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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공정한 가격인가? (1)

공정한 가격(fair pricing)은

기업의 연구개발 동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약을 필요로 하는 개인 혹은 사회가 부담 가능한 가격

(WHO)

https://www.who.int/news-room/q-a-detail/medicines-fair-pricing-forum



무엇이 공정한 가격인가? (2)
 Moon et al. (2020)은 판매자와 구매자 입장에서 공정 가격을 정의

◦ 판매자에게 공정한 가격은 관련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가격

◦ 연구개발~허가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비용

◦ 생산과 유통 비용

◦ 공정 이윤

◦ 여타 운영 비용

◦ 구매자에게 공정한 가격은 다음을 고려

◦ 부담가능한가?(affordability)

◦ 가치는?(value)

◦ 적시성 (공급 보장)

 그러나 위 정의에 동의하더라도 특정 약의 가격이 공정한지, 그렇지 않은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

거가 없음



Suerie Moon et al. BMJ 2020;368:bmj.l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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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mj.com/content/3
68/bmj.l4726

서로 다른 부담 능력을 가진 나라에서의 가격 상한선과 공정가격



비용
 연구개발 비용
◦ DiMasi et al (2016)은 성공적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을 2013년 기준 $28.7억으로 추계

◦ 실패한 투자, 자본의 기회비용 등 고려

◦ 그러나 추계방식이나 정보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 있음.

◦ 연구개발 비용을 국가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생산 비용
◦ 약에 따라 다르나 총비용 중 생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음

 영업 비용
◦ 제약산업은 마케팅 비용의 비중이 높은 시장

 이윤
◦ 타 산업에 비해 제약산업의 이윤율 월등히 높음



÷ 환자 수 =

평균 비용

환자수 20명 환자수 2명

가치

비용 vs. 가치



가격 산정 방식
 외국가격 참조 (external reference pricing)

 치료적으로 유사하고 대체 가능한 약들의 가격 참조 (internal reference pricing)

 가치기반 가격설정 (value-based pricing)

 이윤율 혹은 마진 규제

 입찰과 협상

 원가기반 가격 설정 (cost-plus pricing)



출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질병의 위중도, 
치료적 이익 등

비용-효과성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정도, 경제성평가 결과

재정영향

환자수, 예상 사용량, 기존
약이나 치료법의 대체 효과

외국의 등재 상황

등재 여부, 가격, 급여기준
등

약에 대한
평가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약제 급여 결정에 고려하는 요소 (가치 요소)



비용-효과성 (1)
 효과 1단위 개선(1QALY)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이며, 이 값이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 이내인지를 묻는 것

◦ QALY(quality-adjusted life years) – 생존 기간에 그 기간 동안 누리게 되는 삶의 질을 보정하여 계산된

값

 평가지표: 𝐼𝐶𝐸𝑅 =
𝐶𝑁−𝐶𝑂

𝐸𝑁−𝐸𝑂

◦ ICER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 CN 신약의 비용, CO 기존약의 비용, EN 신약의 효과, EO 기존약의 효과

 판단: ICER < 임계값 → 비용-효과적



비용-효과성 (2)
 임계값

◦ 1인당 GDP를 참고 범위로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08.7.25 약평위) (현재는 GDP와 직접 연계하지 않고 있

음) 

◦ '13.9월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중

증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는 1인당 GDP(약 2,500만원 정도)의 2배 수준까지 인정 가능한 것으로 평가

◦ 임계값의 크기가 2배라는 것은 중증질환자의 1QALY에 비중증질환자의 1QALY의 2배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음.



사회적 가치
 비용-효과성 외 환자 특성, 질병 특성에 따라 달리 고려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

 질환의 중증도, 대체 치료제 유무, (질환의 희소성) 등이 흔히 고려되는 요소임

 우리나라는 질환의 종류(암, 희귀질환), 중증도(남은 생존기간이 짧을수록 중증 질환으로 평가), 대

체 치료제 유무(치료적 위치의 동등성도 고려), 질환의 희소성을 고려하고 있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반영 기준은 우리 사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누가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나?



재정 영향
 C형 간염 치료제는 비용-효과적이나 재정 영향이 커서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

 가격이 높거나 사용량이 많으면 재정 영향 커짐

 가격수준

◦ 신약, 많은 나라들이 결정 가격을 기밀에 부치고 있어, 국가간 가격 비교 어려움

◦ 우리나라 가격이 높나? 낮나? 그 근거는?

 사용량

◦ 유병률, 의약품 사용 패턴, 판촉 활동의 영향 받음

◦ 우리나라는 사용량 관리 기전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도(PVA)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격인하 상한선이 있아 효과

제한적. 

 총액 관리 기전 필요

◦ 가격, 사용량을 포함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협상 안 개발 필요. 



신약 등재 절차와 기준
 급여적정성 평가 (심평원) → 가격 협상 (공단)

 급여적정성평가시 고려사항

◦ 치료적 가치, 비용-효과성 (+질환의 중증도, 희귀성, 대체 가능한 의약품의 존재 여부 등 사회적 가치 고려)

◦ 치료적 가치에 대한 판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짐

◦ 기존 약 대비 치료적 가치가 우수하면 → 경제성평가자료 제출을 통해 비용-효과성 입증

◦ 기존 약 대비 치료적 가치가 유사하면 → 비교약의 가중평균가 이하인지 판단

◦ 진료상 필수로 인정되면 비용-효과성에 대한 입증없이 등재 가능

◦ 예외적 경로

◦ 위험분담제

◦ 경제성평가자료 제출 면제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비용-효과성이 새로운 허들로 등장

 효과는 개선되었으나, 비용-효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급여로 결정된 건 발생

 제약기업과 환자 단체의 반발 → 접근성 이슈 제기

 ICER 임계값 상한선 상향 조정, 위험분담제도 실시, 경제성평가면제 범위 제시



• 결정신청건에 대한 수용률

 PBAC 54.3%, CDR 49.6%, NICE 87.4% (Clement et al, 2009)

참고: 2014년까지의 급여결정 결과 및 국가간 비교

자료원: Bae et al. (2016)



위험분담제도
 기업과 보험자가 신약의 등재에 따른 위험(재정적 불확실성과 치료효과의 불확실성)을 분담하는 제도 (’14.1~)

 비용-효과성을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유효 가격 인하

◦ 실제가격과 표시가격의 차이를 환급하거나,

◦ 비반응자의 치료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거나,

◦ 환자당 사용량을 제한하여 그 이상 사용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초기 투여량에 대해 제약사가 그 비용을 분담

 치료효과의 불확실성 관리

◦ 치료효과에 대한 자료 수집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가격 조정 혹은 비급여)

 크게 재정기반과 성과기반으로 구분됨

◦ 재정기반 협약 – OECD국가의 최소 2/3이상에서 적용

◦ 성과기반 협약 – 덜 보편적 (행정비용). 일차적 목적이 재정에 있는 경우 많음

 Managed entry agreement로 용어 정리가 되어가는 중



Managed Entry Agreements의 유형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위험분담안 제안 가능

◦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 그 외 약평위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으로 평가한 경우

◦ (신설) 기존 위험분담제 적용약제(위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면서 비용-

효과적인 약제의 경우

◦ (신설)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혹은 3상 조건부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약으로 급여적정

성 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약제도 위험분담계약 가능



위험분담제 운영
 위험분담계약 유형

◦ 조건부 지속 치료와 환급 혼합형

◦ 총액 제한형(Expenditure cap)

◦ 환급형(Refund)

◦ 환자 단위 사용량 제한형

◦ 그 외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등 신청인이 제안하는 유형. 

◦ 2개 이상의 복합 유형도 가능함.

 계약의 당사자: 건보공단과 제약사

 계약기간: 5년 (4년->5년)

 평가 후 재계약 가능

 비용-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기준은 위험분담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

조건 세부조건 혹은 기준

1. 대체 가능성 조건: 희귀질환 치료제
나 항암제로서 다음 조건 중 어느 하
나를 충족시키는 약

•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약제 포함)이 없는 경우
•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
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2. 근거의 불확실성 조건: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약

• 대조군 없이 신청품 단일군 임상 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대조군이 있는 2상 임상시험으로 3상 조건부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허가를 받은 경우

•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
우

3. 제 외국 등재 조건 및 가격 기준 •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 국가인 외국 7개국 중 3개국 이상에서
공적으로 급여되거나 이에 준하여 급여되고 있는 약제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약



접근성 논쟁
 치료효과가 확인된 모든 약에 대한 접근성 확보? 혹은 효과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약에 대한 접근

성 확보?

◦ 일부 국가와의 비교 결과, 급여율 자체가 매우 낮다고 볼 근거 없음 (참고자료)

◦ 2014년 이후 항암제에 대한 급여율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

 그러나 급여 속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함

 초고가 신약의 진입과 더불어 접근성 문제 재부각







초고가약 사례: 스핀라자주
 Nusinersen sodium(as Nusinersen 12mg(2.4mg/mL))

 5q 척수성 근위축증의 치료

 2018.12.20 약평위 심의 , 2019. 4. 8 등재 (2017년 12월 29일 국내 시판허가)

 상한금액 바이얼당 92359131원

 환자당 첫해 투약비용 554,154,786원, 이후 연간 277,077,393원

 약평위 평가결과

◦ 신청품은 …위약군 대비 무사고 생존율 및 운동 반응 평가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으나, 소요비용이 고가임. 

◦ 다만,…. 경제성평가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해당하며, … 제약사가 제시한 위험분담안 등을 고려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RSA 적용

◦ 사전승인신청 필요 약제.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심의위원회 구성. 모니터링 보고서(4개월마다 제출)에 따른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 결정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중증 암이나 희귀질환에 사용하는 초고가약, 급여하여야 할까? 

 이때 의사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며, 수용 가능한 가격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기업 스스로 가격을 인하하여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낮추는 일 – 가능성??

 서로 다른 의견

◦ 생명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야 한다. 절박한 생명 끈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에게 비용을 따져 급여

를 거부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 지금 들어가는 이 비용은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고가 신약

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다른 많은 환자들에게 돌아갈 자원이 줄어들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소요되는 재정도 줄어들 수 있다



불확실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초고가약들은 혁신적인 치료 효과를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 장기효과에 대

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음. 

 우리나라에서 급여하기로 한 스핀라자의 경우 영국 NICE에서는 장기효과 면에서 불확실한 부분
이 많다는 이유로 협상가로 급여를 하면서 자료수집을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재평가
할 것을 결정(managed access agreement). 
◦ Managed access agreement 의 내용 – 대상 환자 선정, 치료시작, 중단 기준(starting and stopping 

rules), 자료 수집, 환자 동의, 출구 전략, 할인 가격

 우리나라는 경제성평가 면제 경로로 초고가 신약 진입 –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 대책 없음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들
 선등재 후평가

◦ 허가-등재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비판과 함께 대안으로 제기된 안

◦ 먼저 등재한 후 나중에 평가 결과에 따라 가격이나 급여 여부를 조정하자는 안

◦ 문제는 초기 평가가 없이는 사후 평가에 근거한 가격 조정도 어렵다는 것. 출구전략에 대해 합의
하려면 초기 평가 필수. 

 본인부담률 차등화

◦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그러나 환자 치료에 필요한 약들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올려서라도 급여
하자는 것. 

◦ 수용가능한가? 협상을 소홀히 할 가능성은?

 고가치 약에 대한 등재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이해관계자와 의사결정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시민 & 환자 참여
◦ 사회적 가치 반영과 시민 참여

◦ 참여의 범위와 방법은?

◦ 시민단체는 시민을 대표하나?

◦ 약의 사용자로서의 환자.
◦ 평가 과정에 환자의 경험이 반영될 필요 있음. 

◦ 참여의 범위와 방법? 대표성 확보?

 정보 공개와 설명 의무

 이해충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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