로 

분포하는 가상 인 환자의 코호트를 상정한다. 이것이 시뮬 이션 기의 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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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 되는 것이다. 시뮬 이션 기의 코호트는 연구 상 인구 특성이 결정한

다. 이에는 기 HAQ값이 요하다. 이러한 기HAQ값은 임상실험과 기존문

헌의 연구를 통해 결정된다.

  각 주기에서는 그 주기의 기에 각 상태에 나뉘어져 있던 코호트의 부분들

이 P matrix에 의해 결정되는 이확률에 따라 모든 가능한 코호트의 상태 

에 하나로 다시 나뉘어 진다. 이는 다음 순환단계를 한 새로운 코호트의 상

태분포가 된다(표 Ⅳ-12, Ⅳ-13 참조).

〈표 Ⅳ-12〉 안 1의 이 확률  반응률

이확률 MTX 1단계 MTX+Lef MTX+ETN
MTX

유지요법
Death Total

MTX1 0.893 0.104 0.000 0.000 0.003 1.000

MTX+Lef 0.000 0.805 0.192 0.000 0.003 1.000

MTX+ETN 0.000 0.000 0.963 0.034 0.003 1.000

MTX 0.000 0.000 0.000 0.997 0.003 1.000

Death 0.000 0.000 0.000 0.000 1.000 1.000

MTX 1단계 MTX+Lef MTX+ETN MTX 유지

반응률*(%) 0.637 0.460 0.710 0.244

주: 각 약물을 사용하는 첫 번째 기간에 해서는 해당 약물의 반응률에 따르며 그 이후부터 이 

확률을 용하 으며, 이 확률을 도출하기 해서 각 약물의 단율(withdrawal rate)을 활용함

〈표 Ⅳ-13〉 안 2의 이 확률  반응률

MTX+ETN1 MTX+Lef MTX유지요법 Death Total

MTX+ETN1 0.932 0.065 0.000 0.003 1.000

MTX+Lef 0.000 0.805 0.192 0.003 1.000

MTX 0.000 0.000 0.997 0.003 1.000

Death 0.000 0.000 0.000 1.000 1.000

MTX+ETN MTX+Lef MTX 유지

반응률*(%) 0.820 0.460 0.244

주: 각 약물을 사용하는 첫 번째 기간에 해서는 해당 약물의 반응률에 따르며 그 이후부터 이 

확률을 용하 으며, 이 확률을 도출하기 해서 각 약물의 단율(withdrawal rate)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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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HAQ의 호 도  악화 수

안 1의 HAQ

MTX 기 MTX+Lef MTX+ETN MTX 유지

HAQ improve -0.45 -0.40 -0.70 -0.22

HAQ progress 0.017 0.017 0.0051 0.017

안 2의 HAQ

MTX+ETN1 MTX+Lef MTX 유지

HAQ improvement -1.00 -0.40 -0.22

HAQ progress 0.0051 0.017 0.017

  만일 미리 정해진 기 에 따라 거의 부분의 코호트가 아직 사망에 도달한 

것이 아직 아니면 그 주기에 해당하는 HAQ값이 계산된다(표 Ⅳ-14 참조). 이는 

HAQ의 주기 합(cycle sum)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상태에 있는 코호트에 속

한 환자의 수에 그 상태에 상응하는 HAQ값을 곱해 산출한다. 이를 식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

단, n은 상태의 수, f(s)는 s상태에 있는 코호트 부분의 총수, HAQ(s)

는 s상태에 상응하는 HAQ의 값 

  이 게 구해진 HAQ값과 이 HAQ값을 효용에 연결시켜주는 선형회귀식을 이

용해 각 주기에 해당하는 질 보정된 생애연수를 얻는다. 이를 QALY의 주기 

합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구하기 해서 의 식을 사용하면 된다. 즉 의 

HAQ(s)에 해당하는 부분에 HAQ(s)에 해당하는 효용에 해 선형회귀식을 이용

해 구하고 f(s)의 각각에 6개월에 해당하는 0.5년을 곱해주면 된다. 다시 이 게 

구해진 주기 합(cycle sum)을 이  주기까지의 QALY의 합에 더하면 해당 주기

까지의  QALY가 구해진다.

  이러한 시뮬 이션 과정은 거의 부분의 코호트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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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미리 정해진 특정 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된다. 이 게 

구해진  QALY를 코호트의 수로 나 면 평균 QALY가 구해진다.

3) 효용 변수: 질보정수명(QALY) 산출 방법

  에서 언 하 듯이 연구방법의 핵심은 HAQ를 구하여 이를 QALY와 일부 

련 비용으로 환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QALY값을 계산하기 해 

HAQ값을 사용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HAQ값과 QALY값 사이에는 안정 인 

선형 계가 존재한다. 그 설명력은 50%를 약간 넘을 정도로 크지는 않으나 상

인 안간의 비교만을 해 사용되므로 문제가 없다(Barton et al., 2004, 

p.83)

  본 연구에서는 Brennan et al.(2004, p.66)이 네 개 문헌의 앙값(the median 

relationship)으로 만들어낸 다음의 선형 계를 사용한다. 

utility change=0.86-0.20*(HAQ score change)

  계산시 상 인 비교만을 하면 되므로 이  것은 상 없이 치료한 첫 

QALY 결과부터 축 해 가면 된다. 먼  기상태(starting states)에서 이확률

에 의해 코호트가 각 가능한 상태 의 하나로 나뉘어 진다. 이 게 시작 단계

로부터 발생된 주기가 첫 번째 주기가 된다. 이 첫 번째 주기의 각 상태에 해

당하는 HAQ값을 구하고 그 HAQ값과 상기한 선형회귀식을 사용하여 효용을 

구한다. 이 효용에 그 상태에 속한 코호트 부분의 총환자수에 0.5년을 곱한 수

를 곱하면 첫 번째 주기의 해당 상태에 해당하는 QALY가 구해진다. 첫 번째 

주기의 모든 상태에 해 이 값을 구해서 더하면 첫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QALY의 총합이 구해진다.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주기별 QALY의 총합이다. 

여기서 유의할 은 기상태에 해당하는 HAQ값이나 QALY는 비용효과를 비

교하는 데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첫 번째 주기에서 이확률을 용하면 두 번째 주기에 환자코호트가 

각 가능한 상태에 어떻게 분포하는 가가 구해진다. 이에 와 같은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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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두 번째 주기의 QALY가 구해진다. 이를 첫 번째 주기에서 구한 주기

의 총합에 더하면  QALY가 구해진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리 정해진 기

에 따라 거의 모든 코호트의 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될 때까지 주기 합(cycle 

sum)과  QALY를 구한다.

4) 산출 결과

  이상의 일련의 과정을 용하여 분석기간을 1년, 5년, 10년, 15년, 그리고 30

년에 이르는 동안 약물요법별 환자 코호트 구성  HAQ score, QALY를 살펴

보면 다음<표 Ⅳ-15>와 같다. 우선 첫 번째 약물치료군( 안 1)을 살펴보면, 환

자코호트 구성은 반응률  이확률에 따라 약물시컨스로 이동하게 되는데, 

를 들어, MTX 복용자의 경우 1년 경과 후에는 체 환자의 56.8%가 MTX를 

복용하다가 5년 경과 후에는 22.9%, 10년 후에는 7.4%로 차 감소하여 30년에

는 0.01%로 분포하 다. 그리고 약물요법에 따른 HAQ score를 살펴보면, 

Leflunomide+MTX의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HAQ score는 복용한지 1년 

후에는 1.35에 이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수치가 차 증가하 다. 이

러한 분석기간별 환자 코호트 구성  HAQ를 활용하여 효용(utility)을 도출하

고, 각 기간(1년, 5년, 10년, 15년, 30년)까지의 효용(utility)을 하여 체 환

자 수로 나 어 환자 일인당 평균 QALY를 도출하면, 1년 경과 후에는 환자 일

인당 평균 0.84의 QALY를 얻을 수 있으며, 5년 후에는 QALY=3.04, 10년 후에

는 QALY=5.29, 15년 후에는 QALY=7.10, 그리고 30년 후에는 QALY=10.89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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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안 1의 분석기간별 환자 코호트 구성  QALY

연구

기간
항목 MTX

Leflunomide

+MTX

Etanercept

+MTX

MTX 

유지
Death 체

1년

환자구성 568 232 194 － 6 1,000명

HAQ 1.27 1.35 1.75 － －

효용(Utility) 0.61 0.59 0.51 － － 

평균QALY1) 0.63 0.16 0.05 － 0.00 0.84

5년

환자구성 229 194 422 125 30 1,000명

HAQ 1.40 1.70 1.77 1.84 －

효용(Utility) 0.58 0.52 0.51 0.49 －

평균QALY1) 1.46 0.67 0.74 0.18 0.00 3.04

10년

환자구성 74 79 506 283 58 1,000명

HAQ 1.57 1.97 2.21 2.23 －

효용(Utility) 0.55 0.47 0.42 0.41 － 

평균QALY
1)

1.83 0.98 1.85 0.64 0.0 5.29

15년

환자구성 24 27 428 435 86 1,000명

HAQ 1.74 2.16 2.46 2.60 －

효용(Utility) 0.51 0.43 0.37 0.34 －

평균QALY1) 1.94 1.08 2.76 1.32 0.00 7.10

30년

환자구성 1 1 160 673 165 1,000명

HAQ 2.25 2.69 3.00 3.00 －

효용(Utility) 0.41 0.32 0.26 0.26 －

평균QALY1) 1.99 1.12 4.08 3.70 0.00 10.89

주: 1) 효용(utility)과 환자 수를 곱하여 각 기간(1년, 5년, 10년, 15년, 30년)까지 한 후, 

체 환자 수(n=1,000)로 나  결과 값임.

  한편, 두 번째 약물치료군( 안 2)에 한 환자코호트 구성, HAQ score, 

QALY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Ⅳ-16>과 같다. 를 들어, Etanercept+MTX 병용요

법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1년 경과 후에 체 환자의 76.4%로 구성되어 있

으며, 5년 경과후에는 43.1%, 10년 후에는 21.0%로 차 감소하여 30년에는 

0.12%에 이르 다. 약물요법에 따른 HAQ score를 살펴보면, Etanercept+MTX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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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요법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HAQ score는 복용한지 1년 후에는 0.71에 이르지

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수치가 차 증가하 다. 그리고 분석기간별 환자 

일인당 평균 QALY를 도출하면, 1년 경과 후에는 환자 일인당 평균 0.94의 

QALY를 얻을 수 있으며, 5년 후에는 QALY=3.44, 10년 후에는 QALY=6.01, 15

년 후에는 QALY=8.13, 그리고 30년 후에는 QALY=13.10을 얻을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Ⅳ-16〉 안 2의 분석기간별 환자 코호트 구성  QALY

연구

기간
항목

Etanercept

+MTX

Leflunomide

+MTX

MTX

유지
Death 체

1년

환자구성 764 135 96 6 1,000명

HAQ 0.71 1.33 1.73 －

효용(Utility) 0.72 0.59 0.51 －

평균QALY
1) 0.83 0.09 0.02 0.00 0.94

5년

환자구성 431 179 360 30 1,000명

HAQ 0.75 1.61 1.86 －

효용(Utility) 0.71 0.54 0.49 －

평균QALY 2.44 0.49 0.51 0.00 3.44

10년

환자구성 210 106 626 58 1,000명

HAQ 0.80 1.81 2.16 －

효용(Utility) 0.70 0.50 0.43 －

평균QALY 3.48 0.85 1.68 0.00 6.01

15년

환자구성 102 54 758 86 1,000명

HAQ 0.85 1.93 2.34 －

효용(Utility) 0.69 0.47 0.39 －

평균QALY 3.99 1.03 3.11 0.00 8.13

30년

환자구성 12 6 817 165 1,000명

HAQ 1.00 2.14 2.59 －

효용(Utility) 0.66 0.43 0.34 －

평균QALY 4.40 1.18 7.52 0.00 13.10

주: 1) 효용(utility)과 환자 수를 곱하여 각 기간(1년, 5년, 10년, 15년, 30년)까지 한 후, 

체 환자 수(n=1,000)로 나  결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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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용의 측정

  가. 비용 변수와 자료

  비용은 크게 직 비용(direct cost)과 간 비용(indirect cost)으로 나뉜다.주10) 직

비용은 질병을 치료하기 하여 직 으로 소요되어 돈의 이동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는 다시 직 의료비와 직 비의료비로 분류된다. 직 의료비(direct 

medical cost)에는 의약품비용, 모니터링비용, 입원진료비용, 외래진료비용, 검사, 

수술, 부작용비용 등이 포함되며, 직 비의료비(direct non-medical cost)에는 교통

비, 간병비 등이 포함된다. 간 비용에는 생산손실비용과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비용 등이 있다. 생산손실비용은 질병치료를 하여 환자가 입원할 경우 

상실한 근로일수와 외래방문의 경우에 발생한 근로기회의 상실로 인한 비용

(morbidity cost)을 말하며,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비용(mortality cost)은 사망

에 의해 손실되는 상 평생소득의 잔여분, 즉 사망하지 않고 기 수명까지 건

강하게 일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장래기 소득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사망자

의 미래 총 노동소득을 재가치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조기사망에 

따른 소득손실비용을 추가할 경우 비용이 과다추계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

고 가용자료를 통해 비용항목을 선정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하고자 한다.

  나.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간 비 포함여부에 한 논란

  일반 으로 보건의료 재  로그램은 개인이 여가와 노동에 투여되는 시

간에 향을 미치게 되면, 개인의 시간이 기회비용을 가진 제한된 자원이라는 

것이 일반 인 견해이다(Luce et al., 1996). 재 의약품에 한 경제성평가 등

에서 여러 측면의 시간비용을 결합하려는 공식 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

다(Pritchard and Sculpher, 2000). 그러나 이러한 일반 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시

주10) 직 비용과 간 비용으로의 분류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문제 제기된 바 있다(Luce,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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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비용을 경제성 평가에 어떻게 목시킬 것인가에 해 실질 으로 구체화시

키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 방법에 하여 제한된 동의만이 

존재하고 있다.주11) 특히 이러한 논의는 생산성비용(productivity cost)에서 제시

되고 있는데, 생산성 비용이 경제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지, 그리고 포함된다

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해서는  아직도 논의 에 있다. Office for 

Health Economics' Health Economic Evaluation Database(HEED)에 있는 1039개의 

비용-편익 는 비용효과분석  10.4%만이 생산성 비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이러한 방법론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다(Pritchard and Sculpher, 

2000).

  생산성 비용은 경제성 평가 내에서 건강으로 인해 향을 받는 개인의 시간

가치를 언 하는 것으로, ‘간 비용’(indirect cost)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

다. 이는 비용을 측정하는 사람에게 상이한 의미를 달할 수 있다는 지 에 

따라 US 패 은 ‘생산성비용’이라는 개념을 ‘질병으로 인한 여가활동  노동

능력손실, 사망으로 인한 경제  생산성 손실과 련된 비용’(the costs 

associated with lost or impaired ability to work or to engage in leisure activities 

due to morbidity and lost economic productivity due to death)으로 언 하도록 권

장하고 있다(Luce et al., 1996). 여타 시간비용에 해서는 이 에 환자들이 보

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투입되는 시간가치, 그리고 환자 가족이나 친척을 

간병하는데 투여된 시간 등이 간 비용하에 포함되어졌다. 그러나 US 패 은 

치료의 직 비용 속에 후자와 련된 시간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러한 US패 의 권고안에 해 일정정도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Brouwer et 

al., 1997). 그리고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안된 경제성평가지침(안)에서

는 생산성 손실 비용이라는 표 이 사용되고 있기도 한다(배은  등, 2005).  

  이러한 생산성비용(productivity cost)은 사회  비용의 측면에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이 계산의 문제, 규모측정의 문제 등 실제 분석상에 한계가 많

아 포함여부에 한 논의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11) 인 자본 근법, 마찰비용 근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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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손실비용을 포함하는 데 반 하는 이유  하나는 비용-효용분석을 

하는 경우, 이미 건강 상태를 반 하는 효용가 치(utility weights)에 생산성 손

실에 한 가치가 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비용 계산에 포

함하게 되면 동일한 가치가 분모, 분자에서 모두 집계되는 이  계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과 생산성손실 비용을 포함한다하더라도 측정하는 방법

이 불완 하다는 문제 이 지 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간 비용

을 측정하기 한 근법으로는 크게 인 자본 근방식(human capital 

approach)과 마찰비용 근방식(friction cost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최

근에 이들 근방식에 한 논의가 진행 에 있다. 인 자본 근방식은 신고

학 의 이론에 따라 총임 을 노동시간변화에 한 단 가치로 측정한다. 그

래서 질병으로 인한 노동시간변화는 개인의 료노동(paid work) 일수를 재 

가치화하여 제시하는데, 이것으로 질병 혹은 사망으로 인한 생산손실의 기회비

용을 측정한다. 반면에 마찰비용(friction cost) 근방식은 생산성 손실을 측정하

기 해 총임 을 사용하는 인 자본 근방식과는 달리, 질병 혹은 사망으로 

인한 마찰기간(friction period) 즉, 노동자를 체하거나 체노동자를 훈련시키

는데 소요되는 시간 동안의 시간손실가치를 으로 다룬다(정 호‧고숙자, 

2004).

  인 자본 근법(human capital approach)을 통해 생산성손실 비용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사회 체가 완 고용상태가 아닌 경우 과 추정의 문제

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임 유연성이 비자발  실업을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인 자본 근법의 가정이 실경제에서는 합하지 못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반

면에 실업자가 여가시간에 두는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마찰비용 근방식의 가

정 한 실성과 다소 거리가 있는 근방식이다. Koopmanschap et al.(1995)는 

네덜란드를 상으로 인 자본이론과 마찰비용 근방식에 의한 생산성 비용의 

추정치를 비교분석하고 있는데, 마찰비용 근방식과 인 자본 근방식에 따른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가치는 순 국가소득의 각각 2.1%와 18%로, 마찰비

용 근방식이 인 자본 근방식의 12%에 불과하여 상당히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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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인 자본 근방식과 마찰비용 근방식에 따른 결과비교 
(단 : 십억, Dutch Guilders)

비용분류 마찰비용(1988) 인 자본 비용(1988) 마찰비용(1990)

결근에 따른 비용 9.2 23.8 11.6

장애에 따른 비용 0.15 49.1 0.2

사망에 따른 비용 0.15 8.0 0.2

총 비용(순국민소득 

비 비 (%))
9.5(2.1%) 80.9(18%) 12.0(2.6%)

자료: Koopmanschap et al., 1995.

  한편, 경제성평가 내에서 사회  의 원칙이 수용된다면, 환자들의 노동 

 여가시간에 한 보건의료 로그램의 향력이 경제성평가에 반 되어야 한

다는 견해도 존재한다(Olsen & Richardson, 1999). 아래의 <표 Ⅳ-18>에서 제시

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부문의 경제성 평가의 표 인 형태인 CEA는 

생존년수 혹은 질보정년수(quality-adjusted life years, QALYs)의 형태로 생산편익

(production gain)을 측정함으로써 health outcome에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생

산가치에 따른 효과로 보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사회 인 순 경제

 비용은 HC+(PL-PG)가 되며, 비용효과비는 [HC+(PL-PG)]/H로 되어야 한다고 

제시되기도 한다.   

〈표 Ⅳ-18〉 비용  효과 항목의 비교

구분 내용

비용
직 비용(보건의료비용) HC

간 비용(생산손실, production loss) PL

효과
직 편익(건강) H

간 편익(생산편익, production gain) PG

자료: Olsen & Richardson(1999)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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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sen과 Richardson의 분석은 보건의료부문의 경제성 평가에서 생산성 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이의 역할에 한 규범 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생산성효과를 계량화하기 한 한 방법을 도출하기 해, 환자들에게 향

을 주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생산비용을 측정하기 한 시간가치를 구별하는 

것이 요하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를 한 데이터 수집의 과

정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노동손실일에 한 양질의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있으

며, 이러한 목 을 한 설문지가 개발되고 있다. Reilly 등(1993)은 어떤 건강

상 문제를 가진 환자들의 작업손실 시간과 생산성 손실 정도를 측정하기 해 

Work productivity and Activity Impairement(WPAI)설문지를 개발하 으며 van 

Roijen 등(1996)은 개인들이 자가측정하는 방식인 the Health and Labour 

Questionnaire(HLQ)를 개발하여 노동생산성을 계량화시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에 한 가치를 분자 는 분모 에 어디에서 평가할 것

인지에 해서도 논란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비용 측면(즉 분자)에서 자원 변

화로써 가치평가되어야 할 것인지 혹은 편익차원(즉 분모)에서 HRQOL의 변화로

써 평가되어야 할 것인지 혹은 양 측면에 반 해야 할 것인지 등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생산성비용은 실질 자원비용으로 간주될 수 도 있고 불건강

(ill-health)으로 인한 개인의 소득손실에 한 불건강효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의료부문에서의 경제성 평가에 생산성 비용

을 포함해야한다는 견해는 여 히 논쟁 이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비용을 측정하여 제시하며 의사결정자에게 실질 으로 

향을 주도록 이를 언 한다는 에서 정 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The US Panel on Cost-Effectiveness에서는 질병과 련된 환자의 수입 감

소가 효용 감소에 반 되기 때문에 생산성  여가시간 감소로 인한 비용을 포

함시키는 것은 double counting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 으며 OMERACT에

서는 base case analysis에 모든 직 비용을 포함시키고 간 비용이나 사회  비

용은 별도로 기술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94

  다. 외국의 류마티스 염 경제성평가문헌에서 간 비의 처리

  기존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류마티스 염이 사회에 유발하는 경제  부담

을 측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Michaud et al.(2003)에서는 1999년 

1월에서 200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6개월 단 로 7,527명의 환자들에게 설

문조사를 실시하여 비용추계를 시도하 다. 직 비용으로는 의사 는 기타 

문 의료 문인 방문, 방사선 검사, lab test 비용, 외래, 입원  약품비 등이 포

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직 비용  66%가 약품비로 나타났으며, 16%가 병원

비용, 그리고 17%는 외래비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생물학  처치

(biological agents)를 받은 환자들의 직 비용은 그 지 않은 환자에 비해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류마티스 염에 한 경제성평가 연구 문헌에서는 직 비 이외에 간 비 

한 리 산출되고 있는데 이는, 류마티스 염 환자들에게서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수입손실비용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컨

 류마티스 염 기의 효과 인 치료는 류마티스 염의 진행을 지연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손실, 수술, 요양기  입원  

사회 서비스 이용 필요성을 감소시켜 비용을 인다.

  한, 장기간에 걸친 비용 분석은 질병 기에 행해진 재의 지연된 효과를 

반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Punger KM 등, 2000). 기 류마티스 염이 

작업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류마티스 염이 진행됨에 따라 

생산성 하 등으로 인해 간 비가 높아진다. 

  Etanercept의 경우 의약품이 고가이므로 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나 류마티스

염의 진행을 지연시켜 장기 으로 간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생물학 의약품과 간 비와 련한 분석에는 Yelin et al.(2003)의 연구가 

있다. Etanercept가 생산성 손실로 측정된 고용(employment)에 얼마만큼 향을 

미치는지 Yelin et al.(2003)은 497명의 환자샘 을 상으로 화조사를 실시하

여 Etanercept와 고용간의 계를 분석한 결과, 고가이나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

킨다고 알려진 Etanercept의 경우 RA와 련된 간 비용을 잠재 으로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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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 비에는 병가일수, 작업상 장애, 사망률에 한 향, 국가 건강보

험  복지에 한 기여 손실과 같은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므로 간 비를 추정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생산성 손실 등에 한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HAQ와 같은 삶의 질 측정항목을 이용하여 간 으로 추정하

기도 한다. HAQ 수가 비용과 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Yelin E. 등, 

1999) 기능상태와 통증 수가 간 의료비용과 비의료비용을 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abriel S. E. 등, 1997).

  한편, Kobelt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의료이용과 노동능력을 상으로 비용

을 측정하여 스웨덴에서의 비용-효과를 분석하 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Kobelt et al.(2003)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스웨덴과 국의 경우를 분석한 사

례이다. Yelin et al.(1999)은 UCF의 류마티스 염 패 연구를 활용하여 비용

을 측정하고자 하 다. 동 연구에서는 1995년과 1996년 사이의 연간 비용을 분

석하 으며, 1986~1996 기간동안의 장기 비용을 추계하 다. 

  기존 문헌에서 포함된 비용항목을 직 비용과 간 비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

면 다음의 <표 Ⅳ-19>와 같다. 

  Brennan et al.(2004)에서는 직 의료비용으로 약제비와 모니터링비용을 포함

하고 있으며, 이외의 직 의료비용으로는 일반의 진료비, 외래  입원치료비도 

포함하여 검토하 다. 류마티스 염과 같이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만성질환의 경우 비용을 장기 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lifetime 모델

에서는 의약품 비용뿐만 아니라 수입 감소, 기 여명 감소, 통증  고통을 고

려할 수 있으므로 체 인 비용을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질병 증

도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Brennan 등은 약품비나 모니터링 

비용 이외의 의사방문, 수술, 입원 등의 직 비가 HAQ score와 강한 상 계

(R
2
=0.9146)가 있다는 Yelin and Wanke(1999)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HAQ score

에 따른 직 의료비를 추계하 다. 회귀분석 결과 HAQ가 1  악화됨에 따라 

￡860(2001년 가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Kobelt et al.(1999)도 류

마티스 염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경우 상태가 악화될수록 평균 입원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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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질병의 증도와 입원비용간에 상 계가 있

음을 보여  바 있다. 즉, HAQ score change에 한 직 의료비 변화를 모델에 

포함하 다. 

  다만, 앙값(central estimates)으로는 약제비, 모니터링비용, 그리고 이외의 직

의료비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간병비, 싱홈 어 비용 등에 해서는 민감

도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간 비용의 경우 앙값에는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감도분석으로 제시하고 있다. HAQ score에 따라 그룹을 분류하고 이에 

한 생산고용의 비 을 보여주는 스웨덴의 자료를 토 로 HAQ score의 악화에 

따른 생산성 손실비용을 직 비용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다.

  Choi et al.(2002)은 직 비용과 간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직 비용으로

는 의약품비용, 모니터링비용, 입원환자의 수술비용, 입원비용을 포함하고 있으

며, 간 비용으로는 RA환자들의 증상호 과 련된 잠재  감분(potential 

savings)으로 비용을 추계하여 포함하고 있다. HAQ score와 생산능력간의 선형

계를 활용하여 RA환자들의 생산손실비용을 추계  비용에 포함하여 분석하

다. 한 약품비용, 모니터링비용, 생산손실비용 각각에 한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제시하고 있다. 간 비용을 제외하고 직 비용만을 포함

하더라도 base-case와 거의 유사한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Jobanputra et al.(2002)은 비용으로 직 비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의사방문비

용, 입원  외래비용, 약제비, 모니터링비용과 같은 직 비용을 모델 분석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간 비용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Kobelt et al.(2003)은 직 비용으로 입원비, 수술비용, 응 치료비, 외래진료비, 

그리고 약제비를 포함하 으며, 간병비와 같은 직 비의료비는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제외하 다. 간 비용을 추계하기 해서 질병상태에 따른 환자의 근로

능력 손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HAQ score가 0.6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반인들과

의 생산능력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토 로 HAQ score가 0.6보다 낮

은 환자의 단기간 생산손실만을 포함하 으며, 만약 환자가 은퇴시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제외하 다. 이와 같은 간 비용을 추계하기 해서 



경제성평가의 실증  사례분석과 불확실성 논의 197

인 자본 근방식, 즉 환자 개인의 생산성을 시장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을 활

용하 으며 각 단계에서 총 생산손실년수는 각 단계별 수와 비교하여 그 차이

만큼 연평균소득으로 곱하여 계산하 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약제비가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가격에 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경우와 직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 해서 국가별로 실시한 민감도 분석은 차이

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obelt et al.(2004)에서는 비용항목으로 입원비용, 수술비용, 약제비, 외래진료

비, 장기  단기 생산손실시간 등의 직 비용과 간 비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

다. 간 비용을 추계하기 해서 인 자본 근방식에 따라 연간 평균임 을 활

용하 고, 질환으로 인한 단기간 생산손실은 결근일수를 토 로 추계하 다. 

한 생산성손실은 65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의 비율을 토 로 트타임의 비 을 

고려하 다. 그리고 직 비용만을 포함할 경우에 한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하 다.  

  Wong et al.(2002)은 경제성 평가를 해 포함된 약제비는 평균소매가를 기

으로 하 으며 민감도분석을 통해 더 높은 가격을 사용할 경우의 효과도 검토

하 다. 그리고 사회  에 따라 간 비용도 포함시켰는데, 첫 번째 연도에

는 처음 등록한 환자들에 한 데이터를 활용하 고 그 이후에는 직 비용의 1

배에서 3배에 이르는 값으로 추계하 다. 직 비용에는 입원비용, 응 진료비, 

외래 수술, 홈 어, 의사 방문비, 테스트비용, 싱홈, 재활병원 등의 비용을 포

함하 다. 그리고 생산성 손실과 련된 간 비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해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장기간 직 비용만 포함한 경우와 간 비용

을 포함한 경우에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아 비용효과비에 그다지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류마티스 염 치료제에 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비용항목에 직 비용과 간 비용을 포함하여 제시할 때에는 직

비용만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직

비용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간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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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류마티스 염 치료제 경제성 평가 선행연구의 비용항목

구분
직 비용 간 비용

앙값포함 민감도분석 앙값포함 민감도분석

Brennan et al.

(2004)

 약제비

 모니터링비용

 일반의 진료비

 외래  입원진료비

 간병비, 

싱홈 어 

비용

－
생산손실비용 

포함

Choi et al.

(2002)

 약제비

 모니터링비용

 수술비용

 입원비용

 약품비

 모니터링비
 생산손실비용

 연평균소득

 HAQ & 

생산능력간 

선형 계

Jobanputra et 

al.

(2002)

 의사방문비용

 입원  외래비용

 약제비

 모니터링비용

 직 비용 － －

Kobelt et al.

(2003)

 입원비

 수술비용

 응 치료비

 외래진료비

 약제비

 유럽국가별 

약제비

 직 비용만 

포함

 생산손실비용 －

Kobelt et al.

(2004)

 입원비

 수술비용

 외래진료비

 약제비

 직 비용만 

포함

 장기  단기 

생산손실시간
－

Wong et al.

(2002)

 입원비

 수술비용

 외래진료비

 약제비

 응 진료비

 홈 어, 싱홈 등

 모니터링비용

 직 비용  생산손실 비용  생산손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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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Etanercept Sequence 모델에 한 비용 산출

1) 직 의료비

  가) 외래진료비

  직 의료비는 의약품 치료와 련된 한 비용항목을 열거하고, 열거한 항

목에 한 재원일수, 방문횟수 등을 측정한 다음, 각 항목의 자원소모량에 단  

비용을 곱하여 최종 비용을 산출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배은  등, 2005). 

  직 의료비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일반 으로 의약품(치료약  부작용 치료), 

진료 서비스, 병원(입원) 서비스, 진단  검사, 기타 보건의료비용 등이 포함되

며, 환자  가족( 는 간병인) 비용에는 치료를 받기 해 의료기 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가 지출하는 교통비, 방문  치료 기 시간 동안의 

시간 비용, 가족이나 간병인의 간병과 련한 시간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비용, 모니터링 비용을 포함하 다. 의약품 비용과 모니터링 

비용을 추계하기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여품목약가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여기 여비용의 자

료를 활용하 다.   

  직 의료비  외래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질병치료를 하여 환자를 돌볼 

경우 발생하게 되는 간병비, 방문  치료 기 시간 동안의 시간 비용 등은 류

마티스 염 환자들의 재원일수  방문횟수에 한 국내 조사자료가 미비하

여 이에 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우선 류마티스 염 치료를 해 소요되는 의약품  모니터링 비용을 산출

하기 해서 해당 건강보험수가에 의약품 투여횟수  모니터링 횟수를 곱하여 

비용을 추정하 다. 의약품 투여횟수와 모니터링횟수는 표 진료지침이라 할 

수 있는 ACR 가이드라인과 임상의사의 자문을 통하여 국내 진료 행에 따라 

산출하 으며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에 따라 5%의 할인율을 용하 다. 

  의약품 가격은 2005년 3월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여품목 약가 일의 품

목별 상한가를 사용하 으며, 투여량 산출을 한 용량‧용법은 건강보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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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의사의 자문을 통해 정하 다. 류마티스 염 치료제와 병용되는 

약물로 MTX 독성을 감소하기 한 Folic acid와 통증완화를 한 Prednisolone, 

NSAIDs, COX-2를 가정하 고, NSAIDs 장 계 부작용 방을 해 

Misoprostol과 PPI를 병용투여하는 것으로 하 다. 이때 Folic acid는 MTX 복용

환자에만 병용되며 나머지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용되는 것으로 하 다. 

  한편, 치료 안  특히 MTX는 독성의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MTX를 복용

한 환자의 20%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며 이  90%는 경증이고 10%는 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Etanercept와 같은 TNFα 길항제의 장기간 부작

용, 치료부족에 해서는 완 히 알려지지 않았다. Choi 등의 연구에서는 MTX

치료에 한 부작용만을 고려하 으며 Kobelt 등(2003)과 Wong 등(2001)은 장기

간 류마티스 염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델화된 치료패턴의 부작용비용 포함하

다. Jobanputra 등(2002)의 연구에서는 부작용비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국내에

는 증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한 부작용 발  시 과 치료방법에 한 

자료가 미흡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MTX가 모든 안에 포함되고 있어 비

용이 서로 상쇄된다는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작용에 의해 발생하

는 비용은 제외하 다. 

  주사료  조제료는 2005년 3월 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여기  처

방 당 여비용에 처방  발행횟수를 곱하여 산출하 다. 의약품 치료 안별 

모니터링 스 에 따라 의사방문마다 처방 이 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처방간격을 근거하여 처방일수를 계산하여 처방일수에 따른 조제료를 산출하

다. 그리고 Etanercept의 경우 병원에서의 투약지도 후 자기투약이 가능하므로 

첫 투여만 병원에서 주사하는 것으로 하 다. 

  모니터링비용은 의사방문비용과 검사비용으로 구성되면 2005년 3월 재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 여기  여비용에 의사방문횟수  검사횟수를 곱

하여 산출하 다. 여비용은 3차 의료기 을 기 으로 하 다. 의사방문횟수 

 검사횟수는 ACR 가이드라인과 임상의사의 자문을 통하여 국내 진료 행에 

따라 산출하 다. 국내 진료 행의 모니터링 스 의 경우 ACR guideline에는 

없으나, 최근 Leflunomide, MTX에 한 chest complication의 보고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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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에 CXR(chest PA & left lateral X-ray)를 포함하 다. 이 때 MTX 단독 투여

의 경우 PPD test를 제외하고 Etanercept+MTX과 동일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약물 투여 이후 첫 6개월에는 약물투여 (baseline), 약물투

여 2주, 8주, 16주, 24주 후에 follow up을 실시하며 약물투여 에 환자의 신 

상태  약물을 안 하게 투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한 baseline 평가로 

CBC, LFT, RUA, BUN, Cr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한 반면, 두 번째 주기 즉 

6개월 이후부터는 2달에 1회씩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정하여 비용을 산출하

다. 의사방문비용(진찰료)은 지정진료를 기 으로 하 으며, 검사만을 해 방

문한 경에는 반드시 의사방문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상의 직 비용 산출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한 비용항목  기본값을 살펴보

면 다음의 <표 Ⅳ-20>과 같다. 

〈표 Ⅳ-20〉 약물요법  마르코 주기별 6개월간 직 의료비용

시 치료 안

사용량 가 평균 상한가 사용 약품비 가 평균 상한가 사용

약품비
조제료,

주사료
모니터링 계 약품비

조제료,

주사료
모니터링 계

처음 

6개월

간

Etanercept

+MTX
8,891,656 40,130 191,150 9,122,936 8,892,376 40,130 191,150 9,123,656 

Leflunomide

10mg+MTX
1,509,040 39,270 225,300 1,773,610 1,509,040 39,270 225,300 1,773,610 

MTX 1,019,656 39,270 189,940 1,248,866 1,020,376 39,270 189,940 1,249,586 

두 번째

6개월

부터

Etanercept

+MTX
8,891,656 40,130 86,710 9,018,496 8,892,376 40,130 86,710 9,019,216

Leflunomide 

10mgg+MTX
1,509,040 39,270 86,710 1,635,020 1,509,040 39,270 86,710 1,635,020

MTX 1,019,656 39,270 86,710 1,145,636 1,020,376 39,270 86,710 1,14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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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원진료비

  입원 부문 진료비를 산출하기 하여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수록된 통계자료를 

분석하 다. 외래 부문 진료비는 일종의 미시  비용산출방식(micro-costing)에 

의거했으며 외래진료비의 구성항목과 그 빈도를 정한 이후 각 항목에 한 비

용을 조사하여 진료비를 계산하 다. 입원부문에 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용

하기 해서는 외래방문 환자당 입원율  수술률, 입원 비용의 구성항목과 빈

도, 각 항목별 비용 등에 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류마티스 염 

환자에 한 입원비용 구성 항목, 컨  각종 련 수술이나 모니터링용 검사

와 처치 방식별로 각각의 빈도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비용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해서는 의료기 을 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던가, 아니면 

류마티스 염 환자에 한 건강보험자료를 환자별로 재구성하여 분석해야 하

는데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입원부문 비용에 하여 질병별 통계자료를 이용한 거시  비용

산출방식(macro-costing)으로 근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질병분류별 

연령별 여 황」에서는 질병구분에 따라 5세 연령구간별로 진료 실인원, 지

건수, 내원일수, 진료일수, 총진료비, 여비 등을 입원과 외래부문으로 나

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병구분 200번 ‘류마토이드 염 

 기타 염증성 다발성 병증(ICE 질병코드 M05-M14, 이하 류마티스 염 

등으로 표기함)’에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재분석하 다.

  <표 Ⅳ-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질병구분 200번에 해당하는 ‘류마티스 염 

등’에 한 ‘진료 실인원주12)’은 입원부문이 1,129명, 외래부문이 131,9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일년 동안 류마티스 염 등을 주상병으로 입

원과 외래를 각각 이용한 환자수로서, 만약 한 환자가 1년에 입원 2회, 외래방

문 3회를 하 으면 입원부문에 1명, 외래부문에 1명으로 기록된다. 한 진료

주12) ‘진료 실인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1년간 실제 진료받은 환자수로 주상병별, 요양기 종

별로 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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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13)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을 심으로 산출되었는데, 입원 진료는 

모두 의료기 에서 수행되므로 입원진료비에는 입원과 련된 모든 비용, 즉 

의사진찰료, 수술비, 처치비, 이외에 약값과 조제료까지 모두 포함된다. 한편 외

래부문은 입원과 달리 진료는 의료기 에서 받으나 분업 상 의약품에 한 

조제는 약국에서 이루어지므로 총진료비  약국에서 조제된 약품비는 외래진

료비에서 제외된다. 즉, 외래부문의 진료비에는 진찰료, 모니터링 련 검사비, 

처치비  주사제 등 의약분업 외 의약품에 한 비용이 포함되는 반면, 분

업 상인 의약품 비용은 약국부문으로 제외되어 있다. 외래에서 발생하는 총

진료비를 구하기 해서는 약국부문 자료를 구하여 병합하면 가능하나, 약국 

부문 보험청구자료에는 질병 코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질병별 약품

비 규모를 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 입원이나 외래 모두 비 여 

비용의 규모는 건강보험통계자료로 명확히 알 수 없는 제한 이 있다.  

〈표 Ⅳ-21〉 류마티스 염 등에 한 연령별 여 황(2003년)

연령

입원 부문 외래 부문

연간 진료비

(A1)

환자수

(A2)

환자당 

연간진료비1)

(A3=A1/A2)

연간 진료비

(B1)

환자수

(B2)

환자당 

연간진료비2)

(B3=B1/B2)

50～54세 1,708,437,000 1,129 1,513,230 8,400,933,000 131,986 63,650 

55～59세 2,416,158,000 1,267 1,906,991 9,013,967,000 138,657 65,009 

60～64세 4,112,739,000 1,651 2,491,059 10,938,356,000 171,626 63,734 

65～69세 4,955,121,000 1,797 2,757,441 11,618,396,000 168,849 68,809 

70～74세 3,961,486,000 1,364 2,904,315 8,946,673,000 124,294 71,980 

75세 이상 2,633,425,000 1,373 1,918,008 9,453,450,000 136,400 69,307 

    주: 1) 입원부문 진료비에는 진단비용, 모니터링, 약품비, 조제료 등이 모두 포함됨. 

        2) 외래부문 진료비에는 약국에서 조제되는 약품비와 조제료는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3년

주13) 진료비는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 부담 과 환자 본인부담 을 합한 

액이며 요양기 에서 청구한 총진료비  심사 결정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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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입원부문 진료비의 규모를 악

하고자 하며, 이를 하여 우선 입원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를 산출하 다. 

  <표 Ⅳ-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입원 환자 1인당 연간 평균진료비는 50～54

세의 경우 1,513,230원으로 나타났다.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63,650원이었는데 여

기에는 분업 상인 의약품에 한 약품비와 조제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표 

Ⅳ-25>에 의하면 외래부문의 약품비 비 모니터링‧진찰료‧주사료‧조제료가 

안에 따라 게는 11.3%: 1.3%, 많게는 40.9%: 0.9%로 약품비가 다른 비용은 

11배에서 약 40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1인당 연간 총 외래진료비

는 63,650원 보다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용에 한 기 치를 산출하 다. 본 연구

에서는 1,000명 환자에 한 시뮬 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환자 1,000명  

입원하는 환자의 비율을 구하고 이들이 발생하는 총 입원비를 산출한 후 이를 

다시 환자 1,000명으로 나 어 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 기댓값을 구했다. <표 

Ⅳ-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50～54세의 류마티스 염 등 환자의 경우 건강보

험통계연보에 나타난 외래환자 비 입원환자의 비율은 0.0086으로 외래환자 

1,000명당 8.55명이 입원치료를 받으며, 이들의 총 입원진료비는 1294만원에 이

른다. 이를 환자 1인당으로 계산하면 외래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 기댓값은 

12,944원이다. 다른 연령구간에 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 으며 그 결과 

70～74세까지는 1인당 입원 진료비 기댓값이  증가하여 31,872원까지 올라

가다가 그 이후에는 19,307원으로 감소하 다. 

  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 기댓값을 앞서 산출한 외래비용과 비교하 는데, <표 

Ⅳ-23〉에서 보여주듯이 약물치료군 안별과 분석기간에 따라 외래비용은 

5,253,706～123,864,542원로 나타났다. 즉 분석기간이 1년인 자료를 비교할 때 

외래비용은 입원비 기댓값의 약 406～1817배에 달라며, 30년인 경우에는 5,832～

6,4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입원비 규모는 외래비에 비하여 매우 으며 비용

효과분석에 별다른 향을 미치는 않은 것으로 단된다. 한 약물 안별로 

입원율에 차이가 있는지 다각 으로 문헌검토를 시도하 으나 Etanercept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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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신약으로 인하여 입원율이 감소하 다는 근거는  없었다. 이와 같이 

약물치료군 두 안간에 입원율 차이에 한 근거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입원

비용의 규모도 상당히 어서 본 연구에서는 입원비는 제외하고 외래비용만을 

포함하여 분석하 다. 

〈표 Ⅳ-22〉 류마티스 염 등에 한 외래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 기 값

연령

외래 비 

입원환자수 

비율 

(C1=A2/B2)

외래환자

1000명당 

입원환자수 

(C2=C1*1000)

외래환자

1000명당 

입원진료비 

(C3=C2*A3)

외래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

(기 값)

(C4=C3/1000)

50～54세 0.0086 8.55 12,944,077 12,944

55～59세 0.0091 9.14 17,425,431 17,425

60～64세 0.0096 9.62 23,963,380 23,963

65～69세 0.0106 10.64 29,346,463 29,346

70～74세 0.0110 10.97 31,871,900 31,872

75세 이상 0.0101 10.07 19,306,635 19,307

〈표 Ⅳ-23〉 외래환자 1인당 입원비용 기 값 비 외래비용의 비교

분석기간 약물요법
1인당 평균

외래비용(원)1)
안간 

외래비용차이(원)

외래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 기 값(원)

1년
안1 5,253,706

18,275,532 12,944
안2 23,529,238

5년
안1 30,254,249

32,071,463 12,944
안2 62,325,712

10년
안1 64,626,177

21,965,014 17,425
안2 86,591,192

15년
안1 90,419,397

8,292,091 23,963
안2 98,711,489

30년
안1 123,864,542

-11,265,842 19,307
안2 112,598,700

주: 1) 외래비용에는 의료기 의 외래진료비 이외에 약국에서 조제한 약품비와 조제료가 포함되

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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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 비의료비

  직 비의료비는 외래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간병비로 구분할 수 있다. 교

통비를 산출하기 한 변수로,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하여 요양기

에 외래방문할 경우 방문횟수와 외래방문 1회에 소요되는 평균왕복 교통비인 

남자 1,681원, 여자 1,700원을 이용하여 교통비를 추계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2). 단, 교통비는 2001년 데이터이므로 교통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이를 보정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약값 비 에 비하여 교통비는 상 으로 

으며 연구결과에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직 비의료비를 포함하지 않았다.  

3) 간 비용(indirect cost)

  생산손실비용은 질병치료를 하여 환자가 입원할 경우 상실한 근로일수와 

외래방문의 경우에 발생한 근로기회의 상실로 인한 비용을 말한다. 

Kobelt(1999)에 의하면, 작업역량(work capacity)은 풀타임(full-time) 는 트타

임(part-time)의 고용형태, 주부, 학생, 연 생활자 등의 다양한 상태에 따라 결

정되기 때문에, 풀타임(full-time)으로 일하는 고용직에 해서는 1.0을, 트타임

으로 일하는 고용직에 해서는 0.5를, 그리고 나머지 형태에 해서는 0.0의 

스코어(score)를 부여하여, HAQ score에 따라 작업역량(work capacity)을 계량화

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생산손실비용 추계에 활용하 다. 

이러한 방식을 활용할 경우 가사노동 등과 같은 보수를 받지 못하는 노동에 

한 기회비용이 계상되지 않아 간 비용이 과소추정될 수 있으나, 여가손실비용

이 효용(QALY) 가 치에 부분 으로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는 보정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부의 2004 임 구조기본통계조사(2004년 6월 기 )에 의하면, 월 여액과 

연간특별 여액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월평균임 을 산정하기 

해서 월 여액에 연간특별 여액/12를 더하여 산출하 다. 이 게 산출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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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액을 6개월 기 으로 다시 계산한 후, HAQ score에 따른 작업역량(work 

capacity)분을 곱하여 생산손실비용을 도출하 다(표 Ⅳ-24 참조).   

〈표 Ⅳ-24〉 HAQ score에 따른 간 비용(6개월) 

state HAQ score work capacity 50～54세 55～60세 60세 이상

1 <0.5 0.5000 7,327,438 6,243,625 4,825,292

2 0.5<1.1 0.3770 9,129,988 7,779,556 6,012,314

3 1.1<1.6 0.2345 11,218,308 9,558,989 7,387,522

4 1.6<2.1 0.0547 13,853,254 11,804,197 9,122,698

5 2.1<2.6 0.0476 13,957,304 11,892,856 9,191,217

6 >2.6 0.0000 14,654,876 12,487,250 9,650,585

  주: work capacity는 full-time의 경우 1.0, part-time의 경우 0.5, 기타의 경우 0.0으로 설정하

여 계산된 것임(Kobelt, 1999).

자료: 2004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노동부

4) 분석기간별 비용의 구성

  분석기간별 소요비용을 약품비, 모니터링비, 진료  조제비를 포함하는 직

비용과 간 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Ⅳ-25>와 같다. 분석기간이 1

년이 을 때에 첫 번째 약물치료군( 안 1)의 약품비는 총비용의 11.3%, 기타 

직 비는 1.3% 으며, 간 비는 8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약물치료군(S2)의 약품비는 총비의 40.9%, 기타 직 비가 0.9% 으며, 간

비는 58.2%의 비 을 차지하 다. 분석기간이 장기간으로 갈수록 첫 번째 약

물치료군( 안 1)의 약품비 비 은 차 증가하는 반면, 두 번째 약물치료군(

안 2)의 약품비 비 은 차 감소하다가 평생기간(30년)에 이르면 약간 증가하

는 경향을 보 으며, 장기간으로 갈수록 두 약물 치료군의 약품비 비 의 차이

가 감소하 다. 간 비의 경우 기에는 첫 번째 약물치료군( 안1)에서 간 비

가 차지하는 비 이 두 번째 약물치료군( 안 2)의 비 보다 높았으나, 15년에 

이르면 거의 유사한 비 을 보이다가 30년에 이르면 두 번째 약물치료군( 안 



208

2)에서 간 비가 차지하는 비 이 첫 번째 약물치료군( 안 1)의 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Ⅳ-25〉 분석기간별 비용의 구성
(단 : 원)

분석기간 약물요법 약품비
모니터링비

진료‧조제비
간 비 총비용

1년

안1
4,869,758 550,400 37,579,625 42,999,783

11.3% 1.3% 87.4% 100.0%

안2
23,541,308 517,866 33,565,551 57,624,726

40.9% 0.9% 58.2% 100.0%

5년

안1
33,395,072 1,546,736 130,279,957 165,221,765

20.2% 0.9% 78.9% 100.0%

안2
67,616,637 1,510,102 115,284,893 184,411,632

36.7% 0.8% 62.5% 100.0%

10년

안1
82,322,606 2,753,472 237,811,738 322,887,816

25.5% 0.9% 73.7% 100.0%

안2
101,391,274 2,715,176 213,831,417 317,937,867

31.9% 0.9% 67.3% 100.0%

15년

안1
128,937,814 3,924,437 322,981,818 455,844,068

28.3% 0.9% 70.9% 100.0%

안2
122,570,074 3,883,346 294,325,563 420,778,983

29.1% 0.9% 69.9% 100.0%

30년

안1
220,837,176 7,229,160 331,559,919 559,626,255

39.5% 1.3% 59.2% 100.0%

안2
159,095,610 7,181,998 302,393,634 468,671,241

33.9% 1.5% 6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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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  비용효과비와 민감도 분석

  가. 연구결과  증  비용효과비

  류마티스 염 치료제에 하여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약물치료군

을 상으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 다. 첫 번째 약물치료군( 안 1)은 항류마

티스약제인 MTX →Leflunomide+MTX, → Etanercept+MTX로 이행하며, 이 모두

에 항성을 보이는 경우 MTX를 이용한 유지요법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 약물치료군( 안2)은 Etanercept + MTX → Leflunomide + MTX를 사용

하고, 이 모두에 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MTX를 이용한 유지요법으

로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기간은 6개월을 단 로 하고 있어서 일반 으로 활

용되고 있는 연간 할인율을 6개월에 한 할인율로 보정하는 작업이 요구되었

다. 를 들어, 연간 할인율이 5%라고 가정할 경우, 6개월간의 할인율(r)은 1년

동안 2번을 용해야하므로 (1+r)(1+r)=(1+0.05)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1+r)(1+r)=(1+0.05)에서 1년의 할인율 0.05에 해당하는 6개월의 할인율(r)을 구하

면 0.024695로 도출된다. 즉, (1+0.024695)*(1+0.024695)=(1+0.05)의 식을 통해 도

출된 6개월간의 할인율을 본 모델에 활용하 다. 

  류마티스 염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 환자보다 높기 때문에 사망률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망률을 도출하기 해 사망률 상 험도

(relative risk of mortality)가 1.32인 것과 자연사망률을 반 하여 본 연구에서 

용하 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두 가지 약물치료군에 한 경제성 평가 결과는 증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ICER)로 제시하 다. 이는 의

약품 경제성 평가에서 비용효과 결과를 해석할 때 단순히 비용-효과비(C/E 

ratio)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한 이기 때문이다. 새로이 개발되는 약은 효과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데, 단순히 비용-효과비 만으로 결과

를 해석한다면 효과도 낮고 비용도 낮은 약물이 효과가 우수하지만 비용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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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에 비해서 낮은 비용-효과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되는 

치료 방법은 비용효과 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

으로 의약품경제성 평가의 해석에서는 증  비용효과비(ICER)의 결과를 이용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년 동안 두 가지 약물치료군 간의 비용의 증가분(ΔC)을 효과

의 증가분(ΔE)으로 나 어 증  비용-효과비(ICER)를 도출하 다. 그리고 비

용과 효과 각각에 해 5%의 할인율을 용하 으며 사용량 가 평균 상한가

를 비용의 기 으로 사용하 다. 분석 결과, 두 번째 약물치료군( 안 2)은 첫 

번째 약물치료군( 안1)에 비하여 일인당 평균비용이 32,071,463원만큼 더 많이 

소요되며, 효과도 0.35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증  비용-효과

비(ICER)는 91,939,49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6 참조). 

〈표 Ⅳ-26〉 약물치료군별 비용-효과분석 결과

구 분 약물요법
효과

(QALY)
비용(원) 효과 차이 비용 차이 ICER

1년

할인 
안 1 0.84 5,420,158

안 2 0.94 24,059,175 0.102 18,639,017 182,539,156

할인 후
안 1 0.82 5,253,706

안 2 0.92 23,529,238 0.099 18,275,532 185,535,142

5년

할인 
안 1 3.04 34,941,808

안 2 3.44 69,126,739 0.39 34,184,931 86,701,883 

할인 후
안 1 2.71 30,254,249

안 2 3.06 62,325,712 0.35 32,071,463 91,939,491 

  나. 민감도분석

  이상과 같이 분석기간을 기본 으로 5년을 가정하 으나, 환자의 생존기간을 

확장하여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류마티스 염 환자의 연령

을 50세로 가정하여 5년간 약물치료에 한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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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여 분석기간을 5년, 10년, 15년, 그리고 30년으로 

연장하 을 경우 분석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Ⅳ

-24>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약물군( 안1)과 두 번째 약물군(

안2)의 효과차이( 안2 효과－ 안1 효과)는 5년간에 0.35, 10년간 0.57, 15년간 

0.74, 그리고 30년간 1.13인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으로 갈수록 효과차이는 더욱 

증가하 다. 그러나 비용측면에 있어서는 두 약물군간에 비용차이( 안2 비용

－ 안1 비용)는 5년간에 32,071,463원, 10년간 21,965,014원, 15년간 11,259,596

원, 그리고 30년간 -9,945,318로 나타나 차이가  감소하다가 15년에서 30년

사이에는 첫 번째 약물군의 비용이 두 번째 약물군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증  비용-효과비(ICER)가 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분석기간별 민감도 분석 결과

분석기간 약물요법
효과

(QALY)
비용(원) 효과 차이 비용 차이 ICER

1년
안 1 0.82 5,253,706

0.099 18,275,532 185,535,142 
안 2 0.92 23,529,238

5년
안 1 2.71 30,254,249

0.35 32,071,463 91,939,491 
안 2 3.06 62,325,712

10년
안 1 4.26 64,626,177

0.57 21,965,014 38,465,708
안 2 4.83 86,591,192

15년
안 1 5.24 90,419,397

0.74 8,292,091 11,259,596
안 2 5.97 98,711,489

30년
안 1 6.55 123,864,542

1.13 -11,265,842 -9,945,318
안 2 7.68 112,598,700

  한편, 본 연구에서의 비용은 의약품비용, 모니터링비용, 의사방문비용 등 직

비용만을 포함하고 있어, 류마티스 염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은 고려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질병의 증도를 HAQ score에 따라 6단계로 나 고 이

에 해당되는 생산성 손실 비용을 포함하여 분석하 다. 만약 HAQ score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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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생산성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HAQ score의 6단계에 따른 간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을 직 비용과 합산하여 총비용을 계산하 다. 그런데 경제활

동에 참여하는 연령은 평균 으로 65세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은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65세까지만 간 비용을 포함하여 분석하 다. 

  간 비용을 비용항목에 포함한 결과, 간 비용을 포함할 경우 직 비용만으

로 계산한 것보다 비용차이가 32,071,463원에서 18,836,994원으로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래서 ICER도 91,939,491에서 54,000,143으로 감소하 다(표 Ⅳ

-28 참조).  

〈표 Ⅳ-28〉 직 비용 비 간 비용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비용항목 약물요법
효과

(QALY)
비용(원) 효과 차이 비용 차이 ICER

직 비용
안 1 2.71 30,254,249

0.35 32,071,463 91,939,491 
안 2 3.06 62,325,712

직 비용

+간 비용

안 1 2.71 146,112,380
0.35 18,836,994 54,000,143

안 2 3.06 164,949,374

  간 비용을 비용항목에 포함할 경우 분석기간에 따른 변화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기간과 함께 간 비용포함에 한 양측 민감도분석을 실시하 다. 

간 비용을 포함할 경우 비용의 규모는 직 비용의 약 3배에서 5배정도로 증가

하 으며, 치료 기에는 첫 번째 약물치료군( 안1)의 비용이 두 번째 약물치료

군( 안2)의 비용보다 낮았으나, 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이것이 역 되어 첫 

번째 약물치료군( 안1)의 비용이 두 번째 약물치료군( 안2)의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9 참조). 



경제성평가의 실증  사례분석과 불확실성 논의 213

〈표 Ⅳ-29〉 분석기간별 직 비용 비 간 비용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분석

기간

약물

요법

효과

QALY

직 비용

(원)

직 +간

(원)

직 비용

 차이

직 +간

차이

ICER

(직 )

ICER

(직 +간 )

1년
안 1 0.82 5,253,706 41,987,696

18,275,532 14,401,586 185,535,142 146,206,428 
안 2 0.92 23,529,238 56,389,281

5년
안 1 2.71 30,254,249 146,112,380

32,071,463 18,836,994 91,939,491 54,000,143
안 2 3.06 62,325,712 164,949,374

10년
안 1 4.26 64,626,177 254,511,227

21,965,014 2,478,794 38,465,708 4,340,928
안 2 4.83 86,591,192 256,990,021

15년
안 1 5.24 90,419,397 326,146,925

8,292,091 -13,727,025 11,259,596 -18,639,539
안 2 5.97 98,711,489 312,419,900

30년
안 1 6.55 123,864,542 363,618,851

-11,265,842 -33,524,380 -9,945,318 -29,594,825
안 2 7.68 112,598,700 330,094,471

  본 연구에서는 사망률을 추계하기 해 자연사망율과 류마티스 염 환자들

의 사망률 상 험도(relative risk of mortality)인 1.32를 반 하 다. 이 때 만

약 류마티스 염 환자들의 사망률 상 험도(relative risk of mortality)를 제

외하고 일반인들의 자연사망률만을 반 할 경우에 비용효과성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사망률 상 험도의 포함여부에 해서는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0 참조). 

〈표 Ⅳ-30〉 사망률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구 분 약물요법
효과

(QALY)
비용(원) 효과 차이 비용 차이 ICER

자연사망률

+ RR

안 1 2.71 30,254,249
0.35 32,071,463 91,939,491 

안 2 3.06 62,325,712

자연사망율
안 1 2.72 30,388,810

0.34 31,936,902 94,331,911
안 2 3.06 62,32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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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HAQ값과 QALY값 사이에는 안정 인 선형 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Brennan(2004)에서 네 개의 기존문헌으로

부터 도출해 낸 utility change=0.86-0.20*(HAQ score change)의 선형 계를 본 연

구에서 활용하 다. 그러나 이 수식에 제시되고 있는 계수는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Barton et al., 2004; Hurst et al., 1997; Hawthorne et 

al., 2000; Bansback et al., 2001), HAQ값과 QALY값의 선형 계를 나타내는 계

수에 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ICER는 56,232,105원/QALY에

서 109,451,775원/QALY의 분포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1 참조). 

〈표 Ⅳ-31〉 HAQ의 QALY 환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구 분 약물요법
효과

(QALY)
비용(원) 효과 차이 비용 차이 ICER

0.86-0.20HAQ

(base case)

안 1 2.71 30,254,249
0.35 32,071,463 91,939,491 

안 2 3.06 62,325,712

0.862-0.327HAQ
안 1 1.81 30,254,249

0.57 32,071,463 56,232,105  
안 2 2.38 62,325,712

0.77-0.168HAQ
안 1 2.50 30,254,249

0.29 32,071,463 109,451,775 
안 2 2.80 62,325,712

0.85-0.23HAQ
안 1 2.44 30,254,249

0.40 32,071,463 79,947,384 
안 2 2.85 62,325,712

0.8285-0.2344HAQ
안 1 2.31 30,254,249

0.41 32,071,463 78,446,665 
안 2 2.72 62,325,712

  서로 다른 시 에서 발생한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때에는 일정 시 을 기

으로 그 시 에서 각 비용과 편익들이 가지는 가치를 평가하여 비교하게 되는

데, 기본분석에서 비용과 결과를 재가치로 평가하기 해 비용과 결과 모두 

연간 5%의 할인율을 용하 다. 일반 으로 평균 사회  할인율에 한 이견

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3%, 7.5%의 할인율을 

용하 다. 분석결과 첫 번째 약물치료군( 안1)의 효과는 2.56～2.83,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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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0,440～31,981,709원의 분포를 지니고 있었으며, 두 번째 약물치료군( 안2)

의 경우에는 효과가 2.88～3.20, 비용이 59,257,158～64,847,322원의 분포를 지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2 참조). 

〈표 Ⅳ-32〉 할인율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구 분 약물요법
효과

(QALY)
비용(원) 효과 차이 비용 차이 ICER

효과5%, 비용5%

(base case)

안 1 2.71 30,254,249
0.35 32,071,463 91,939,491 

안 2 3.06 62,325,712

효과3%, 비용3%
안 1 2.83 31,981,709

0.37 32,865,613 89,879,728
안 2 3.20 64,847,322

효과7.5%, 

비용7.5%

안 1 2.56 28,170,440
0.33 31,086,718 94,664,543

안 2 2.88 59,257,158

효과0%, 비용0%
안 1 3.04 34,941,808

0.39 34,184,931 86,701,883 
안 2 3.44 69,126,739

  이상에서 논의된 민감도 분석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Ⅳ

-33>과 같다. 

〈표 Ⅳ-33〉 불확실한 변수에 한 민감도 분석 결과: 종합

구 분 라메터 변화 Cost per QALY 기본값과의 차이

기본값 － 91,939,491 －

HAQ/QALY 환 0.862-0.327HAQ 56,232,105 -35,707,386

0.77-0.168HAQ 109,451,775 +17,512,284

0.85-0.23HAQ 79,947,384 -11,992,107

0.8285-0.2344HAQ 78,446,665 -13,492,826

비용 간 비용포함 54,000,143 -37,939,348

분석기간 10년 38,465,708 -53,473,783

15년 11,259,596 -80,679,895

30년(life time) -9,945,318 -101,884,809

사망율 자연사망률 94,331,911 +2,392,420

할인율 3% 89,879,728 -2,059,763

7.5% 94,664,543 +2,7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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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찰과 소결

  가. 분석의 기본 틀

1) 비교 안의 선정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안)에 의하면 경제성평가의 비교 상을 선정함에 있어 

비교할만한 등재 의약품이 있는 경우는 이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비교

상으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앞서 선행연구(Barton, 2004) 고찰에서도 제

시된 바와 같이 부 한 약 조군을 사용한 경우와 한 조군인 약물 

sequence를 사용했을 때 ICER의 값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때 근거 자료에 입각하여 객 으로 비

교 상을 선정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 특히 류마티스 염 치료제는 약의 종

류가 많을 뿐 아니라 단독요법인지 아니면 MTX등과의 병용요법인지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통 인 DMARD 이외에도 NSAID와 같은 통증치료제나 스

테로이드제 등이 병용 투여될 수 있어 가장 리 사용되는 처방을 찾기가 어렵다.  

한 한 가지 약에 한 치료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약 3～4

년을 주기로 다른 약으로 바꾸어 사용하는데, 이 때 의약품의 치료순서, 즉 

sequence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약물 sequence를 모델링하기 해서는 각각

의 약들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 사용되는지, 그리고 주로 어떠한 순서로 사용되

는지 등에 한 정보가 필요한데, 실제 약물치료 순서는 의사들간 편차가 커서 

가장 표 인 순서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류마티스 염 치료제 사용에 한 객 인 자료를 구하기 해서는 건강

보험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제약회사 등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직은 자료에 한 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자료 분석 

목 의 DB 구축이 미흡하다. 약물치료순서를 악하기 해서는 개별 환자 

심으로 지난 처방내용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료를 재구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많은 노력이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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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경제성 평가 수행에 따른 사회  비용을 이기 해서는 국가에서 

의약품 처방양상에 한 통계를 다각 으로 제시함으로써 경제성평가를 수행하

는 기 에서 이러한 자료를 쉽게 인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통계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ICD10의 기 에 따라 주요 질병별로 국내에서 리 

사용되는 치료약물의 처방 비  통계를 제공한다면 그 활용성은 높을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기본 자료는 국가에서 제공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약물치료순

서나 보다 구체 인 자료 분석은 연구 내용에 따라 연구자가 개별 으로 추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보험자료에 한 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질병별 주요 약물의 처방 양상

에 한 자료로 미비한 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반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

질 때까지는 문가 의견조사나 일부 의료기 에 한 표본 조사 방식 등을 인

정할 필요가 있다. 

2) 분석기간과 모델링

  류마티스 염 치료는 평생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부분이며 완  치유

를 기 하기 어려운 만성질환이므로 한 경제성 평가를 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에 한 연구가 권장된다. 이와 련하여 우리나라 경제성평가지침

(안)에서는 주요 임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긴 것이 좋다고 제

시한 바 있다.  

  그런데 통상 부분의 의약품에 있어서 임상시험 기간은 1년 안 으로 짧고 

추 찰 연구도 제한 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신약의 경우에는 더욱이 장기 효과에 한 근거자료가 미약하다. 이 경우 통상 

한 모델링을 통하여 장기간에 걸친 가상  분석이 필요하다. 이 때 임상시

험 기간 이후의 경과를 추정하기 해서는 기존의 여러 련 문헌결과를 병합

하고 이를 통하여 모델링의 가정들을 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가정들이 합당

한지 여부에 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실증연구에서는 장기 모형 구축을 하여 각 의약품에 한 반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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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20), 단율, HAQ 변화, 사망률 등을 임상문헌을 통하여 추정하 는데, 이

러한 값들이 임상시험이나 련 연구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그 로 유지될지 

측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컨  임상시험 이후 이환기간이  길어짐

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결과로서 제시된 약물 단율을 동일하게 용할 수 

있을지, 약물 단 이후 주요 결과지표의 효과가 그 로 지속될지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한다. 즉 분석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주요한 임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으나 그만큼 불확실성 역시 커지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정을 고려하여 5년을 기본 분석으로 실시하고 

여기에 추가 으로 10년, 15년, 30년으로 기한을 확장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

하 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년의 시 에서 QALY당 직 비용이 약 9,200

만원으로 나타나 Etanercept를 기에 사용하는 안 2가 비용효과 이지 않은 

것으로 단하 다. 그러나 분석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안 2의 증  비용효

과비가 감소하여 마침내 30년째에는 오히려 비용효과 인 안으로 결과가 바

게 산출되었다. 이처럼 분석기간에 따라 결과가 바 는 것을 볼 때 정한 

분석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결과 해석과정에서 매우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석기간에 따른 불확실성을 보다 신 히 고려하기 해서는 다각 인 

민감도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결과 해석에 참고가 될 QALY 당 증  비용효과비, 역치(Threshold)

에 하여 본격 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평가 결과를 실무에 

용할 때에는 이외에도 해당 의약품의 임상  요성이나 안의 존재 등을 고

려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수용할 만한 범 에 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 인 공감  형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QALY당 9,200만

원, 약 9만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호주나 국의 기 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므로 비용효과 이지 않은 것으로 단하 다. 그러나 향후 지속 으

로 수행될 연구 결과를 보다 원활히 해석하기 해서는 우리나라의 단 거

범 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한 국가  차원의 연구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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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과(Outcome) 측정

1) 임상문헌 자료원 선정

  비교 안 약물들에 한 성과 자료로는 이들을 직  비교임상시험한 ‘Head 

to Head Trial’ 결과가 가장 바람직하나, 실제 문헌을 검색하면 이러한 연구 결

과는 거의 없다. 따라서 서로 다른 연구에서 생산된 결과값들을 종합하여 활용

하게 되는데, 이때 환자의 기본 특성 등을 신 히 고려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자료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낼 때 환자군이 유사한 형태

이어야 하고 유사한 질병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 아주 요하다. 특히 

류마티스 염에서는 질병의 이환기간과 증도에 따라 동일 약물이라도 그 

치료 반응에 차이가 나타나며, 수술이나 처치 등 의료이용 강도에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으므로 모델링 구축을 한 자료 선정에 있어

서 이러한 특성들을 사 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료원 선정 기 을 엄격히 용할 경우 최종 선정 문헌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를 들어 본 실증분석에서는 임상문헌  약물의 

치료 순서, 병용약물, HAQ값, ACR20값, 환자 이환기간, 임상시험 이 에 사용

했던 약물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그 결과 검색된 문헌  극히 일부만 선정되

었다. 문제는 자료 선정과정에서 단 1개의 임상문헌만이 합한 것으로 나타날 

때 그 연구결과에 한 근거가 다소 미약할 수 있다는 이다. 이외에도 새로 

등재되는 신약에 해서는 임상연구 결과가 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거의 

부분이 개발사에서 직  실시하거나 혹은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일 가능성이 

높아 연구자 바이어스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료원 선정기 을 어

느 정도로 엄격히 용할지 여부 한 요한 검토사항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 평가의 요 부분  하나인 성과 측정을 보다 과학 ‧합리 으로 수

행하기 해서는 자료원 검색  선정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요하다. 연구자

의 사 인 편견 없이 공정하고 객 으로 자료원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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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이를 해서 자료원 검색과 선정과정이 재 될 수 있도록 구체 인 방법

론을 제시하도록 하고, 실제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추출된 자료의 통합과 추정

  최종 선정된 자료들  하고 비슷한 질을 가진 RCTs 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메타분석을 통해 결과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메타분석 패키지를 이용하기 해서는 자료의 기본 요건으로서 

비교군과 조군에 한 자료가 있어야 하며, Binary data를 주 상으로 하고 

있다. 연속변수의 경우에는 평균과 표 편차에 한 데이터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데 문헌 에는 표 편차에 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으며 

한 성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비교군과 조군에 한 자료가 없는 경우도 있

다. 이런 경우에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자료들을 통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즉 모든 자료에 하여 메타분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자료의 특성에 따라 

메타분석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분

포 양상들을 검토하여 산술평균이나 앙값 등 합리 인 표 값을 제시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자료 추출과정에서 문헌선정의 여러 가지 요건  주요한 요건들에는 

다 합하나 일부의 한 두 가지 요건이 맞지 않아 자료의 추정이 필요한 경우

가 있다. 본 실증분석에서 제시했듯이 마르코  주기를 6개월로 정하 는데 문

헌  일부에서는 1년에 해당하는 결과만 보고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선행연

구들을 검토하여 성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추정치를 정하 는데 컨  단율

은 1년치 결과의 반으로, HAQ 값은 1년치 값을 그 로 사용하 다. 이러한 자

료 추정 과정에 있어서 해당 추정방식에 한 논리  뒷받침은 매우 요한 검

토 요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문헌에서 제시한 결과값이 구체 이지 않을 경우에도 자료 추정과정이 

필요하다. 컨  본 실증연구의 경우 임상문헌에서는 모든 시험 상자에 한 

평균 결과값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석의 정확성을 해서는 약물에 반응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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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과 비반응 그룹을 나 어 결과값을 세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에도 선행연구  Choi 등(200)은 head-to-head trail이 없는 문제 을 극복

하기 한 안으로 각 임상연구에서 조군( 약군)의 효과 부분을 빼고 순수

한 시험약물만의 효과를 계산하여 이를 다시 조합하는 계산 방법으로 서로 다

른 임상연구 결과의 차이를 보정하 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환자의 이환기간이

나 연령 등 선행요건들을 엄격히 고려하 기 때문에 의 정량  재산출을 통

한 보정 과정은 생략하 다. 

  한편 장기 모델링을 해서는 임상시험 기간 이후 주요 성과 변수에 한 추

정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질병의 진행과정에 한 이해는 물론, 약물의 지

속  투약에 따른 효과 반응 정도, 각 약물별 단 비율, 약물 단 이후 질병

의 악화 정도에 한 추정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외국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약물 반응 효과에 있어

서 마르코  첫 번째 주기와 그 다음 주기들의 효과에 차이를 두었으며, 약물

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최 의 반응분 만큼 다시 악화되는 퇴행‧재발 

모형을 가정하 다. 한 외국자료에 근거하여 신체기능 활동성 정도(HAQ)에 

따라 효용값을 추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반 하지 않았지만 외국의 선행 연

구에서는 HAQ에 따라 사망률이나 비용을 추정하는 회귀방정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델링에는 가정 값의 설정이 요한데, 선행연구에서도 분석 방

법에 따라 가정들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모델링의 근거 문헌과 가정의 배

경 등에 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 사망률의 경우 국내에는 사망률 통계가 질병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

므로 외국 문헌에 제시한 상 험도(relative risk) 자료를 이용하 는데 이러한 

자료가 국내 실을 반 하고 있는지 여부에 해서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 따

라서 향후 각 질병별 사망률에 한 국내 자료의 구축도 필요하다. 

  이상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최종 선정된 임상자료라도 정확한 분석을 해서

는 기존의 결과를 보정하여 활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그 근거에 한 

명확한 출처와 합리 ‧객 인 추정방식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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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인 상 자료

  경제성 평가는 국내 자료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국인을 

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는 아직은 드믄 실정이며 다국가 임상시험을 실시한 

경우 내국인 피험자수가 통계 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련하여 경제성평가지침(안)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수

행된 임상결과의 경우 국내의 역학  환경, 임상진료양태, 유 학  배경 등을 

고려하여 결과의 국내 용이 타당한지 검토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본 실증연구에서는 성과 련 자료를 모두 외국 문헌에 근거하 다. 따라서 

지침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내 용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객

으로 근하기에는 국내 련 통계기반이 무 취약하다. 국내 류마티스

염 환자에 한 유병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진료 패턴에 한 근거자료도 

찾기 힘들다. 본 실증분석연구에서는 해당 문과목 의사들로 자문 원단을 구

성하여 외국자료의 국내 용 타당성에 한 자문을 구했으나 객 성과 표성 

측면에서는 제한 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우리나라에도 많은 임상

시험을 유치하여 임상 인 라를 강화할 뿐 아니라, 외국자료의 국내 용 타당

성 입증을 한 자료를 다각 으로 축 하는 연구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4) 효용 측정과 질 가 치 

  비용효용분석에서 리 사용되는 질보정생존년수(QALY) 산출에는 질가 치 

측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국인을 상으로 한 질가 치 산정의 필요성은 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제안되었다. 이외에 도구에 따른 결과 차이도 주요 쟁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신 한 선택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질가 치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언 하 듯이 

HUI2, HUI3, SF-6D, EQ-5D 등 상이한 방법들에서 도출된 질가 치를 용할 

경우 연구 결과는, 가장 작은 ICERs과 가장 큰 ICERs사이에 약 두 배의 차이

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HUI3를 용한 결과가 SF-6D를 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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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ICERs가 약 두 배 작았다. 따라서 상이한 방법들에 근거한 상이한 질가

치의 사용은 다른 정책의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질가 치 방법에 따른 불확실성에 한 고려가 필요하며, 문헌고찰을 통하여 

다른 질가 치 방법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기존연구를 통하여 임상 성과치와 질가 치간의 상 성을 분석하여 질

가 치를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Brennan 등(2004)은 질병 도에 의한 기능

상태에 따라 효용에 차이를 보인다는 가정하에 HAQ값을 EQ-5D 효용값으로 

환하는 선형회귀식을 도출하 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Brennan 등(2004)의 논

문에서 용된 회귀식을 기본으로 비용효용분석을 실시하되, 다른 연구자들이 

사용한 다른 4가지 방식에 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자마다 추정 

방정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모델링을 이용한 효용변수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나 민감도분석을 통해 이러한 근들을 다각 으로 분석하고 종

합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비용 측정

1) 간 비 포함 여부

  앞서 4  비용 측정부문에서 상세히 언 한 바와 같이 경제성평가에 있어서 

간 비 포함 여부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비용효용 분석의 경우 이미 

건강상태를 반 하는 효용 가 치에 생산성 손실에 한 가치가 반 되어 있으

므로, 비용 계산에서도 생산성 비용을 포함시키면 생산성 손실로 인한 것이 분

자와 분모 모두에 포함되어 이 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반 인 지  사항이다.

  그러나 류마티스 염의 경우 외국 문헌  간 비가 직 비의 약 3배에 이

른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실증분석에서는 안과 분석기간에 따라 총비용 

 간 비 비율이 58.2～8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간 비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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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큰 경우에는 간 비가 효용의 산출과정에 어느 정도 반 되기는 하겠으나 

모두 반 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경제성평가

지침(안)에서도 언 하 듯이 직 비 심으로 산출하고 간 비 포함된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되, 간 비 포함된 결과에 하여 보다 신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실시한 Etanercept 련 경제성평가 선행연구에서도 비용항목에 직

비와 간 비를 포함하여 제시할 때에는 직 비만 포함하는 경우에 하여 민

감도 분석을 실시하 고, 만약 직 비만 포함한 경우에는 간 비를 포함하는 

경우에 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간 비를 보다 신 히 고려하 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직 비를 심으로 기본 분석을 실시하고 간 비까지 포

함한 총비용에 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 는데 결과는 간 비까지 포함할 

경우 새로운 치료 안, 즉, Etanercept를 기부터 사용하는 안에 하여 

ICER 값이 낮게 산출되어 보다 호의 인 결과가 나타났다. 더욱이 15년이 지나

면서부터는 기존 치료 안보다 비용효과 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의 차이를 보

다. 본 분석에서는 가정에 한 불확실성 등으로 분석기간 5년을 기본분석으

로 하 는데 이 시 에서는 간 비를 포함한 경우에도 ICER값이 5400만원으로 

나타나 비용효과 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기간 10년에

는 ICER 값이 434만원으로 연구진의 단으로는 비용효과 인 결과로 생각되

므로, 장기 인 에서 추후 Etanercept의 기 사용에 한 지속 인 검토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단된다. 

  한편 본 실증분석에서 간 비를 산출할 때 외국에서 개발된 HAQ 수 별 작

업역량가 치(work capacity)를 그 로 원용하 는데, 향후 HAQ에 한 국내 자

료가 많이 축 되면 우리나라 고유의 가 치 개발 등이 필요하다.  

2) 직 비의 장기 추정

  직 의료비에는 약값, 모니터링비용, 입원비, 수술비 등이 포함되는데, 약값은 

비교 안에 따라 산출하고 일상 인 모니터링비용은 비교 안과 련하여 진료

지침이나 진료 양상자료 등을 이용하여 장기 모델링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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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입원이나 수술에 해서는 질병 이환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 빈도가 어

떻게 바 고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질병 도나 기능활동성, 약물에 따

라 어떠한 차이를 보일지 구체 인 임상자료를 찾기는 용이하지 않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elin and Wanke(1999)는 수술비용과 입원비는 환자의 

기능활동성 지표인 HAQ와 강한 상 계(R2=0.9146)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

으며, Kobelt et al.(1999)도 류마티스 염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경우 상태가 

악화될수록 평균 입원일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질병의 증도와 

입원비용간에 상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Brennan(2004)은 직 비용  의약품비용과 모니터링비용은 직  계산하되, 수

술과 입원 비용은 HAQ를 사용한 회귀 계식을 통하여 산출하 다.

  본 실증분석에서는 직 비  약값과 모니터링만 포함하 는데 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 분석 결과 환자 1인당 연간 평균 입원

비 기댓값이 을 뿐 아니라, 치료 안간 입원율이나 수술률에 차이가 있다는 

문헌보고가  없어서 제외하 다. 한 Brennan(2004)의 방식과 같이 HAQ과 

입원‧수술비에 한 회귀식을 구하면 좋으나 우리나라에는 류마티스 염 환

자들의 HAQ 상태에 따른 의료비에 한 자료가 없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서비스 단가에 차이가 있

어 외국의 자료를 원용하기 곤란하므로 향후 보다 정교한 모델 개발을 해서

는 HAQ에 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와 련하여 비용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편 직 비  부작용 비용은 실증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치료 안  

Etanercept에 해서는 주사 발  이외에는 비용을 래할 만한 두드러진 부작

용이 보고된 바 없고 다만 MTX의 독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본 실증분

석 안들에는 모든 과정에 MTX가 포함되어 부작용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상

호 상쇄되므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다른 류마티스 염 치료제들로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경우를 

비하여 주요 약물들에 한 부작용 치료비용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컨  

MTX 등 약물에 한 증 부작용 발  시 이나 치료방법  비용에 한 자

료를 수집하고 이에 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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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 측정 자료원

  본 실증분석에서는 비용 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자료나 실제 의

료기  의무기록을 분석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문가 의견조사 등에 의거

하여 비용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한 건강보험수가를 반 하여 산출하 다. 따

라서 비용항목이나 빈도 등이 우리나라 실을 정확히 반 하고 있지는 못한다

는 한계가 있다.

  비용을 측정할 때 가장 이상 인 방법은 표성 있는 실제 의료이용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련하여 건강보험자료는 진료 실을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상병명 코드에 한 불신이 있고 환자의 이환기간별로 소

요 비용을 세분할 수 없으며 주요 성과 변수인 HAQ등과의 연계 분석하기 어

렵다는 제한 이 있다. 다른 안으로서 의료기 의 의무기록을 실제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의료기 간 

모니터링 항목과 횟수 등 진료양상에 차이가 커서 조사에 애로사항이 있다. 조

사 상 의료기 수를 늘릴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으

며, 상 기 수를 일 경우에는 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 한 데이터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분석을 수

행하는 연구진의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이미 

호주나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듯이 빈번히 사용되는 비용 항목을 구체 으로 

분류하고 비용 액을 표 화하여 고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미 경제성평

가 연구를 한 비용 표 화에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이를 실무 으로 

활용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

하다. 한 건강보험자료를 공개하여 연구의 목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비 여자료에 해서는 별도의 국가 차원의 연구를 통하여 개별 연구자가 활용

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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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결

  류마티스 염 치료제 경제성평가에 한 선행연구 고찰과 실증  사례 분

석을 실시한 결과, 평가 연구의 질  수  향상은 물론, 연구의 객 성과 공정

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한 리운  시스템을 마련하고, 효율 인 연구수행을 

한 국가  기반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연구의 질 리를 해서는 연구 방법론 개발에 한 지속 ‧단계 인 

노력이 필요하다. 재 경제성평가지침(안)이 개발되어 경제성평가의 원칙과 방

향에 한 요한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본 실증분석 과정에서 언 된 바

와 같이 실제 연구 실에서는 자료도 부족하고 경험이나 문 인 지식도 부

족하다. 실 인 제약과 목표 간의 갭을 어떠한 방식을 채워갈지에 한 보다 

실질 인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성평가 결과를 실무에 반 하기 해서는 질

리가 가장 요한 요소이나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으니 만큼  

수 단계에서의 도달 가능한 목표와 이의 단계  향상을 한 략 마련이 필

요하다. 

  이와 병행하여 투명성 확보를 한 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류마티스

염 치료제에 한 경제성평가 연구는 이미 외국에서 매우 많이 수행되었는데, 

각 연구 마다 방법론이 제각기 다르고 연구 결과 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련 임상문헌결과나 효용 질가 치 측정들도 연구 

방법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 다.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올바른 결과

를 얻기 해서는 연구과정이 객 이며 투명하게 진행되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성평가는 보험등재와 약가를 한 실무 인 목 과 학술 인 목  두 가

지로 활용되는데, 실무에 활용하기 해서는 건강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평가 

연구의 주요 부문을 검토하고 이를 재 할 수 있는 자료를 기업에 요구해야 한

다. 학술 인 목 의 연구에 해서는 학술단체의 객 이고 공정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연구비 출처에 따라 연구자 바이어스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

구비 출처를 밝히는 풍토도 조성될 필요가 있다. 



228

  경제성평가 연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연구 인 라의 구축이다. 실증연

구에서 나타났듯이 경제성평가의 많은 부분을 외국 연구결과에 의존하 다. 경

제성평가는 각 국가의 진료 행, 유병률, 건강보험제도와 수가체계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므로 우리나라 고유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업이나 연구자 개인 수 에서 마련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효율 이지 않

다. 따라서 여러 연구에 리 활용되고 연구 방법론 개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내용에 해서는 국가의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 컨  류마티스 염의 경

우 진료비  약품비에 한 기본 통계, 기능  활동성지표인 HAQ자료 수집 

 이에 따른 효용과 비용 추계, 류마티스 염에 의한 사망률 자료 등은 국

가  차원에서 연구를 지원하여 기 자료로서 필요한 연구자에게 제공할 필요

가 있다고 단된다. 



Ⅴ. 주요국의 의약품경제성평가 활용과 연구 인 라

  주요 외국의 의약품 경제성 평가 련제도를 고찰해볼 때 경제성 평가는 보

험의약품의 등재  가격 리, 임상지침 등 실무 으로 리 활용되고 있다. 이

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언 된 바와 같이(이의경 등, 2003; 이태진, 2003; 배은

 등, 2005)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보험의약품의 등재  

가격 리에 공식 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스

웨덴, 스페인, 스 스 등에서는 경제성 평가 자료를 공식 으로 요구하지는 않

지만, 등재나 가격결정에 참고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 결과는 임상지침 작성에도 활용되는데 가장 리 알려진 국가는 

국이다. 국의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에서

는 련 기업 등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되 국가 산으로 국가가 직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제성 평가 연구 자체는 매우 활발하지만 그 활용은 미약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굳이 사례를 들자면 미국의 공보험인 메디 이드(Medicaid)

와 련하여 오 곤주 등 일부 주정부에서 암묵 으로 경제성 평가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이다. 민 보험에서는 임상지침에 비용효과성을 일부 고려하고 있는 

정도인데 최근들어 보험의약품 선정에 있어서는 경제성 평가의 향력이 미약

하나마 조 씩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는 이처럼 경제성 평가가 활발히 활용되기도 하고, 미국과 같이 연구

는 활발하나 그 활용은 부진하기도 하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에 한 상세한 

검토는 재 경제성 평가제도 운 에 많은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사 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재 우리나라에는 연구를 수행할 

만한 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가 미흡하고, 연구의 기반이 되는 각종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역시 부족하다. 최근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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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경제성 평가 실시 과정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가정 등 불확실성으로 인

하여 연구 결과에 한 불신도 크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임상 지침에 활용하는 국, 보험

여에 활용하는 캐나다, 그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미국 등 3개 국가 사례에 

하여 심층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주요 내용은 각 국가에서의 실무  활용 

황과 경제성 평가를 한 인력 활용, 연구비 지원  연구방법론 개발 등 연

구기반 구축 실태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의 NICE와 NCCHTA

  가. 국에서의 의약품 경제성평가 활용

  국은 보건의료기술평가주14)의 선도  국가로서 경제성평가 연구의 이론 축

은 물론, 평가 방법론의 개발과 자료 구축 등에서 매우 활발한 연구 활동과 

업 을 가지고 있다. 경제성평가 부문의 학문  성과와 연구활동 업 에도 불

구하고 국에서는 평가결과를 보험등재 여부나 가격결정과정에 연계시키지 않

고 지침(Guidance) 개발을 통하여 진료행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

다. 국은 보험의약품 등재에 있어서 네거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여 

여부는 비 여 기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으로 단하기 때문에 경제성평

가 결과가 보험 여 정책과 련되어 있지 않다.

  국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하여 지침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이다. 1999년 4월 NHS 

(National Health Service) 내에 특별보건기구의 형태로 설립된 NICE는 임상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과  이용을 진하도록 여러 가지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주14) 보건의료기술평가란 의료기술의 발 , 보   사용이 사회에 미치는 향을 의학 , 경제

, 윤리 , 정치  차원에서 다면 으로 평가하는 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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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NICE에서는 공공보건(Public Health), 보건의료기술(Technology Appraisal), 

임상진료(Clinical practice) 등 3가지 역에 한 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첫째, 

공공 보건에 해서는 NHS와 지방정부, 일반인을 상으로 질병의 방과 건

강의 증진을 한 지침을 발행하고 있다. 둘째, 보건의료기술 부문에 있어서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존하고 있는 의약품, 의료기술과 련하여 사용, 치료, 

재 과정 등에 한 지침을 발행한다. 셋째, 임상진료에 있어서는 특정 질병이나 

상태를 갖는 환자를 상으로 질병별로 한 치료와 간호를 한 지침을 발

행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직 으로 련성이 있는 ‘보

건의료기술에 한 지침’과 련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다. 

  ‘보건의료기술 지침’ 개발 상은 국과 웨일즈의 NHS에서 사용되고 있으

나 유용성이나 가치가 불확실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의약품, 의료기

기( : 보청기, 흡입기), 진단기술( : 질병진단기술), 외과  처치( : 탈장 처

치), 건강증진활동( : 당뇨병 환자 리) 등이 그 상이 된다. 컨  골

염 환자 상 Cox Ⅱ 제제에 한 임상시험결과(RCT)  비용 등을 분석하여 

Cyclo-Oxygenase Ⅱ Selective Inhibitor에 한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들어 국에서는 NICE에서 기술평가를 통하여 제시한 지침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하여 많은 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2년부터 NHS는 기

술 평가를 통해 NICE가 추천한 보건의료기술에 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

다. 이를 해 2002년까지 국의 잉 랜드와 웨일즈의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기구는 NICE의 보건의료기술 평가에서 추천하는 의약품과 

치료를 시행하기 한 산을 확보하 다. 일반 으로 NHS는 각 보건의료기술 

지침 발행 후 3개월까지 이를 지원할 산과 의료자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

다. 각 지역의 보건기구들은 NICE의 해당 지침을 시행할 때 요구되는 자원과 

이에 련된 인력, 소요 기간 등을 참고하여 그들의 지역 환경에 해당 기술이 

용 가능하지를 고려한다.

  NICE에서 발행되는 보건의료기술지침(Technology appraisal guidance)에 포함된 

권장사항은 NHS의 ‘핵심기 ’에 포함되며 모든 NHS 산하 기구에서는 NICE의 

기술평가 결과를 수해야 한다. 컨  NICE가 추천하는 보건의료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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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Care Trusts (PCTs)에서 보건의료에 한 구입 산을 계획할 때 극

으로 반 되어야 한다. 즉 NICE로부터 정 인 결정을 받게 되면 이 보건의

료기술을 임상 장에 반 할 수 있도록 산을 증액하는 등 조정한다. 산 충

격이 큰 의약품의 경우 완 하게 받아들이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반면 

NICE에서 부정 인 결과를 받게 되면 PCTs는 해당 보건의료기술에 하여 특

정한 경우의 개별 인 사용 이외에는 구입할 수 없다. 

  WHO에서는 NICE의 질 리와 기술 평가가 우수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 한 투명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제약 산업과 학, NICE간에 피할 

수 없는 충돌이 다소 존재하기는 하나 서로 정 인 계를 이루고 있다고 평

가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약 은 NICE의 정 인 결정이 이의 시행을 통

한 산 활용과 연결되지 않는 이다. NICE의 결정에 따른 시행에 하여 보

건부와 재정부에서 심사하고 연간 지출액을 고려하나 액을 한정하지는 않는

다. NICE는 평가를 통해서 부정 인 결론을 내린 련 의약품이나 보건의료기

술 등에 해서는 산을 감소시키지는 않으나, 비용효과 인 의약품에 한 

산을 증가시킬 수는 있다.

  NICE는 가이던스를 개발하고 NHS에 배포하지만 가이던스 실행에 공식 인 

책임이 없다. 그런데 기에는 NICE에서 주로 가이던스 개발 차를 확립하는

데 을 두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가이던스 실행을 지원하는데도 을 

두기 시작하여 Implementation Systems Director가 실행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이던스 실행에 한 황 악을 하여 NICE는 지역 NHS 표와 NICE 

가이던스를 실행하는데 있어 장애물과 진요인을 논의하는 국 인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 그 실행을 높이기 해 2001년에는 평가된 기술사용 변

화를 추 하고 가이던스 실행의 진 내지는 장애 요인 특성을 밝히는 연구 

로젝트를 요크 학에 발주한 바도 있다. 이후 2003년에 28개의 최근 평가결과

의 향과 기술 이용 변화를 추 함으로써, 기술평가 결과의 활용 황을 악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도 제약회사 로슈에서 NICE에서 평

가한 자회사 제품이 NHS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추  조사하여 분기별로 감시를 

시행하고 NHS의 NICE 권장사항 수 황을 연구한 경우도 있었다. 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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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회가 의약품에 한 NICE 향을 검토하는 서베이를 2003년에 시행한 

도 있다. 환자단체 한 NHS가 NICE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지에 한 서베이

를 실시한 결과 NICE 진료지침이 각 지역의 NHS에서 환자를 치료  어하

는데 향을 주고 있으나 지역마다 지침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이 도입되는 속도

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NICE의 기술평가 참여 인력

  NICE는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에서  세계 으로 인정받는 기구이나 실제 

근무하는 정규 인력규모는 30명 안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NICE의 기술평가 

업무는 정규 인력 이외에 상설 자문 원회인 평가 원회(appraisal committee), 

연구주제별로 선정되는 자료제출자문 원(consultees)과 의견제시자문 원

(commentator), 기술평가연구를 실제 수행하는 7개 학 연구 과의 유기 인 

계 속에서 수  높은 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평가 원회에서는 NICE의 기술 평가에 한 권고를 담당한다. NICE

의 상설 자문 원회로서 NHS, 환자‧보호자 조직, 련 학계, 제약업계, 의료기

기업계에서 표자들이 참여한다. 평가 원회의 평가 과정  이와 련된 보

건의료 문가, 제조회사, 정부, 환자, 간호사, NHS조직 등이 자료제출자문 원

(Consultees)으로 참여하고 평가 원회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각각 구하지만 권

고는 각 집단의 이익과는 독립 이다.

  자료제출자문 원은 기술평가의 범 를 정할 때, 평가보고서(appraisal report)

나 평가 원회의 권고 등에 한 코멘트를 하고 평가 원회에 련 근거를 제

출하며 이와 련된 다른 자료제출자문 원을 추천하기도 하고 평가 원회의 

최종 결정에 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들은 임상 문가와 환자 문가를 

추가 지명하여 평가 원회에서 그들의 의견을 표하도록 할 수 있다. NICE에

서는 지침개발에 있어서 특히 환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해 Patient 

Involvement Unit를 만들어서 환자와 간병인과 련된 환경에 한 조언을 받고 

지침개발에 참여할 환자와 간병인에 한 지원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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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시자문 원(commentator)은 근거를 제출하는 자료자문 원과는 달리 스

스로 근거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이의(appeal)의 권한도 없다. 이들 

의견제시자문 원(commentator) 집단에는 해당 기술과 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제

품을 생산하는 제조자, NHS Quality Improvement Scotland , 련 National 

Collaborating center 기타 련연구 그룹 등이 해당된다.

  의견제시자문 원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보건단체나 개인은 구나 NICE의 

웹사이트에 공개되는 NICE의 ‘평가자문문서(Appraisal consultation document, 

ACD)’에 하여 피드백을 할 수 있다.

  보건경제학 인 기술평가 연구에 하여 NICE는 7개의 학 연구 (Sheffield, 

York, Birmingham, Southampton, Liverpool, Aberdeen)과 5년간 계약을 맺어 지원

을 받고 있다. 이들 학과의 계약은 NCCHTA에서 NICE를 신하여 주 하고 

있다. 이들 학의 은 보건경제학자, 체계 인 심사자, 모델제작자 등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컨  Sheffield 학의 경우 보건경제학자  모델링 문가가 

30명, 임상문헌에 한 체계 인 검토 문가가 14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 학의 보건의료기술평가연구센터

- Aberdeen HTA Group, University of Aberdeen 

- West Midlands HTA Collaboration(WMHTAC), University of Birmingham 

- Liverpool Reviews & Implementation Group(LRIG), University of Liverpool 

- Peninsula Technology Assessment Group(PenTAG), University of Exeter 

- The School of Health and Related Research(ScHARR-TAG), University of 

Sheffield 

- Southampto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Centre(SHTAC), University of 

Southampton 

-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CRD), University of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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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NCCHTA의 HTA 로그램과 NICE의 지침개발 연계성

1) NICE 지침개발의 개요

  국에서 보건의료기술평가 상이 되는 주제는 크게 2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임상  근거와 경제  근거를 바탕으로 NICE에서 지침을 개발하기 한 

연구와 그 외에 보건 리나 NHS 정책입안자, 임상 문의 등에게 보건의료기술

에 한 체계 인 정보를 제공하여 지식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이다. 

  보건의료기술평가업무는 국립보건의료기술연구센터(National Coordinating Center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CCHTA)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보건의

료기술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로그램의 운 과 지원  개발

에 한 책임을 지고 있고, 연간 연구기 은 1천만 운드(220억원) 정도이다. 

  업무 차는 평가 상 주제의 제안에서 시작하여 평가 우선순 의 선정, 련 

연구 수행  평가, 평가결과에 한 포 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

어 있다(그림 Ⅴ-1 참조). 우선 평가주제의 제안에 있어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나 국가건강서비스(NHS), NICE와 같은 련 정부기구는 물론 의료

문가, 일반인 등이  보건의료기술 연구  평가와 련된 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일정한 기 에 따라 우선 으로 평가할 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연구 

주제는 NCCHTA의 HTA 로그램을 통해서 연구되는데, 특히 NICE에서 지침

을 개발하기 하여 선정된 주제에 해서는 7개 학으로 구성된 보건의료기

술평가 연구그룹에 탁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보건의료기술연구보고서

(Technology Assessment Reports: TAR)를 발행한다. NICE는 학에서 수행한 연

구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여 지침 안인 ‘평가자문문서(appraisal consultation 

document: ACD)를 작성하여 자료제출자문 원(consultees), 의견제시자문 원

(commentator), 임상 문가  환자 문가 등의 의견을 포 으로 수렴하여 ‘최

종평가결정문서’(final appraisal determination: FAD)를 작성한다. 최종평가결정문

서는 NICE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15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데 이의과정이 완료되

면 공식 으로 지침을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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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국의 보건의료기술평가 차

2) 보건의료기술평가(HTA) 로그램

  보건의료기술평가(HTA) 로그램은 존 하는 보건의료기술을 평가하기 한 

국가  로그램으로, 보건부의 연구개발부서(Research & Development Section)

에 의해 재정 지원되고, 서비스 달과 조직(Service Delivery and Organization: 

SDO)  New and Emerging Application of Technology(NEAT) 로그램과 함께 

추진되고 있다. 

  HTA 로그램의 목 은 의료기술의 비용, 효과와 이들에 한 보다 폭넓은 

향에 해 양질의 연구를 보장하도록 하여 NHS(National Health Service) 하에

서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 보건의료기술이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것이다. 건강의 증진, 질병의 방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 기구  재

술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기술을 평가 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내용은 효과

성(Effectiveness), 정성(Appropriateness)  비용(Cost)에 한 것을 고려하고 효

과가 있는지, 상이 구인지, 비용은 어떠한지, 체 가능한 방법과 비교할 

때 어떠한지의 4개 기본 인 질문을 토 로 하고 있다. 주로 임상시험(Cli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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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s)과 같은 1차 연구와 근거 통합연구(evidence synthesis) 연구로 근한다. 

  HTA 로그램은 평가할 주제를 확인하고, 평가 상의 우선순 를 설정하며, 

연구를 탁한 후 연구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이의 결과물인 보고서를 평

가하고, 마지막으로 HTA 로그램 과정  출 물의 정보 교환하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Ⅴ-2 참조). 

  신규사업을 지원하기 하여 NCCHTA는 MRC(Medical Research Council) Trial 

Managers Network를 운 하는데 이는 임상시험 리자들과 연계하여 문성을 

높이기 한 목 으로 운 되고 있다. 한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지원하기 하여 보고서 발간 외에도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종료 3년 이내의 보고서 발간  발표 기한을 정하여 연구결과

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보 하는데 노력을 기하고 있다. 

  모든 사업에서 생산된 연구결과가 질 으로 우수하고, 윤리 으로도 타당한 

것만 인정하며, 동료심사(peer review)를 거치도록 리하고 있고, 모든 탁된 

연구는 새로운 연구 리 틀에 따라 수행되도록 계약되고, 높은 과학 , 윤리  

기 에 합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HTA 로그램은 NCCHTA가 HTA수행과정을 엄격하게 리  지원하고 있

으며 약 45개의 신규 사업이 매년 시작되는데, 이  반 정도는 NICE에서의 

지침 개발 목 으로 기술평가연구보고서(Technology Assessment Reports: TAR)를 

발간하기 한 것이다.

  NICE가 요청하는 주제에 한 연구는 네트워크로 형성된 7개 학의 보건의

료기술연구그룹(TAR center)에 탁하고 있다. NICE에서 의뢰한 보건의료기술

연구는 NCCHTA가 리인으로 7개 학의 TAR center에 탁을 주고 있다. 보

건의료기술평가 지침을 개발하는 NICE는 근거에 한 독립 인 평가가 필요하

므로 이 HTA 로그램을 통하여 국 역에 있는 학주 의 학문  연구 센

터(TAR 센터로 알려진)의 각각의 TAR Teams(연구그룹)에 의해서 개별 인 보

건의료기술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NICE가 정하는 기간 내에 보건의료기

술연구들의 질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신속하고 효율 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사 에 선정된 7개 학 연구소에 탁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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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국의 보건의료기술연구와 평가

DoH/NICE
선정 및 범위 결정

NCCHTA
보건의료기술 연구
(TAR팀으로 배분 및
TAR에 대한 질관리)

연 구

NICE
평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연구보고서 발행

지침 발행

TAR팀

평 가

Consultees
근거제출

  라. 지침 개발 상 주제의 제안과 선정

1) 국의 보건의료기술연구에 한 제안 

  HTA 로그램의 평가 상은 존하고 있으며 명확하게 정의된 보건의료기

술로서 다른 재와 비교 가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존하는 기술의 새로운 

응증이 미치는 향에 한 연구로서, 새로운 응증의 개발에 한 연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연구내용은 주로 환자에게 나타나는 요한 성과변수

(Outcomes) 혹은 상 인 비용효과 체성이다. 

  보건의료기술평가연구(HTA) 상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먼  재의 기

술 수 과 NHS의 재 지식수 과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 HTA는 필요성이 제

기될 때 수행되므로 보건의료기술과 련된 사용자, NHS의 리자 내지는 근

무자 등의 의견을 수집한다. 한 문가나 무가 집단의 직 인 컨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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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HTA 련 조직, 높은 수 의 근거 심 인 체계  고찰(Systematic review)

로부터 나오는 연구제안 사항, 이  HTA 로그램에서 고려된 요한 주제 재

고, 수평  검사(Horizon scanning), HTA 웹사이트로 부터의 직  제안 등 다

양한 방법을 통하여 존하는 기술과의 지식수 차를 확인하고 연구 주제를 수

집하고 있다. 

  직 인 컨설트를 통한 주제 제안은 소비자나 왕립 학이나 문학회, NHS 

이사와 리자, 연구 개발 련인  응용자 등에게서 받고 있으므로 소비자나 

문가의 필요 사항을 반 하고 있다. 한 자 는 우편을 통해서 컨퍼런스

나 포커스 그룹에의 참석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NCCHTA 련 조직

에서의 제안은 시행 범  내에서 문가와 소비자의 을 고려하여 매년 

의된 주제를 제출한다. 체계 인 심사를 통한 주제제안 방법은 NICE와 다른 

NHS 로그램에서 발행하는 지침, Cochrane Library에서의 완성된 리뷰 등을 

검색하고 심사하여 연구 주제를 추천한다. 한 과거의 연구 상 주제로서 고

려되기는 하 으나 높은 우선권을 받지 못했던 요 주제에 하여 재고하기도 

한다. 

  수평  검사(horizon scanning)는 향후 1~3년 안에 NHS에서 유용 가능한 기술

을 확인하여 제안하는데 이용된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존 의료기술의 

응증 는 사용에 있어 변화된 기술이 해당된다. 존하는 기술은 정기 인 

 검사(focused routine scanning)와 특정한 기본 로그램에 의해서 확인되어 

진다. 정기 인  검사(focused routine scanning)는 시 하고 요한 진보를 

보이는 보건의료기술에 을 두고 검색하는 것이다. 를 들면 2상 는 3상

의 임상시험에서 발견된 문제에 하여 그 뒤에 시험과정과 허가 단계까지 이

를 추 한다. 이 수평  검사는 버 햄 학의 National Horizon Scanning Center

에서 수행되고 있다. NCCHTA 웹사이트(www.ncchta.org/consult.htm)를 통해서 

직 인 제안도 받고 있다. 이 웹사이트 형식은 제안자가 제안을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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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기술연구 선정

  HTA 로그램에 있어서는 NICE가 탁하는 주제이외의 제안된 많은 주제에 

해서는 최신의 지식, 문가의 의견 등을 반 하여 명확하고 한 방법으

로 제안된 주제에 우선순 를 부여하여 탁할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 주제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통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의 이득은 무엇인가에 

한 항목이다. 즉 수용성, 삶의 질과 효과성과 같은 환자의 성과, NHS의 비용 

효과성(인구 기반), 서비스의 타겟 , 연구시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법론 인 

이득 등이 검토된다. 둘째, 이득을 실화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으로서 연구 수

행에 소요되는  필요시간, 시행 변화를 가져오는 소요 시간을 검토한다. 셋째 

연구결과가 가져오는 경제 인 가치를 고려한다. 넷째 기 연구의 요성을 

검토한다. 즉 재 연구를 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비용, 재와 시간 경과 뒤

의 기 되는 요구 수 , 연구를 재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음에 한 수요 

등이다. 다섯째로 연구 수행시 요성을 갖는 다른 요인과 련하여 정책 고려

사항, 유병률, 사회 ‧윤리   등을 검토한다. 

  NICE 지침 주제에 해서도 의 보건의료기술평가 연구주제의 선정과 거의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구나 지침개발 상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NICE는 

추천되는 주제에 하여 이미 진행되는 과제인지, 한 형식을 가추고 있는

지 등을 검한다. NICE의 지침개발 상 주제를 선정하기 해서는 다음의 

기 을 검토한다. 

  ○ 의약품  의료기술의 건강상의 이득(health benefit)과 건강 불평등 감소 

  ○ 다른 보건의료 련 정부정책과의 련성

  ○ NHS 재정 등 자원이용에 미치는 향

  ○ 임상 근거  비용효과성의 논란 해소 등과 같은 국가 인 가치 등

  한편 주제 선정업무는 4개의 자문 패 (진단기술  검사, 제약, 치료과정, 

질병 방)에서 약 60여명의 문가가 련되어 있다. 이 패  멤버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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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갖은 문가들이다. 소비자는 자문 패  모임에 투표 

멤버로서 참여한다. 한 NHS의 연구 원회에서 일하는 180여명의 문가도 

특정 주제에 하여 자문을 주고 있다. 이들의 심사는 NCCHTA의 로그램 담

당자들에 의해서 정리되고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선별된다.

  HTA 로그램에 의해서 모여진 각 제안들은 순 화 과정을 거친다. 각 제안

은 NCCHTA에서 검되고 이 에 다루어진 문제 는 제안이었는지를 조회되

고 일차 고려를 해 한 패 로 배당된다. 패 에서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

을 내리기 에 충분한 토의를 갖는다. 이를 통해서 소수의 제안만이 남게 된다. 

  다음 우선순 화 2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걸려져 남은 주제에 하여 

NCCHTA에서는 간략한 보고서(vignette)를 비한다. 이 문서는 연구주제를 명

확하게 하고 보건문제의 정도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의 

미 에서 자문패 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각 패 은 연간 약 15개의 vignette

를 검토한다. 우선순 화 최종 단계에서 HTA 우선순 화 략 그룹(HTA 

Prioritisation Strategy Group)은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산을 고려하여 마지

막 우선권에 동의하는 것과 탁 원회로부터 과학 인 순 목록과 로젝트 

추천을 받고 유용한 로그램의 자  후원을 승인하는 것이다. 

  NHS의 연구개발부장(R&D director)에서 우선순  내용을 최종 승인을 하면 

연구 탁 차를 진행한다. 기술평가연구 우선순  목록은 NHS내의 다른 연구

기  제공자들에게 달하여 연구 탁을 수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HTA 웹

사이트에도 제공된다. 

  이상과 같이 우선순 를 결정하는 과정 동안 NCCHTA는 연구의 복실행을 

막기 한 노력도 지속한다. Cochrane Library와 National Research Register와 같

은 주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정되어 있거나 재 진행 인 연구를 

찾고 NHS의 R&D 부서에서는 이를 고려한 HTA 로그램에 해당되는 주제를 

고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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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료지침 개발을 한 평가연구의 범   의뢰 결정

  지침개발 상 주제가 정해지면 이를 공식화하기 에 해당 기술에 하여 

평가의 범 와 해결되어야 하는 의문  등을 정하는 문서를 NICE와 보건부가 

작성한다. 평가범  개발의 첫 단계로 해당 기술과 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평

가 범 의 안(draft scope)을 비하게 되는데,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정의하게 된다(그림 Ⅴ-3 참조).

  ○ 임상  문제  인구집단, 한 하부집단

  ○ 해당 기술  사용 환경

  ○ 한 비교 상 기술(과 그 치료 환경) - 일반 으로 한 비교 상은 

질병 는 증상을 리하기 해 재 NHS 임상 진료에서 사용되는 치

료법으로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는 것도 비교 상이 될 수 있음.

  ○ 분석에 한 주요 건강 성과 지표(Health Outcome measures)

  ○ 평가되는 비용의 측정

  ○ 비용  편익의 분석 기간(time horizon)

  ○ 평가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고려 사항  이슈

  평가범  결정과 련하여 련회사, 환자 단체, 보건의료 문가 단체에서 

‘자료제출자문 원’이나 ‘의견제시자문 원’ 등이 참여하여 이들의 의견을 반

한다. 이들은 평가범  안에 한 언 을 할 수도 있고 평가범 에 해 토

의하는 워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평가 범 를 결정하

는 워크 은 평가 범 가 히 정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자문기간동안 자료

제출자문 원이나 의견제시자문 원 등이 평가범  안에 해 제기한 문제를 

토의하며 평가와 련된 주된 자료와 주된 이슈를 확인하는 등을 목 으로 개

최된다. 검토의견이나 토의된 사항 등을 참고로 최종 평가범  문서(final scope)

를 제작하여 이를 보건부에 제출하고 보건부는 NICE에 해당기술에 한 평가

를 공식 으로 의뢰하는 것이 한지를 결정한다. 보건부가 합하다고 의사

결정시 NICE에 공식 으로 해당 보건의료기술 평가 지침에 한 의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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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NICE의 평가 과정

Secretary of State for Health와 the Welsh Assembly Government에서
NICE에보건의료기술에관하여추천

이해관련자들이평가에 자료제출 자문위원(consultee) 또는의견제시
자문위원(commentator)으로서참여하도록 NICE가요청; 보건의료 전문가와 환자/의사 단체는
자료제출 자문위원 또는의견제시자문위원으로서 평가위원회의토론에정보를제공할

임상전문가를 지명

NICE는해당보건의료기술의임상적비용효과적근거에대한독립된심사(연구보고서,
TAR)를독립적인대학의연구센터에서위탁수행하도록요청

평가위원회는 NICE에서작성된연구보고서와함께자료제출자문위원과 지명된
전문가들, 환자전문가들이제출한제출자료를평가

위원회는근거에중심을둔권고초안을만들고
평가자문문서(Appraisal Consultation Document, ACD)를제작

4주간의자문기간내에자료제출자문위원과의견제시자문위원의 ACD에대한코멘트를
받음. 마지막 3주자문기간에 NICE의웹사이트에 ACD에접근가능하고

이에대한피드백을직접받음. 

위원회는제출된코멘트를제고하고최종평가결정(Final Appraisal Determination, 
FAD)을준비하고이를자료제출자문위원과의견제출자문위원에게보내고 NICE 

웹사이트에공표

15일간이의제기기간에최종권고에대하여 의의를제기

의의가 없는경우 –최종
권고는 기본 지침이되어
NICE에서 NHS로보냄.

의의가 있는경우 의의
패널의 의견을들어
NICE가 지침수정

의의가있는 경우평가
위원회에의의 패널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다시
근거와 권고를 재고하도록

NICE가요청

NHS에지침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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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의료기술연구(technology assessment) 탁

  선정된 주제  NICE의 지침개발 련 연구는 7개 학의 평가연구 (TAR 

team)에 탁하도록 요청한다. 학의 평가연구 에서는 해당 보건의료기술에 

한 연구보고서(assessment report)를 제출한다. 보건의료기술연구 보고서(TAR)

는 보통 6개월 안에 완성되어야 하므로 연구의 질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연구

를 시행하기 해서 HTA 로그램에서 학 연구 센터와 네트워크를 이루어

서 이들 센터에 탁연구를 임한다. 

  학의 평가연구 에서는 제조업체를 포함한 련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참고하되 그들 독자 인 연구를 수행한다. 체계  문헌 고찰과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한 검토를 통해 해당 기술의 임상  효과와 비용 효과성을 검토하여 

연구 보고서(assessment report)를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 직  비용-효과성을 평

가할 수도 있다. 일반 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문제시되는 질환  환자와 가

족에 한 향에 한 기술, 다른 공식 인 가이드라인 심사를 포함한 보통의 

간호에 한 기술과 역학, 고려해야할 약물의 특성, 임상  유효성에 한 근거

의 조합과 임상 인 코멘트, 포 인 검토 사항, 발표되었거나 회사에서 제시

한 비용-효과 인 포  검토 사항, 연구그룹에 의해 수행되는 비용-효과성의 

기본 인 모델링, NHS에서 이 약을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향( 산, 기구, 

윤리, 공정성)등이 포함된다. 이 평가보고서는 HTA 로그램에 의해 작성되고 

이는 NICE의 평가 지침의 기 가 된다.

  지침개발을 한 보건의료기술평가에 있어서 부분 경제성평가 모델링이 포

함되는데, 학의 평가연구 에서는 해당 회사에서 제출한 모델에 한 비평을 

제시하거나 독자 으로 모델을 만들기도 한다. NICE는 모델에 사용된 인구집

단을 해 사용된 비용과 성과 자료를 확인  선별하고 이를 통합한 방법에 

해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NICE의 지침 개발과 련성이 없는 다른 보건의료기술평가는 7개 학연구

평가  이외에 공모하여 결정한다. 보건의료기술평가 임 원회(HTACB)는 이

러한 연구 공모  제안서 검토, 연구 수행 등을 리 감독한다. 우선 연구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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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단계로서 주요 인 British Medical Journal, The Nursing Times, Research  

Fortnight,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등에 선정된 주제들을 홍

보하여 일차연구(primary research)에 해서는 개략  제안서를, 근거 합성연구

(Evidence Synthesis)에 해서는 완성된 제안서를 받는다. 한 HTA 웹사이트와 

지역 R&D 지부와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이 에 HTA 로그램에 지원하 거

나 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모사실을 알린다. 연구에는 국 내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소에서도 연구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각 분야에 있어

서의 탁연구에 한 안내를 받고 연구문제의 정의 등과 같은 정보 지원을 받

는다. 

  연구과제에 한 지원자들은 경쟁을 통하여 연구자 을 지원받는다. HTA 

탁 원회는 받은 제안서들의 장 을 평가하여 HTA의 우선 략그룹

(Prioritisation Strategy Group)에 연구지원을 추천 한다. 모든 개략  제안서는 3

명의 탁 원에 의해서 검토된다. 검토의 주된 기 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면

서 로제트를 성공 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이 결과가 NHS에 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는 지, 연구 이 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제시된 액과 시

기가 정당한지, 연구의 목 이 명시되어 있는지, 연구계획이 목  달성을 해 

하고 유용하며 윤리 으로 합당하게 디자인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이들 검토를 통해 제안서를 4개의 분류, 즉 연구지원, 변경시 연구지원, 재제

출, 거   하나로 결정하고 신청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최종 으로 HTA 

우선순 화 략그룹(HTA Prioritisation Strategy Group)에서 비용조사와 함께 유

용성  제안서의 질, 주제 련 합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 이를 공식화하

고 최종 으로 신청자들에게 통보한다. 

  HTA 로그램에서 탁을 받는 연구는 연구 디자인과 승인된 로토콜에 

의해 시행되도록 하고 문가 리뷰를 한 안 형식과 HTA monograph series 

발행 등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NCCHTA의 모니터링 이 코디네이션한다. 

한 이 모니터링 은 임상과 연구 문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감독 기능을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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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NICE의 평가(Appraisal)  

  NICE의 평가 원회(appraisal committee)에서는 학의 연구평가 에서 제출한 

연구 보고서(assessment report)의 근거와 이에 하여 자료제출자문 원이나 의

견제시자문 원, 임상 문가와 환자 문가가 제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1차  

잠정 인 견해를 담은 평가자문문서(appraisal consultation document, ACD)를 작

성한다. 다음에는 이를 웹사이트에 공표하고 모든 자료제출자문 원  의견제

시자문 원 등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를 참고로 하여 평가 원회에서는 

최종평가결정문서(FAD)을 마련한다. NICE는 이를 다시 자료제출자문 원과 의

견제시자문 원 등에 보내고 웹사이트에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제출

자문 원은 이 FAD 에 한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의의가 없는 경우나 수정 

가능한 의의가 있는 경우는 NHS에 보내는 지침을 NICE가 발행한다. 만약 이 

결정에 의의가 있는 경우 다시 평가 원회에서 다시 재고하도록 보내져 다시 

순서를 밟게 된다. 

  보건의료기술 연구 보고서(TAR, Technology Assessment Report)에서는 해당 

보건의료기술의 효과와 비용-효과에 한 재  가능한 연구에 을 맞추나 

NICE의 평가는 과학  평가과정에 추가하여 정책 , 윤리 , 시행의 가능성 등

에 한 이 추가 으로 고려된다. 

  NICE의 평가를 해 연구의 필수 인 부분인 보건경제학  고려가 포함된 

보건의료기술연구(HTA)가 필요하다. 보건 경제학 인 경우가 고려되지 않으면 

NICE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NICE는 흔히 인정범 를 라벨에 기재된 허가된 

응증의 환자보다 더 작은 비용효과 인 서 그룹의 환자 범 로 제한하는 결

정을 내린다.

  비용-효과 역치를 두어 일반 으로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ICER) 가 

QALY당 £20,000 이하인 경우는 NICE에서 받아들여진다. 만약 신 인 기술인 

경우와 특정한 환자군 는 상태의 특수성에 따라 QALY당 £20,000 이상인 경우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만약 QALY당 £30,000가 넘는 ICER를 갖는 경우는 이의 타

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사례를 가지고 있어야 받아들여진다(표 Ⅴ-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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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QALY당 비용과 NICE의 결정(1999～2003)

QALY당 비용 수용 제한 거

< 20,000￡ 36 11  4

20,000～30,000￡  8  7  2

> 30,000￡  4  8 11

Source: Towse an Pritchard, 2002; C. Pritchard, personal communication, January, 2004.

χ2 = 9.8, p<0.05, but sensitive to life year to QALY conversion

  바. NICE의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유지 리 

  1993년 NICE 설립 이 ,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에 한 매우 범 한 가이

드라인이 보건부와 국제약 회(Association of British Pharmaceutical Industries; 

ABPI)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2쪽짜리 문서로 공식 발표

되지는 않았다. 1997년, 국 정부는 보다 구체 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단하고, 학계 문가, 산업계와 보건부의 경제학자를 포함한 문가 워킹 그

룹을 결성하 는데, 이 그룹의 논의는 NICE 설립 때까지도 완결되지 않았다. 

NICE가 설립되면서 당시 논의 에 있던 가이드라인의 수정 이 NICE에 의해 

발표되고, 이어 국내 의료기술 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업무에 종

사하는 사람들이 거 참여한 워크 을 개최하 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매우 일반 인 성격의 것이었으며, 임시 가이드라인임을 분명히 하 다(1999년 

9월). 2000년 , 임시가이드라인을 갱신하여 보다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로 하고, 2000년 5월에서 2001년 1월에 걸쳐 개정작업을 진행하 는데, 개정 가

이드라인은 다음 세 가지 원칙에 기 하 다: 개정 과정은 략 으로 조정되

어야 하며(strategically coordinated),  가능한 한 재의 지식수 을 반 하여야 

하며, 주요 이해단체들이 개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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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NHS의 Economic Evaluation Database(NHS EED)

  NHS　 EED는 잉 랜드와 웨일즈의 보건 당국(Departments of Health of 

England and Wales)에서 기 을 제공 받아 설립된 database로서 국 York 학

의 CRD(Center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에서 운 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보건  건강 련된 치료 재에 한 연구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 database를 통하여 보험 여 결정자가 약의 효과, 비용, 처치, 치료 과

정에 한 정보를 보다 쉽게 근하여 보험 여 결정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발표되고 있는 보건의료에서의 처치에 한 비용 효과성 문헌에 

한 평가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운 되고 있다. 경제성 평가에 하여 체계

으로 확인하고 기술하며 이들에 한 질을 평가하고 이들 연구의 상 인 강

과 약 을 조명해주어 보험 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NHS EED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 는 정보 제공 기능으로 보험 여 결정자들이 MEDLINE이나 

EMBASE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들 문헌을 찾는 시간을 약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NHS EED에서는 CRD(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의 직원이 

자 데이터베이스와 의 수기 검색과 다른 문헌 자료 등에서 경제성 평가

문헌을 구조 으로 찾아낸다. 두 번째 기능으로 Quality-assessed economic 

evaluations 즉, 경제성 평가를 포함한 임상 인 질  평가를 제공한다. 각각의 

평가가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보건 경제학자에 의해 작성되어 원래의 연구

에 한 연구의 질과 상 성을 고려하는 결정을 하는 보험 여 결정자에게 도

움을  수 있다. 이런 문서화 과정에서의 록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으며 

이에 한 빠른 작성을 CRD에 요청 하면 이에 이를 한달 안에 록화시켜 제

공한다. 

  정보의 효과를 극 화시키기 해서 이 평가는 경제성 평가 핵심요소의 상세

한 분석을 포함하여 경제학  근거를 기본으로 임상  유효성에 한 정보를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주석은 자료의 체 인 신뢰성과 일반화가능성에 한 

요약을 기술하고 NHS의 실제 인 향에 해서도 기술 되어 있다. 록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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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고 상세하며 이해되기 쉽도록 하기 해 질  통제 과정이 제공된다. 록

을 작성하고 이를 CRD의 보건 경제학자가 검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있어 수

정을 해서 록작성자에게 돌려보내기도 한다. 완성된 록은 그 복사본이 

그 정보의 원 자에게 보내지고 자가 실제 인 에러를 수정이나 다른 정보 

연구 등으로 이에 답변하도록 요청하여 용 가능한 정보를 다시 추가한다. 만

약 새로운 질 인 이슈가 두되는 것에 처하기 해서 Centre for Health 

Economics의 Director가 의장인 Quality Assurance Group은 정기 인 모임을 갖고 

이 모임에서 NHS EED의 편집과 련한 방법론과 질  이슈에 하여 토의한다. 

2. 캐나다의 CDR과 CCOHTA

  가. 경제성평가의 활용 목

  캐나다에서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결과를 보험 여 여부 정 과정에 활용하

고 있다. 연방기구인 Common Drug Review(CDR)에서는 신물질의약품이나 새로

운 복합제의 보험등재 여부를 단하기 한 요건  하나로서 경제성평가 결

과를 해당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이 제외된 의약품에는 신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단일제품(single source product), 기존제품에 비해 

용량이나 제형 등이 단순 변경된 경우, 기등재품으로 새로운 응증을 인정받

고자 하는 제품, 제네릭제품 등이다. 기등재 의약품에 해서는 평가의 필요성

이 제기된 일부 품목에 하여 선별 으로 캐나다보건의료기술평가기구

(Canadian Coordinating Offic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CCOHTA)에서 

경제성평가를 직  수행하고 있다.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요하게 여기는 것은 

평가  검토 과정의 투명성, 검토 과정의 독립  유지, 검토 과정의 표 화로

서 특히 경제성 평가 차, 검토 항목, 검토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명문화된 양식에 하여 실시함으로써 표 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래 의약품 경제성평가 결과를 보험업무 용한 것은 주정부 단 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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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1993년 온타리오주를 시작으로 1995년에는 리티쉬콜롬비아주에서, 그 

이후에는 다른 주에서 보험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하 다. 그러다 2002년 9월, 각 

주,  주의 장 들이 모여 의약품의 임상  경제  가치를 공통으로 검토하는 

Common Drug Review (CDR) 로그램을 연방차원의 보건의료기술평가기구인 

Canadian Coordinating Offic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CCOHTA) 내에 두

기로 합의하 다. 2002년 이 에는 각 주별로 경제성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여 

여부를 정하여 왔으나, 업무의 복을 방지하고, 자원을 효율 으로 활용하기 

하여 경제성 평가 자료 검토, 업무를 국 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PausJenssen 등(2003)은 온타리오주에 있어서 경제성평가 결과가 보험등재에 

미친 향을 분석 보고하 는데, 경제성 평가가 약제 문 원회(Drug Quality 

and Therapeutic Committee: DQTC)의 의사결정에 결정 인 향을 미치지는 않

은 것으로 평가하 다. 검토된 134개 제품  11개 제품의 경우에 있어 기업이 

제출한 경제성 분석 결과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는

데, 주로 신  제품의 경우 경제성 분석이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 다고 

한다. 부분은 경제성평가 결과 보다는 의약품의 치료  가치나 산에 미치

는 향이 우선순 가 높았으며, 이 때문에 종종 비용- 효과 임에도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PausJenssen 등(2003)은 경제성 평가 결과가 제한 으로 활용되는 이유로서 

우선 임상  요소가 의사결정에 더 큰 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을 들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기에는 연구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는 

지 도 하 다. 기업들은 경제성 평가를 마  도구로써 바라보고, 자료에 

한 해석을 평가자가 하는 것보다 더 낙 으로 한다는 것이다. 한편 DQTC 구

성원들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가 많이 개입되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업이 연구지원을 하는데 따라 연구결과가 편향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

다. 한 재는 보강이 되었지만 경제성 분석에 한 DQTC 구성원의 이해가 

부족하 다는  한 경제성 평가 결과가 제한 으로 활용된 원인의 하나라고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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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제성평가 검토체계

  의약품에 한 임상 ‧경제성 가치에 한 평가는 연방차원의 보건의료기술

평가기구 (CCOHTA) 내의 CDR에서 담당한다. CDR사무국 (CDR Directorate)에

는 캐나다약제 문 원회 (Canadian Expert Drug Advisory Committee, CEDAC)라

는 자문기구를 두고 있는데, 연방‧주‧ 주의 의약품 여 랜에 신청 약물의 

등재와 련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이 때 경제성 평가의 객 성을 유지하기 

하여 CEDAC 원  평가 상 의약품  제약회사와 이해 계가 있는 사람

은 미리 ‘Conflict of Interest’를 밝 , 해당 약제나 회사와 련된 논의에서 제외

하고 있다. 

  CEDAC에 안건을 제출하기에 앞서 CDR 내‧외부의 문가들이 신청된 약물

의 임상  측면과 약물경제학  측면에 한 평가결과를 검토하는데, 이때 기

업이 제출한 자료뿐 아니라 직  문헌검색을 실시하여, 한 모든 자료를 검

토한다. 

  CDR 사무국의 내부 검토자(Internal Reviewer)는 연구내용(research question)과 

선택기 을 개발하는데 참여하고, 얻어진 정보에 한 평가를 독립 으로 수행

하며, 평가 방법과 최종 평가보고서의 정확성과 일 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

고 있다. 내부 평가자는 한 외부 평가자와 CDR/CCOHTA간의 연계와 필요한 

경우 외부평가자와 CEDAC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 검토 은 약물학

문가 1.5명, 약사 2명, 약물경제학자 1.5명(FTE)으로 구성되는데, 평가에 앞서 

정보검색 문가(information specialist) 2명이 필요한 문헌을 검색한다. 

  외부 검토자(External Reviewer)는 해당 약과 련하여 구득 가능한 정보(제약

회사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정보와 별도로 자료 검색 과정 등을 통하여 취한 

정보)를 검토하고, 문서로 된 평가 보고서를 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 평

가 보고서에 한 제약회사의 comments에 해 문서로 된 응답서를 비하고, 

평가보고서와 련한 설명 동의 요구가 있을 경우 CEDAC을 지원하게 된다. 

계약  CCOHTA의 Conflict of Interest Guidelines에 따라 이해 상충에 한 사항

(conflicts of interest)를 공개하여야 한다. 외부 검토 은 2003년 6월 재 4개 



252

그룹, 약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약기업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건을 담당할 과제 담당자(Submission 

Coordinator)가 선장된다. 이 과제 담당자는 일련의 평가 과정이 CDR의 요건에 

부합하고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맡는 등 개별 평가자와 

제약회사간의 연결 역할을 담당한다. 캐나다에서는 정보검색 문가(Information 

Specialist)의 역할이 요하다. 정보검색 문가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포

함되지 않았으나 평가에 포함하는 것이 한 연구를 찾기 하여 독립 인 

문헌 검색을 수행한다. 내부 검토자와 외부 검토자 2인은 정보검색 문가가 

검색한 문헌에 하여 사 에 결정된 선택기 에 따라 평가에 포함될 문헌들을 

독립 으로 선택한다. 두 검토자의 평가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한다. 

  다. 보건의료기술평가기구(CCOHTA)를 통한 연구 기반 조성

1) 보건의료기술평가기구(CCOHTA)의 역할과 기술평가 차

  캐나다의 보건의료기술평가기구(Canadian Coordinating offic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CCOHTA)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술법 등과 같은 보

건의료기술에 하여 효과와 비용 등에 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의사결정

자들(Health Canada, 각 주 보건부, 병원, 그리고 의료 문가)에게 배포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의 정한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CCOHTA는 1989년 12월 연방

정부와 각 주(provinces), 주(territories)의 보건부장 들이 모여 설립을 발표한 

것이 모태가 되어, 1999년 4월 CCOHTA 운 에 한 외부 평가를 통해 기능 

강화와 함께 구조직으로 환되었다. 재 CCOHTA 운 에 소요되는 재원은 

모든 주, 주, Health Canada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인구비례로 각출한다.

  CCOHTA에서는 보건의료기술평가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제공 형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 보고서(Technology Report) 형태로 보건

의료기술에 한 유용한 근거자료를 이해하기 쉽고 체계 으로 서술한 검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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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술보고서(Technology Report)의 요약인 기술 개

(Technology Overview)이 있다. 새롭게 등장한 보건의료기술에 하여 문가가 

검토한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의약품이나 기술 등의 목록을 웹

사이트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한 선행 평가(Pre-assessment) 형태로 존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기 인 요약과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술

평가(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에 한 경제학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고 있다. 한 CDR에서 검토할 의약품을 추천하기도 한다. 

  CCOHTA에서는 이외에도 연방기구 이외의 다른 보건의료기술평가 련 기

구나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트 십 지원을 통하여 방간 의사소통

과 동을 증진하고 있다. 한 지식 달 략 개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지

식 달 공무원(Knowledge transfer officers)은 지식 달 목표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보건의료기술에 한 지식을 쉽고 효과 으로 달하기 한 략을 

개발한다. CCOHTA는 ‘지방 보건의료기술평가 동 사업’이나 ‘연구자와 정책 

결정자를 한 교육 시도’(Educational initiatives)등을 통하여 근거 심 정보를 

활용하고 제공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 으

로는  캐나다 이외 다른 국가의 보건의료기술 평가기구와의 트 십 형성으로 

유용한 략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속 인 화 등으로 복 인 노력을 피

하기 한 시도도 하고 있다. 

  CCOHTA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다양한 그룹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연방정부 

측에서는 정책결정자, 의약품 보험 여 리자, 보건의료 리자, 캐나다 보건

국의 자문 원회에서 활용하며, 지방보건당국에서는 약국 리자(Directors of 

pharmacy),의학기술 리자(Medical technology managers), 병원의 의약품선정 원

회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병원 경 자, 의사나 약사 등 보건의료제공자, 

연구기 과 연구자, 소비자가 자료 활용 상이다.

  CCOHTA의 보건의료기술평가 로그램은 국가 으로 요한 보건의료기술 

이슈에 을 맞추어 련 연구 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그 7단계의 차는 다

음과 같다. 1단계는 평가 주제 선정으로서, CCOHTA의 직원이나 자문 원회 

원은 물론 각계의 문가, 일반  등 사회 구성원 구나 웹 사이트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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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평가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CCOHTA의 자문 원회(CCOHTA's advisory 

committees)에서 CCOHTA의 과학자문 패 (CCOHTA's Scientific Advisory Panel)

의 도움을 얻어 제안된 연구주제들을 스크린하고 선별, 우선순 를 결정한다. 

CCOHTA의 원회 의장이 최종 평가 주제를 결정하는데 최신의 진보된 기술

이 우선 으로 선정된다. 

  2단계는 연구 질문을 규정하는 것이다. CCOHTA의 내부 연구자들은 선정된 

각 주제에 하여 존하는 근거에 한 사  평가를 수행하고 자문 원회의 

도움을 받아 각 주제에 하여 보다 구체 인 연구 질문을 규정함으로써 로

젝트의 목표를 개발한다.

  3단계는 로젝트 을 구성하는 것이다. 특정 연구 질문들과 목표를 규정하

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로서 연구 을 구성한다. 체로 연구 장은 CCOHTA 

연구자가 맡고 원은 임상, 역학, 약학, 윤리학, 보건 경제학의 문가로 구성

되고 각 로젝트 에는 CCOHTA의 정보 문가(Information specialist), 정보

달공무원(knowledge transfer officer), 1인 이상의 CCOHTA 과학자문 패

(CCOHTA's Scientific Advisory Panel) 원이 참여한다. 연구를 외부로 할당하는 

경우 CCOHTA가 연구계획서를 마련하여 공모를 하거나 혹은 특정 문가 그

룹과 직  수의계약한다.

  4단계에서는 문헌검색이 이루어진다. 보건의료기술평가는 존하는 근거를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므로 문헌검색은 매우 요한 요소이다. 문헌검색 

문가는 해당 연구주제와 련하여 이용가능한 정보, 발표 혹은 미발표된 정

보를 체계 으로 검색한다. 연구 장은 련 제조업체나 연구의 자나 다른 

문가들에게 정보를 직  요청하기도 한다.

  5단계는 근거를 종합하고 해석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들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투명하며 재  가능한 결과를 보장하도록 CCOHTA 보고서의 작성자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문헌들을 종합 으로 분석한다.

  6단계는 보고서 검토이다. 보고서 평가는 내부검토 뿐만 아니라 방법론학자, 

임상의사, 산업계를 포함한 외부의 검토과정을 병행한다. 각 로젝트 은 최

종보고서가 승인되기 에 다른 검토자의 의견을 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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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7단계는 지식 달이다. 연구 에 소속된 지식 달 공무원( 

knowledge transfer officer)은 해당 보고서의 핵심 목표집단을 선정하고 보고서 

결과를 달할 략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캐나다 CCOHTA에서 지원한 경제성평가 연구 시

2005
 

Economic evaluation of Glycoprotein IIb/IIIa inhibitors in patients undergoing 
percutaneous coronary intervention with stenting

2003
 

A clinical and economic review of exercise-based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for 
coronary artery disease

2003 A clinical and economic review of stroke rehabilitation services.

2003
 

Exercise-based cardiac rehabilitation programs for coronary artery disease: a 
systematic clinical and economic review.

2002 The pediatric economic database evaluation(PEDE) project.

2002 Economic evaluation of population-based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No. 6

2002 Clinical and economic assessment: infliximab for the treatment of Crohn's disease

2002 Economic assessment: celecoxib and rofecoxib for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or 
rheumatoid arthritis

2002 An assessment of oseltamivir for the treatment of suspected influenza.

2002 Infliximab for the treatment of Crohn’s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cost-utility 
analysis

2002 The cost-effectiveness of celecoxib and rofecoxib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or 
rheumatoid arthritis

2001 Oseltamivir for the treatment of suspected influenza: A clinical and economic 
assessment.

2) 경제성평가 가이드라인의 작성

  캐나다에서는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이 1994년에 Canadian Coordinating 

Office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CCOHTA)에 의해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CCOHTA 가이드라인은 방법론 분야의 발 이나 가이드라인 이용 경험이 축

됨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면 개정 을 발간하게 되는데, 개정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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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HTA에 있다. CCOHTA는 매년 가이드라인 평가를 한 포럼을 개최하고 

기존 가이드라인에 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 개정작업에 착

수하게 되는데, 1997년 2 이 발표되었으며, 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97년 

본이다.

3) 캐나다의 비용 산정기  개발

  캐나다에서는 1994년 CCOHTA의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과 더불어 표

비용 목록의 개발을 권고하 고 1995년에는 ‘A Guidance Document for the 

Costing Process’를 발표함으로써 비용추계 방법론에 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 다. 2000년에는 Institute of Health Economics에서 ‘A National List of 

Provincial Costs for Health Care’를 발간하 는데 비용 산정의 보다 구체  방법

과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는 경제성 평가 연구에 활용할 목 으로 보편 으로 사용

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해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국 단 의 표 비용목록

을 만들어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에 한 지침을 사용자

들에게 제공하 다. 이는 표 비용(standard cost)의 사용을 국 으로 확 하

고, 비용 목록에 포함된 서비스 제공 범 를 확 하고, 주별로 존재하는 비용추

정방법의 차이를 표 화하기 해서 표 비용 목록과 비용 산정지침을 작성하

다.

  표 비용 목록의 특징으로는 첫째, 표 비용 목록을 공 보건서비스, 진단  

치료서비스, 지속  치료(continuing care)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다양한 비용을 

포 으로 제시하 다. 둘째, 비용 구성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비

용자료를 체계 인 형태로 제시하 으며, 실제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 비용자료

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한 자세한 설명이 제공되었다. 셋째, 생산성 손실 

비용의 추정을 해 모든 주에 하여 연령별, 성별 임 수   취업률 자료

를 제시하 다. 넷째, 단순히 비용추정치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비용자료의 질

 수  등 포  평가기 을 함께 제시하 다. 다섯째, 캐나다의 표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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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근거하여 산출되었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서비

스 제공자(들)의 실제 평균 비용(average actual costs)을 산출하 다. 여섯째, 캐

나다는 표 비용 작성에 있어서 사회  을 취하고 있다. 병원에서 발생하

는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 간병인(family caregivers)의 비용도 표 비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3. 미국의 경제성평가 활용 실태와 AHRQ

  미국은 신약 개발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서 신약에 한 경제성평가 연구 

한 매우 활발하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성 평가 연구의 부

분은 다른 나라에서 보험 여약으로 등재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 정작 미국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보험 여나 진료 지침 등 실무에 극

으로 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하버드 학의 Neumann 교수는(2005) 

이러한 미국의 경제성 평가 실과 장애 요인, 향후 망 등에 한 서를 집

필하 는데 다음에서는 이를 약술하여 미국의 경제성평가 황을 악하고자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부문의 경제성 평가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심기 인 AHRQ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에 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가. 미국에서 경제성평가 활용 실태  향후 망

1) 미국의 경제성평가 활용 실태

  보건의료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1960 와 1970년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용효

과분석이 사용되기 시작하 다. Medicare, Managed Care, Private Insurers 등에서 

비용효과분석을 활용하고 있으며 오리건 주에서 보건의료 개 의 일환으로 비

용효과분석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개되고 있으나 호주, 국 등과 비교해 볼 

때 경제성평가가 정책 으로 충분히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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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분석과 련된 연구가 보건정책 역에 확장되고 있으며, 이의 향력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가) Medicare  Medicaid

  미국은 1965년 메디 어 련법에서 질병치료  진단을 해 타당하지 않거

나 필요하지 않은(not reasonable and necessary) 항목  서비스에 한 비용지불

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타당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과 

련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FDA에서 효과 이고 안 하다

고 승인을 했을 지라도, 약의 편익과 동시에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이에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지 의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은 1989년에 아래의 기 을 토 로 비

용효과성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 다. 

  ○ 가격이 매우 높더라도 기존의 약이 제공하는 편익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 기존의 약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지만 비용이 낮은 경우 

  ○ 효과도 높고 비용도 높지만, 비용보다 편익이 충분히 높은 경우

  ○ 효과도 낮고 비용도 낮지만 실행가능한 안(viable alternative)인 경우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이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내부에

서 승인하 지만 공식 으로는 발표되지 못하 으며, 1999년에 결국 HCFA는  

1989년의 제안을 철회하 다. 그 지만, 일 되고 투명하며 근거에 기반한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Medicare Coverage Advisory Committee(MCAC)

를 설립하여 경제성평가를 정책  근거로 활용하기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

다. 비록 비용효과분석의 제한 이 지 되고 있긴 하지만, ① 신의료기술의 

여를 한 근거를 제공하는 로그램에 조언하고 ② 일 된 분석 틀을 제시하

며 ③ 의사뿐 아니라 다방면의 문가(방법론자, 산업 표, 소비자단체)를 포함

하여 좀더 명료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 메디 어 여 상 결

정을 해 비용효과분석이 암묵 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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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주정부의 메디 이드(Medicaid) 로그램에서는 선호되는 의약품 리스

트를 개발하고, 고가의 의약품에 해서는 비용분담(cost-sharing) 지불방식을 실

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비용효과성을 암묵 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를 들어 제네릭 의약품에 해서 동일한 효과 비 렴한 가격을 제

공하는 의약품이 채택되도록 비용최소화 략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의약품 등재를 해 약물경제 가이드라인

(pharmacoeconomic guideline)을 채택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비용효과성 정보를 활

용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하고 

(evidence-based) 가치에 기반(value-based)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나) Managed Care and Private Insurers

  미국의 Plans는 질병 리 로그램에 한 이용량검토(utilization-review) 등을 

통해 리하고 있으나, 비용효과성에 한 정보가 명시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health plan에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coverage)를 결정하기 

해 FDA 승인, 안 성, 효과, 안  치료의 가용성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

고 있지만, 비용효과성을 명시 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Blue Cross, 

Blue Shield의 기술평가센터(technology evaluation center)에서 신기술에 한 

여결정을 해 근거기반 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신기술이 최종승인을 얻

어낼지, 신기술의 효과에 한 과학  근거를 제시하는지, 신기술이 기존의 기

술보다 편익이 있는지 등의 효과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비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CEA를 명시 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효

과성과 련된 정보를 간 으로 활용하고 있다. Health plan 계자들은 여 

상을 결정할 때에 비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46개의 plan을 상

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약 90%의 료들이 비용이 의사결정과정의 한 요

인이 된다는 것으로 응답하 다. 효과와 비용을 결합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와 비용을 개별 으로 고려하고 있다. PBM(Pharmaceutic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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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s)의 경우 의료의 비용효과성을 추구하고 있으나, 우선순 를 한 도구

로 CEA를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VA(Veteran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Defense는 여 결정을 해 임상  효과성을 첫 번째로 고려하며, 두 번째

로 비용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들어 Health plan 는 병원에서 의사결정과정이 비과학 이고 불투명하

다는 논의가 제기됨에 따라, 임상 , 경제  근거를 토 로 의사결정과정을 개

선하고 표 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 오리건(Oregon)주의 비용효과분석 활용 시도

  오리건주에서는 고용주가 모든 정규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 질병을 지니

고 있는 인구구성원을 상으로 한 고 험군(high-risk pool)에게 재원을 제공, 

주 거주민에게 메디 이드(Medicaid) 로그램을 추가 제공하는 등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 으며 ① 비용과 효과에 한 정보에 따라 

질병  치료 우선순  목록을 개발하고 ② 주 산의 제약 내에서 가능한 서

비스만을 여함으로써 여를 제한하는 반면, Medicaid를 확 하고자 하 다. 

  이에 치료의 비용-효과성을 추정하는 공식을 사용하여 1990년 5월에 첫 번째 

순 목록(ranked list)이 배포되었으나, 우선순  설정에 따른 방법상의 문제로  

주내에서 범 하게 비 받았다. 이후 비용과 편익정보를 활용하기보다는 

문가 단을 근거로 순 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목록이 HCFA(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에 제출되었고 치료/질병을 17개 카테고리로 묶어 

순 를 정하는 방법을 수정하 다. 두 번째 목록은 1992년 연방기구에서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y Act: ADA)에 배된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되

었다. 이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다 건강한 사람의 선호에 기

반하고 있어, 장애인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가치가 일반인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장애인들이 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수정목

록이 1993년 HCFA 승인을 받았고 1994년 제정되었다. 

  결과 으로 우선순 목록이 비용-효과분석을 제 로 반 하지는 못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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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보정 생존년수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선호가 치 추정방법이 선택방법

(choice methods: , time tradeoff, standard gamble)보다 rating scale methodology

에 의존하고 있어 선호가 치 추정방법 문제가 지 되었고, 사용된 방법들이 

건강결과(health outcome)에만 을 두어, 건강결과에 향을 미치는 서비스 

특성 는 환자이외에 사람들이 가지에 되는 효용( , 암환자 치료에 따른 사

망율 감소에 한 일반인의 효용 증 )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이 논쟁의 상

이 되었다. 

  오리건 주의 시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정책입안자와 정치가들에게 있어 비

용효과분석을 통해 실제 으로 우선순 를 정하기에는 다소 한계 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오리건주 메디 어

(Medicaid) 로그램은 우선의약품목록에 하여 근거기반과정을 수행하고 있

다. 그리고 미국 내 8개 주는 비용을 공유하고 검토결과를 사용하기 해 오리

건주와 력하고 있다. 

  라) 향후 개 

  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CEA는 보건의료부문의 의사결정을 한 투입요소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한 명시 인 도구로 수용되고 있지

는 않다. 이는 기계 인 우선순 를 설정하기 해 CE ratio를 사용할 경우 수

용되기는 어려우며, 그 다 하더라도 CEA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더욱 활

성화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면 CEA 사용을 활성화하기 해서는 다음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CEA를 고려하되 명시 으로 자원배분이라는 개념은 피하는 것이 타당하

다. CEA를 임상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 를 들어, 치료시작연령, 스크리닝 횟

수 등) 간 으로 활용하며, 고가의 신의료기술에 해서 기존의 의료기술과 

비교해 충분한 편익을 제공해 주지 않을 경우 여 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여기 을 알리기 해 CEA를 활용한다. 한, 성질환 치료법보다는 공공보

건, 방서비스의 가이드라인에 CEA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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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를 활발히 사용하도록 하기 해서는 임상의사들이 CEA를 좀더 공개 으

로 포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들의 제한된 자원배분을 해 CEA

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 할 때 지속될 수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효과 인 자원배분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최근 들어 언 되기 시작했으며, 재 사회  학습곡선(social learning 

curve)의 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 통용되기 해서는 장기

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 련 문가  들을 상으로 한 교육

이 요구되며, 의사들에게는 CEA는 수학  도구가 아니라 가치를 증식시키는 

기법임을 알리기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이러한 노력이 규

제자, 법률가, 들에게도 확 되어야 할 것이다. 

  CEA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보는 보건의료정책  실행을 한 의사결정에 내

재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며, 비록 CEA 연구결과가 

정책에 직 으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정 어와 실제 진료행  간에 차이를 

교정하는데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에서 경제성평가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경제성평가가 보험 여의약품 선정 등 련 정

책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경제성평가에 한 연

구는 활발하나 평가결과의 정책  활용은 조한 실정이다. 

  Neumann(2005)은 미국에서 경제성평가의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요인으로 경

제성평가에 한 이해 부족, 경제성평가방법에 한 불신, 경제성평가를 시행하

는 동기에 한 불신, 법 ‧규정  제약, 정치 인 요소들, 윤리  반 를 제시

하 다. 각 요인에 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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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경제성평가에 한 이해 부족

  경제성평가를 실제로 활용하게 되는 사람들의 부분이 보건의료정책입안자

와 임상의사들인데 정책입안자의 경우 추상  사고에 익숙하지 않아 비용효과

분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비용효과분석과정이 투명성이 부족하고 추상

이라고 지 해 왔다. 임상의사들은 인구집단보다 개인환자 입장에서 임상

인 문제를 생각하는 데 익숙하므로 본인들의 생각과 비용효과분석 결과가 다르

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래 부터 제기된 이러한 요인들은 재 상당부분 해결되었으며 임

상의사들의 경우 의사결정시 추상 인 사고(통계학, 유 학, 산-염기 평형)를 하

기 때문에 경제성평가에 한 이해 부족을 경제성평가 활용이 어려운 주요 요

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 경제성평가방법에 한 불신

  비용효과분석 연구방법들이 연구마다 다르며 권장되는 로토콜을 지킨 연구

가 부족하다는 이 제기되고 있다. 비용과 질보정생존년수를 개념화하고 추정

한 방법, overhead cost 포함 여부, 질병, 비공식 어, 자원자 시간에 한 간

비용 포함 여부, 련 없는 질병에 한 보건의료비용 포함 여부, 외국 화폐의 

미국 달러로의 환방법, 분석 , 할인율에 차이를 보 다. 한, 다른 방법들

을 사용하여 동일한 재를 평가할 경우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peer-reviewed literature와 의약품 여기 에 제출된 연구들의 질이 낮다는 이 

지 되었다. 

  그러나 잘 수행되고 보고된 비용효과분석에서 포함해야 하는 기본 인 요소

들과 로토콜들에 해 오랫동안 범 한 합의가 있어 왔으며 이러한 합의가 

각 국가들의 가이드라인간 유사성에 반 되었다. 한 몇몇 peer-reviewed 

들에서 편집 리  원고의 질 향상을 해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들을 채택

하 으며 리포  향상을 해 구조화된 록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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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제성평가의 성 부족

  미국내 보험자와 고용주는 경제성평가결과에 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데, 를 들면 무 많이 비용-효과 인 재를 채택할 경우 할인가격의 물품

을 무 많이 사는 가족이 산하는 것처럼 재정 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고 믿을 수 있다. 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용되는 기술의 경우, C/E ratio가 

바람직하지 않은 재를 채택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단일한 지불자가 부족한 것이 비용효과분석을 용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미국내 개별 지불자 구도 실제로 사회  을 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어도 Medicare와 같은 로그램은 비용효과분석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회  을 취해야 하는데, Medicare에서는 장기간 어, 외래처방의약품에 

한 비용이 제외되어 사회  에서 비용효과 분석을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라) 경제성평가를 시행하는 동기에 한 불신

  미국내 비용효과분석에 한 항에 한 더 냉소 인 설명은 비용-효과분석

이 결과에 재정  이해 계가 있는 연구자의 바이어스를 반 한다는 것이다. 

CEA는 비용- 감 노력을 가리기 한 연막으로 보여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보

건의료비용을 증가시키기 해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제약산업에서는 첫째, 1990년 에 헬스 랜의 시장 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비싼 처방의약품이 가치가 있다는 근거를 제약회사에서 헬스 랜에 제시해야 

했으며 둘째, 제약회사에서 가치와 경제  이득에 근거하여 의약품을 마켓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서 약물경제학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에서 

경제성평가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이에, 정책입안자들은 지속 으로 비용효과 분석을 사용하는 가장 큰 장애물 

 하나로 “신뢰성 부족”을 제기하여 왔고 여러 연구에서 산업에서 재원을 담

당한 CEA가 그 지 않은 연구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보고할 확률이 높은 것으



주요국의 의약품경제성평가 활용과 연구 인 라 265

로 나타났다. 제약회사 스폰서가 비용-효과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연구에만 재원을 제공하거나 좋은 가치의 의약품만을 선택 으로 마  할 가

능성, 연구자가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가정하도록 하거나 부정 인 결과

를 발표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 제약회사의 명백한 향이 없는 경우에도 연구

자들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 분석만을 발표하고 편집자가 정 인 연구만을 

선택 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출 편향(publication bias)은 의학 에서 잘 알려진 문제이며 많은 

연구자들이 임상연구에서도 산업체의 향을 지 해 왔지만 이러한 문제가 임

상연구결과를 활용하는데 요한 장애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임상의사들이 

비용효과분석에 친숙하지 않고 비용효과분석기술이 가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부분 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 법  규정  제약

  미국에서 CEA 활용에 한 법 ‧규정  장벽은 메디 어  FDA의 규정  

문구, 보험계약의 한계, 법원의 역할로 나 어 볼 수 있다. 우선 메디 어의 법

 문구에 따른 한계 을 살펴보면, ‘타당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과 련된 

해석의 모호성이 있으며, 더구나 1989년에 CEA를 제안한 규정이 통과하지 못

한 이후로 ‘타당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과 련하여 재해석할 때, CEA는 

언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990년 에 비용효과성에 한 논쟁을 거치면서, 

Medicare 료는 기존의 법령이 충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둘째, FDA에서 1997년에 근거기반에 한 규정을 수정하 는데, health care 

economic information(HCEI)은 section114에서 “competent and reliable scientific 

evidence” & “directly related to and approved indication”을 토 로 할 경우, 오류

가 있는 것으로는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언 하고 있다. 그러나 ‘직 으로 

련된‘이라는 제한으로 경제성평가를 실행할 경우 리변수를 사용하지 못하

게 됨으로써 경제성평가의 원활한 활용을 해하고 있다. 

  셋째, 보험계약에는 계약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계약용어 자체가 모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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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효과 인 처방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 ‘효과 인’의 정의가 모호

하고, 한 근거  련데이터가 취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

험업자는 근거에 기반한 여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비효과 인 치료에 

해서는 지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과 련

된 소송문제가 존재하므로 보험계약 상에 CE를 명료히 언 하는 데는 여 히 

한계가 따른다. 

  마지막으로, CEA를 활용하는 데 있어 법원의 역할을 들 수 있다. Ferguson등

(1993)에 의하면, 법원은 보험계약의 모호성, 법원의 과학  문헌 활용능력 부

족, 인 문가의 증언 활용 등으로 의료기술평가기법을 수용하기 보다는 

근거가 미비하더라도 환자의 견해를 수용해 주는 경향이 있으며, Anderson등

(1993)은 법원이 의료기술평가기법을 수용하기 꺼려하는 내성이 있음을 지 하

고 있다. 한 미국인들이 소송을 할 경우 법원은 보건의료를 조직하고 달하

는데 있어 시장을 방해하려하지 않으려는 등의 경향이 CEA 활용을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 정치 인 요소들

  정치인들은 경제성평가로 인해 들에게 미친 부정 인 향 는 인식 등

이 선거에 향을 주는 것에 해 우려한다. 이는 방법론  혹은 제도  장벽

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에게 자리잡고 있는 불신 는 항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를 들어, 앙집 화된 기술평가의 불신, managed care에 한 반발, 

CEA 사용의 항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료들이 planer에게 보건의료서비

스의 가치를 최 화시키도록 할 동기부여가 결여되어 있고, planer들은 효과보

다는 비용을 보다 많이 고려할 것이며, 경제성 고려의 이유로 환자나 의사의 

치료 선택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시민의 우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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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윤리  반

  CEA는 공리주의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LY(Life-Years), QALY로 효용을 측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리주의 견해에 따르면 가 편익을 얻는지에 상 없이 

효용이 증가할수록 체가치도 증 한다고 여기므로, 도덕 으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타인의 요구(need)에 우선순 를 주어 건강상의 편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재(intervention)를 더욱 선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QALY의 

총량을 최 화하는 것보다 다른 목표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CEA는 1) 효율성 추구, 2) 쉽게 계량화할 수 없는 건강편익(health 

benefit)의 계량화(numbers don't tell us everything), 3) 할인율에 따른 장기 험의 

과소평가, 4) 사회  목표(빈곤층 보호 등) 무시 등과 같이 CEA 반에 내재해 

있는 철학  배경으로부터 윤리 인 장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성평가에 한 정책  고려사항

  경제성평가를 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 인 변화가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경제성평가를 실행, 평가할 수 있는 독립 인 조직이 요구된다. 미국의 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보험사의 경우에는 경제성평가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분석역량이 부족하며, 제약산업의 경우에는 경제성평가에 소요되는 비

용이 편익을 능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성평가를 실행할 인센티

가 부족할 것이며 한 경제성평가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외부압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공공기 의 경우 경제성평가를 해 개별기 이 경제성평가 련 연구

를 하기 해서는 재원확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 미국에서는 미국

방서비스 (US Prevention Service Task Force)과 지역사회 방서비스 가이드

(US Guide to Community Prevention Services)에서 권고사항으로 CEA를 고려하

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CEA에 한 체계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로 데이

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한 이해도를 높이며 방서비스와 같은 문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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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EA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다만, 본질 으로 이와 

련된 정보문제가 발생한다. AHRQ, NIH는 비용효과성분석을 해 재정을 지

원하고 있는데, AHRQ의 경우 간이식, 심장질환 등과 같은 역에서의 비용효

과성 연구를 내‧외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NIH는 암, 약물남용 방 등과 같은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한 산규모는 기본 인 연구를 해서

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 비용효과성연구를 한 재원 증가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를 들어 2003년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연방정부에 의해 

산이 지 되는 보건 로그램에 있어 사용  지출수 이 높은 의약품의 상  

효과성  비용효과성에 한 연구를 수행하기 해 연간 7천5백만달러(NIH에 

5천만달러, AHRQ에 2천5백만달러)의 산을 지 되도록 제안되고 있다. 그리

고 여기에는 AHRQ가 CEA를 한 설계  방법에 한 표 을 개발하도록 요

구하고 있으며 방법론 으로 양질의 연구가 고려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산업으로부터의 압력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내포해 있다. 

  이상과 같은 산상의 문제와는 별개로 정부기  간에 경제성평가 련 연구

를 조정하기 해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리고 

정치  압력에 의해 비용효과성에 한 정보를 명시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극복하기 해서는 국의 NICE와 같은 새롭고 독

립 인 조직을 창설하여 공공  민간기 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치 인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많은 국가에서 비용효과분석을 근거로 활용할 것인지에 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는 근거가 한지, 어떤 서비스가 최선의 진료인지, 결과측

정하기 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데이터를 모으는 도구가 유효한지, 불확

실성 수 이 어느 정도인지에 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

제 으로 일반 인 경험을 보면, 비용효과성 경계(threshold)에 략 인 성공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경우 생존년수당 $42K~$76K의 경계를 보이고 있으며, 

국의 경우, QALY당 ￡30K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NICE는 제

조업자에게 CEA 근거제출이라는 한 형태의 규제를 추가함으로써 이노베이션을 

방해하고 신치료법에 한 근을 지연시키는 문제 을 낳고 있다. 더구나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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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호주의 경우 1992년에 비용효과성에 

한 근거제출이 요구된 이후 약품비는 최근까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CEA를 제안하는 사람들은 CEA가 비용 감을 한 기법이 아니라 자원을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CE를 고려할 때에는 CE 

실행에 소요되는 자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근거를 제시할 경우 비용이 소요되

며, 근거로 제출된 자료의 질  수 을 검토하기 한 조직도 필요로 한다. 

Raferty(2001)은 연간 NHS 비용의 5%로 권장하고 있다. 

4) 경제성평가 근에서의 고려사항

  경제성평가에 근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첫째, 경제성평가를 사용할 경우 융통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기

단계에서는 정한 수 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비용효

과성분석의 결과를 단일 지표(single solution)의 개념으로 근하기 보다는 선택

 사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비용효과분석은 비용억제(cost containment)를 한 도구가 아니라, 좀더 

나은 가치를 얻기 한 기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CEA를 실행한다고 해서 재

정 인 감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CEA를 할 경우 보건의료비용이 증가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CEA는 기존의 서비스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보다 

효율 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비용효과성 근거를 평가하는 것과 여수 (coverage or payment)을 결

정하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평가자들은 독립 으로 분석을 

해야 하며, 의사결정자가 직면하게 되는 정치 인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넷째, 비용효과성이라는 용어는 의사  련 이해 계자를 설득하기에는 부

족하며, 공정성(fairness), 가능성(hope)의 의미를 달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더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를 들어, 가치분석(value analysis), 안비교(comparabilit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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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 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 CEA 용을 둘러싼 차상의 이슈가 고려되어야 한다. 의료윤리학자

들은 공정한 차(fair process)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정한 차는 1) 

성(publicity: 으로 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결정), 2) 련성

(relevance: 결정의 근거 한 합리 인 설명), 3) 개정  호소(revision and 

appeals), 4)조정(regulative: 과정상에서 어떤 자발 인 혹은  규제는 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등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한 

차를 해 보험설계시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거나 일반인을 한 치료가이드

라인 작성  정보 제공, 의사들에게 지 되는 과정을 제시하는 등의 일부 공

정한 차를 한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

  여섯째, CEA를 활용할 경우 보건의료시스템과 병행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왜

냐하면, 인센티 를 재편성하는 것이 CEA 성공을 한 제조건이 되기 때문

이다. Weinstein(2001)은 의사들이 직면하게 되는 인센티 에 변화가 있을 때, 

의사들은 집단  이해를 해 행동하게 되며, 어떤 환자군을 책임지고 있는 의

사가 자원 산에 직면할 경우 우선순 를 설정‧실행하고 이를 해 CEA를 고

려하게 된다는 것을 지 하고 있다. 

  일곱째, CEA는 단일질병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데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

문간에 폭넓게 고려되어야 한다. Tengs and Graham(1996)은 의료, 공공보건, 환

경 인 생명보호 사업(environmental life-saving intervention) 분야에서 투자를 재

배분할 경우 60,000 lives가 감됨을 제시함으로써, 보건의료를 한 사회자원

을 배분하는 방법에 해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고 있다. 비용효과율은 단일질

병에서 우선순 가 설정되고 있지만, 보다 폭넓게 사회  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련하여 Graham(1996)은 효율 으로 투자하기 해 주정부 

수 에서 CBA, CEA를 활용하여 우선순 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효과성에 한 사회  합의(consensus)에 이르기 해서는 논

의의 틀을 구축하고 제도  변화를 이루기 한 지역사회, 정부수 에서의 리

더십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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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HRQ(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의 연구지원 활동

  미국은 AHRQ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기술에 한 객 이고 과학 인 근거

와 정보를 축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이해 당사자들(의료인, 환자, 보험

자 등)이 보다 정확하게 의료이용에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 으로

써, 궁극 으로 정성, 비용, 근도, 치료결과를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AHRQ는 효과성(effectiveness), 기술평가(technology assessment), 근거기반진료

(evidence-based practice),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s), 방서비스

(preventive services) 등의 측면에서 임상 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에 

한 구체 인 역할  활동 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료의 성과에 한 가치측정 방법 연구

  AHRQ는 2001년부터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 그리고 보건의료개입

(intervention)에 한 가치를 측정하기 해 련방법 연구에 을 두고 있다. 

임상경제학(clinical economics)연구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상  가치를 계량화 

 기술하는 것으로, 보건의료개입에 한 건강수 (outcome)정보와 비용정보를 

결합한다. 보건의료에 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해, 

의료의 질과 성과(outcome)를 향상시키기 한 임상경제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

다. 이러한 임상경제학 역에 있어서 AHRQ가 역 을 두고 있는 분야로는 첫

째, 연구, 도구개발, 수련(훈련)을 통해 의사결정에 있어 경제성 분석의 신뢰성

을 증 시키고 사용을 권장하며, 둘째, 비용효과성  련연구에 표 화된 투

입요소의 이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셋째, 경제성 분석에 한 선진  기법을 

지원하고 있다. AHRQ는 CEA사용을 한 제도  메커니즘 개발을 해 지원

하고 있는데, 이를 한 로젝트로는 다음과 같다. 

  ○ 의사결정과정을 개선하기 한 경제성 평가

  ○ 자원배분과 련된 의사결정에 포함된 투입요소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

하는 신 인 근방식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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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결정과정에 CEA를 활용할 경우 의료 련 자료의 지원, CEA 활용에 

있어 발 가능성  장벽에 한 연구

2) 경제성평가 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동

  AHRQ는 CEA를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AHRQ 임

상경제학 연구 데이터베이스(Clinical Economics Research Database)주15)와 

Harvard Center for Risk Analysis Cost-Effectiveness Analysis Registry의 데이터베

이스주16)도 제공하고 있다. AHRQ 임상경제학 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1997년

부터 2001년에 걸쳐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한 비용효과분석(CEA), 비용효용분석

(CUA), 보건경제 연구 련 결과(outcome measure)와 같은 주제의 발표논문이 포

함된 544개의 보건경제 련 연구결과들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들 각각

의 자료에는 후원주체, 논문형태, 개입(intervention)형태, 연구조건 등에 한 데

이터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Harvard Center for Risk Analysis Cost-Effectiveness Analysis Registry의 데

이터베이스에는 1976년부터 2001년까지 발표된 비용효용분석(CUA)에 한 534

개의 문헌을 포함하고 있으며, Registry는 이를 확장시켜 비용-효과비

(cost-effectiveness ratio)로서 생애년수당 비용(cost per life-year)을 사용한 비용효

과성 연구도 수록할 계획에 있다. 비용효과분석 지스트리(CEA Registry)는 기

존문헌에 제시된 비용-효과비(cost-effectiveness ratio)에 한 최신의 신뢰성 있는 

포 인 데이터베이스를 자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비용

효용비(cost-utility ratio)를 표 화하여 범 한 개입(intervention)의 비용효과성

을 비교하고, 분석에 사용된 방법에서의 차이를 검토하기 해 이 웹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민간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다

양한 개입의 편익  비용을 좀더 쉽게 이해토록하며, 자원배분을 보다 용이하

게 결정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분석기법에서 일 성을 지니도록 

주15) http://cerd.ahrq.gov에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주16) http://www.hsph.harvard.edu/cearegistry에 상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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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그리고 질병별 건강상태에 따른 선호 수(preference score) 등의 선

호가 치(preference weight)도 제공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 2001년까지 비용효

용분석을 실행한 문헌목록과 더불어 비용효용분석을 리뷰하기 해 사용한 데

이터 수집양식(data collection form), 비용/QALY 비율의 league table 등도 제공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CEA Registry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각 분석에 사용된 연구방법에 한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개입

(intervention)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며, 기존 문헌에서 도출한 비용-효

용률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으로 그리고 자 으로 쉽게 근할 

수 있도록 함.   

  ○ 비용효용분석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들에게 벤치마킹 정보

를 한 편리한 자료를 제공

  ○ 비용효과성에 한 데이터  건강상태별 선호가 치에 한 사용하기 쉽

고 양질의 자료를 제공 

  ○ 연구가 미흡한 비용효용성 역을 찾아내기 해 지속 으로 정보제공 

3) 로젝트 지원 활동

  AHRQ는 건강수 (outcomes)을 측정하기 한 로젝트도 지원하고 있다. 

AHRQ는 미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상태에 한 선호가치를 설정하기 해 

지원하고 있는데 를 들어, 1996년에 보건의료의 비용효과성에 한 미국패

(U.S. Panel on Cost-Effectiveness in Health and Medicine)의 권고사항에 따라 미

국 인구를 상으로 활용하기 한 EuroQol  EQ-5D의 건강상태에 한 인구기

반 선호가치(population-based preference value) 설정에 한 연구를 지원하 다. 

이 연구가 실행되기 이 에는 일반 인 건강상태를 나타내기 한 선호가 치 

체계와 미국의 선호를 반 하는 가치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4,048개의 가구를 

인터뷰하여 미국인구구성원의 표 샘 로부터 EQ-5D 건강상태에 한 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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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측정하 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① time trade-off(TTO)를 활용하여 선

호가치를 결정, ② 소수민족과 일반인구의 건강상태에 한 가치를 비교, ③ 45

개의 건강상태로 수집한 데이터를 토 로 일반인에 해 EQ-5D로 제시된 243

개의 건강상태에 한 가치부여, ④ 미국인의 EQ-5D 건강수 과 국인의 

EQ-5D 건강수  비교, ⑤ EQ-5D로 측정할 경우 자가기록된 건강상태에 하여 

미국인의 기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 미국은 보건의료  안 성에 향을 주는 규제개입(regulatory 

intervention)에 한 비용효과성 분석을 통해 건강  후생에 향을 주는 규제

개입의 편익, 비용, 상  효율성을 측정하여 연방정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해 AHRQ는 비용효과성분석에 사용되는 건강편익 

측정의 일 성(consistency)을 향상시키기 해 과학  타당성, 윤리  함의, 그

리고 비용효용분석에 사용되고 있거나 혹은 제안되고 있는 편익측정의 실제

인 효용성 등에 해 평가하고 있다. 질보정생존년수(quality-adjusted life years), 

장애보정생존년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건강 등년수(healthy-year equivalents)

와 같은 사망률  유병율과 련된 정보를 결합하여 효과성을 측정하며, 공공

보건, 안 성, 의료개입에 해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다.  

  AHRQ는 비용효과성 등의 방법론 연구를 해 보조 을 지원하거나 컨퍼런

스를 개최하는 등의 역할도 하고 있다. 특정 개입(intervention)에 따른 비용효과

성 연구, 비용효과성 연구의 리뷰, 통계  방법  삶의 질 측정 등을 개발하는 

연구방법에 보조 을 지원하여 경제성평가와 련된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결

과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주17) 한 AHRQ는 보건경제학 는 비용효과

성분석에 한 석박사과정생의 교육을 해 National Research Service Award 보

조 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연구에 한 27개의 학술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수 (Outcomes)  효과성(Effectiveness)에 련된 연구결과로 

분석방법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의 경우 결과에 향

을 주는 편의(bias), 결과의 신뢰성에 한 문제가 상존해 있으므로, 이 문제를 

주17) 1999년부터 재까지 AHRQ가 지원한 로젝트 목록은 http://www.gold.ahrq.gov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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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한 도구  방법개발은 매우 가치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련조직  기 과 트 십을 구축하고, 신 인 방법(도구)을 

개발하며 요한 연구결과에 해서는 정책에 반 되도록 역량을 개발하는 등

의 향후과제가 남아있다. 

4) 기타 활동

  이상에서 언 한 활동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첫째, AHRQ

의 기술평가 로그램은 메디 어 & 메디 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에서 기술평가를 해 이 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평가는 AHRQ의 연구진이 직  참여하기도 하지만 

Evidence-based practice centers와 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둘째, AHRQ는 근거기반 진료를 활성화하기 해 Evidence-based practice 

centers(EPC) 로그램 하에서는 미국  캐나다 소재의 기 들을 포함하여 연

구하고 있다. 임상, 행태, 조직에 한 토픽에 해 근거 보고서(evidence report) 

 기술평가를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매우 일반 인 치료나 비용이 고가인 치

료, 메디 어  메디 이드 인구에 많이 용되는 치료를 심으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주18) 

  셋째, AHRQ는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AHRQ의 

신인 Agency for Health Care Policy and Research(AHCPR)의 지원에 의해 최근까

지 19개의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었다.주19) 이들 임상진료지침의 일부는 임상

주18)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기   학센터에는 Blue Cross and Blue Shield Association, 

Technology Evaluation Center, Duke University, ECRI, Johns Hopkins University , McMaster 

University, Oregon Health & Science University, RTI International—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outher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Tufts University—New England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Alberta, 

Canada,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Ottawa, Ottawa, Canada가 있다.  

주19) 자세한 임상진료지침의 내용으로는 Acute Pain Management, Urinary Incontinence in Adults, 

Cataract in Adults, Depression in Primary Care, Sickle Cell Disease, Early HIV Infection,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Management of Cancer Pain, Unstable Angina, Hear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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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용과 소비자용의 버 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AHRQ는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USPSTF)를 구성하여, 1차 

 방 련 문가 패 이 효과의 근거를 체계 으로 리뷰하고 있으며 임상

방서비스를 한 권고사항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USPSTF의 권고사항을 배

포하고, 트 십, 커뮤니 이션, 사용자 유인도구 등을 통해 근거기반 방서

비스에 한 보건의료 달체계를 향상시키고 있다. 

4. 시사

  앞서 의약품경제성평가의 활용 황에 따라 주요 3개국의 리운 체계와 연

구 인 라 등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사례를 고찰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에서 본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신 히 검토해야 할 부분  하나가 경제성평가제

도의 도입 목 과 그 활용 정도가 될 것이다. 

  국의 경우 의약품 경제성평가 결과는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데 이는 임상 ‧경제  근거를 바탕으로 임상진료의 질  수 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 이다. 2002년부터는 NICE가 정 으로 평가된 기술에 해서는  

산을 확보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으나, 비록 부정 으로 평가된 기술이라도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NHS에서 여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보험

의약품 등재에 경제성평가 결과가 활용되고 있는데, 과거 온타리오주에서의 실

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보험 여에 있어서 경제성평가 결과 이외에 임상  요

소, 자료의 질, 향분석 등도 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

직 경제성평가의 실무 용에 하여 사회  수용정도가 미흡한데, Neumann 

PJ(2005)는 그 이유로서 경제성평가가 보험자에게 비용을 더 많이 고려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환자나 의사에게 치료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과 

제약기업의 연구비 지원에 따라 연구결과에 한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을 

Otitis Media with Effusion, Quality Mammography, Acute Low Back Problems in Adults, 

Post-Stroke Rehabilitation, Smoking Cessation,  Early Alzheimer's Diseas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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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 다. 최근 경제성평가의 활용이 미국에서도 서서히 부각되고 있으나 이

러한 항을 완화하기 해서는 경제성평가 보다는 가치분석(value analysis) 등

의 용어를 제안하기도 하 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기본 방침이 보험의약품 여에 경제성평가 결

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다만 외국의 사례를 고찰할 때 우리나

라에 제도 도입이 원활히 정착되기 해서는 제도 도입의 주된 목 이 의료비

의 감 보다는 비용의 합리  지출에 있다는 , 고가의 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에 한 확

인과정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임상  고려가 충분히 

병행되어 경제성평가 결과가 보험 여 여부를 단하는 여러 기  의 하나임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진료의 자율권에 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하다. 

  둘째, 경제성평가 연구결과의 객 성과 문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한 

체계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경제성평가가 활발하지 않은 주요 이

유  하나가 경제성 평가 방법론에 한 불신이라고 지 되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평가지침이 개발되면서 련 문가들간 방법론에 한 범 한 합

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미국에서는 연구의 객 성이나 투명성 등에 한 

신뢰가 미흡하다. 한 미국에서는 AHRQ에서 경제성평가를 일부 담당하고 있

으나 담기구는 아니므로 경제성평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한 독립기구의 설

립이 주장된 바 있다(Neumann P. J., 2005).

  경제성평가의 방법론  제한 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실무 용의 주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국과 캐나다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한 다각 인 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의 경우 NICE를 심으로 운 하되, 기술평가연구

의 질과 객 성을 담보하기 하여 7개 학의 연구센터를 지정‧운 하고 있

다. 제약기업이 연구 결과를 제출할 수 있기는 하나 연구센터에서 평가연구보

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객 으로 검토되며 여러 단계의 자문과 공개 차

에 의하여 객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기

업에서 직  제출한 자료를 정부 기 에서 검토하되 CCOHTA 산하의 CDR에

서 내부 검토자와 외부 검토자가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객 성을 확보하기 한 



278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제출기업과 검토자간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방법론  쟁 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하여 국이나 캐나

다 모두 일 이 경제성평가 지침을 개발했으며 방법론에 한 지식수 이 향상

됨에 따라 지속 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이외에 캐나다는 정보검색 문가

가 정부 기구 안에 근무하고 있으며, 국은 보건부와 연구 계약을 맺은 학

에 체계  문헌고찰 문가가 있어 문헌검색의 문성과 객 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성평가 연구의 방법론  한계는 아직 상당부분 

남아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원칙을 세운다고 해도 자료원 수집이나 모델

링의 구체 인 내용에 있어서 원칙 인 방법이 용되었는지 확인하기 한 

리운 체계의 수립은 매우 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경제성평가

를 보험 여 업무에 활용할 때에는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 복 인 검

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검토자와 외부 검토자

의 2  병행검토일 수도 있고, 1차 검토자 결과에 한 2차 검토라는 시차

인 검토가 될 수도 있다. 그 구체 인 방법은 실시 단계에서의 인력 황에 따

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연구수행내용을 보다 엄격하고 객 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은 매우 요하다. 이와 동시에 이해상충 여부의 확인 

차도 필요하다. 한 연구의 질  수 을 향상시키기 하여 지식수  단계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지속 으로 보수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평가에 필요한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재 우리나라에서 경제성평가제도 도입의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 

의 하나가 문인력의 부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제한된 문 인력에 하여 정부

에서는 학의 인력을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민간 문연구기 이나 

학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차 으로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인력 

풀을 키우는 것이 가장 선무이겠으나, 인력 양성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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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되므로 외국의 아웃소싱 략도 병행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제성평가 결과에 한 지식 달  홍보 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 국의 경우 경제성평가 결과가 지침으로 작성되어도 그 실행 여부는 의료

진의 단에 달려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에서는 지침의 실행 황과 문제

에 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NHS나 의료진들이 경제성평가 결과에 용이하게 근할 수 있도록 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CCOHTA 내에 지식

달공무원을 두고 지식 달 목표집단을 선정하고 기술평가 결과를 쉽고 효과

으로 달하기 한 략을 개발하고 있다.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비용효과 인 의약품이 사용되도록 하기 해서는 

올바른 지식 달과정과 명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효과성이 확보되

지 않아 보험 등재되지 않더라도 의사는 비보험약으로 처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의 부담만 래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제성평가 결과에 한 홍

보 략 마련이 필요하며, 나아가서는 보건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용효과

인 의약품의 사용에 한 인센티 제도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다섯째, 보건의료기술평가의 큰 틀에서 국가차원의 연구 인 라 구축이 필요

하다. 앞서 고찰한 3개국 모두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보건의료기술평가와 상호 

연계되어 발 하고 있다. 국의 NICE에서 각종 지침을 개발하는 것은 

NCCHTA의 보건의료기술평가 로그램에서 연구비 지원이나 경제성평가 가이

드라인 개발, 경제성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국가 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히 련되어 있다. 캐나다의 CDR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결과

를 검토하는 것은 CCOHTA의 보건의료기술평가 연구 로젝트 지원, 경제성평

가 지침 개발, 표 비용의 산출 등과 련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보건부 

산하의 AHRQ에서 기존 경제성평가 연구 리뷰, 미국인 상 질가 치  통계

방법의 개발, 하바드 학의 비용효용분석 등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성평가 연구는 보다 큰 틀인 보건의료기술평가와 히 연계되

어 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는 에 언 한 3개 국가에 국한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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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0년 국의 NICE에서는 보건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세계 97개 기

구를 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응답한 50개 기구의 

황을 살펴보면(Rebecca Mears et al., 2000) 기술평가에 연구비 재원은 거의 

부분 정부 지원이 포함되었는데 정부의 단독 지원은 62% 으며, 정부의 지원

에 연구기 이나 민간기 이 추가된 경우는 24% 정도로 나타났다(표 Ⅴ-2 참

조). 기술평가 상은 처치 과정(82%), 의료기기(66%), 의약품(60%)의 순서 으

며, 활용하는 자료원으로는 효과성 자료(88%), 경제  가치에 한 자료(76%)의 

순이었다. 기술평가의 부문으로는 효과성(90%), 유효성(78%)이 높았는데, 비용

과 련하여 비용 효과성에 한 연구가 78%, 비용효용과 비용편익도 각각 

56%로서 비용과 련된 부분의 연구도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술평가 

자료가 향을 가장 크게 주는 것은 질 보장(72%), 보건의료제공자에 한 교

육과 훈련(56%), 서비스의 지불(54%)  규제(54%)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약품경제성평가는 보건의료기술평가의 한 부문으로

서 의약품은 물론 향후 주요한 임상  처치나 의료기기 등의 부문까지 연계‧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하여 보건의료기술평가의 연구 인 라 구축을 

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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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각국의 보건의료기술평가기구 운 실태 개요

 보건의료기술평가 연구의 재원

정부기 만 연구기 만 민간기 모든 
기 사용

정부기 과 
연구기

연구기 과 
사설기 무응답

31(62%) 1(2%) 0(0%) 7(14%) 5(10%) 0(0%) 6(12%)

 보건의료기술평가 상 주제

의약품 의료기기 처치과정 지원시스템 보건 리 언 된 모든 
상

30(60%) 33(66%) 41(82%) 24(48%) 29(58%) 12(24%)

 보건의료기술평가의 자료원

효과성
자료 

경제 가치
자료

일차
자료원

회사제출
자료

문가
그룹

환자 
그룹

언 된 
모든 자료

44(88%) 38(76%) 26(52%) 18(36%) 31(62%) 18(36%) 6(12%)

 보건의료기술평가의 주요 부문

안 성 유효성 효과성 
비용

(단독)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비용 
효용

서비스
요구사항

32(64%) 39(78%) 45(90%) 38(76%) 28(56%) 38(76%) 28(56%) 34(68%)

 보건의료기술평가의 의의

system
impact

경제  
의의

윤리  
의의

법  
의의

사회
 의의

언 된 
모든 방면

39(64%) 32(64%) 31(62%) 25(50%) 29(58%) 8(16%)

 보건 정책분야에 미치는 향

의약품 규제 서비스
규제

서비스 
지불 질 보장 보건의료제공

자교육 훈련
언 된 모든 

정책분야

17(34%) 27(54%) 27(54%) 36(72%) 28(56%) 9(18%)



Ⅵ. 결 론

1. 기본 시각

  경제성평가는 의약품의 가치를 과학 ‧체계 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공함

으로써 보험의약품의 등재  약가 리는 물론, 처방지침 개발을 통한 의약품 

사용의 정화 등 근거 심의 의학과 약학 정착에도 리 활용될 수 있다. 이

러한 경제성평가의 기여도  활용가능성은 련 학계와 제약업계 상 실태조

사 결과에서도 정 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제도 도입에 한 사회  합의 

도출의 가능성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경제성평가가 보험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기에는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다. 기본 으로 경제성평가 연구 방법상의 불확실성이나 

기업 지원 연구에 한 바이어스 의혹, 진료 자율권의 침해 우려 등 연구 결과

와 그 향에 한 불신이 남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경제성평가를 

수행할 문 인력이 부족하고 련 통계나 분석 자료 등 연구 인 라가 미흡하

다. 경제성평가 연구 수행  평가 등에 소요되는 사회  비용 이상으로 그 효

과가 나타날지에 한 회의 인 시각도 있다. 

  이러한 문제 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의약품 리 황을 고려할 때 의약품 

경제성평가는 비용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과학  근거에 기반한 의약 행을 만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약제비 비 이 높을 뿐 아니

라 의약품 처방에 있어서 의사들 간의 변이도 상당히 크다. 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험등재된 의약품수가 많아 리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선별

목록(positive list)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성평가를 통하여 산

한 보험의약품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한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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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경제성평가 활용의 주된 목 이 의료비 감 보다는 비용의 합리  지

출에 있으며 임상  요성이나 진료의 자율권 등 다양한 가치와의 조화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다. 즉 경제성평가를 통하여 고가의 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

인하는 과정임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제성평가 결과는 

보험 여를 단하는 여러 기  의 하나로서 임상  요성이나 취약계층에 

한 고려 등이 충분히 병행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질의 연구 결과가 생산될 수 있도록 경제성평가 연구 리에 철 를 

기하되, 행 지식수 과 여건을 고려하여 도달 가능한 목표와 이의 단계  향

상을 한 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성평가에는 가정 설정 등에 따른 불확

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한 질 리 방안이 구체 으로 마

련되어야 한다. 재 경제성평가지침(안)이 개발되어 경제성평가의 원칙과 방향

에 한 요한 근간이 되고 있는데, 향후 지식수 과 경험이 축 됨에 따라 지

속 으로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실  여건에 한 고려도 

필요하다. 본 실증분석 과정에서 언 된 바와 같이 실제 국내에는 자료도 부족

하고 경험이나 문 인 지식도 부족하다.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이러

한 제약들간의 갭을 어떠한 방식으로 채워갈지 보다 실 인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 수행  심사과정의 객 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연구 결과에 

한 사회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하여 자료원 검색과 선정의 투명성, 

연구과정에 한 재 성 확보 등 연구결과를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자료 검토 단계에서는 내부  외부의 병행 검토 내지는 1차 

 2차 등 시차 검토 등 복  검토체계를 마련하며, 자료 제출기업과 검토자

간의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객 성 확보에 만 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 정부의 자료 검토 조직내에도 정보검색 문가(Information Specialist)를 두

어 기업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 독립 인 문헌 검색기능을 갖추는 것도 요하

다. 경제성평가 결과가 제시된 이후에는 환자나 임상 문가 등을 상으로 여

러 단계의 자문과 공개 차를 거쳐 객 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한편 연구비 출처에 따라 연구자 바이어스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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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히는 풍토도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민감한 안건에 해서는 

국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국가차원의 연구 인 라 구축을 통하여 경제성 평가 연구의 효율성을 

증 시켜야 할 것이다. 즉, 연구기 이나 기업에서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기본 자

료에 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지원하고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구나 사

용가능하도록 공개한다. 경제성평가 연구의 질을 높이기 해서는 각종 통계자

료와 데이터베이스, 연구방법론의 개발이 근간이 된다. 더욱이 의약품경제성평가

는 보건의료기술평가의 한 부문으로서 의약품은 물론 향후 주요한 임상  처치

나 의료기기 등의 부문까지 연계‧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하여 보건

의료기술평가의 연구 인 라 구축을 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 가 필요하다. 

2. 정책 방안

  가. 정부의 명확하고 구체 인 추진계획안 마련  확정 공표

  경제성평가제도 도입에 한 사회  합의(consensus) 도출과 제도의 연착륙을 

해서는 제도를 추진하고 연구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한 정부의 보다 구체

인 계획과 명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 다른 정책과 달리 경제성평가는 연구

결과를 실무에 활용하는 것으로 연구 인 라 구축과 련 인력의 양성 등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된다. 앞서 인력 추계에 따르면 상 소요 인력이 최  75명

(FTE)에서 최고 161명(FTE)으로 제시되었는데, 정책이 확정되어야만 이러한 인

력 배출이 좀더 진될 수 있으며, 기업에서도 인력 충원계획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제도 도입 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고 제도의 

의무 시행 이 의 유 기간 동안 경제성평가 연구 리  지원체계를 수립하

고 기반연구에 한 국가 지원을 활성화하며 인력 양성  통계 생산 등에 보

다 가시 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책에 한 측 가능성을 높임으로

써 제도 도입상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책순응도도 높일 수 있다. 



결론 285

  나. 경제성평가 련 기반연구에 한 국가 지원 활성화

  경제성평가 연구를 활성화하기 하여 기반  연구를 심으로 정부의 지원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반  연구로는 비용과 련하여 비용 산정의 표 화, 

질병 부담 산출, 효용 련 연구로는 Euro QOL의 한국인 상 선호가 치 개

발, 조사서 번역 검증이 있으며, 연구결과의 해석과 련해서는 한국의 역치

(Threshold) 산출, 임상문헌 DB 구축 등이 있다. 

  이와 동시에 보다 실무 인 지식 축 을 하여 주요 약효군별로 경제성평가

연구 사례집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약효군에 따라 성과  비용 변수에 차이

가 있을 뿐 아니라 측정상의 주요 쟁 도 다르다. 따라서 주요 약효군별로 기

존 문헌을 고찰하고 국내 용을 통하여 모델 연구사례집을 작성하고 이를 실

무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에는 경제성평가지침(안)이 개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 총론  근에서 주요 약효군의 각론  

근으로, 이론  이슈에서 실무  이슈로 논의를 발 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

의 연구 동향을 살펴볼 때 경제성평가 주요 상 약물은 항암제, 정신과 약물, 

천식 등 호흡기계 약물, 심   뇌졸  치료제, 당뇨약, 소화기계(궤양, 간염 

포함) 치료제, 감염 련(HIV 등) 치료제 등이므로 이러한 의약품에 하여 부

문별로 근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에 연구 역량을 축 하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제약기업에는 실무  지식을 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상의 경제성평가 기반연구를 지원하기 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요하다. 

외국의 경우 의약품경제성평가 등 보건의료기술평가에 한 기반연구에 해서

는 거의 부분 국가 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연구의 특성상 기  과학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연구 결과의 확산 효과가 크고 한 객 성과 공정성이 필요

한 부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연구지원이 필요한데, 이

와 련하여 컨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에서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

년간 지원 계획 하에 이미 2004년까지 178억원이 지원된 바 있으므로 이를 벤

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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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제성평가를 한 국가차원의 연구 지원  리체계 구축 

  국가  차원에서 의약품 경제성평가 연구 지원  교육 등을 기획하고 추진

하며 실제 문 인 연구 성과를 축 해가는 연구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연

구센터는 특성별로 5～6개 설치하되, 주연구책임자의 공분야  기 의 특성

에 따라 기능을 특화하여 선택과 집 방식으로 운 한다. 이  심센터를 별

도 선정하여 연구 이외에도 경제성 평가 연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련 학 

 연구기 에 연구비를 지원‧ 리하며, 평가,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

다. 다른 연구센터에서는 기본 으로 경제성평가 연구를 수행하되, 센터의 특성

에 따라 교육기능, 통계지원기능, 임상문헌 DB지원 기능 등을 병행 담당하도록 

특화할 수 있다. 

  미국의 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경제성평가는 기본 으로 비용과 효과성에 

한 종합 인 평가인데, 비용에 한 강한 이미지로 인하여 비용 감이나 이로 

인한 자율권의 훼손이라는 오해가 발생하므로 센터의 명칭에 한 고려도 필요

하다. 따라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 보다는 임상  성과와 경제  성과 등을 

종합 으로 다룬다는 차원에서 “의약품 성과 연구센터(가칭)”의 명칭을 제안하

고자 한다. 경제성 평가 결과는 보험정책  의사의 진료 행  등과 히 

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을 담당하는 심센터는 보험자도 아니고 산업 지향 이

지 않은 기 으로서 가  립  치에 있는 국가기 이나 학으로 선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연구센터의 지원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재 6개의 

‘지역임상시험센터’가 지정되어(서울 학교병원, 인제 학교 부산백병원, 연세의

료원, 아주 학교의료원, 경북 학교병원, 남 학교병원 등) 기 당 연간 20

억원씩 5년간 지원을 받고 있다. 한 허 성심질환 등 질환을 심으로 ‘임상

연구센터’도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센터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경제성

평가 연구 부문에도 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 287

  라. 기  DB 구축  각종 통계 생산 활성화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산 청구

율이 높아지면서 연구 목 으로의 활용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본 실태

조사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건강보험자료를 경제성평가 연구에 활용하는 데에

는 자료의 근성뿐만 아니라, 자료의 정확성 등에 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보험청구를 목 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리되어 환자의 진료내용을 추 하

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따라서 건강보험자료에 한 연구기   제약기업의 

근성을 강화하고 환자 심의 DB 구축으로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통계생산 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비 여 부문은 건강보험

자료로 악하기 어려우므로 비 여 진료비에 한 별도의 통계 구축이 필요하

다. 한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해서는 질병별 의약품 사용통계가 필요한데 

약국에서 조제된 의약품 청구자료에는 질병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통계산

출이 곤란하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국내 임상  역학자료, 질병

별 사망률 등 통계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마. 인력양성  교육 기회의 제공

  경제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는데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  하나가 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풀을 키우는 것이 가장 선무

이다. 앞서 소요 인력 추정 결과 최고 161명(FTE) 정도까지 필요한 것으로 산

출되었는데 재 국내에는 이 정도의 인력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다. 통상 인

력 양성에는 많이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수반되니 만큼 정부의 확보한 정책 의

지를 보여 학과 기업에서 인력 양성에 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

께 인력의 아웃소싱 략도 병행하여 정부에서는 학의 인력을 아웃소싱하고, 

기업에서는 민간 문연구기 이나 학을 활용하여 비록 제한된 수의 문 인

력이지만 이의 활용을 극 화하도록 한다.

  인력의 수  부족뿐만 아니라 재 련되어 있는 인력들의 지식수 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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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 할 수 있다. 경제성평가 지식에 한 이해도가 제약기업 담당자 거의 

부분이  이하의 수 이며 학이나 의료기  연구진 에도 50% 이상이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보다 양질의 인력을 원활히 공 할 수 

있도록 보건 학, 의과 학, 약학 학을 심으로 경제성 평가 련 과목의 채

택을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제약기업 직원들의 보수 교육의 

에서 경제성평가 련 연구회  단기 교육과정 등을 활성화하여 실무에 필

요한 기  지식을 하는 것도 요하다. 

  바. 경제성평가 결과의 달과 활용 진 

  경제성평가 결과에 한 지식 달  홍보 략이 마련하여 합리 인 의약

품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하여 캐나다와 같이 지식 달 담당자

(Knowledge transfer officers)를 정하고 지식 달 목표 집단을 선정, 이들에게 보

건의료기술에 한 지식을 쉽고 효과 으로 달하기 한 략을 개발해야 한

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용효과 인 의약품의 사용에 한 

인센티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의사나 약사가 자발 으로 의약품 사용의 합리

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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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제약‧의료기기회사의 경제성평가 황  인 라 

구축에 한 의견 조사서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생활수 이 높아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보건의료에 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은 보건의료재정에서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습니

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해서는 

약의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의약품 등

에 한 경제성 평가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제약기업과 

의료기기 회사를 상으로 경제성 평가 실시 황과 수행과정상의 문제 을 

악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에 답하여 주신 내용들은 의약품 등의 경제성 

평가 인 라 구축 등 정책 안 개발에 활용될 것이오니 아무쪼록 성심성의껏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본 연구의 목

에만 활용되며 철 하게 보안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본 조사서는 의약품 경제성평가를 담당(혹은 정)이신 분 혹은 보험약가 담당자께

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본 설문지는 10월 22일( )까지 이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 작성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고숙자 주임연구원

       화: 02-380-8147   팩스: 02-353-0344

       이메일:   kosukja@kihasa.re.kr  

     주소:(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 동 산 42-14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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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제성 평가 등의 실시 황

1. 귀사에서는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에 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거나 수행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2번 문항으로             □② 없다.  ☞ 3번 문항으로 

(※참고: “경제성 평가”란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의 효과(효용)  비용을 측정하여 비

용 효과비(cost effectiveness ratio) 내지는 증  비용효과비(Incremental cost 

effectiveness ration: ICER) 등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2. 귀사의 경제성 평가 수행 실   

    2-1. 이미 완료한 경제성 평가 건수:     ________________ 건     

    2-2. 재 진행 인 경제성 평가 건수:  ________________ 건     

    2-3. 2006년 12월 이 에 수행 계획인 경제성 평가 건수: ________________ 건  

3. 귀사에서는 신약 등에 한 첨부자료인 “약가검토 기본양식”을 작성해본 경험이 있

습니까?   

     □① 있다  ☞ 4번 문항으로             

     □② 없다  ☞ 5번 문항으로

(※ 참고: “약가검토 기본양식”에서는 약품비  기타의료비 등 재정추계에 한 기본

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B.  경제성 평가의 의의에 한 의견  

4.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으로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⑤  동의하지 않는다.

5.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의료기기의 보험 여를 합리 으로 리하는데 기여한다.

    □① 으로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⑤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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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정하고 합리 으로 사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① 으로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⑤  동의하지 않는다.

C.  보험등재‧가격  경제성 평가 업무 

7. 보험등재‧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황

    7-1. 보험 련 담 부서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7-2. 보험 련 담 직원 여부

            □①  있음  (몇 분?  ___________________)

            □②  다른 업무도 병행(보험약가 업무 비 ?  평균 ___________ %)   

8. 재 귀사 직원  경제성 평가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직원의 지식 수 은 어

느 정도입니까?

     □① 경제성 평가를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다.

     □② 수 : 경제성 평가의 기본개념( 증  비용효과비, ICER 등)은 이해한다.

     □③  수 : 민감도 분석  결정분석 등을 이해한다

     □④ 고  수 : 마르코  모델링 이해, 련 소 트웨어(Treeage 등)을 활용 가능

하다.

     

9. 귀사 직원들의 경제성 평가에 한 교육 정도

     9-1. 국내 단기연수과정 이수:     ________  인

     9-2. 외국 단기연수과정(ISPOR short course 포함) 이수:  _________인

     9-3. 국내 경제성평가 련 연구회 활동 참여 인력수:  ____________인

     9-4. 경제성 평가 련 석사 학 자:        ______________인 

     9-5. 경제성 평가 련 박사 학 자:        ______________인 

10. 귀사에는 메타분석이나 생존분석 등 통계분석을 수행할 인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14

11. 귀사에서는 임상문헌 조사를 하여 다음의 데이터베이스를 신청하고 이용하고 

계십니까?

    11-1. Ovid:    □① 이용 가능          □② 이용 어려움

    11-2. EM Base   □① 이용 가능          □② 이용 어려움

    11-3. 기타 이용하시는 DB (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향후 보험 여와 련하여 경제성 평가가 의무화될 경우 업무 수행 계획

  12-1. 향후 경제성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 계획입니까?

          □① 회사 자체 인력으로 수행할 계획

          □② 외부 문가에 의뢰할 계획

          □③ 부분 회사에서 수행하고 일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만 외부 문가

에게 의뢰할 계획

  12-2. 향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 있다. (몇 명 정도? ______________________ 명 )

          □② 없다.

  12-3. 경제성 평가 담당인력은 어느 정도를 자질을 원하십니까?

         □① 경제성평가를 직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경제성평가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외부 의뢰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

는 자

         □③ 기타

D.  경제성 평가 인 라 구축의 우선순

13. 회사의 보험업무  경제성 평가 실무자로서 가장 큰 고충은?

    □① 경제성 평가 담당인력 충원 필요      □② 경제성평가 련 교육 기회 부족

    □③ 경제성평가 련 회사의 산 부족    □④ 기타 (무엇: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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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제성 평가의 인 라 구축을 하여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 를 기

재해 주십시오.

     - 1순 :  __________       - 2순 :  __________         - 3순 :  __________  

     - 4순 :  __________       - 5순 :  __________         - 6순 :  __________

① 모델 사례를 통한 매뉴얼 제시       ② 제출자료에 한 서식의 표 화

③ 건강보험자료 근성 강화           ④ 경제성평가 련 국가 통계 산출  제공

⑤ 인력 수 을 한 인력양성체계      ⑥ 연구방법론 개발, 보 을 한 국가지원 강화

15. 의약품  의료기기에 한 경제성 평가의 원활한 도입  정착을 하여 국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  회사  응답자 황

제약회사 구분 □①국내            □② 외자

매출액 규모(2004년 기 )
□① 100억 미만    □② 100억～299억     □③ 300억～499억 

□④ 500억～999억  □⑤ 1,000억～1,499억  □⑥ 1,500억 이상

제약회사명

※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에 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했거나 재 수행 인 기업에서

는 다음 쪽의 문항에도 계속 응답해 주십시오.  경제성 평가 수행 실 이 없으신 

기업은 여기에서 응답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316

질문 의약품 1 의약품 2

실시 연도  년  년

실시 기간  개월  개월

의약품 약효군 

의약품 종류

□①신약

□②개량 신약

□③복제의약품(제네릭) 

□①신약

□②개량 신약

□③복제의약품(제네릭) 

경제성평가 목

□①약가 산정

□②보험등재인정기  완화

□③의약품 

□④기타(___________________)

□①약가 산정

□②보험등재인정기  완화

□③의약품 

□④기타(___________________)

경제성 평가 수행에 관한 세부 조사 

F.  경제성 평가 수행 목   담당 인력

16. 그간 경제성 평가 목 별 실

   16-1. 보험 여  약가와 련하여 심평원 제출용: ___________ 건     

   16-2. 마 용:  ___________ 건     

   16-3. 기타:   __________ 건     (무슨 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경제성 평가를 담당하는 인력 황

   17-1. 경제성평가 담 부서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17-2. 경제성평가 담 직원 여부

            □①  있음  (몇 분?  ___________________)

            □②  다른 업무도 병행 (경제성 평가 업무 비 ? 평균 ___________ %)  

 

18. 경제성 평가에 한 외부 용역 추진 실 :            총 _________________  건

   18-1. 외부 용역 연구 결과의 “질  수 ”에 한 반 인 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만족

G.  경제성 평가 세부 사항

19. 귀사에서 수행했거나 재 진행 인 경제성 평가  가장 최근에 실시한 2건에 

하여 기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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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 

목  달성도

□①달성하 음

□②어느 정도 달성하 음

□③달성하지 못하 음 

□①달성하 음

□②어느 정도 달성하 음

□③달성하지 못하 음 

질문 의약품 1 의약품 2

외부용역 의뢰 여부 
□①외부 용역 의뢰했음

□②외부 용역 의뢰 안했음

□①외부 용역 의뢰했음

□②외부 용역 의뢰 안했음

- 외부용역 비용 __________________ 만원 ___________________ 만원

- 외부용역 기간  ___________________ 개월 ___________________ 개월

경제성 평가 수행시 

회사내 투입 인력   
 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 인 

회사내 경제성 평가 담당

자들이 본 경제성평가 업

무에 투입한 시간 비

경제성평가 업무 시간 비

 ___________________ %

경제성평가 업무 시간 비

 ___________________ %

경제성 평가 수행시 외부 

용역기 의 참여 인력수  
 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 인 

경제성평가 유형

□① 비용최소화분석

□② 비용효과분석

□③ 비용효용분석

□④ 비용편익분석

□① 비용최소화분석

□② 비용효과분석

□③ 비용효용분석

□④ 비용편익분석

결과 발표 여부

□① 외국 학술지 발표

□② 국내 학술지 발표

□③ 학회 발표

□④ 발표 계획

□⑤ 발표 안했음

□① 외국 학술지 발표

□② 국내 학술지 발표

□③ 학회 발표

□④ 발표 계획

□⑤ 발표 안했음

  

  

H.  경제성 평가 분석 황  애로사항

20. 의약품 경제성 평가를 하여 사용한 이 있는 자료원을 있는 로 체크하시오.

    □① 건강보험청구자료                 □② 의료기 의 보험 련 자료

    □③ 의료기 의 의무기록 자료         □④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

    □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⑥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

    □⑦ 건강보험통계연보                 □⑧ 민간 기업 통계자료 IMS 등

    □⑨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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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강보험자료를 분석에 활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건강보험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

    □② 자료 구성내용을 이해하기가 복잡하다.

    □③ 자료가 실제 진료 황을 정확히 반 하지 않는다.

    □④ 비 여 부문에 한 자료가 없다.

    □⑤ 기타(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2. 의료기 을 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데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조사에 많은 비용이 든다

    □② 의료기 이 조사에 잘 조하지 않는다

    □③ 의료기 별 진료의 변이가 커서 조사의 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④ 의료기  자료의 기록이 부실하다.

    □⑤ 기타(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3. 의약품 효과에 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데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무엇입

니까?

    □① 국내 환자 상 자료가 미흡하다.

    □② 효과자료를 검색하기 한 문지식이 부족하다 

    □③ 검색된 효과자료를 분석‧평가하기 한 문지식이 부족하다 

    □④ Ovid 등 문헌 검색 DB를 구비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

    □⑤ 기타(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4. 경제성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데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결과 해석을 한 역치(threshold)가 정해지지 않음

    □② 다른 경제성 평가 연구 결과와 비교 평가하기 한 DB가 미흡함.

    □③ 다른 경제성 평가 연구의 질 평가에 한 DB가 미흡함.

    □④ 기타(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5. 의약품 효용이나 삶의 질에 한 자료를 직  수집,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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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있는 로 체크)

         □①  EuroQOL              □② HUI(Health Utility Index)         

         □③ SF36, SF6         □④ Time Trade-Off     

         □⑤ Standard Gamble           □⑥ Rating Scale

         □⑦ 질병 특화된 삶의 질 측정 도구      □⑧ 기타(무엇:_______________)

  25-2. EuroQOL, HUI 등 간  측정법을 활용하거나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하여 

외국에서 개발된 조사 도구를 활용하시는 경우 번역의 신뢰도  타당도 검

증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① 확인함             □② 확인하지 않음        □③ 잘 모르겠음     

I.  경제성 평가 담당인력의 교육

26. 귀사에서 경제성 평가에 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 2명을 선정하시고 이해도 정도

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질     문 경제성 평가 담당자 1 경제성 평가 담당자 1

경제성 평가의 기본이론 이해도
□① 잘 이해함
□② 보통임
□③ 잘 이해하지 못함

□① 잘 이해함
□② 보통임
□③ 잘 이해하지 못함

비용 산출 
□① 원활히 수행 가능함
□② 보통임
□③ 수행 어려움

□① 원활히 수행 가능함
□② 보통임
□③ 수행 어려움

효과자료 검색  평가 
□① 원활히 수행 가능함
□② 보통임
□③ 수행 어려움

□① 원활히 수행 가능함
□② 보통임
□③ 수행 어려움

메타분석 등 통계분석 능력
□① 원활히 수행 가능함
□② 보통임
□③ 수행 어려움

□① 원활히 수행 가능함
□② 보통임
□③ 수행 어려움

Treeage 등 펫키지 수행도
□① 원활히 수행 가능함
□② 보통임
□③ 수행 어려움

□① 원활히 수행 가능함
□② 보통임
□③ 수행 어려움

(마르코 ) 모델링 
□① 원활히 수행 가능함
□② 보통임
□③ 수행 어려움

□① 원활히 수행 가능함
□② 보통임
□③ 수행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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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경제성 평가를 한 기반 연구 수행의 우선순

27. 경제성 평가의 인 라 구축을 하여 국가가 우선 으로 지원해야 할 연구의 우선

순 를 기재해 주십시오.

      - 1순 :  __________                     - 2순 :  __________

      - 3순 :  __________                     - 4순 :  __________

① 비용 산정방식의 표 화           ② 한국인 상 선호가 치 개발

③  Threshold의 선정                 ④ 외국조사도구 번역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27-1. 기타 국가 지원이 필요한 연구가 있으시면 다음에 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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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내 학･의료기 의 경제성평가 교육  연구 황과 

련 인 라 구축에 한 의견 조사서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생활수 이 높아지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보건의료에 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의약품은 보건의료재정에서 상당한 비 을 차지하고 있습니

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해서는 

약의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연구기 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의약품‧의

료기기에 한 경제성 평가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학 

 연구기 의 경제성 평가 실시 황과 수행과정상의 문제 을 악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에 답하여 주신 내용들은 의약품 등의 경제성 평가 인 라 

구축 등 정책 안 개발에 활용될 것이오니 아무쪼록 성심성의껏 응답하여 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본 연구의 목 에만 활용되

며 철 하게 보안을 지켜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본 설문지는 10월 22일( )까지 이메일 혹은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 작성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고숙자 주임연구원

       화: 02-380-8147   팩스: 02-353-0344

       이메일:   kosukja@kihasa.re.kr  

     주소: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 동 산 42-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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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제성 평가 련 교육

1. 귀하가 소속된 학의 교과과정에는 경제성평가와 련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

습니까?

    □① 경제성 평가에 한 단독 교과목 있음 (☞ 1-1번 문항으로) 

    □② 기존 교과목에 경제성 평가 련 내용을 일부 포함함 (☞ 1-1번 문항으로) 

    □② 경제성 평가 련 교육 없음 (☞ 2번 문항으로) 

   1-1. 경제성평가 련 교과목의 내용을 기술해주십시오. 

련 교과목 명칭 경제성평가 내용 과목 소속 이수 학 수

□① 단독 과목  

□② 기존과목에 포함

□① 학원 과목  

□② 학부 과목
학

□① 단독 과목  

□② 기존과목에 포함

□① 학원 과목  

□② 학부 과목
학

□① 단독 과목  

□② 기존과목에 포함

□① 학원 과목  

□② 학부 과목
학

□① 단독 과목  

□② 기존과목에 포함

□① 학원 과목  

□② 학부 과목
학

2. 그간 귀 학에서 경제성평가에 한 논문을 쓰고 석․박사 학 를 받은 학생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2-1. 석사 학 자

       □① 없음           □② 1～5명                    □③ 6～10명

       □④ 11～20명        □⑤ 20명 이상

   2-2. 박사 학 자

       □① 없음 (☞ 3번 문항으로) □② 1～5명    □③ 6～10명

       □④ 11～20명                 □⑤ 20명 이상

   2-3 (석사 혹은 박사 학 자가 있는 경우) 경제성평가 련 논문을 쓰고 석사 혹

은 박사학 를 받은 학생들은 재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있는

로 체크해주십시요)   

       □① 학(학업 계속 혹은 학 취업)    

       □② 국가행정기 (복지부, 심평원, 공단 둥)

       □③ 국가연구소(보사연, 진흥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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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업(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                 

       □⑤ 의료기                            

       □⑥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 보건의료부문(의약품․의료기기 포함)에 한 경제성 평가 인력을 양성하기 하여 

귀 학에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① (경제성평가 련) 석사  박사 학 자 배출             

     □② 단기 연수과정 개발을 통한 재교육

     □③ 련 학회나 세미나 등에서의 특강

     □④ 기타 (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보건의료부문(의약품․의료기기 포함)에 한 경제성 평가 인력을 양성하기 하여 

국가에 건의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경제성 평가 련 연구 

5. 그간의 경제성 평가 연구 수행 실   

경제성평가 연구 체 건수 기업에서 의뢰한 건수

  체 경제성 평가 연구 실 건 건

   - 의약품 련 건 건

   - 의료기기 련 건 건

   - 기타 보건의료제도  정책 련 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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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성 평가와 련한 국내외 학술 활동

 

학술 활동 국내 국외

  학술 회 구술 발표 건 건

  학술 회 포스터 발표 건 건

  학술지 논문 게재 건 건   

 

7. 경제성 평가의 인 라 구축을 하여 국가가 수행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 를 기재

해 주십시오.

      - 1순 :  __________       - 2순 :  __________         - 3순 :  __________  

      - 4순 :  __________       - 5순 :  __________         - 6순 :  __________

① 모델 사례를 통한 매뉴얼 제시        ② 제출자료에 한 서식의 표 화

③ 건강보험자료 근성 강화             ④ 경제성평가 련 국가 통계 산출  제공

⑤ 인력 수 을 한 인력양성체계      ⑥ 연구방법론 개발, 보 을 한 국가지원 강화

8. 보건의료부문(의약품․의료기기 포함)에 한 경제성 평가 연구의 활성화를 하여 

국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술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경제성 평가의 의의에 한 의견

9.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으로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⑤  동의하지 않는다.

10.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의료기기의 보험 여를 합리 으로 리하는데 기여한다.

    □① 으로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⑤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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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정하고 합리 으로 사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① 으로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⑤  동의하지 않는다.

※ 응답기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에 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했거나 재 수행 이신 경우에는 

다음 쪽의 문항에도 계속 응답해 주십시오. 경제성 평가 수행 실 이 없으시면 여기

에서 응답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제성 평가 수행에 한 세부 조사 

D.  경제성 평가 연구 의 구성

12. 경제성평가 연구 의 공부문은 통상 어떻게 구성됩니까?

    12-1. 귀하 소속기  내부 연구진의 공부문별 인력 구성 (있는 로 체크)

       □① 경제학 □② 통계학                   □③ 의학

       □④ 약학             □⑤ 보건학                   □⑥ 경 학

       □⑦ 기타 (무엇: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2-2. 귀하 소속기  이외 외부 연구진의 공부문별 인력 구성 (있는 로 체크)

       □① 경제학          □② 통계학                   □③ 의학

       □④ 약학             □⑤ 보건학                   □⑥ 경 학

       □⑦ 기타 (무엇:__________ )     □⑧ 외부 연구진 참여 안함

    12-3. 외부 연구진이 참여할 경우 통상 외부 연구진의 소속 기 은 어디입니까?  

(있는 로 체크)

       □① 다른 학       □② 의료기           □③ 국가연구소, 행정기

       □④ 민간 연구소   □⑤ (제약, 의료기기 등) 기업  

       □⑥ 통계 련 회사     □⑦ 기타 (무엇:__________ )     

       □⑧ 외부 연구진 참여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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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하 연구 원들의 지식 수 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 식 수 연구 원 구성비율

  수 : 경제성 평가의 기본 개념 이해  %

  수 : 민감도 분석, 결정 분석 이해  %

 고  수 : 마르코  모델링 이해, 련 소 트웨어 활용 가능  %

 체   100.0 %

E.  경제성 평가 세부 사항

14. 귀 기 에서 수행했거나 재 진행 인 경제성 평가  가장 최근에 실시한  2

건에 하여 기술해 주십시오. 

질     문 의약품 1 의약품 2

실시 연도/ 기간 __________년 (총 ______개월) _________년 (총 ______개월) 

의약품 약효군 

의약품 종류

□① 신약

□② 개량 신약

□③ 복제의약품(제네릭) 

□① 신약

□② 개량 신약

□③ 복제의약품(제네릭) 

경제성평가 목

□① 약가 산정

□② 보험등재인정기  완화

□③ 의약품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

□⑤ 잘 모르겠음

□① 약가 산정

□② 보험등재인정기  완화

□③ 의약품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

□⑤ 잘 모르겠음

결과 발표 여부

□① 외국 학술지 발표

□② 국내 학술지 발표

□③ 학회 발표

□④ 발표 계획

□⑤ 발표 안했음

□① 외국 학술지 발표

□② 국내 학술지 발표

□③ 학회 발표

□④ 발표 계획

□⑤ 발표 안했음

참여 인력수   ___________________ 인  ___________________ 인 

귀하의 연구 원들이 용역

기간  본 경제성평가 연

구에 투입한 시간 비

경제성평가 련 투입시간 비

 ___________________ %

경제성평가 련 투입시간 비

 ___________________ %

경제성평가 유형

□① 비용최소화분석

□② 비용효과분석

□③ 비용효용분석

□④ 비용편익분석

□① 비용최소화분석

□② 비용효과분석

□③ 비용효용분석

□④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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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경제성 평가 연구수행 황  애로사항

15. 귀 기 에서는 임상문헌 조사를 하여 다음의 데이터베이스를 신청하고 이용하

고 계십니까?

    15-1. Ovid:    □① 이용 가능          □② 이용 어려움

    15-2. EM Base   □① 이용 가능          □② 이용 어려움

    15-3. 기타 이용하시는 DB (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6. 경제성 평가를 하여 사용한 이 있는 자료원을 있는 로 체크하시오.

    □① 건강보험청구자료     □② 의료기 의 보험 련 자료

    □③ 의료기 의 의무기록 자료     □④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

    □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⑥ 임 구조기본통계조사 자료

    □⑦ 건강보험통계연보              □⑧ 민간 기업 통계자료 IMS 등

    □⑨ 기타(무엇: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 건강보험자료를 분석에 활용하는데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건강보험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

    □② 자료 구성내용을 이해하기가 복잡하다.

    □③ 자료가 실제 진료 황을 정확히 반 하지 않는다.

    □④ 비 여 부문에 한 자료가 없다.

    □⑤ 기타(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 의료기 을 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데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조사에 많은 비용이 든다

    □② 의료기 이 조사에 잘 조하지 않는다

    □③ 의료기 별 진료의 변이가 커서 조사의 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④ 의료기  자료의 기록이 부실하다.

    □⑤ 기타(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 효과에 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는데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국내 환자 상 자료가 미흡하다.

    □② 효과자료를 검색하기 한 문지식이 부족하다 

    □③ 검색된 효과자료를 분석․평가하기 한 문지식이 부족하다 

    □④ Ovid 등 문헌 검색 DB를 구비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

    □⑤ 기타(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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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제성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데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결과 해석을 한 역치(threshold)가 정해지지 않음

    □② 다른 경제성 평가 연구 결과와 비교 평가하기 한 DB가 미흡함.

    □③ 다른 경제성 평가 연구의 질 평가에 한 DB가 미흡함.

    □④ 기타(무엇: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 효용이나 삶의 질에 한 자료를 직  수집, 분석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1-1.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있는 로 체크)

         □①  EuroQOL           □② HUI(Health Utility Index)   

         □③ SF36, SF6 □④ Time Trade-Off          

         □⑤ Standard Gamble      □⑥ Rating Scale

         □⑦ 질병 특화된 삶의 질 측정 도구 □⑧ 기타(무엇:_____________)

  21-2. EuroQOL, HUI 등 간  측정법을 활용하거나 삶의 질을 측정하기 하여 

외국에서 개발된 조사 도구를 활용하시는 경우 번역의 신뢰도  타당도 검

증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① 확인함                    □② 확인하지 않음          □③ 잘 모르겠음  

   

G.  경제성평가를 한 기반연구 수행의 우선순

22. 경제성평가의 인 라 구축을 하여 국가가 우선 으로 지원해야 할 연구의 우선

순 를 기재해 주십시오.

      - 1순 :  __________                       - 2순 :  __________

      - 3순 :  __________                       - 4순 :  __________

① 비용 산정방식의 표 화           ② 한국인 상 선호가 치 개발

③  Threshold의 선정                 ④ 외국조사도구 번역의 타당도  신뢰도 검증

23. 의약품 경제성 평가 연구의 발   활용 진을 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연구 부문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 ★ ★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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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

자 Klareskog L, van der Heijde D, de Jager JP, Gough A, Kalden J, Malaise M, Martin 

Mola E, Pavelka K, Sany J, Settas L, Wajdula J, Pedersen R, Fatenejad S, Sanda M; 

TEMPO (Trial of Etanercept and Methotrexate with Radiographic Patient Outcomes) 

study investigators

논문제목 Therapeutic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etanercept and methotrexate compared with each 

treatment alone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double-blind randomised controlled 

trial.

명/출 년도 Lancet. 2004 Feb 28;363(9410):675-81

디자인 이 맹검, 무작 배정

환자선정기 MTX 이외 1개 이상의 DMARD에 실패한 active RA 환자

시험기간 52주

시험군 ETN+MTX MTX

시험약 ETN 25mg twice a week + 

MTX 16.9mg/w

MTX 17.2mg/w

환자수(모집) 231명 228명

환자수(완료) 193명 159명

평균 연령 52.5세 53세

여성 비율 74% 79%

평균 유병기간 6.8년 6.8년

Previous MTX use 44% 42%

Previous MTX 용량 평균 10mg/wk 10mg/wk

Previous DMARDs 개수 평균 2.3개 2.3개

ACR20 (95% CI) 52주) 85% (80-89)

24주) 약82% (그래  추정값)

52주) 75% (69-80)

24주) 약73% (그래  추정값)

baseline HAQ (95% CI) 1.8 (1.7-1.8) 1.7 (1.6-1.8)

치료후 HAQ (95% CI)  52주) 0.8 (0.7-0.9) 52주) 1.1 (1.0-1.1)

치료후 HAQ 개선 52주) -1.0 52주) 0.6

단 (부작용) 52주) 24명 52주) 32명

단 (효과결여) 52주) 6명 52주) 21명
비고 이 TEMPO trial 은 52주 

시험자료이며, MTX naive 를 

상으로 하 으나 실제로는 

44%가 MTX 사용 환자임.

이 TEMPO trial 은 52주 

시험자료이며, MTX naive 를 

상으로 하 으나 실제로는 

42%가 MTX 사용 환자임. 

자료추출 MTX+ETN 1단계 요법 효과

자료 추출한 근거문헌임

MTX 1단계 요법 효과자료 

추출한 근거 문헌임

부록 3. 류마티스 염 치료제의 경제성평가에 최종 선정된 

임상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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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

자 Weinblatt ME, Kremer JM, Bankhurst AD, Bulpitt KJ, Fleischmann RM, 

Fox RI, Jackson CG, Lange M, Burge DJ
논문제목 A trial of etanercept, a recombinant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Fc 

fusion protein,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receiving 

methotrexate.
명/출 년도 N Engl J Med. 1999 Jan 28;340(4):253-9. 

디자인 이 맹검, 무작 배정

환자선정기 6개월 이상 MTX 투여받은 active RA 환자

시험기간 24주

시험군 ETN+MTX MTX

시험약 ETN25mg twice a week + MTX 

15-25mg/w

MTX 15-25mg/w

환자수(모집) 59명 30명

환자수(완료) 57명 28명

평균 연령 48세 53세

여성 비율 90% 73%

평균 유병기간 13년 13년

Previous MTX use all all

Previous MTX 용량 평균 19mg/w 18mg/w

Previous DMARDs 개수 

평균

2.7개 2.8개

ACR20 71% 27%

baseline HAQ 1.5 1.5

치료후 HAQ 0.8 1.1

치료후 HAQ 개선 -0.7 -0.4

단 (부작용) 2명 1명

단 (효과결여) 0명 4명

비고 - -

자료추출 MTX+ETN 3단계 요법 효과

자료 추출한 근거문헌임

MTX 유지요법 효과 자료 

추출한 근거 문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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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3

자 Strand V, Cohen S, Schiff M, Weaver A, Fleischmann R, Cannon G, Fox R, 

Moreland L, Olsen N, Furst D, Caldwell J, Kaine J, Sharp J, Hurley F, 

Loew-Friedrich I. 

논문제목 Treatment of active rheumatoid arthritis with leflunomide compared with 

placebo and methotrexate. Leflunomide Rheumatoid Arthritis Investigators 

Group. 

명/출 년도 Arch Intern Med. 1999 Nov 22;159(21):2542-50.  

디자인 이 맹검, 무작 배정

환자선정기 6개월 이상 ACR에 따른 active RA 환자

시험기간 12개월

시험군 MTX

시험약 MTX 7.5mg/w

환자수(모집) 182명

환자수(완료) 105명

평균 연령 53.3세

여성 비율 75.3%

평균 유병기간 6.5년 

Previous MTX use no

Previous MTX 용량 평균 no

Previous DMARDs 개수 평균 0.9개 (no previous  DMARDs 44%)

ACR20 (95% CI)
6개월) 49% (그래 추정)

12개월) 46% (38.0-53.0)

baseline HAQ 1.3

치료후 HAQ 1.0

치료후 HAQ 개선 
6개월) -0.30 **

12개월) -0.26

단 (부작용) 12개월) 19명

단 (효과결여) 12개월) 14명

비고 -

자료추출 MTX 1단계 요법 효과자료 추출한 근거문헌임

** HAQ 6개월 자료 출처 : Vibeke Strand, Peter Tugwell, Claire Bombardier, Andreas Maetzel, 

Bruce Crawford, Catherine Dorrier, Ann thompson, and George Wells. Function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Results fro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f Leflunomide versus Methotrexate or 

Placebo in Patients with Active Rheumatoid Arthritis. Leflunomide Rheumatoid Arthritis 

Investigators Group. Arthritis & Rheumatism 1999;42(9):1870-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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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4

자 Keystone EC, Kavanaugh AF, Sharp JT, Tannenbaum H, Hua Y, Teoh LS, 

Fischkoff SA, Chartash EK. 

논문제목 Radiographic, clinical, and functional outcomes of treatment with adalimumab 

(a human anti-tumor necrosis factor monoclonal antibody) in patients with 

active rheumatoid arthritis receiving concomitant methotrexate therapy: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52-week trial.

명/출 년도 Arthritis Rheum. 2004 May;50(5):1400-11

디자인 이 맹검, 무작 배정

환자선정기 6개월 이상 ACR 기 에 따른 active RA 환자

시험기간 52주

시험군 MTX

시험약 12.5-25mg/w

환자수(모집) 200명 

환자수(완료) 140명

평균 연령 56.1세

여성 비율 73%

평균 유병기간 10.9년 

Previous MTX use all

Previous MTX 용량 평균 16.7mg/w 

Previous DMARDs 개수 평균 2.4개 (MTX 포함)

ACR20 
24주) 29.5%

52주) 24.0%

baseline HAQ (±SD) 1.48 (±0.59)

치료후 HAQ 24주) 1.24

치료후 HAQ 개선 (±SD) 24주) -0.24 (±0.52)

단 (부작용) 13명

단 (효과결여) 23명

비고 -

자료추출 MTX 유지요법 효과자료 추출한 근거문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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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5

자 Edwards JC, Szczepanski L, Szechinski J, Filipowicz-Sosnowska A, Emery P, 

Close DR, Stevens RM, Shaw T.

논문제목 Efficacy of B-cell-targeted therapy with rituximab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명/출 년도 N Engl J Med. 2004 Jun 17;350(25):2572-81.  

디자인 이 맹검, 무작 배정

환자선정기 6개월 이상 ACR 기 에 따른 active RA 환자

시험기간 24주

시험군 MTX

시험약 12.5-15mg/w

환자수(모집) 40명

환자수(완료) 37명

평균 연령 54세

여성 비율 80%

평균 유병기간 11년

Previous MTX use all

Previous MTX 용량 평균 10mg/w 이상

Previous DMARDs 개수 평균 2.6개 

ACR20 
24주) 38%

48주) 20%

baseline HAQ -

치료후 HAQ -

치료후 HAQ 개선 -

단 (부작용) 24주) 1명

단 (효과결여) 24주) 2명

비고 HAQ 자료 없음

자료추출 MTX 유지요법 효과자료 추출한 근거문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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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6

자 Cohen SB, Moreland LW, Cush JJ, Greenwald MW, Block S, Shergy WJ, 

Hanrahan PS, Kraishi MM, Patel A, Sun G, Bear MB; 990145 Study Group. 

논문제목 A multicentre, double blind, randomised, placebo controlled trial of anakinra 

(Kineret), a recombinant interleukin 1 receptor antagonist, in patients with 

rheumatoid arthritis treated with background methotrexate

명/출 년도 Ann Rheum Dis. 2004 Sep;63(9):1062-8. Epub 2004 Apr 13. 

디자인 이 맹검, 무작 배정

환자선정기 6개월 이상 ACR 기 에 따른 active RA 환자

시험기간 24주

시험군 MTX

시험약 10-25mg/w

환자수(모집) 251명

환자수(완료) 218명

평균 연령 57세

여성 비율 75%

평균 유병기간 10년

Previous MTX use all

Previous MTX 용량 평균 16mg/w

Previous DMARDs 개수 평균 no

ACR20 22%

baseline HAQ (±SD) 1.3 (±0.6)

치료후 HAQ 1.12

치료후 HAQ 개선 (±SE) -0.18 (±0.03)

단 (부작용) 33명(13%)

단 (효과결여) -

비고

자료추출 MTX 유지요법 효과자료 추출한 근거문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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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7

자 Weinblatt ME, Keystone EC, Furst DE, Moreland LW, Weisman MH, Birbara 

CA, Teoh LA, Fischkoff SA, Chartash EK. 

논문제목 Adalimumab, a fully human anti-tumor necrosis factor alpha monoclonal 

antibody, for the treatment of rheumatoid arthritis in patients taking 

concomitant methotrexate: the ARMADA trial. 

명/출 년도 Arthritis Rheum. 2003 Jan;48(1):35-45. 

디자인 이 맹검, 무작 배정

환자선정기 6개월 이상 MTX 를 투여받은 active RA 환자

시험기간 24주

시험군 MTX

시험약 16.5mg/w

환자수(모집) 62명

환자수(완료) 60명 

평균 연령 56.0세

여성 비율 82.3%

평균 유병기간 11.1년 

Previous MTX use all 

Previous MTX 용량 평균 16.5mg/w

Previous DMARDs 개수 평균 3.0개

ACR20  14.5%

baseline HAQ (±SD) 1.64 (±0.63)

치료후 HAQ 1.37

치료후 HAQ 개선 (±SD) -0.27 (±0.57)

단 (부작용) 2명

단 (효과결여) -

비고

자료추출 MTX 유지요법 효과자료 추출한 근거문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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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8

자 Kremer JM, Westhovens R, Leon M, Di Giorgio E, Alten R, Steinfeld S, 

Russell A, Dougados M, Emery P, Nuamah IF, Williams GR, Becker JC, 

Hagerty DT, Moreland LW. 

논문제목 Treatment of rheumatoid arthritis by selective inhibition of T-cell activation 

with fusion protein CTLA4Ig.

명/출 년도 N Engl J Med. 2003 Nov 13;349(20):1907-15. 

디자인 이 맹검, 무작 배정

환자선정기 6개월 이상 MTX 투여받은 active RA 환자

시험기간 6개월

시험군 MTX

시험약 10-30mg/w

환자수(모집) 119

환자수(완료) 78

평균 연령 54.7

여성 비율 66%

평균 유병기간 8.9년 

Previous MTX use all

Previous MTX 용량 평균 15.8mg/w

Previous DMARDs 개수 평균 -

ACR20 35.3%

baseline HAQ -

치료후 HAQ -

치료후 HAQ 개선 -

단 (부작용) 7

단 (효과결여) 29

비고 HAQ 자료 없음

자료추출 MTX 유지요법 효과자료 추출한 근거문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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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9

자 Cohen S, Hurd E, Cush J, Schiff M, Weinblatt ME, Moreland LW, Kremer J, 

Bear MB, Rich WJ, McCabe D. 

논문제목 Treatment of rheumatoid arthritis with anakinra, a recombinant human 

interleukin-1 receptor antagonist, in combination with methotrexate: results of a 

twenty-four-week, multicenter,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명/출 년도 Arthritis Rheum. 2002 Mar;46(3):614-24. 

디자인 이 맹검, 무작 배정

환자선정기 6개월 이상 MTX 투여받은 active RA 환자

시험기간 24주

시험군 MTX

시험약 15-25mg/w

환자수(모집) 74명 

환자수(완료) 66명

평균 연령 53.0세

여성 비율 85.1%

평균 유병기간 7.8년

Previous MTX use all

Previous MTX 용량 평균 16.3mg/w

Previous DMARDs 개수 평균 2.1개 

ACR20  23% 

baseline HAQ (±SD) 1.4 (±0.6)

치료후 HAQ 1.25

치료후 HAQ 개선 -0.15

단 (부작용) 3명

단 (효과결여) 5명

비고 -

자료추출 MTX 유지요법 효과자료 추출한 근거문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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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0

자 Kremer JM, Genovese MC, Cannon GW, Caldwell JR, Cush JJ, Furst DE, 

Luggen ME, Keystone E, Weisman MH, Bensen WM, et al.

논문제목 Concomitant leflunomide therapy in patients with active rheumatoid arthritis 

despite stable doses of methotrexate.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명/출 년도 Ann Intern Med. 2002 Nov 5;137(9):726-33. 

디자인 이 맹검, 무작 배정

환자선정기 6개월 이상 MTX 투여받은 active RA 환자 

시험기간 24주

시험군 Leflunomide+MTX  MTX

시험약 Lef 10mg/d + MTX 15-20mg/w MTX 15-20mg/w

환자수(모집) 130명 133명

환자수(완료) 100명 100명

평균 연령 55.6세 56.6세

여성 비율 76.2% 80.5%

평균 유병기간 10.5년 12.7년

Previous MTX use all all

Previous MTX 용량 평균 16.8mg/w 16.1mg/w

Previous DMARDs 개수 

평균
- -

ACR20 46.2% 19.5%

baseline HAQ (±SD) 1.6 (±0.62) 1.5 (±0.58)

치료후 HAQ 1.2 24주) 1.4

치료후 HAQ 개선 (±SD) -0.4 (±0.53) -0.1 (±0.43)

단 (부작용) 16명 9명

단 (효과결여) 9명 15명

비고 - -

자료추출
MTX+Lef 2단계 요법 효과자

료 추출한 근거문헌임

MTX 유지요법 효과자료 

추출한 근거문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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