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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항암제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암환자

의 진료 및 항암제 처방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의사 32명을 대상으로 현행 

항암제 보험인정기준에 따른 치료상황 및 보험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항암제 보험급여방향을 도출하 다.

1. 의사 1인당 한달 평균 항암제 처방환자 수는 161명(표준편차199)이

며, 보험급여범위내 처방가능환자는 평균 65.8% 다. 

2. 31명(97%)의 의사가 보험급여범위 외의 처방을 하고 있으며, 사유별 

분석결과 더 효과적인 항암제라고 판단된 경우, 재발된 경우, 부작용이 심

한 경우,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순이었다.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시에

는 처방건당 항암제 비용을 환자가 부담(72.5%)하거나 일부보험청구

(12.8%), 기증약제의 사용(8.7%), 진료비감액(6.0%)을 하고 있었다.

3. 응답자 31인이 경험한 급여인정을 예상하여 보험청구한 항암제비용

에 대한 삭감율은 23.4%이며, 삭감에 대하여 49%를 이의신청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주제당 인정하는 비율은 20%정도이었다.

4. 항암제 보험적용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 전원이 동의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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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의 개선도 원하 다.

5. 현재 보험에서 인정하는 항암제 투여기간을 포함한 일반원칙과 현재

의 항암제 추가인정절차와 서비스비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6.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보험적용방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허

가사항변경후 사용하기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약제선택을 원하고, 연구자주

도형 임상시험의 보험적용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 혈액종양내과의사와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의사가 항암제처방환자수

가 많고 800병상이상에 근무하는 의사와 사립병원 근무의사의 항암제비용 

삭감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며, 외국의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와 진

료비심사경력이 없는 의사,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진료비삭감 후 

환자에게 부담하는 백분률이 높았다. 항암제 보험급여개선방향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보험적용확대방안에 대하여 상대적으

로 강하게 동의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벌칙조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향도 강하 다. 이외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의사가 연구자주도형임상시험

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등의 일부동의 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고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자가 치료하는 환자의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

고 현행 보험인정기준 하에 유사한 항암제 처방양상과 보험인정기준에 대

한 개선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전문가의 견해보다는 식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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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청허가사항에 근거한 치료를 요구하는 항암제 보험인정기준은 치료전

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암환자에게 적정한 치료기회의 제공하며 비용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학회를 

중심으로 한 암질환별 권장지침의 제정 및 치료적 방법으로서 임상시험의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치료의 권리 및 치료받을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요비용과 건강보험 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암환자의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요양기관

에 대한 적정한 비용의 보상과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핵심되는 말: 항암제,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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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암은 우리나라 국민사망원인 1위이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도 

암사망자수는 총사망자 약243천명 가운데 59천명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절대수도 최근 10년간 1.5배로 증가하 고 

암발생 건수도 최근 10년간 약 1.7배 증가하 다(보건복지부, 2002). 또한 

암환자의 많은 수가 왕성한 생산연령층인 40-50대에 주로 발생하여 암으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00년도의 경우 약19조원으로 GDP(522조)의 

3.6%나 되었다(보건복지부, 2002).

암정복을 위한 국가암연구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

는 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을 낮추고 치료율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중점적으로 암연구 활성화를 추

진할 계획으로  우리 국민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6대암(위․간․폐․대

장․자궁․유방)의 예방․진단․치료기술분야 등에 집중투자와 연구지원기

반을 위한 암조직, 암세포, 암유전자 은행의 설립과 새로운 항암제 및 진단

시약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공동임상시험체계를 확립하고 연구비지원의 확

대와 암연구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암연구에 

대한 기획 및 관리체계를 위하여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암정

복추진기획단''을 암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부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운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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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에 암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51,125명이고 1년간 암환

자치료에 지출한 보험재정은 6,416억원으로 총급여비의 5%정도를 차지하

고 있다. 또한  암환자 중 지난해 신규환자가 105,237명으로 기존의 암환자

인 145,888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02). 암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

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진료비용이 소요되는 등 사회 문제로 대

두되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보건복지부, 2002).

암관련 질병은 이환율이 높고, 치료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병원별 

치료방법이 다양하고 타 질환에 비해 진료의 변이가 크며, 약제 사용적정

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암치료는 수술요법,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및 요법간의 병합요법으로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률을 높이고 있고, 현재 각 장기 및 병기에 따라서 

가장 표준적이라고 권고되는 암치료 방법들은 다양하고 꾸준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결정되어져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에서의 암치료는 교과서적으로 입증된 진료 및 수

술방법과 특히 항암화학요법을 위한 항암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고 있어 암질환자

의 상태와 최신지견에 의한 항암제를 선택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규칙에 의하여 연구목적의 치료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하는 범위외의 약제투

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환자가 부담할 지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의

한 불법진료로 규정되어 국민의 치료에 대한 선택권마저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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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에 대한 현재의 보험급여방법이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외에 실제 건강보험이 제시하는 항암제 인정기준 

범위내 처방이 불가능한 환자의 백분률, 원인, 비용의 처리방법 등 전문가

의 처방양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효과적인 항암제 급여의 적

용범위와 방법에 대한 기존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항암제 처방양상을 조사하고 암환자의 치

료율을 높일 수 있는 항암제의 적정한 보험급여방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항암제 보험인정기준에 따른 치료상황 및 급여방법의 문제

점을 치료전문가를 통해 조사한다.

둘째, 항암제 보험급여방법에 대한 치료전문가의 개선의견을 조사한다.

셋째, 암환자의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항암제 보험급여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

Ⅱ. 연구배경

항암제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치료방법을 항암화학요법이라 하며, 

50∼60년 전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항암화학요법은 고형암과 혈액암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발전되어 왔다(Vincent 등, 1997). 항암화학요법은 항암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아 피를 통해 전신에 퍼져있는 암세포에 작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암에 대한 세가지 치료방법 즉, 수술, 방사선치료, 그리

고 항암화학요법 중 유일한 전신요법이다(http://www.kcsg.org).

임상에서는 단일제제의 항암제를 사용하기 보다는 치료효과를 상승시키

기 위해, 교차내성이 없고, 작용기전이 서로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복합화

학요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고 항암치료는 수 개월 단위로 새로운 약물조합

의 치료가 시도되거나  새 약물이 도입되는 등 한가지 암에서도 항암제의 

종류, 투여방식, 용량 및 적응증들이 계속 발전, 변화하고 있으므로, 전문가

에 의한 약물조합의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이다(대한항암요법연구회 

2002).

1. 우리나라의 항암제 보험급여방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요양급여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의학적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의료인의 의학적 윤리를 

견지한 심리적 건강효과와 지도와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시행을 요구하는 

일반원칙과 더불어 진찰․검사,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에서 연구목적의 

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약의 처방과 조제부분에서는 요양상 주의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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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경우 의약품을 처방하여서는 안되며,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

가 또는 신고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의 투여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하여 투여할 수 있다. 

항암화학요법을 위한 항암제의 처방과 투여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어 허

가를 받은 약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의 

범위 외 약제의 투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세부사항을 고시한 경우에 한하

여 요양급여 대상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범위외 약제를 추가 인정하는 세부사항고시

절차는 질의 및 변경 건의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단체, 건강보

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견을 들어 신설 및 변경고시를 할 수 

있다.

                               

그림 1. 세부사항고시 설정과정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지침방안 입안을 위한 세미나, 2002

최근 항암제와 관련하여 허가사항범위외 약제의 추가인정절차를 원활히 

하고자 보건복지부산하에 항암제위원회를 두어 항암제의 보험급여와 관련

보건복지부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

의약단체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질의 및 변경 건의

                                      신설 및 변경 고시
     (의약단체, 요양기관, 학회, 심평원 등)                    의견     의견                                                                                                                                          요청     제출         



- 6 -

한 사항을 논의 하고 있다.

2. 항암제 심사기준의 유형

가. 항암제투여의 일반원칙

투여기간은 기본적으로 6차까지 인정하고, 부분관해(partial response)를 

보이는 경우에는 3회 추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분관해의 정의를 종양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와 더 이상 새로운 종

양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런 상태가 1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수

술로 종양제거 후라면 종양크기의 조건을 종양표지자(tumor marker) 검사

상 호전을 보이는 경우로 한다(보건복지부고시).

나. 세부사항고시

국민건강보험법제정이후 행위․치료재료․약제에 대한 16회의 세부사항

고시가 있었다. 보건복지부 고시2000-73호는 요양급여규칙에 대한 특례로 

기존의 의료보험법하의 인정기준을 정비하여 행위․치료재료․약제에 대한 

788항목을 고시하 고, 2001-28호는 2000-73호로 고시했던 항목에 대한 학

회 등의 의견과 1년간 추가 논의 되었던 사례들을 재정비하여 고시하 다. 

2001-28호 이후 항암제는 4차에 걸쳐 총 8종목만이 고시되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의 유형

과거에 개발되었으며 비교적 저가약의 경우와 최근 개발된 신약의 경우 

급여에 향을 미치는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서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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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에 개발되었으며 비교적 저가약

Fluorouracil(5-FU), Ectoposide(라스텟트), Cyclophosphamide(알킬로산

주), Vinblastine sulfate(벨바스틴), Dacabazine(디티아이주), Methotrexate

(네오메토) 등의 약은 효능효과상 해당 상병명과 상병에 따른 적정용량과 

주기를 명시하며, 기타 타 항암제와의 병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물이나 용

량을 명시하지는 않고 환자에 따른 주의 깊은 증감에 필요성을 의약품안내

서에 명시하고 있다(부표2).

2) 최근 개발된 신약

과거에 개발된 약제들에 비하여 비교적 고가이며, Carboplatin(네오플라

틴), Oxaliplatin (엘록사틴),  Gemcitabine (젬자), Paclitaxel(탁솔주), 

Rituximab(맙테라), Capecitabine(젤로다정). Irinotecan(캠푸토), Docetaxel

(탁소텔) 등이 국내에 시판되고 있다. 해당 적응질병명과 대상환자의 

stage, 1차요법제로서의 사용가능여부, 병용약물 및 병용약물 투여에 따른 

용량조절 등을 의약품안내서에 명시하고 있다(부표3).

3. 항암제 보험인정기준의 문제점

가. 투여주기 제한의 문제

항암제 투여에 대한 일반원칙에 의하여 부분관해(partial response)를 증

명하여야 추가투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분관해는 아니지만 더 이상 종양

이 자라지 않는 병의 안정기(stable disease)의 경우도 항암제는 치료효과

를 가진다. 암질환은 만성질환으로서 질환특성상의 완치도 가능하지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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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 항암제투여를 통해 종양을 커지지 않게 하고 질환의 진행을 막음

으로 생존기간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암환자에게 중요한 치

료방법이다(부표4). 

나. 부분관해에 대한 판단의 지표문제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 을 경우 종양표지자(tumor marker)의 호전으로 

판단하나 각 장기별로 호전을 판단할 만한 특이적 종양표지자(specific 

tumor marker)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항암제 투여 후 임상적인 호전을 보

이는 경우 즉, 흉막삼출액(pleural effusion), 뼈전이(bone metastasis), 세포

병리검사(cytology) 같이 평가가능한 병변상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항암

제투여 지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지표이다.

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적용문제

항암제는 의약품의 특성상 제2상 임상시험이 일반적인 제3상시험과 형

태와 목적이 유사한 경우 해당의약품의 특성에 적합한 제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2상 임상시험성적자료를 심사하여 식품의

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

정).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를 받은 많은 항암제의 임상성적자료는 제2상 임

상시험의 결과이며, 이후에도 용법과 용량을 조절하며 반응률을 높이고 독

성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된다. 그 예로 옥살리플라틴(상품명:

엘록사틴)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에서 권장용량 85mg/m
2
으로 

매2주마다 정맥을 통하여 투여할 것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100mg/m
2
투여로 

반응률 46%까지 보고한 연구도 있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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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옥살리플라틴의 임상연구결과

약제 사용량 주기 반응률

Mono therapy
   Oxaliplatin 130mg/m2/d Every 3 weeks 10%

FOLFOX 2 Every 2 weeks 46%

      Oxaliplatin 100mg/m2/d 2-6 hours infusion - day1

      FA 500mg/m2/d 2 hours infusion - day1, day2

      5-FU 1.5-2g/m2/d continuous infusion - day1, day2

FOLFOX 3 Every 2 weeks 21%

      Oxaliplatin 85mg/m2/d 2-6 hours infusion - day1

      FA 200mg/m2/d 2 hours infusion - day1, day2

      5-FU 400mg/m2/d IV push then 600mg/m2 in 
continuous infusion - day1, day2

FOLFOX 4 Every 2 weeks 35%

      Oxaliplatin 85mg/m2/d 2-6 hours infusion - day1

      FA 500mg/m
2/d 2 hours infusion - day1, day2

      5-FU 1.5g/m2/d continuous infusion (22 hours)- day1, 
day2

FOLFOX 6 Every 2 weeks 23%

      Oxaliplatin 100mg/m
2/d 2-6 hours infusion - day1

      FA 400mg/m
2/d 2 hours infusion - day1, day2

      5-FU 1.5g/m2/d bolus 400mg/m2 then continuous 
infusion 2.4-3g/m2 for 48 hours

그러나 지속적인 임상연구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나 보험인

정기준에서 재논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FOLFOX 3만을 현재 건강보

험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방법을 인정받기 위한 보건복지부장

관의 추가인정절차와 기간은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시점에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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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으로 치료에 제한을 가져오고, 대체방안이 없는 경우 보험급여범위외 

항암제를 처방․투여함으로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비용부담을 주고 있다.

라. 환자에 따른 용량의 선택문제

외국에서는 항암제를 외래에서 투여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3주간격으로 투여하는 약제의 경우 약의 용량을 나누어 1주간격으로 투여

하는 투여요법이 시행되어 왔다. 3주간격으로 투여하도록 개발된 약제 

Doxetacel(탁소텔)은 많은 임상연구를 통해 1주간격요법의 안정성, 유효성

을 입증해 왔다(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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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탁소텔의 1주요법에 대한 연구결과

연구자 Phase 병용약물 진단 투여용량
반응
률

U. Malik Ph II Alone
 or Tratuzumab

Met. Breast 
Ca. 33mg/m2 41%

M. Romas Ph II Met. Breast 
Ca.

40mg/m2, 
36mg/m2 48%

G. Stegner Ph I epirubicin neoadjvant of 
Breast Ca.

D:25mg/m2, 
E:25mg/m2

W. 
Lichtenegger Ph I Exemestane neoadjvant of 

Breast Ca.
30, 25, 
20mg/m2 78%

A.Comandone Ph II Adv. Breast 
Ca. 40mg/m2 19%

H.Burstein Ph II Breast Ca. 40mg/m2 41% 

S. Breier Ph I Breast Ca. 35mg/m2

K. Koshizuka Ph I Recurent 
Breast Ca. 22-33mg/m2 54%

U. Mey Ph II Breast Ca. 40mg/m2

CE Mckay Ph II gemcitabine NCSLC 30mg/m2 27%

K. Kubota Ph I
carboplatin 
& concurrent 
RT

NCSLC 20mg/m2 92%

F. Griesinger Ph I carboplatin NCSLC 34-40mg/m2 40%

G. Gravis Ph II Hormone 
refractory PC 20mg/m2 58%

M. Scholz Ph II vs 3 week 
regimen Prostate Ca. 25mg/m2/wk, 

70mg/m2/3wk
61%,
60%

T. Beer Ph II high dose 
calcitriol

Androgen 
Independent 
PC

36mg/m2

T. Beinert Ph II Head & Neck 
ca. 40mg/m2 56%

D. Schrijers Ph II Head & Neck 
ca. 36mg/m2 12.5%

자료: (주)아벤티스, 2002

용량을 분할하여 외래에서 투여하는 요법의 환자측의 장점은 첫째, 환

자가 느끼는 약제에 대한 부작용의 감소이며, 둘째 환자와 보호자가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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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치료받음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의 위가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입원 등으로 인한 간접비용의 손실이 적어지는 점이다. 

요양기관측의 장점은 항암제 투여를 위한 입원 대기환자수의 감소로 응

급질환중심의 입원의 적정성이 재고된다. 또한 보험재정측면에서는 1주기

(cycle)에 대한 약제비용은 동일하지만 입원으로 인한 추가의료사용량이 

적어져 보험재정절감효과가 동반된다.

그러나 최근 약제의 분할사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범

위외로 안정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약제의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

다는 결정에 따라 많은 요양기관이 약제비 삭감을 감수해야 하며 환자는 3

주에 한번씩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 추가시의 세부사항의 문제점

Paclitaxel(탁솔주), Gemcitabine(젬자), Rituximab(맙테라) 등의 약제는 

세부사항고시에서 허가사항범위이지만 인정기준이외의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약제의 식품의약품안전

청허가사항이 추가되었을 당시에 보험인정기준외이므로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는 기전에 놓여 있다. 

Gemcitabine(젬자)는 2002년 5월 15일 진행성유방암에 대한 효능효과를 

추가로 허가 받았으나 세부사항고시에서는 기존의 허가사항인 비소세포폐

암, 췌장암, 방광암에만 보험급여를 한다. 진행성유방암의 경우 본인부담률

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려면 세부사항고시를 변경해야 하고, 그 절차가 지

연되어 2003년 6월 1일부터 세부사항고시의 변경으로 본인부담률에 의거한 

보험급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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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Rituximab(맙테라)은 2002년 8월 8일 CD20 양성의 미만형 대형 B

세포 비호지킨 림프종환자에 대한 표준 CHOP화학요법과의 병행치료에 효

능효과를 추가로 허가받았으나 세부사항고시에서는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

제 내성의 여포형 림프종 (IWF 분류 B ∼ D형의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

이외에 허가사항에는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1회  투여

기준인 140만원∼280만원의 고액의 치료비의 부담은 약제투여제한 또는 치

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바. 원발장기 불명암, 또는 희귀암의 경우 항암제선택의 문제

임상적으로 암세포는 증명되나 원발장기를 규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

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항암제 중 원발장기불명에 투여하도록 허가받은 

항암제는 없으며 세부사항고시에도 치료지침은 없다. 

자궁내막암, 흉선악성신생물 등과 같이 호발암이 아닌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청허가를 받은 약제는 1∼2종으로 약제의 선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

며, 외국의 임상시험결과에 근거한 항암제를 처방하여도 진료비 청구를 하

는 경우 삭감의 대상이다.

외국의 경우 임상진료지침 혹은 진료권고안을 마련하여 사용 중에 있으

며, 각 병원에서는 임상시험이 가능한 환자는 임상시험에 등록하여 임상치

료연구로 진행하고 있고, 임상시험을 거부하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

는 환자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최선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국립암

센터, 2002). 미국의 Medicare에서는 임상시험환자의 기본비용을 지급함

으로 임상시험을 치료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건강보

험에서는 연구목적의 치료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항암화학요법분야에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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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치료적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4. 암치료비용

암 상병의 건수 점유비는 건강보험실적의 0.6%이나 진료비는 약 6∼7%

수준으로 암 상병진료에 고비용이 소요된다(표3). 암 상병의 건수 점유비는 

건강보험실적의 0.6%이나 진료비는 약6∼7%수준으로 암 상병진료에 고비

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으며, 입원의 경우 진료건수는 건강보험 입원건수의 

7.1%(’97) ∼ 7.8%(’01) 수준이며, 진료비는 14.3%(’97) ∼ 14.5%(‘01)로 나타

났고, 외래의 경우 진료건수는 .4%(‘97) ∼ 0.5%(’01)수준이며 진료비는 2.3% ∼

1.9% (‘01)로 감소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2000.7월 이후 일부항암제의 원외처

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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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건강보험 진료실적 및 암 진료실적 비교            (단위 : 건, 천원, %)

구분 총진료건수 암 상병건수 구성비 총진료비 암 상병총진료비 구성비

97년

계 229,142,843 1,278,810 0.6 8,572,725,340 563,880,920 6.6 

입원 3,839,289 273,416 7.1 3,048,264,333 436,376,096 14.3 

외래 225,303,554 1,005,394 0.4 5,524,461,007 127,504,824 2.3 

98년
계 218,369,850 1,256,384 0.6 9,387,070,612 636,396,611 6.8 

입원 3,831,778 288,904 7.5 3,400,106,986 487,504,571 14.3 

외래 214,538,072 967,480 0.5 5,986,963,626 148,892,040 2.5 

99년
계 254,371,455 1,403,283 0.6 10,990,222,430 744,481,364 6.8 

입원 4,250,651 332,795 7.8 3,901,073,328 573,158,810 14.7 

외래 250,120,804 1,070,488 0.4 7,089,149,102 171,322,554 2.4 

00년

계 272,244,334 1,521,059 0.6 11,328,651,280 741,161,095 6.5 

입원 4,281,037 338,175 7.9 3,940,327,949 574,812,680 14.6 

외래 267,963,297 1,182,884 0.4 7,388,323,331 166,348,415 2.3 

01년

계 302,269,411 1,717,480 0.6 12,562,385,884 790,818,910 6.3 

입원 4,577,979 357,527 7.8 4,405,890,385 637,694,804 14.5 

외래 297,691,432 1,359,953 0.5 8,156,495,499 153,124,106 1.9 

 주) 1.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포함), 의원(치과의원 포함) 진료실적 기준(한방, 약국제외) 

     2. 의료급여실적 제외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2001년도 암상병 전체건수 중 입원진료건수는 21%이나 입원진료비는 

81%를 차지하며, 특히 종합병원급이상이 전체 입원건수의 88%, 진료비의 

9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 기준으

로 산출한 연간 약제비총계는 약 4조 1,80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17조 8,195억 중 23.46%에 해당되며, 항암약제비는 1,513억원으로 암상

병 총진료비 7,908억원의 19.13%에 해당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반면, 홍정기(1995)와 명재일 외(1994)는 총진료비 중 보험급여비의 비

중이 1/2에 못미치고 있으며, 또한 전체의료비 중 보험급여비의 비중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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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로 추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이용시 환자본인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박진연, 2002).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률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제도내에서 2001년도 

입원의 경우 보험자부담률은 65.6%, 본인부담률 34.4%이며, 외래는 보험자

부담이 35.3%, 본인부담률은 64.7%로 조사(이진경. 2003)되었다(표4). 이는 

비공식적으로 본인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질병으로 인한 간접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암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소요도 크지만 암환자의 가계에 미

치는 향도 매우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표 4. 요양기관종별 진료비본인부담률 분석                      (단위 : %).

자료 : 이진경, 「건강보험본인부담 실태와 추이분석」,건강보험포럼, 제3호, 2002

요양

기관

종별

구분

2000 2001

보험자

부담

본인부담률
보험자

부담

본인부담률

계
법정

부담
비급여 계

법정

부담
비급여

계
입원 61.0 39.0 16.8 22.2 65.6 34.4 18.7 15.7

외래 30.4 69.6 23.5 46.2 35.3 64.7 30.9 33.8

종합전문

요양기관

입원 60.9 39.1 18.2 21.0 66.7 33.3 20.1 13.2

외래 53.7 46.3 28.3 17.9 31.7 61.5 48.4 13.1

종합병원
입원 64.2 35.8 17.1 18.7 67.6 32.4 19.3 13.1

외래 23.3 76.7 27.2 49.5 27.6 72.4 44.7 27.7

병원
입원 60.2 39.8 16.8 23.0 63.8 36.2 17.8 18.4

외래 34.3 65.7 30.1 35.6 38.3 61.7 33.1 28.6

의원
입원 56.6 43.4 13.5 29.9 63.4 36.6 15.3 21.3

외래 33.9 66.1 25.1 41.0 38.8 61.2 31.1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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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종합병원급이상에서 현재 암환자진료 중이며 항

암제를 처방하는 의사로 구성하 다.

의사선정의 원칙으로 대한암학회내 혈액종양내과분과전문의중 질병별분

과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사 37명과 7개 요양기관에서 현재 항암제를 처

방하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비뇨기과 등의 전문의를 조사하

고, 각 요양기관의 원무 또는 보험행정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협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의 35인을 선정하여 총 72인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하 다.

자료는 2002년 12월 8일부터 2003년 1월 24일 사이에 수집하 으며 확

보된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우편을 통하여 총 72부를 발송한 후 32부를 회

수하 다(표5).

표 5. 조사대상자 및 응답자

구분 설문대상자 응답자 응답률(%)

질병분과소위원회 활동의 37 11 29.7

요양기관전문의 35 21 60.0

계 72 32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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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도구

연구도구는 설문지로 현재 항암제 처방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항암제 

처방양상 및 정책에 반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자가 개발하

다. 개발된 설문지는 혈액종양내과전문의 2명에게 내용의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설문조사내용으로 연구대상자의 전문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7개의 

문항, 근무병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현재 보험기준하에 항암제처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항암제처방 환자수,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백분률, 보험급여범위 내 처방가능환자 백분

률, 급여인정범위 외 처방사유와 처리방법, 항암제 삭감률, 삭감에 대한 대

응방법, 삭감에 따른 항암제처방양상의 변화, 이의신청시 인정률을 묻는 24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 보험급여인정범위외 처방사유의 경우 사유별 

중복선택이 가능하게 하 고, 모든 문항의 설문결과가 기타의 경우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 다. 

정책에 반 하고자 하는 보험인정기준의 변화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

하고자 현재 항암제 인정기준에 대한 보험의 적용범위,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벌칙조항,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암제를 추가 인정하는 절차, 항암제처

방 투여와 관련한 서비스비용, 항암제 투여의 일반원칙과 세부사항에 대한 

변화방향을 제시하는 총 35문항과 임상시험결과의 보험급여방안과 연구목

적의 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18문항, 그리고 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분배방안과 추가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2가지 문항으로 구성하 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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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설문조사내용

  역 항목수 내  용

전문가적 특성 7
전문진료과목, 전문의면허취득시기, 치료분야, 외국의 임

상경험 및 근무기간, 진료비심사위원 경력 및 활동기간

근무병원의 특성 3 설립형태, 요양기관의 종류, 병상수

항암제처방양상 24

항암제처방 환자수,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백분률, 

보험급여범위내 처방가능환자 백분률, 급여인정범위외 처

방사유와 처리방법, 항암제 삭감률, 삭감에 대한 대응방

법, 항암제처방양상의 변화, 이의신청시 인정률

항암제의 

보험적용범위
11

항암제의 적용범위의 확대 동의여부, 항암제의 보험적용

확대방안에 대한 동의정도, 항암제의 적용범위를 유지 해

야 하는 이유에 대한 동의정도

암환자의 본인부담

률
8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변화방향에 대한 동의정도,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부담 항암제에 대한 개선방향의 동의정도

벌칙조항 3 벌칙조항의 인지여부, 동의정도, 폐지주장이유

항암제 보험급여 

인정절차
3 절차의 동의정도, 개선사항, 개선이유

항암제 처방․투여 

관련 서비스비용
5

수가의 동의정도, 금액부문의 변화방향, 수가종류부문의 

변화방향 등, 수가신설 필요항목

일반원칙 및 세부사

항
5

투여원칙의 각 항목 동의정도,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약제

의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임상시험결과 적용

방안
4 임상시험결과 적용방안에 대한 동의정도

허가용 임상시험의 

보험급여방안
7

보험적용의 동의정도, 각 항목에 대한 보험적용 동의정도, 

사유

연구자주도 임상시

험의 보험급여방안
7

보험적용의 동의정도, 각 항목에 대한 보험적용 동의정도, 

사유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2 관리방안 및 분배방안, 기타 논의를 요하는 사항

이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1) 항암제 처방환자 수

연구대상자가 입원 또는 외래에서 1달간 항암제를 처방하는 환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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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2)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백분률

연구대상자가 암으로 진단한 환자 중에서 항암제를 처음 투여하게 되는 

환자의 백분률을 의미한다.

3) 보험급여범위내 처방 가능한 환자백분률

연구대상자가 항암제 투여를 결정한 환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

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의 범위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사항 범위내

에서 약제선택이 가능한 환자의 백분률을 의미한다.

4) 보험급여인정범위외 처방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의 범위내, 보건

복지부장관의 고시사항 범위내에서 약제를 선택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

며, 보험적용이 되는 모든 항암제를 투여하고도 재발이 되는 경우, 보험적

용이 되는 항암제투여 후 부작용이 심한 경우, 보험적용이 되는 항암제보

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기타의 

경우로 분류하 다. 

5) 보험급여범위 외 항암제비용의 처리방법 및 백분률

보험급여범위외 항암제를 처방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심사

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의 불인정이 예상되어 연구대상자별로 취하고 있는 

방법과 그 백분률을 의미하며 일부 보험청구, 환자부담, 기증약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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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충당 등 감액, 기타의 경우로 분류하고 이 연구에서는 처방건당 백

분률로 조사하 다.

6) 항암제 삭감률

보험청구한 항암제 비용 중 진료비심사기관으로부터 불인정되어 진료비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항암제 비용을 의미한다. 

7) 삭감에 대한 대응방법

현 보험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항암제 투여방법에 대하여 보험인정을 

받고자 항암제 청구시점과는 별개로 진료비 청구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

과 항암제 삭감 후 요양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진료비 

청구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질의와 신의료기술 등(약제)에 

대한 결정신청으로 분류하 으며, 항암제 삭감 후는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환자에게 부담, 손실처리, 기타방법으로 분류하 다.

8) 삭감된 항암제에 따른 처방변화 백분률

삭감된 항암제 총비용 중 항암제 처방방법에 따른 추가적, 지속적인 진

료비삭감을 예방하고자 항암제의 선택을 포함하여 병용약물과 용법․용량 

등의 처방․투여방법을 변화시키는 백분률을 의미한다.

9) 이의신청시 인정률

삭감에 대한 대응방법을 통하여 진료비심사기관과 정부가 인정한 백분

률을 의미하며 최근 1년간 이의제기한 주제당 인정백분률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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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동의정도

합리적 항암제의 보험기준 세부방안과 현재의 벌칙조항 및 항암제 인정

기준 등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동의정도를 의미하고 5점척도로 측정하 으

며 그 내용은 전혀 동의하지않음(1점)-동의하지않음(2점)-보통(3점)-동의함

(4점)-매우동의함(5점)이다.

11) 항암제의 보험적용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입원 또는 외래의 본

인부담률과 100분의 100본인부담으로 약제의 지급대상이 되는 범위를 의미

한다.

12) 본인부담률

급여대상항목 중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진료비 백분률을 의미한다.

3. 연구 및 분석의 틀

수집된 설문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항암제처방양상 및 

합리적 보험기준에 대한 의견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비모수적 통계분석

방법인 윌콕슨 순위합 검정과, χ²- test를 시행하 고, 개방형 설문에 대하

여 내용분석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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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의 틀

         

 

보험인정기준 하 

항암제 처방양상

 

  □ 항암제처방환자수

  □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

     백분률

  □ 보험급여범위내 처방가능 

     환자 백분률

  □ 급여인정범위외 처방사유와 

     처리방법

  □ 항암제 삭감률

  □ 삭감에 대한 대응방법

  □ 항암제처방양상의 변화

  □ 이의신청시 인정률

항암제의

합리적 보험기준 조사

  □ 항암제 보험적용범위

  □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 벌칙조항

  □ 항암제 보험급여 인정절차

  □ 서비스비용

  □ 일반원칙 및 세부사항

  □ 임상시험결과 적용방안

  □ 임상시험의 보험급여방안

대상자의 전문가적 특성 대상자의 근무지 특성

개선방안

   □ 표준처방지침과 보험급여방안

   □ 임상시험의 요양급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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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전문진료과목은 혈액종양내과(19명), 소화기내과(1명), 호흡기

내과(1명), 외과(2명), 산부인과(3명), 소아과(3명), 비뇨기과(3명)로 다양하

으므로 항암제치료가 주치료분야인 혈액종양내과와 혈액종양내과외로 구

분하 고, 치료분야는 위, 간, 폐 등 장기를 나누어 1개  또는 다부위를 치

료하는 다양한 특성으로 인하여 항암화학요법의 치료방법 분야인 고형암과 

혈액암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근무지의 특성중 병상수는 500병상부터 2,000병상까지 다양하 지만 근

무기관별로 연구대상자수가 1명부터 6명으로 요양기관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자율지표의 비교대상군인 800병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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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응답자의 전문진료과목은 혈액종양내과 19명(59.4%), 혈액종양내과외 

13명(40.6%)이었고 전문의면허취득시기는 1980년부터 1999년에 취득자가 

29명(89%) 다. 치료분야는 고형암은 24명(75%), 혈액암은 8명(25%)이었

고, 외국에서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가 13명(40.6%)이었으며 외국에서의 근

무기간이 1년인 경우는 9명(28.1%)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경력

의사(진료비심사위원경력자)가 4명(12.5%)이었으며 2002년 12월 조사당시 

활동자이다. 대한암학회의 혈액종양내과분과전문의중 질병분과소위원회 활

동자는 11명(34.4%)이었다.

응답자중 설립형태별로 국공립병원에 근무자가 10명(31.3%)이었으며, 

요양기관종류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자가 23명(71.9%), 병상수는 

800병상미만에 근무자가 15명(46.9%)이었다(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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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대상자의 특성

특 성 대상자수(%)

전문가적 특성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59.4)

혈액종양내과외 13(40.6)

    전문의면허취득시기 1980년이전 1(3.1)

1980년∼1989년 14(43.8)

1990년∼1999년 15(46.9)

2000년이후 2(6.2)

    치료분야 고형암 24(75.0)

혈액암 8(25.0)

    외국의임상경험 유 13(40.6)

무 19(59.4)

    외국 근무기간 무 19(59.4)

1년간 9(28.1)

2년간 2(6.3)

3년간 1(3.1)

10년이상 1(3.1)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12.5)

무 28(87.5)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34.4)

무 21(65.6)

근무기관의 특성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31.3)

사립병원 22(68.7)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3(71.9)

종합병원 9(28.1)

     병상수 800미만 15(46.9)

800이상 17(53.1)

계               3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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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암제 처방 실태

가. 항암제 처방환자수

‘한달 평균 몇 명의 환자에게 항암제를 처방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

여 연구대상자중 31명이 응답하 으며, 한달 평균 항암제 처방환자 수는 

160.6명(표준편차는 199.0)이었으며 범위는 최소 5명에서 최대 600명이었다.

비모수적 통계분석결과 혈액종양내과의사와 질병분과소위원회 활동을 

하는 의사의 처방환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고형암을 치료

하는 의사, 외국의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 진료비심사위원경험이 없는 의

사,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800

명상 이상에  근무하는 의사가 항암제 처방환자수가 많았으나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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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항암제 처방환자수 비교                                               

연구대상자특성 N       평균순위합±표준편차 t값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8 20.8±7.2 4.4**

혈액종양내과외 13 9.3±7.0

치료분야

고형암 23 16.1±9.1 0.1

혈액암 8 15.8±9.5

외국임상경험

유 13 14.9±9.2 -0.6

무 18 16.8±9.1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4.8±11.2 -0.3

무 27 16.2±8.9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0 21.2±6.7 2.3*

무 21 13.5±9.1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9.8±9.8 1.7

사립병원 21 14.2±8.3

요양기관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2 16.3±8.6 0.3

종합병원 9 15.3±10.5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4.8±10.3 -0.7

800병상이상 16 17.2±7.9

*P＜0.05   **P＜0.01   ***P＜0.001

나.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 백분률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항암제를 처음 투여하게 되는 환자의 백

분률인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백분률에 대하여 연구대상자중 31명이 

응답하 고, 환자백분률은 평균 46.0%이었다. 환자의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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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백분률이 높았으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사, 고형암치료 의사, 외국의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 진료비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의사, 질병분과소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800병상미만에 근무하는 의사

가 높았으나 연구대상자 특성차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부표5).

다. 요양급여범위내 처방 가능한 환자의 백분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세부사항고시에 의하

여 합법적인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는 평균 65.8%이 다.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보다 사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요양급여

범위내 처방가능한 환자의 백분율이 높았다.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사, 혈액암을 치료하는 의사, 외국의 임상경험이 없

는 의사, 진료비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의사, 질병분과소위원회 활동의사,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의사, 800병상이상에 근무의사가 요양급여범위내 

처방가능한 환자의 백분률은 높았으나, 연구대상자 특성차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다(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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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요양급여범위내 처방 가능한 환자의 백분율 비교  

연구대상자특성        N 평균순위합±표준편차  t값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8.0±9.1
1.1

혈액종양내과외 13 14.3±9.1

치료분야

고형암 24 15.6±9.7
-1.0

혈액암 8 19.3±7.1

외국임상경험

유 13 16.3±8.9
-0.1

무 19 16.6±9.6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21.9±9.7
1.3

무 28 15.7±9.0

질병분과소위원회

유 11 18.6±8.2
1.0

무 21 15.4±9.6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1.8±8.4
 -2.1*

사립병원       22 18.7±8.9

요양기관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4 17.3±7.8
0.8

종합병원 8 14.4±12.3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3.4±9.7 -1.86

800병상이상 17 19.2±8.0

*P＜0.05   **P＜0.01   ***P＜0.001

800병상미만 병원의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백분률이 800병상이상 

병원보다 높았으며 요양급여범위내 처방가능한 환자의 백분률도 높을 것이

라고 예상하 으나, 조사결과 800병상미만 병원의 요양급여범위내 처방가

능한 환자의 백분율은 낮았다. 그러나 독립변수로 조사한 병상의 규모가 

암환자만을 위한 병상이 아니므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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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백분률과 요양급여범위내 처방가능한 환자

의 백분률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선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피어슨상관계수는 -0.2 유의확률 0.38). 

전문의 면허취득시기와 치료하는 환자의 특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처방환자수와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백분률과는 유의한 관

련성이 없는 반면, 요양급여범위내 처방 가능한 환자의 백분률과는 음의 

상관성을 보 다(피어슨상관계수는 -0.35 유의확률 0.049).

라. 항암제 보험급여 실태 

건강보험환자에게 투여하는 항암제는 고시한 본인부담률에 의하여 보험

급여함이원칙이나,  연구대상자 32명중 31명이 보험급여범외외 처방사유

가 있음 으로 응답하 다.

보험급여범위외 항암제처방사유에 대하여 사유별 중복선택이 가능하게 

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 84.4%이 보험적용이 되는 항암제보다 더 효과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험급여범위외 항암제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81.3%

이 보험적용이 가능한 항암제를 투여하고도 재발되는 경우에 보험급여범위

외 항암제를 처방하고 있었고, 50%는 보험적용이 되는 항암제를 투여하고

도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 항암제를 처방하 다. 40.6%인 13명은 연구자

주도형 임상시험의 경우 보험급여범위외 항암제를 선택하고 그 외에 응

답자 중 1명은 신약임상시험을 위하여 보험급여범위외 항암제를 처방하

고 있었다. 

따라서 일부 요양기관에서 실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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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으며, 연구대상자 중 14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임상

시험으로 인한 항암제의 환자부담이 있었다(표10).

  

표 10.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사유 및 실태

구분
응답자수

(N=32)
 %

보험급여범위내 처방 1 3.1

보험급여범위외 

처방 사유 †

더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27 84.4

재발되는 경우 26 81.3

부작용이 심한 경우 16 50.0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13 40.6

기타: 신약임상시험 1 3.1

†처방사유별 중복선택 결과임

연구대상자의 특성간 보험급여범위 처방사유 비교 분석한 결과 혈액종

양내과가 혈액종양내과외 진료과보다 연구자주도형 임상시험의 경우 보험

급여범위외 항암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

련성은 없었다(부표6).

혈액암을 치료하는 의사 8명 모두는 보험급여범위 외라도 좀 더 효과적

이라 판단되는 항암제를 선택하고 있었으나 고형암을 치료하는 의사와 비

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부표7).

외국의 임상경험과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사유 비교한 결과, 외국의 임상

경험과 재발을 하는 경우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을 하는 경향은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외국의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가 재발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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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었으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와 효과적인 경우,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관련성이 없었다(표11).

표 11.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사유비교-외국의 임상경험             단위:명(%)

처방사유
외국의 임상경험

합계 χ²값
있다(N=13) 없다(N=19)

재발하는 경우

       처방한다 8(61.5) 18(94.7) 26(81.3) 3.6*

       처방하지 않는다 5(38.5) 1(5.3) 6(18.7)

부작용이 심한 경우

       처방한다 6(46.1) 10(52.60) 16(50.0) 0.0

       처방하지 않는다 7(53.9) 9(47.4) 16(50.0)

효과적이라는 판단

       처방한다 11(84.6) 16(84.2) 27(84.4) 0.0

       처방하지 않는다 2(15.4) 3(15.8) 5(15.6)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처방한다   4(30.8) 9(47.4) 13(40.6) 0.3

       처방하지 않는다 9(69.2) 10(52.6) 19(59.4)

 

*P＜0.05   **P＜0.01   ***P＜0.001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없는  25명(89.3%)의 의사가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보험급여범위외 처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있는 

의사는 2명(50%)으로 동사유로 보험급여외 처방을 하 으며, 보험적용이 

되는 항암제를 투여하고도 재발이 되는 경우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없는 

의사의 24명(85.7%)은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을 하는 반면, 경력이 있는 의

사 2명(50%)만이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을 하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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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은 없다.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있는 2명(50%)의 의사도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보험급여외 처방을 하고 있어 진료비 심사위원의 경력과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으로 인한 급여범위외 처방은 관련성이 없었다(표12).

표 12.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사유비교-진료비심사위원경력             단위:명(%)

처방사유
진료비심사위원경력

합계 χ²값
있다(N=4) 없다(N=28)

재발하는 경우

       처방한다 2(50.0) 24(85.7) 26(81.3) 1.1

       처방하지 않는다 2(50.0) 4(14.3) 6(18.7)

부작용이 심한 경우

       처방한다 2(50.0) 14(50.0) 16(50) 0.0

       처방하지 않는다 2(50.0) 14(50.0) 16(50)

효과적이라는 판단

       처방한다 2(50.0) 25(89.3) 27(84.4) 1.7

       처방하지 않는다 2(50.0) 3(10.7) 5(15.6)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처방한다 2(50.0) 11(39.3) 13(40.6) 0.0

       처방하지 않는다 2(50.0) 17(60.7) 19(59.4)

*P＜0.05   **P＜0.01   ***P＜0.001

보험급여 인정범위외 처방하는 사유와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여부 및 설립

형태, 요양기관의 종류, 병상수는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부표8, 9, 10, 11).

마. 보험급여범위 외 항암제비용의 처리방법 및 그 백분률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범위 외 처방을 하고 발생된 항암제의 비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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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자부담, 일부보험청구, 기증약제의 사용, 연구비충당, 기타로 나누어 

처리방법별 백분율로 기재를 요구한 결과, 연구대상자 32명 중 31명이 응

답하 고 처방건당 환자부담(72.5%)>일부보험청구(12.8%)>기증약제의 사

용(8.7%)>연구비충당의 진료비감액(6.0%)순으로 처리하고 있었다(그림3). 

통계처리에서 제외한 기타의 방법(1명)은 근무기관이 보험급여범위외 항암

제 처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5%미만의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을 할 수 밖

에 없고 비용의 처리방법은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 의사는 종합

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고 보험인정범위 내 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60%로 

응답한 의사이다.

연구대상자 특성별 분석결과, 일부보험청구를 하는 백분률은 혈액종양

내과의사, 고형암치료의사, 외국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진료비심사위원

경력이 있는 의사, 질병분과소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사, 종합병원근

그림3. 보험급여범위외 항암제비용의 처리방법 및 백분률

환자부담

72.5%

일부보험청구

12.8%

기증약제

8.7%

감액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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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사, 국공립병원근무의사, 800병상미만에 근무하는 의사가 높았으나,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혈액종양내과외 의사, 고형암을 치료하는 의사, 외국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없는 의사,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의사, 종합전

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사립병원근무의사, 800병상이상 근무의사가 

환자부담을 하는 백분율이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기증약제를 사용하는 백분률은 혈액종양내과의사, 혈액암 치료의사, 종

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높았으나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비충당 등의 감액을 하는 백분률은 혈액종양내과의사, 고형암을 치

료하는 의사, 외국의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의사, 질

병분과소위원회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800병상이상에 근무의사가  높았으나,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부표12).

바. 항암제 삭감률 

청구한 항암제금액에 대한 삭감금액률에 대하여 연구대상자 32명 중 31

명이 응답하 고, 평균삭감률은 23.4%이었다. 혈액종양내과외 의사, 혈액암 

치료의사, 외국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없는 의사, 

질병분과소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사, 종합전문요양기관의사, 국공립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800병상미만에 근무하는 의사가 삭감률이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부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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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항암제 삭감에 대한 대응방법

1) 진료비 청구전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항암제의 투여에 대하여 추가 

인정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경험이 있는 연구대상자 32명중 11명

(34.2%)이었으며, 평균 2.9건을 신청하 다.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결정신

청은 연구대상자 32명중 3명(9.4%)만이 결정신청 경험이 있었다.

2) 진료비 삭감 후 대응방법

청구한 항암제에 대한 진료비삭감 후 대응방법에 대하여 이의신청, 손

실처리, 환자부담, 기타로 나누어 각각의 처리방법별 백분율로 기재를 요구

한 결과 연구대상자 32명 중 31명이 응답하 고 이의신청(49.0%)>손실처

리(포기)(33.7%)>환자에게 부담(17.0%)>기타(0.3%)의 순으로 처리하 다

(그림4).

그림 4. 진료비삭감 후 대응방법

이의신청
49.0%

손실처리
33.7%

환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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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백분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보다 질병분과소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사

가 활동하는 의사보다 사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국공립병원에 근무의사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혈액종양내과외의사, 혈액암치료의

사, 외국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진료비 심사위원경력이 있는 의사, 800

병상이상에 근무하는 의사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삭감 후 환자에게 부담하는 백분률은 외국의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가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보다,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없는 의사가 진료비심사

위원경력자보다 국공립병원 근무의사가 사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보다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혈액종양내과의사, 고형암치료의사, 질병분

과소위원회 활동의사, 종합전문요양기관의사, 800병상미만 근무의사가 높았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삭감에 대한 손실처리백분율은 혈액종양내과의사, 고형암치료의사, 외국

의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있는 의사, 질병분과소위

원회활동의사, 종합병원 근무의사,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800병상미

만 근무의사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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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삭감에 대한 대응방법                        단위:평균순위합±표준편차 

연구대상자특성 N 이의신청 환자부담 손실처리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4.5±8.8 17.4±9.2 16.8±8.8

   혈액종양내과외 12 18.5±9.1 13.8±6.8 14.8±9.3

t값 -1.2 1.2 0.6

치료분야

   고형암 23 15.3±8.6 16.4±8.3 16.4±9.1

   혈액암 8 18.0±10.4 14.9±9.2 15.0±8.9

t값 -0.7 04 0.4

외국임상경험

   유 12 18.8±8.7 12.0±6.9 15.6±8.7

   무 19 14.2±8.9 18.5±8.5 16.3±9.3

t값 1.4 -2.2* -0.2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3 17.3±12.3 8.5±0.0 18.5±12.3

   무 28 15.9±8.8 16.8±8.5 15.7±8.8

t값 0.3 -5.2*** 0.5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 11.6±7.1 19.6±9.5 18.5±8.3

   무 20 18.4±9.1 14.0±7.3 14.6±9.2

t값 -2.2* 1.8 1.2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8.5±6.0 21.3±9.4 19.9±9.2

   사립병원 21 19.6±7.9 13.5±6.8 14.1±8.4

t값 -3.9*** 2.7 1.7

요양기관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3 17.9±8.1 16.3±8.3 14.4±7.8

   종합병원 8 10.5±9.6 15.1±9.4 20.6±10.8

t값 2.1* 0.4 -1.7

병상수

   800병상미만 14 12.7±9.2 16.5±8.9 18.6±9.3

   800병상이상 17 18.7±8.1 15.6±8.3 13.6±8.1

t값 -1.93 0.3 1.7

  

† 기타 1명은 대응방법(10%) 미기재로 표에서 기재를 제외함.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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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삭감된 항암제에 따른 처방변화 백분율

항암제 비용이 삭감된 후 처방을 변경하는 백분률에 대하여 연구대상자 

32명중 2명은 삭감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다. 

삭감경험자 30명중 27명은 처방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 3명은 삭

감을 감수하고라도 처방을 지속하고 있어 삭감된 항암제에 대한 처방변화

백분률은 평균 62.9%이다.

800병상이상에 근무하는 의사가 800병상미만에 근무하는 의사보다 처방

변화백분률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혈액종양내과외, 고형암치료

의사, 외국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없는 의사, 질

병분과소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의사,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

사, 사립병원 근무의사가 처방변화 백분률이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는 없었다(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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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삭감된 항암제에 대한 처방변화 백분율 비교        

연구대상자특성 N 평균순위합±표준편차 t값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8 14.6±8.3
-0.6

혈액종양내과외 12 16.7±9.5

치료분야

고형암 23 15.9±9.4
0.5

혈액암 7 14.1±6.4

외국임상경험

유 12 17.7±7.7
1.1

무 18 14.1±9.2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3 15.3±12.4
0.0

무 27 15.5±8.5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 14.2±9.5
-0.6

무 19 16.2±12.4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2.2±7.0 -1.86

사립병원 22 18.5±9.6

요양기관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3 16.7±8.7 1.39

종합병원 9 11.6±8.1

병상수

800병상미만 13 11.0±7.3
-2.7*

800병상이상 17 18.9±8.3

*P＜0.05   **P＜0.01   ***P＜0.001

자. 항암제 삭감에 대한 이의제기시 인정백분률 

항암제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추가인정절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의제기한 주제당 평균 19.8%를 인정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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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종양내과의사, 고형암치료분야, 외국의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 진료

비 심사위원경력이 있는 의사, 질병분과소위원회 활동의사, 종합전문요양기

관에 근무하는 의사,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800병상이상 근무의사의 

경우 인정하는 백분률은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부표14).

3. 항암제보험기준의 개선방향

가. 항암제의 보험적용확대 방안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 인정하는 경

우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 할수 있는 항암제의 요양급여적용

범위에 대하여 응답자 32명 모두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항암제의 보험적용범위 확대방안에 대하여 5점척도로 동의정도를 조사

한 결과 ‘항암제의 용법․용량의 선택은 전문가인 의사가 선택하도록 한다’

가  4.6 ‘모든 항암제의 사용은 전문가인 의사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4.4이고 

‘허가된 상병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환자의 병기에 따른 투여와 병

용약물에 대하여 의사가 선택하도록 한다’는   4.4이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 논의 후 보험적용을 결정한다’는 3.8로 

타 확대방안에 비하여 약하게 동의하 고, 진료비심사위원경력자들로 타 

보험적용확대방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동의를 하 다. 종합전문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보다 ‘항암제의 용법용

량의 선택은 전문가인 의사가 선택하도록 한다’와  허가된 상병에 따라 보

험급여를 적용하고 환자의 병기에 따른 투여와 병용약물에 대하여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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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도록 한다 에  좀 더 동의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다(표15).

기타의견으로 항암제처방과 투여에 관련하여 모든 의사가 전문가는 아

니라는 의견과 항암제투여는 혈액종양내과의사에게 일임을 해야 한다는 의

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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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보험적용확대방안에 대한 동의 정도 비교   단위: 평균순위합±표준편차

연구대상자특성 N
모든약물

처방자유

용법용량

선택자유

병용약물

선택자유

전문가 

단체논의요함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6.7±8.0 17.4±7.7 14.3±8.8 15.6±7.9

혈액종양내과외 13 16.2±9.2 15.1±8.5 19.8±6.1 17.7±10.6

t값 0.2 0.8 -1.9 -0.7

치료분야

고형암 24 17.0±8.7 17.0±8.1 17.5±8.2 17.3±9.5

혈액암 8 14.9±7.5 15.0±8.0 13.5±8.1 14.3±7.3

t값 0.6 0.6 1.2 0.8

외국의임상경험

유 13 17.8±8.3 16.7±7.6 16.5±7.3 17.8±8.8

무 9 15.6±8.5 16.3±8.5 16.5±9.0 15.6±9.2

 t값 0.8 0.1 0.0 0.7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8.5±11 18.8±7.5 14.0±10.9 15.0±9.2

무 28 16.2±8.2 16.2±8.1 16.9±8.0 16.7±9.1

 t값 0.5 0.6 -0.6 -0.4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 16.7±8.6 19.2±7.4 13.6±9.4 17.4±8.0

무 21 16.4±8.5 15.1±8.1 18.1±7.3 16.0±9.6

 t값 0.1 1.4 -1.5 0.4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2.4±8.6 13.8±9.4 14.2±9.5 17.5±6.5

사립병원 22 18.9±7.8 17.7±7.2 17.5±7.6 16.0±10.0

t값 -1.98 -1.03 -1.1 0.4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3 18.0±7.8 18.3±7.3 18.2±7.5 17.3±9.7

종합병원 9 12.6±9.0 11.8±8.2 12.1±8.7 14.5±6.8

t값 1.7 2.2* 2.0 0.78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5.7±9.5 13.7±8.7 15.1±9.0 17.3±8.9

800병상이상 17 17.2±7.5 19.0±6.6 17.7±7.5 15.8±9.3

t값 -0.5 -1.9 -0.9 0.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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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암환자의 진료비본인부담률 변화방향

항암제를 포함한 암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 변화방향에 대하여 5점척

도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2.5, 

상향조정해야 한다 1.9으로 동의하지 않는 반면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은 3.5으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하향조정에 대하여 좀 더 강하게 동의하지 

않은 것은 현재의 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한 응답이었다고 판단된다.

기타의견으로 입원본인부담률(20%)과 외래본인부담률(50%)이 동일해야 

한다는 응답자 5명의 의견이 있었다. 이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조

정하는 효과는 물론 입원과 외래본인부담률이 다름으로 인하여 환자가 지

불하는 치료비용을 낮추기 위해 입원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부작용을 감

소하기 위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연구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동의정도 비교에서는 혈액암 치료의사의 경

우 현재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해야 한다에 상대적으로 강한 동의정도를 보

다(부표15).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통하여 만 18세미만 소아암, 재생불량성빈혈, 백혈병의 경우 외래진료의 경

우라도 입원본인부담률 20%로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통계학적으

로도 유의한 차가 없었다.

다.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부담중인 항암제비용에 대한 개선방향

현재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보험급여범위외 항암제처방으로 환

자의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이므로 환자부담중인 항암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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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용을 허가한 항암제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100/100 본인부담한

다’는  3.6, ‘관련기관에서 논의 후 100/100본인부담약제 또는 일부 본인부담

약제를 정해야 한다’에  3.3으로 동의하는 반면 ‘모든 항암제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9로 약하게 동의하지 않았다. 전문가

적 특성과 근무지 특성간에 동의정도가 차이는 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부표16).

라. 벌칙조항의 인지 및 동의정도

요양급여비용의 불법적인 본인부담시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법상의 벌칙조항에 대하여 21명(65.6%)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연구대상

자 특성으로 인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 벌칙조항에 대한 동의정도는 평균 1.3으로 찬성하지 않았고, 종합전

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강하 고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의 경력에 따른 동의경향의 차이는 통계학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16).

벌칙조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설문결과 27명이 응답

하 고 보험인정기준이 치료에 적합하지 않아 벌칙적용은 할 수 없다는 의

견(9명)이 있었으며, 항암제를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은 전문분야이므로 진

료권에 대한 침해라는 의견(9명)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받고자 하

는 환자의 권리침해(9명)라는 의견도 제시하 다(부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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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벌칙조항에 대한 인지도 및 찬성도 비교      단위: 평균순위합±표준편차

연구대상자특성
인지도(%)

동의정도 t값
안다 모른다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1(57.9) 8(42.1) 15.4±5.8 -1.1

혈액종양내과외 10(76.9) 3(23.0) 18.0±7.9

합계 21(65.6) 11(34.4)

χ²값 0.5

치료분야

고형암 16(66.7) 8(33.3) 15.7±6.3 -1.12

혈액암 5(62.5) 3(37.5) 18.8±8.0

합계 21(65.6) 11(34.4)

χ²값 0.0

외국의 임상경력

유 9(69.2) 4(30.8) 18.0±7.9 1.1

무 12(63.2) 7(36.8) 15.4±5.8

합계 21(65.6) 11(34.4)

χ²값 0.0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3(75.0) 1(25.0) 21.6±10.1 1.7

무 18(64.3) 10(35.7) 15.8±6.0

합계 21(65.6) 11(34.4)

χ²값 0.0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8(72.7) 3(27.3) 14.4±4.7 -1.3
무 13(61.9) 8(38.1) 17.6±7.5

합계 21(65.6) 11(34.4)

χ²값 0.1

설립형태

국공립기관 7(70.0) 3(30.0) 16.1±6.5 -0.22
사립기관 14(63.6) 8(36.4) 16.7±7.0

합계 21(65.6) 11(34.4)
χ²값 0.0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14(60.9) 9(31.1) 15.0±5.3 -2.1*

종합병원 7(77.8) 2(22.2) 20.3±8.7

합계 21(65.6) 11(34.4)

χ²값 0.2

병상수

800병상미만 10(66.7) 5(33.3) 18.4±7.9 1.5

800병상이상 11(64.7) 6(35.3) 14.8±5.1

합계 21(65.6) 11(34.4)

χ²값 0.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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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항암제 보험급여의 추가인정 절차에 대한 개선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암제보

험급여를 추가 인정하는 현행절차에 대하여 2.6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향이

었으며,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있는 의사와 경력이 없는 의사간 동의정도

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표17).

표 17. 현행 항암제 보험급여의 추가인정절차 동의정도 비교   

연구대상자특성 N     평균순위합±표준편차 t 값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5.1±8.5 -1.1

혈액종양내과외 13 18.5±9.7

치료분야

고형암 24 16.3±9.0 -0.2

혈액암 8 17.1±9.5

외국의임상경험

유 13 15.2±9.4 -0.7

무 19 17.4±8.9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21.5±0.0 3.2*

무 28 15.8±1.1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 15.3±9.0 -0.5

무 21 17.1±9.2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9.9±8.4 1.44

사립병원 22 15.0±9.0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3 15.7±9.5 -0.8

종합병원 8 18.5±7.7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9.7±8.5 2.0

800병상이상 17 13.7±8.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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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보험급여의 추가 인정절차 개선방향에 대한 개방형설문결과, 연구

대상자중 15명이 응답하 으며 적절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는 필요하다

(6명), 전문의 처방을 인정해야 한다(6명),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3명)이

었다. 그러나 항암제 투여전문가에 대한 자격과 협의체 위원에 대한 자격

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의약전문가를 배제하는 방향과 기존 연관학회와 

국공립단체를 제외한 순수한 관련학회(항암요법연구회)에 일임하는 방법, 

혈액종양내과의사가 일임해야 한다는 의견과 혈액종양내과의사만이 결정함

은 대표성이 없다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부표18).

추가인정하는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개방형설문결과, 연구

대상자 14명이 응답하 으며, 현재의 절차보다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

되어야 하므로(7명), 현재의 절차는 치료지연을 유발하므로 환자치료에 

빨리 적용하기 위해(5명),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2명)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부표19).

바. 항암제 처방과 투여와 관련한 서비스비용 개선방향

2002년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기준으로 제시한 항암제처방과 투여와 관

련한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1.8로 동의하지 않았으며, 연구대상자 특성간에 

유의한 통계학적 차는 없었다(부표20).

금액부분의 변화방향에 대한 개방형설문조사결과 연구대상자중 27명이 

응답하 고 수가의 상향조정이 필요(24명), 현재 적정(1명), 혈액종양내과의

사와 혈액종양내과의사외 차등수가적용(2명)으로 답하 다(부표21).

상향조정이 필요한 수가항목에 대한 개방형설문조사결과 연구대상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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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이 구체적으로 응답하 으며 응답자 1명당 여러 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가 있었다. 상향조정이 필요한 수가항목은 협진료를 포함한 진찰료(13명), 

항암제주사료(9명) 외래환자처치료(2명), 입원료(1명), 조제료(3명)이었다.

별도 보상해야 할 서비스비용의 수가신설 필요성에 대한 개방형설문조

사결과, 수가신설필요(18명), 현재적정(1명), 무응답(13명)이었고 별도보상 

수가항목으로는 응답자 1명이 다양한 항목을 기재하 으며, 그 내용은 암

환자관리료(7명), 항암화학요법환자관리료(7명), 전문간호사에 의한 항암제

주사료(1명), 항암제처방료(1명), 판독료 등 기술료(1명) 외래치료를 강화하

기 위한 외래처치관리료(1명), 항암화학요법교육료(1명), 상담료(4명), 소아

암환자특별관리료(1명) 등이었다. 항암화학요법환자관리료의 수가신설을 주

장한 응답자 중 1명은 수가신설은 필요하지만 진료기록 등으로 환자관리정

도를 판단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부표22).

사. 항암제의 보험세부인정기준의 개선방향

항암제의 세부인정기준 중 일반원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항암제 

투여기간에 대하여 2.2, 종양제거 후 부분관해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2.4로 동

의하지 않았고 부분관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3.5으로 동의하는 경향이었으

나 연구대상자 특성으로 인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부표23).

일반원칙 중 일부수정 또는 전면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방형설문

조사결과 연구대상자중 26명이 응답하 고, 1명이 2가지 부분을 제시하

다. 부분관해(partial reponse)가 아닌 병의 안정기(stable disease)에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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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8명)는 의견과 검사를 

통한 항암제의 반응평가결과 반응을 보인다면 투여횟수에 관계없이 지속적

인 투여가 필요하다(4명), 투여기간과 반응에 따른 투여기간의 재조정은 전

문의가 판단해야 한다(8명), 항암제에 대한 반응기간이 길었다면 휴약 후 

재사용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2명), 종양에 따라 일률적으로 투여횟수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4명), 기타(1명)이었다(부표24).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에 대하여 10명의 응답내용은 허가사항범위 외라도 

좋은 임상결과에 의한 약제의 투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4명), 치료전문

의 결정에 따라 투여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4명)로 현재 약제의 세부인정

기준을 초과한 치료선택의 확대를 요구한 반면, 고시된 약제 중 효과가 불

분명한 약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1명), 임상연구의 경우 보험급여가 

필요하다(1명)는 의견도 있었다(부표25).

아.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보험적용방안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임상시험결과를 보험적용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그룹에서 논의 후 보험급여한다’ 3.9, ‘전문가가 

약제를 선택하고 보험급여한다’ 3.5,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변경 후 보

험급여 한다’ 2.8 순이었다.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전문가가 약

제를 선택하고 보험급여한다’는 방안에 대하여 외국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

사가 경험이 없는 의사보다 강한 동의 경향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있는 의사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변

경후 보험급여한다’에   동의하지 않는 반면 ‘전문가그룹에서 논의후 보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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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 전문가가 약제를 선택하고 보험급여한다 는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이 없는 의사보다 좀 더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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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보험적용방안 동의정도 비교    단위: 평균순위합±표준편차

연구대상자특성 N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변경

전문가그룹에서 

논의후
전문가 의견존중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7.0±9.5 17.3±9.6 16.5±9.3

혈액종양내과외 13 15.8±8.6 15.3±7.2 16.5±9.1

t값 0.4 0.7 0.0

치료분야

고형암 24 16.8±8.4 15.7±9.0 17.3±9.1

혈액암 8 15.7±11.3 18.8±7.5 14.0±9.0

t값 0.3 -0.9 0.9

외국의임상경험

유 13 16.3±7.9 18.3±7.5 20.7±7.9

무 19 16.6±9.9 15.3±9.3 13.7±8.9

 t값 -0.1 1.0 2.3*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3.8±5.5 17.5±0.0 20.6±12.0

무 28 16.9±9.4 16.4±9.3 15.9±8.7

t값 -0.7 0.7 1.0

질병분과소위원회

유 11 14.7±9.0 18.4±9.8 17.4±9.7

무 21 17.4±9.1 15.5±8.1 16.0±8.9

t값 -0.8 0.9 0.4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8.8±9.4 18.5±10.3 15.3±10.8

사립병원 22 15.5±8.9 15.6±7.9 17.1±8.3

t값 1.0 0.9 -0.5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3 16.4±8.9 17.2±9.0 17.9±8.8

종합병원 9 16.7±9.8 14.8±7.9 12.9±9.1

t값 -0.1 0.7 1.4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5.3±9.8 18.2±8.3 15.4±9.7

800병상이상 17 17.6±8.5 15.0±9.0 17.5±8.7

t값 -0.7 1.0 -0.6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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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허가용임상시험의 보험적용 및 범위

연구대상자중 31명이 응답하 고, 현재 제약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의약품

의 허가 변경 등과 관련한 임상시험의 보험적용에 대하여 2.9으로 동의하지 

않았으며 연구대상자 특성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부표26).

보험적용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임상시험약제는 2.4로 동의하지 않은 반

면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범위외 모든 비용 3.8, 부작용 및 합병증 치료비

용 3.6, 약제를 제외한 제반비용 3.3순이었고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부표27).

허가용임상시험을 보험적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설문조사결과 

14명이 응답하 으며 임상시험도 환자에 대한 치료이며 임상시험활성화를 

통한 치료수준향상을 위해 국가가 일부 보험적용을 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

로 찬성(10명)한 반면 효능효과가 입증된 치료방법이 아니고 제약회사의 

이익이 수반되며 무분별한 임상시험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항목에 보험적

용은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4명)하 다(부표28).

차.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연구자주도형 임상시험의 보험적용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연구대상

자중 31명이 응답하 고 3.6로 동의하 다. 연구대상자별 분석결과 질병분

과소위원회활동의사의 보험적용동의정도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

며, 혈액종양내과의사, 외국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의 동의 정도가 높았으

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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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보험적용 동의정도 비교 

연구대상자특성 N 평균순위합±표준편차 t 값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8.3±9.3 1.9

혈액종양내과외 12 12.4±6.2

치료분야

고형암 24 15.6±9.1 -0.5

혈액암 7 17.4±7.0

외국의임상경험

유 12 18.6±7.2 1.4

무 19 14.3±9.3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3.5±11.7 -0.6

무 27 16.4±8.3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 21.3±7.6 2.8*

무 20 13.1±7.9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8.9±9.1 1.3

사립병원 21 14.6±8.3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2 17.0±8.2 1.0

종합병원 9 13.7±9.8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3.6±9.3 -1.5

800병상이상 16 18.2±7.6

*P＜0.05   **P＜0.01   ***P＜0.001

연구자주도형 임상시험의 보험적용항목에 대한 조사에서는 약제를 제외한 

제반비용 4.0, 부작용 및 합병증 치료비용 4.0, 기증범위외 모든 비용 3.9 임상

시험약제 3.2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허가용임상시험의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 다. 연구대상자별 특성분석결과 타 특성과의 비교보다 질병분과소위원

회활동자의 연구자주도임상시험의 항목별도의 동의정도가 타 연구대상자 특성

분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하 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다(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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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연구자주도임상시험의 항목별 보험적용범위 동의정도비교    단위: 평균순위합±표준편

차

연구대상자특성 N
임상시험

약제

약제를 

제외한 

제반비용

부작용 및 

합병증

치료비용

기증범위 외 

비용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7.3±9.4 17.3±8.6 17.4±8.5 18.0±7.3

혈액종양내과외 12 13.9±7.8 13.9±8.4 13.8±8.5 12.9±9.4

t값 1.1 1.1 1.1 1.7

치료분야

고형암 24 15.5±8.9 16.6±9.0 16.5±9.1 16.4±9.0

혈액암 7 17.8±8.9 14.0±6.8 14.1±6.6 14.6±6.1

t값 -0.6 0.7 0.7 0.5

외국의임상경험

유 12 17.7±9.0 16.3±8.1 16.4±7.9 15.5±9.2

무 19 15.0±8.8 15.8±9.0 15.7±9.1 16.3±8.1

 t값 0.8 0.2 0.2 -0.2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6.4±11.3 12.0±10.5 12.3±10.3 14.5±9.4

무 27 15.9±8.6 16.6±8.3 16.6±8.3 16.2±8.4

 t값 0.1 -1.0 -0.9 -0.4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 19.0±8.6 19.8±7.6 19.8±7.5 19.7±6.5

무 20 14.4±8.7 13.9±8.5 13.9±8.5 14.0±8.7

 t값 1.4 1.9 1.9 1.9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9.4±7.4 20.0±6.3 20.0±6.3 18.2±7.6

사립병원 21 14.4±9.1 14.1±8.9 14.1±8.9 15.0±8.7

t값 1.5 1.9 1.9 1.0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2 15.6±9.1 16.6±8.9 16.0±9.0 16.6±8.7

종합병원 9 16.9±8.4 14.4±7.8 14.6±7.7 14.7±7.8

t값 -0.4 0.4 0.6 0.6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6.0±8.8 15.2±9.0 15.3±8.9 15.5±9.1

800병상이상 16 16.0±9.1 16.7±8.3 16.6±8.4 16.5±8.0

t값 0.0 -0.5 -0.4 -0.3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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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주도형 임상시험이 보험적용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설

문조사결과 연구대상자중 18명이 응답하 으며 사망률이 높은 암치료에서 

임상시험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방법은 연구

자 임상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임상시험의 발전과 치료방법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찬성(15명)한 반면 효능․효과가 입증된 후 보험적용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3명)의견도 있었다(부표29).

카. 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과 관련한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분

배방안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분배방안에 대한 개방형설문결과 연구대

상자 중 25명이 응답하 다(부표30).

1) 효율적인 관리방안

항암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치료의

사를 혈액종양내과 의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6명), 이론적 근거가 있으

면 적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1명), 혈액종양내과의사뿐 아니라 현실

적으로 주도하여 치료하는 각 진료과 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1명),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의 분류적용을 통하여 신약의 효율적인 관리도 필요

하다는 의견(1명)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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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배방안

국가보조를 확대하는 방안 등 재원의 확충방안을 제안하고(7명), 적절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지원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확

대시켜야 한다(8명)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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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1. 연구대상 및 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암환자를 진료하고 항암제를 처방하는 의사 32명을 대상으로 

현행 항암제 보험인정기준에 따른 치료상환 및 보험급여방법의 문제점과 

합리적 항암제의 보험인정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 다. 이로부터 추후제기 될 수 있는 연구대상자 및 방법론상의 문

제점과 제한점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요양기관에 항암제를 처방하고 있는 의사로만 구성

하고 정부(보건복지부), 보험자단체, 암환자 및 가족을 포함시키지 않아 포

괄적인 의견수렴이 부족하 다. 그러나 32명의 연구대상자 중 4명의 진료

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객관성은 부여하려고 노력하 다.

둘째, 총 72부의 설문지를 우편을 통하여 발송하 으나 총 8부만 회수

하 고 이후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24부의 설문지를 추가로 회수할 수 있

었다. 의사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설문의 공통점인 낮은 회수률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설문회수를 유도하 지만 일부 병원, 일부 진료

과에서는 의견제시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전국의 모든 의사가 이 연구와 동

일하게 생각한다고 확대해석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으나 연구결과상 대상자 

특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결과가 극히 적어 이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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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설문내용 중 일부 개방형 질문에 대한 무응답의 빈도가 높고 응

답이 개인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비교나 통계분석의 어려움이 있었

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동일한 직업과 전문의라는 동일한 교육수준, 항암

제보험인정기준의 동일문제로 질문의 범주를 넘은 희귀한 응답이 거의 없

고, 결과에 대한 유형을 통계처리를 할 수 없었지만 기술은 가능하여 연구

결과에 기술 후 응답인수를 기재하 으며 치료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응답들이 있었다.

현행의 건강보험은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

복지부장관의 고시를 통하여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본인부담률, 가격, 세

부인정기준 등을 결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기에 충분한지, 적

절한지, 제한점은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결여되어 있다. 다만 보건

복지부장관의 고시사항이외의 진료에 대하여 불법적인 진료로 규정하고 부

당청구부분에 대한 진료비 삭감과 비급여 사항이외 임의 본인부담처리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관리를 해오는 실정이다.

이 연구가 위에서 제시한 제한점과 문제점은 있으나,  암환자를 진료하

고 항암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이 항암제 보험급여사항으로 인해 진료현장에

서 겪는 치료의 문제점과 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느끼

면서 가질 수 있었던 항암제 보험급여 개선방안에 대하여 추후 관리모형을 

제안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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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의 국민건강 보험법과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에 관

한 비교연구 (이순득, 2000). 한국표준의료행위 분류체계개발-국제간 비

교를중심으로 (박형욱, 1995) 등과 같이 의료보장의 전반적인 틀을 분석한 

논문이 있고 보험인정기준에 관한 연구는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진료재료

보험 인정기준을 위한 연구 (최해선, 1998)만이 있다. 최근 항암요법 표

준처방에 관한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대한 항암요법연구회, 2002) 에서 

항암제 보험인정기준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으나 국민건강보험하에 약제 

및 항암제의 보험인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를 할 수 

없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간 의료보장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항암제 보험급

여 수준과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다만 항암제

의 투여를 법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가 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항암제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제약회사에 의해 조사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허가

사항과 고시사항에 근거한 항암제의 진료비용의 인정과 초과하는 경우 진

료비삭감과 불법적인 진료에 해당한다는 기준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국가는 

없었다. 

이론적 배경이 취약한 가운데 분석된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암제 처방양상 및 관련요인을 조사한 결과 한 달간 항암제를 

처방하는 평균환자수는 평균 160.6명, 표준편차는 199.0이며 최소 5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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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0명이었으며 혈액종양내과와 혈액종양내과외 진료과목간과 질병분

과소위원회 활동유무 따라 항암제처방환자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 

진료하는 환자 중에 암으로 진단받고 항암제를 처음 투여하게 되는 환

자는 평균 46.0% 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세부사항고시에 의하여 합법적인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보험급여범위내  

처방가능한 환자는평균 65.8%로 34.2%의 환자가 보험급여범위내에서는 적

절한 항암제선택을 할 수 없었다.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백분률과 

요양급여범위내 처방가능한 환자의 백분률에 대한 상관관계분석결과 피어

슨상관계수는 -0.2 유의확률 0.38로 선형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분석되어 연구대상자의 치료와 처방특성에 기인한 결과인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전문의 면허취득시기와 요양급여범위내 처방가능한 환

자의 백분율과는 피어슨상관계수는 -0.35, 유의확률 0.049로 음의 상관성

을 보 다. 800병상미만 병원의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백분률이 평

균보다 높았으나 요양급여범위내 처방가능한 환자의 백분률이 낮다는 점

에 전체병상이 아닌 암환자에게 배분된 소용병상의 조사가 유의하 으리

라 판단된다. 

건강보험환자에게 고시한 본인부담률에 의하여 항암제를 보험급여를 하

여야 하나 연구대상자 32명중 31명이 보험급여범외외 처방사유가 있다

로 응답하 고, 보험급여범위외 항암제처방사유에 대하여 사유별 중복선택

을 가능하게 하여 조사한 결과, 26명(81.3%)은 재발이 되는 경우, 16명

(50.0%)는 부작용이 심한 경우, 27명(84.4%)는 더 효과적인 항암제라고 판

단되는 경우 13명(40.2%)은 연구자주도형임상시험의 경우,  최선을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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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보험급여외 항암제를 선택하고 있었다. 기타 1명은 신약임상시험을 

위해 보험급여외처방을 하고 있어 조사대상자 32명중 14명이 실제 임상시

험을 위해 보험급여외 처방을 하고 있었다. 국내 대학병원급의 항암제프로

토콜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현행 항암제 보험인정기준외 다양한 프로토

콜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대한항암요법연구회, 2002). 

연구대상자의 특성간 보험급여범위 처방사유 비교분석한 결과 재발하

는 경우 보험급여범위외 처방 을 하는 사유는 외국의 임상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고 혈액암을 치료하는 의사 8명 모두는 보험급여범위 외라도 

좀 더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항암제를 선택하고 있었으며, 진료비심사위원

경력이 없는  25명(89.3%)의 의사가 효과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보험급여범

위외 처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있는 의사는 2명

(50%)의 의사만이 동 사유로 보험급여외 처방을 하고 있었고 보험적용이 

되는 항암제를 투여하고도 재발이 되는 경우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없는 

의사의 85.7%는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을 하는 반면 경력이 있는 의사의 

50%만이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을 하고 있어 허가범위내 약제처방경향이 높

다고 판단되나, 통계학적으로는 유의한 관련성은 없다.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이 있는 2명(50%)의 의사도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보험급여외 처방

을 하고 있어 진료비 심사위원의 경력유무가 연구자주도임상시험으로 인한 

급여범위외 처방사유와 관련성이 없었다.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범위 외 처방을 하고 발생된 항암제의 비용의 처

리방법은 처방건당 환자부담(72.5%), 일부보험청구(12.8%), 기증약제의 사

용(8.7%), 연구비충당 등의 진료비감액(6.0%)순으로 의료현장에서 국민건

강보험법 제85조의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었다. 청구한 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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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용에 대한 진료비 삭감률은 23.4%로 각 요양기관의 평균 삭감률을 상

회하고 있어 항암제가 고가라는 점을 감안하여도 항암제 처방을 하는 의사

와 보험인정기준에 따른 진료비심사자간에는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음을 증

명하 다.

진료비삭감에 따른 대응방법으로 34.2%가 보건복지부에 항암제추가인정

을 위한 질의를 한 경험이 있었고, 9.3%만이 신기술결정신청을 하여 허가

사항범위외 사용에 대한 제도적인 추가 인정방안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항암제 청구 후 삭감에 대하여 이의신청(49.0%), 손실처리(포

기)(33.7%), 환자에게 부담(16.9%), 기타(0.3%)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적극

적이었고 진료비심사위원경력자는 삭감후 손실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기한 주제당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 인정하는 백분률은 19.8%로 저조하 다.

항암제 비용이 삭감된 후 처방을 변경하는 백분율은 평균 62.9%이며 삭

감경험자 30명중 27명은 처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 3명은 삭감을 

감수하고라도 처방을 지속하고 있었다.

둘째,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가 인정하

는 경우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 할 수 있는 항암제의 요양급

여적용범위에 대하여 연구대상자 모두가 확대가 필요하다(100%)는 의견이

었고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항암제의 용법용량의 선택은 전문가인 의사

가 선택하도록 한다 가  4.6 모든 항암제의 사용은 전문가인 의사가 선택

하도록 한다 는 4.4와 허가된 상병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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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에 따른 투여와 병용약물에 대하여 의사가 선택하도록 한다 는  4.4인 

반면,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 논의 후 보험적용을 결정한다 는  3.8로 타 

확대방안에 비하여 약하게 동의하 고, 진료비심사위원경력자들로 타 보험

적용확대방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하 다. 이는 조사당시 환

자상태에 따른 약제의 분할치료에 대한 인정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던 시점

이므로 용법용량의 선택자유에 대한 동의정도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며, 전

문가단체의 논의결과에 따른 관리방안은 필요하지만 기존의 전문가단체의 

역할 및 보험적용 확대부분 성과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신뢰 정도를 반 하

는 것이라 판단되며 진료비심사위원경력자들도 타 보험적용확대방안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하 다.  

셋째, 항암제를 포함한 암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 변화방향에 대하여 

현재의 본인부담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2.5, 상향조정해야 한다 1.9로 동의

하지 않는 반면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기

타의견으로 입원본인부담률(20%)과 외래본인부담률(50%)이 동일해야 한다

는 응답자 5명의 의견이 있었다. 이는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조정하

는 효과는 물론 입원과 외래본인부담률이 다름으로 인하여 환자가 지불하

는 치료비용을 낮추기 위해 입원을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부작용을 감소하

기 위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암환자와 희귀질환

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정책방향(대한병원협회 연수회, 2003)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의 조정과 건강보험의 추가재정소모와 관련한 연구도 필요하리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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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현재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보험급여범위외 항암제 처방

으로 환자가 비용을 부담함은 부당한 방법이므로 그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한 항암제를 제외

하고 ‘합법적으로 100/100 본인부담한다’는  3.6, ‘관련기관에서 논의 후 

100/100본인부담약제 또는 일부 본인부담약제를 정해야 한다’에  3.4로 동의

하는 반면 ‘모든 항암제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9로 동의하지 않았다. 미국의 공적보험인 Medicare에서는 전통적으로 약

제의 급여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Medicare는 병원에서의 투약과 클리

닉에서 투여한 주사약제, 이식환자의 약제, 구강용 항암제만을 급여하고 있

고 정제나 그 외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약은 급여하지 않고 있다 

(Medicare, 2003). 항암제의 보험적용확대는 필요하지만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소요와 진료의 질에 대한 형평보다는 진료에 질에 따른 수해자 부담의 

원리도 감안한 판단이라 분석된다.

다섯째, 요양급여비용의 불법적인 본인부담시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벌칙조항에 대하여 21명(65.6%)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벌칙조항에 대한 동의정도는 1.3이 으며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있는 

경우는 1.8, 경력이 없는 경우 1.2로 찬성정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설문결과 27명이 응답하 으

며, 보험인정기준이 문제(9명), 진료권침해(9명), 환자권리침해(9명)라는 이

유로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제도권내 보편타당한 진료를 유도하고 의료라

는 정보불평등의 상황에서 수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벌칙조항이, 환자사례

에 따른 전문가적인 견해를 보험인정기준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로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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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료권과 환자권리에 대한 침해뿐 아니라 양심적인 진료라도 법적으

로 부당한 방법의 급여비용부담을 양산하는 현 요양급여방법에 문제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보험급여를 추가인정하는 절차에 대

하여 2.6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향이었으며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있는 경

우 3.0, 경력이 없는 경우 2.5로  동의정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

었다. 항암제 보험급여의 추가 인정절차 개선방향에 대한 개방형설문결과,  

연구대상자중 15명이 응답하 으며 전문의 처방을 인정해야 한다(6명), 적

절하게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는 필요하다(6명),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3명)이었다. 응답내용 중 투여전문가에 대한 자격과 협의체 위원에 대한 

자격에 대하여 추가인정절차에 참여했던 단체와 담당공무원과 의약전문가

를 배제한 연구학회에게 일임하는 등의 전문가의견의 반 (6명)과 절차의 

간소화(3명)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일곱째, 2002년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기준으로 제시한 항암제처방과 

투여와 관련한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1.8로 동의하지 않았다. 상향조정이 필

요한 수가항목에 대한 개방형설문조사결과 진찰료와 주사료 등의 수가상향

조정(24명)과 별도 보상해야 할 서비스비용의 수가신설에 대한 개방형설문

조사 결과 암환자관리료와 항암화학요법환자관리료 등의 수가신설(18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미국의 경우 항암제투여의 지불과 관련한 또 하나

의 이슈는 항암제를  투여하는 의사의 진료실(physician office)는 타 진료

와의 진료실(office)에 비하여 항암제와 관련한 구매와 보관이 동반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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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약가설정문제, 암환자 치료의 질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약의 전문적 

조제와 투약에 드는 비용, 상담비용(정신사회학적인 지지, 약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전화 또는 메일서비스 등)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적절한 비용

의 보상이 없는 경우 지속적인 physician office 손해가 병원에 입원으로 

전환됨을 예상하게 되므로  Medicare에서는 암의 화학요법에 대한 지불방

법을 재구성하게 되었다(ASCO, 2001). 최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정책심의

조정위원회에서 당뇨, 고혈압 등 7개질환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교육․상담

료를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결정(보건복지부, 2003) 함에 따라, 암을 포

함한 중증질환의 질관리 비용에 대한 일부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

며, 요양기관 내에서 감기와 암의 진찰료가 동일한 현재 요양기관의 종별

간 차등수가 대신 질병의 중증도를 반 하는 진찰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며, 동일 질환이라도 협의진료체계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수가보상이 이루

어 질 수 있는 진찰료 산정방법에 대한 변경고시를 통하여 중증질환에 대

한 질적인 치료를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덟째, 항암제의 세부인정기준 중 일반원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

과, 항암제 투여기간에 대하여 2.2로 동의하지 않았으며, 부분관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3.5로 동의하는 경향이었으나 종양제거 후 부분관해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 2.4로 동의하지 않았고, 연구결과 전체가 연구대상자 특성으

로 인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일반원칙 중 일부수정 또는 전

면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방형설문조사결과 병의 안정기(stable 

disease)에 항암제 투여지속(8명), 항암제 반응평가에 결과에 의해 투여는 

지속(4명)과 투여기간의 재조정은 전문의 판단에 의한다(8명) 등 2가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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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의견이 있는 응답자를 포함하여 총 26명의 투여기간에 대한 의견으로 

항암제 투여기준중 투여 횟수제한이 치료에 미치는 향이 크고 문제가 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홉째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임상시험결과를 보험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그룹에서 논의 후 보험급여한다’ 3.9 , ‘전문

가가 약제를 선택하고 보험급여한다’ 3.5,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변경 

후 보험급여 한다’ 2.8 순이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의 목적과 소

요기간, 비용 등이 항암제치료의 원리, 목적 및 사용하고자 하는 시점에 부

합하지 않음에 따른 판단이라 생각된다.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전문가가 약제를 선택하고 보험급여한다 에 대하여 외국의 임상경험이 있

는 의사가 경험이 없는 의사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강한 동의를 

하 다.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있는 의사도 각 방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동의경향을 보여줌으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으로 제한하며 

국내외 임상연구에 따른 좋은 치료결과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청기준인 안정

성․유효성의 문제와 건강보험재정에 따른 비용효과성문제로 치료로 연결

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임상시험결과와 치료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열번째, 임상시험의 보험적용 및 범위에 대하여 허가용임상시험은 동의

정도(2.9)보다 연구자주도형임상시험의 동의정도(3.6)로 높았다. 임상시험약

제 보험적용도 허가용(2.35)보다 연구자주도형(3.19)이 높았고, 연구자주도

형임상시험에 대하여 질병분과소위원회 활동의사의 동의정도가 활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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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의사보다 강한 것은 질병분과소위원회의 역할에 따른 의견이 반 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medicare에서는 임상시험환자에 대한 기본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토되거나 검토가 면제된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의 경우 새로

운 치료법에 대한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포함한 기본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Medicare, 2003).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대학병원급 요양기관에서 각 암별

로 항암제간 조합을 통하여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표준치료성적이 매우 불

량한 췌장암 등의 경우 임상시험참여를 적극 권유 (대한항암요법연구회, 

2002)하고 있다.

연구자주도형 임상시험이 보험적용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개방형 설

문조사결과 연구대상자중 18명이 응답하 으며 사망률이 높은 암치료에서 

임상시험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방법은 연

구자 임상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

감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임상시험의 발전과 치료방법의 

일환이라는 이유로 찬성(15명)한 반면 효능효과가 입증된 후 보험적용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3명)의견이었다. 따라서 임상시험의 경우 요양급

여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기보다는 임상시험이 적극적으로 권유되거나 치료

방법으로 유용한 질환을 선별하여 임상시험을 허가하되 치료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임상시험 및 기관의 질관리, 임상시험기관의 의무 및 대상자의 

권리보호에 참여하되 재정을 감안한 임상시험의 요양급여범위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하다.  

열한번째,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분배방안에 대한 개방형설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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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구대상자 중 25명이 응답하 다. 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과 관련한 보

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신약과 치료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

하다’는  6명의 의견은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항암제는 유보 항암제, 혹은 

제한 항암제로 분류하여 항암치료 전문가 (종양내과 전문의)에 의한 처방

을 원칙(항암요법연구회, 2002)으로 하는 연구를  뒷받침하나 진료과간의 

의견차가 있어 실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효율적인 재정의 분배방안에 대

하여 적절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재정의 확충(7명)이 필요하고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급여수준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8명)이 제시되었다.  암질

환은 진료의 특성상 주로 종합병원급에서의 진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타상병에 비해 입원건당진료비가 2배 이상 되고, 건당 입원일수 및 입원일

당진료비는 30∼40%가 높게 나타났으며 약제비 특히 항암제사용에 있어 

기관간 변이가 심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2). 따라서 조건없이 암질환

에 대한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다시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요

인이 되며,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

담률을 낮추는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열두번째, 항암제 처방양상에서 항암제 처방환자수에 대하여 ‘혈액종양

내과의사와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의사가 항암제처방환자수가 많다’는  결과

는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가 주치료인 혈액종양내과의 진료적 특성을 반

한 통계결과이다. ‘800병상이상에 근무하는 의사의 처방변경백분률이 800병

상미만에 근무하는 의사보다 처방변화백분률은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는 

항암제비용 삭감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근무기관의 특성과 유의한 관

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이외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재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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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범위외 처방을 하는 사유는 외국의 임상경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외국의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와 진료비심사경력이 없는 의사가 

진료비삭감 후 환자에게 부담하는 백분률이 높다’이다. 그리고 항암제 보험

급여개선방향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항암제의 용

법용량의 선택자유와 허가된 상병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환자의 병

기에 따른 투여와 병용약물에 대하여 의사가 선택하는 방안에 대하여 동의

하는 경향이 강하다’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국민건강보험

법상의 벌칙조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외국의 임상시험 경험

이 있는 의사가 국내외 임상시험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율적 약제를 선

택에 강하게 동의한다’는 결과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의사와 외국의 

임상경험이 있는 의사가 보험인정기준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전문가적 특성

이 강한 경향이라 판단된다. 이외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의사가 연구자주도

형임상시험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다’, ‘진료비심사위원경력이 없는 의사

가 현재보험급여 추가인정절차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이외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었다. 이는 진료과목 등을 포함한 연구대상자

의 특성과 다양한 진단 및 질병진행양상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인정기준 

하에 비슷한 항암제 처방양상과 보험인정기준의 개선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정부(보건복지부), 보험자단체, 암환자 및 가족의 참여없이 

요양기관에 항암제를 처방하고 있는 32명의 의사로만 구성하여 보험급여문

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현행 보

험인정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항암제 처방양상을 설문조사하고 항암제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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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용범위,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벌칙조항, 항암제의 보험급여절차, 서비

스비용, 일반원칙을 포함한 현재 항암제 인정기준, 임상시험결과의 적용방

안, 임상시험의 보험급여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대상별 특성

에 따른 분석을 하 다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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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암환자의 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항암제 보험급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종합병원급이상에서 현재 암환자진료 중이며 항암

제를 처방하는 의사 32명을 대상으로 현행 항암제 보험인정기준에 따른 치

료상황 및 급여방법의 문제점과 정책에 반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

을 조사하여 분석하 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달 평균 항암제 처방환자 수는 평균 160.6명, 표준편차는 199.0이며 

최소 5명에서 최대 600명이었으며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가 주치료인 혈액

종양내과의사와 질병분과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처방환자수가 많았

다. 항암제를 처방하는 환자중 처음 투여받는 환자는 평균 46.0%이며 보험

급여범위내 처방가능 한 환자의 백분률은 평균 65.8%이었다. 

2. 31명(96.8%)의 의사가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을 하 으며, 보험급여외

처방의 사유를 중복선택하게 한 분석결과  84.4%의 의사가 더 효과적인 

항암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81.3%가 재발이 되는 경우, 50.0%가 부작용이 

심한 경우, 40.2%가 연구자주도임상시험의 경우, 3.1%가 신약임상시험의 

경우 보험급여외 처방을 하고 있었다. 보험급여범위외 항암제비용의 처리

방법은 처방 건당 환자부담(72.5%), 일부보험청구(12.8%), 기증약제의 사용

(8.7%), 연구비충당 등의 진료비감액(6.0%)순이었다.

3. 청구한 항암제비용에 대한 진료비 삭감률은 23.4%이며, 보건복지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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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신기술결정신청은 활성화되지 않았고,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

여 인정하는 백분률은 19.8%이며, 진료비 삭감 후 처방변경백분률은 65%

이었다.

4. 항암제의 보험적용확대에 대해서는 100% 찬성하고 있으며, 확대방안

으로 용법용량의 처방자유, 모든 항암제 처방자유, 병용약물선택자유, 전문

가단체 논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암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의 

하향조정에 동의하고, 불법적으로 환자부담중인 항암제비용에 대하여 

100/100본인부담, 관련기관에서 논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

험법상의 벌칙조항에 대해서 21명(65.6%)이 인지하고 있으나, 그 벌칙조항

에 대하여 합리적이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항암제 보험급여의 

추가인정 절차와 항암제처방과 투여와 관련한 서비스비용에 대하여 동의하

지 않았다.

5. 항암제의 현재 인정기준 중 항암제 투여기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

았으며 투여기간의 연장을 판단하는 부분관해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동의

하는 경향이었으나, 종양제거 후 부분관해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6. 임상결과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그룹에서 논의 후 약제선택이

나 의사에 의한 약제선택에는 동의하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변경 후 보험급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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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상시험의 보험적용 및 범위에 대하여 허가용임상시험에는 동의하

지 않은 반면 연구자주도형임상시험은 동의하 으며 임상시험약제 보험적

용도 허가용보다는 연구자주도형임상시험의 약제에 대한 보험적용에 동의

하 고 약제를 제외한 제반비용, 부작용 및 합병증치료비용, 기증범위 외 

비용에 대하여 차이는 있지만 동의경향이 있었다. 

8.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분배방안에 대한 개방형설문결과 질환

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재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중증 질환의 급여수준확대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9. 혈액종양내과의사와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의사가 항암제처방환자수

가 많고 800병상이상에 근무하는 의사의 항암제비용 삭감에 대하여 적극적

인 대처를 하며, 외국의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와 진료비심사경력이 없는 

의사가 진료비삭감 후 환자에게 부담하는 백분률이 높았다. 항암제 보험급

여개선방향에 대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가 보험적용확대방

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하게 동의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벌칙조

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향도 강하 다. 이외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의사가 

연구자주도형임상시험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등의 일부 동의 정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외에는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자가 치료하는 환

자의 다양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험인정기준 하에 비슷한 항암제 처

방양상과 보험인정기준의 개선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현재 전문가의 견해보다는 식품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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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청허가사항에 근거한 항암제 보험인정기준은 환자의 치료에 충분하

지 않아 실제 인정기준을 초과한 처방이 발생되므로 암환자에게 적정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비용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는 정부(보건복지부), 보험자단체, 암환자 및 가족의 참여없이 

요양기관에 항암제를 처방하고 있는 32명의 의사로만 구성하여 보험급여문

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현행 보

험인정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항암제 처방양상을 설문조사하고 정책에 반

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대상별 특성에 따른 분석을 

하 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암환자의 진료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요양기관에 대한 적정한 비용의 보상과 서비스의 질과 관련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에 따른 항암제 보험급여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의 원칙은 항암화학요법

의 최신 연구 결과와 현실적으로 진행중인 항암화학요법을 발전시키기 위

한 연구를 치료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공유하며, 치료의 권리 및 치료받

을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요비용과 건강보험 재정이 고려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암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진료비용에만 국

한하는 것이 아닌 최신의 진료를 인정함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의 치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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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항암제의 처방과 투여를 의사

에게 모두 일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나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전문

과목과 전문분과는 물론 양방과 한방의 치료가능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

한이 없으며, 진료기관간의 치료의 수준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신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되고 약물간의 병용과 새로운 적

응증 등이 변화하고 있는 항암화학요법분야에서 약의 처방과 투여에 대한 

적절한 관리기전이 없는 경우 안전성․유효성․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킬 수는 없다. 최근 항암요법연구회에서는 항암요법 표준처방지침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호발암에 대한 국내 표준처방지침과 일반항암제와 유

보항암제, 항암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범위외 사용의 경우 약제비

용에 대하여 환자본인부담 방향으로 급여인정기준을 제안하 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신약의 사용에 있어서 혈액종양내과이외의 진료과에 대한 처

방권의 제한에 대하여 부인암, 비뇨기계암, 소아암을 주로 치료하는 진료

과와 항암화학요법을 지속해왔던 진료과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

요하며, 항암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은 대상환자군과 병용약물과 

용법․용량을 명시하고 있어 다양한 환자의 상태에 따른 처방에 제한이 

되므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암치료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에 근거한 표준치료지침의 

제정과 지침과 관련한 소요비용추계,  건강보험재정과 암환자의 진료비부담

을 고려한 항암제의 비용부담안이 같이 제시되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준치료지침은 학회를 중심으로 한  암질환별 권장지침의 검토와 합의를 

통해 의료계가 제시해야 하며, 그에 따른 소요비용추계가 필요하다(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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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표준처방지침설정안과 보험급여방안 

추가안건제출

학회

처방지침
관리 검토

학회

처방지침
관리 검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비용추계
및 관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비용추계
및 관리

보건복지부

비용부담안 등
정책결정

보건복지부

비용부담안 등
정책결정

표준처방지침

요양기관
처방과 치료

요양기관
처방과 치료

제출 보고

추가안건제출

학회

처방지침
관리 검토

학회

처방지침
관리 검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비용추계
및 관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비용추계
및 관리

보건복지부

비용부담안 등
정책결정

보건복지부

비용부담안 등
정책결정

표준처방지침

요양기관
처방과 치료

요양기관
처방과 치료

제출 보고

정확한 표준처방지침의 사용을 위한 홍보와 정책적인 결정을 위하여 지

속적인 진료지표관리와 소요비용추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암치료분야와 관

련한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을 보완함으로 최신의 암치료를 허용하고 치료

에 도입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정책결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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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표준처방지침 설정을 위한 관계기관 및 기관의 역할

기 관 역 할

학회
 ○ 암질환별 표준 처방지침 검토, 선정, 제출

 ○ 정기적인 표준처방지침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암질환에 따른 학회의 검토안 취합

 ○ 표준처방지침에 따른 소요비용추계

 ○ 표준처방지침에 따른 진료지표 모니터링

 ○ 표준처방지침 홍보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한 항암제의 비용부담안 결정

 ○ 정기적인 비용부담안 검토

 ○ 암치료 관련 관련규정 검토 및 보완

요양기관
 ○ 표준처방지침에 따른 처방 및 치료

 ○ 새로운 표준처방지침안건 제출 

모든 암질환자가 표준치료지침에 의해 치료할 수는 없으므로 지침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는 요양기관내의 혈액종양내과의사의 자문하에 사용을 

허가하여 표준지침외 항암제 투여에 따른 암환자의 치료선택의 범위와 비

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탄력적인 운 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침에 근거한 

약제의 용법․용량 등의 일부변형은 의사의 전문적 범주로 인정하여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투여가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암질환별로 완벽하다는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암치료 성적을 향상시

키기 위한 의료계 노력은 임상시험을 통하여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의 허

가용 임상시험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사항으로 엄격하게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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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항암제와 관련한 연구자 주도임상시험은 의료기관내 임상시험위원회의 

허가와 관리하에 치료목적으로 처방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희귀암과 치료

방법 개발이 미흡한 암, 우리나라의 호발암 등은 치료방안으로 임상시험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임상시험의 비용적 측면에서 환자와 

임상시험기관 모두가 제도권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임상시

험을 암치료방법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한 임상시험의 

요양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암치료와 관

련한 임상시험의 종류와 규모를 파악하고 임상시험 요양급여와 관련한 초

기단계로 요양급여임상시험기관의 시범적 운 도 방안의 일부라고 생각한

다(그림6). 

그림 6. 임상시험 요양급여 시범기관 지정안

보건복지부

시범기관운영방안결정
규정개정신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비용추계및 지표관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비용추계및 지표관리

학회
시범기관운영(안)
표준처방지침안

추가검토

학회
시범기관운영(안)
표준처방지침안

추가검토

시범기관
(요양기관)

프로토콜 선정 및
제출, 시행

시범기관
(요양기관)

프로토콜 선정 및
제출, 시행

시범기관선정 요청자료제출

진료비
청구

임상시험의
소요비용
진료지표보고

의견제출

결과보고

보건복지부

시범기관운영방안결정
규정개정신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비용추계및 지표관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비용추계및 지표관리

학회
시범기관운영(안)
표준처방지침안

추가검토

학회
시범기관운영(안)
표준처방지침안

추가검토

시범기관
(요양기관)

프로토콜 선정 및
제출, 시행

시범기관
(요양기관)

프로토콜 선정 및
제출, 시행

시범기관선정 요청자료제출

진료비
청구

임상시험의
소요비용
진료지표보고

의견제출

결과보고

시범기관에 허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를 임상시험의 제반비용으로부터 

약제를 포함한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양급여로 인정할 것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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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기관별로 요양급여의 범위를 구분하여 운 하는 등 구체적 관리 및 평

가방안과 관련규정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 임상시험의 시범기관운 에 

따른 추가소요비용의 추계와 진료지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범기관의 확대 

및 제도로서 정착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표22).       

표 22. 임상시험 요양급여 시범기관 지정 관계기관 및 기관의 역할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 요양급여임상시험시범기관 지정 및 운 방안 결정

 ○ 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한 임상시험의 비용부담안 결정

 ○ 진료지표에 따른 정기적인 비용부담안 검토

 ○ 임상시험 관련 관련규정 검토 및 보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임상시험에 따른 소요비용추계

 ○ 임상시험에 따른 진료지표 모니터링

 ○ 임상시험기관 및 프로토콜 홍보

시범기관 

(요양기관)

 ○ 임상시험 프로토콜 검토, 선정, 제출

 ○ 임상시험결과 보고

 ○ 임상시험 프로토콜 홍보

학회

 ○ 요양급여임상시험시범기관 지정 및 운 (안)제출 

 ○ 임상시험결과의 표준처방지침 반 여부 결정

 ○ 임상시험 프로토콜 홍보

각 기관마다 시행하고 있는 항암제와 관련한 임상시험 프로토콜의 공개

하고 치료결과를 공유하여 임상시험의 결과가 추후 치료방법 또는 표준처

방지침으로 연계하고 암환자의 치료의 질을 평가하고 높일 수 있는 요양급

여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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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

(부표1)   항암제 보험급여의 개선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민들레입

니다.

항암제 보험급여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험급여

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암환자의 치료법 중 전신적 치료방법인 항암제 투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보험급여방법이 임상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암치료를 위하여 적정한 항암제 보험급여방안은 무엇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앞으로 정책에 반 해야 할 항암제 보험인

정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전문가 의견이 반 되어야 하니,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연히 전문가패널로 참여

하는 다른 연구자를 알았다 하더라도 의견교환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

다. 올바른 정책에 반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선생님의 많은 고견을 바라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항암제 세부인정기준(현)

◇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주십시오.

     주소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호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전화 : 031-920-0241 // 핸드폰: 019-262-2598

     담당 연구원 : 장민들레

     지도교수 : 유승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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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1. 전문가의 특성 2. 근무병원 특성(표시방법∨)

가. 전문진료과목: _________, _________

나. 전문의 면허취득시기: ______,_____년

다. 치료분야(예:유방암) (          )

라. 외국에서의 임상경험:   유     무

   근무시기:  _______ ∼ ________ 년

마. 보험자단체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위원

   으로서의 경력:  유       무

    활동기간 : _______ ∼ ________ 년  

가. 설립형태

  학교법인(     ) 의료법인 (      )   

  재단법인(     ) 특수법인 (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나. 의료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보건소 (    )  기타 (    ) 

다. 병상수  (     )병상

3. 항암제 처방양

가. 한달 평균 몇 명의 환자에게 항암제처방을 하십니까? (          ) 명

나. 치료하는 환자 중 항암화학요법을 처음 시작(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하는 환자는 몇 

%입니까? 

0%                           50%                               100%  

   다. 치료환자 중 보험급여 인정범위 내 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몇 %로 생각하십니까?    

              

0%                              50%                                  100%        

 라. 보험급여 인정범위(급여와 100/100 본인부담포함)외 처방하는 사유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보험적용이 되는 모든 항암제를 투여하고도 재발이 되는 경우(      )

 ② 보험적용이 되는 항암제 투여후 부작용이 심한 경우         (      )

 ③ 보험적용이 되는 항암제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

 ④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      )

 ⑤ 기타 : (                                     )            (      )

마. 보험인정 범위외 처방시 항암제 약제비용의 처리방법과 그 백분율은? 

                                                          (표시방법: 처방건백분률)

① 일부 보험청구             %

② 환자부담               %

③ 기증약제사용                  %

④ 연구비충당 등 감액              %

⑤ 기타 : (                                     )               %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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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금액과 비교하여 항암제 삭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                           50%                             100%

사. 최근 1년간 보험인정 범위외 항암제 삭감에 대하여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1) 진료비 청구 전 방법

① 보건복지부질의    건

② 신의료기술 등(약제)에 대한 결정신청 건

   2) 진료비 삭감 후 방법

①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    %

② 환자에게 부담 %

③ 삭감액에 대한 손실처리(포기)     %

④ 기타: (                                   

 )
%

계 100 %

   

       

아. 진료비 삭감 후 항암제 처방양상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해당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

십시오.

       ① 삭감경험 없다 (관련없음)   

       ② 처방을 변경한다   약        %

       ③ 삭감과 관계없이 처방을 지속한다.  약       %

자.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질의 또는 신의료기술(약제)에 대한 결정신청이나 항암제 삭감에 

대한 이의신청시 어느정도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제기한 주제당 인정백분률) 

 약        %

현재 항암제가 보험적용이 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암제를 포함한 약의 요양급여(보험) 적용범위(관련근거: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①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성․유효성등이 있는 의약품로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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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측의 항암제의 “요양급여(보험)적용범위”을 보시고 아래문항에 대한 의견을 주십

시오 

 가. 보험인정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 나로 이동  

     아니오(        ) ☞ 다로 이동

나. 항암제의 보험적용범위확대에 대한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

지 않음

동의하

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모든 항암제의 사용은 전문가인 의사가 선

택하도록 한다

②
용법․용량의 선택은 전문가인 의사가 선

택하도록 한다(*)

③

허가된 상병에 따라 보험급여하여 적용할 

환자의 stage와 병용약물에 대하여 의사가 

선택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④
관련전문가 단체에서 논의 후 보험적용을 

결정한다

⑤ 기타(                         )

   ②* 예) 탁솔, 탁소텔의 1주간 분할사용을 보험급여한다.

   ③* 예) 캠푸토와 젤로다는 대장암에 허가된 약제이므로 캠푸토와 젤로다 병용 투여시 

             모두 보험급여 한다.

   ③* 예) 탁솔은 대장암에 허가된 약제가 아니므로 보험급여 할 수 없다.

   ③* 예) 탁솔은 비소세포폐암의 stageII환자에게 보험급여 할 수 있다.

다. 현재 항암제의 보험적용범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에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

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보험재정을 고려 할때 급여확대는 시기

상조이다

②
타 질환 및 타 약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검토된 약의 사용이 타당하다.

④
국내 의료기관간의 수준차이로 적용범위

의 확대는 무리이다.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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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환자의 항암제 비용의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보험이 되는 약의 일부를 본인부담률에 의하여 적용한다.

   입원의 본인부담률: 20%

   외래의 본인부담률: 기관에 따라 30%-50%

   ② 100/100을 본인부담약제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약제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더라도 일부의 약제는 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환자가 약값을 모두 부담함.
 

5. 좌측의 “건강보험환자의 항암제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보시고 아래 문항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의 변화방향에 대한 다음의 방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

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현재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② 본인부담률을 낮추어야 한다

③ 본인부담률을 높여야한다

④ 기타 (                           )

나. 불법적으로 환자부담하고 있는 항암제에 대한 다음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

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모든 항암제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한 항암제를 제외하고 합

법적으로 100/100본인부담 한다

③

관련기관에서 논의 후 100/100본인부

담약제 또는 일부 본인부담약제를 정

한다.

④ 기타(                             )

 ②*예) 대장암상병에 캠푸토와 젤로다 병용요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지 못하

으므로 두 약제를  모두 합법적으로 100/100을 본인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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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벌칙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칙조항(관련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1년간 업무정지 또는 5배 이하의 과징금 대상이 된다.

현재 약제에 대한 인정기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외 보건복지부장관의 추가 인

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 양 급 여 의 적 용 기 준 및 방 법 에
관 한 세 부 사 항

보 건 복 지 부

의 약 단 체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의 약 단 체 ,  요 양 기 관 ,  학 회 ,  심 평 원 등 )

질 의 및 변 경 건 의

신 설 및 변 경 고 시

의 견
제 출

의 견
요 청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항암제 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장관의 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암제위원회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둔다

   ② 다음 업무를 심의한다

    - 항암제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항암제 표준처방지침 작성 등 전문적 자문에 관한  사항

    - 기타 암진료 또는 항암제의 처방․투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③ 위원회 구성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대한암학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3인

    - 국립암센터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3인

    -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심사위원 1인

    - 관련기관 또는 전문기관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이

내의 의약전문가

    -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 1인

    -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공무원 1인

  

6. 좌측의 허가된 사항이외에 치료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할 경우 의료기관 또

는 의사 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벌칙조항”을 보시고 아래 문항에 의견을 주십

시오.

가. 벌칙조항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나. 벌칙조항에는 어느정도 찬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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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다. 위 벌칙조항의 폐지를 주장하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좌측의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초과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제의 보험급여를 추가 인정절차”를 보시고 아래 문항에 의견을 주십시오.

가. 항암제의 경우  절차적용에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나. 개선하거나 요청하고 싶은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선해야 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항암제 처방․투여와 관련한 서비스비용입니다.(종합전문요양기관기준)

항 목 분 류 금액 (원) 비 고

기본  

진료료

초진진찰료 13,500원

재진진찰료 10,490원 진찰없이 항암제만 투여할 경우 2,570원

입원료 34.800원 내과 간호등급 3등급기준 입원료

협의진찰료 3,590원

의약품관리료(외래) 30원 1일분기준이며 최대 90일분은 1,750원임

의약품관리료(입원) 1,450원
1일분기준이며 최대 90일분이상은 86,820원

임

주사료 항암제주입료
850원 - 

3,030원
Sub-Q, IM, IV료

조제료

주사용항암제조제료 1,260원 약사가 직접조제 경우 산정

퇴원환자조제료 150원 1일분기준이며 최대 61일분이상은 7,410원임

외래환자조제료 830원 1일분기준이며 최대 31일분이상은 4,890원임

입원환자조제료 250원 1일당금액으로 입원기간을 곱하여 산정

*위의 수가이외에 약제, 청구 가능재료, 수술, 처치, 검사 등의 수가는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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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항암제 투여의 일반원칙입니다. 

   암상병에 항암제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ⅰ) 항암제의 투여기간     

기본적으로 6차까지 인정하고, partial response를 보이는 경우에는 3회 추가 인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ⅱ) 부분관해(partial response)란     

 ① 종양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되고,    

 ② 더 이상 새로운 종양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 위와 같은 상태가 1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함.  

ⅲ) 다만, 수술로 종양이 제거되었을 경우에는 partial response 기준 중 

『① 종양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의 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tumor marker 검사

상 호전을 보이는 경우』로 함.

8. 좌측의 “항암제 처방․투여와 관련한 서비스비용”을 보시고 아래 문항에 의견을 주

십시오..

가. 현재의 수가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나. 다음 각 부문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변화방향은 무엇입니까?

    ① 금액부문                                                                  

    ② 수가의 종류부문                                                              

    ③ 기타:                                                                         

다. 현재 없지만 앞으로 수가신설을 통하여 별도 보상해야 할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예) 암환자관리료, 항암화학요법환자관리료 등

                                                                                     

9.  좌측의 “항암제 투여의 일반원칙”과 첨부된 “현재 항암제 세부인정기준”을 참조하여 

다음 문항에 의견을 주십시오. 

가. 항암제의 일반원칙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동의

함

① 투여기간

② 부분관해의 정의

③
종양제거 후 부분관해의 적용

방법

나. 항암제의 일반원칙 중 일부 수정 또는 전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

견을 주십시오.

                                                                                     

다. 현재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은 별첨과 같습니다. 약제별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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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내외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보험적용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방법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 변경 후 

보험급여 한다

②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 후 보험급

여한다

③
전문가가 약제를 선택하고 보험

급여한다

④ 기타(                      )

  

11. 현재 연구목적의 진료는 보험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구목적의 진료에 대한 

보험 적용 여부 및 범위” 관련한 질문입니다.

♠ 현재 제약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허가, 변경 등과 관련한 임상시험의  경

우 가. 보험적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나. 다음 각 항목에 대한 보험적용을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임상시험약제

②
임상시험약제를 제외한 입원료 

등 임상시험 제반비용

③ 부작용 및 합병증관련 치료비용

④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범위 외 모

든 비용

⑤ 기타  (                 )

  다. 위의 선택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까?

                                                                              

♠연구자 주도형 임상시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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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적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나. 다음 각 항목에 대한 보험적용을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임상시험약제

②
임상시험약제를 제외한 입원료 

등 임상시험 제반비용

③ 부작용 및 합병증관련 치료비용

④ 기증범위외 모든 비용

⑤ 기타  (                 )

다. 위의 선택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약제투여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현재 보험재정문제로 인하여 환자에게 처방

하고자하는 많은 의약품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 항암화학요법과 관련

하여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분배방안이 있다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3. 위의 쟁점이외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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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과거에 개발된 저가약제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요약

약품명
효능 ․효과

용법 ․용량

5-FU

다음과 같은 질환의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의 완화

암종 : 결장암, 직장암, 유암, 식도암,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당낭암, 악암, 설

암, 방광암, 신장암, 난소암, 자궁암, 피부암

육종 : 세망육종, 호지킨병, 임파육종, 섬유육종

1 .정맥주사(전신 투여법)

통상성인 1일량 5∼15mg/kg에 해당하는 양을 5%포도당액 300∼500mL에 녹여 

5일간 매일 점적정주하며 그 후 격일간으로 5∼7.5mg/kg에 상당하는 양을 점적

정주하며 부작용이 출현하면 중지

2. 동맥내 투여법

통상 성인 1일량 5-FU로서 5∼10mg/kg에 상당하는 양을 5%포도당액 20∼

100mL에 녹여 주입펌프로 10-20일간 지속주입.

3. 방사선과의 병용

통상성인 1일량 5-FU로서 5∼10mg/kg에사선과 병용하여 전신 투여법 또는 동

맥 투여 법에 준하여 투여 하십시오.

4. 다른 항종양제와의 병용

통상 성인 1일량 5-FU로서 5∼10mg/kg에 상당하는 Mitomycin-C 등의 다른 항

종양제와 병용 하여 전신 투여법 또는 동맥투여법에 준하여 혹은 간헐적으로 주 

1∼2회 투여

라스텟트 폐소세포암, 악성임파종, 급성백혈병, 고환종양, 방광암, 융모성질환환(융모성 질환).

1에토포시드로서 1일량 60~100mg/m²(체표면적)을 5일간 연속 점적정주하고, 3주

간 휴약. 

알키록산 고혈압, 방광암, 전립선암, 난소암, 두경부암, 폐암, 식도암, 위암, 자궁경부암

1. 악성질환 치료 -성인 및 소아의 항암요법

초회량 및 유지량은 1∼5mg/kg/day의 범위에서 투여

용량은 항암효과와 백혈구감소에 의해 조정.

이 약을 타제와 병용투여시, 타약제의 양만큼 이 약의 양을 감소.

이 약의 그 대사물은 투석법에 따라 양적인 차이는 있지만 투석

신부전환자는 약물 동력학에 변화를 주지만 용량을 증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양성질환 치료 -신생검시 미세변화를 보이는 소아신증후군 치료

1일 2.5∼3mg/kg으로 60∼90일간 투여

푸라시스 고환암, 방광암, 전립선암, 난소암, 두경부암, 폐암, 식도암, 위암, 자궁경부암

고환암 - 1일 20mg/㎡씩 5일간 정맥주사

난소암 - 1일 50mg/㎡씩 3주마다 정맥주사

방광암 - 3~4주마다 1회 50~70mg/㎡을 정맥주사

네오메토

급성백혈병, 비호지킨성 임파종, 연조직 및 골원성 육종, 유방암, 폐암, 두경부암, 

방광암, 경부암, 난소암 및 고환암 등의 고형암, 융모암, 타제로서 효과가 없는 

불응성 건선

소아 수막성 백혈병 - 12~15mg/㎡을 1주 간격으로 수막강내 주사

융모막암 - 5~60mg/㎡을 4kru(쿠르) 동안 매 2일 근육주사

유방암, 폐암, 두경부암 및 방광암, 골육종, 비호지킨성 임파종 -1,000mg/㎡이하

의 양을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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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최근 개발된 신약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요약

약품명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엘록사틴 전이성 결장,직장암에 1차 치료제로서, 5-fluorouracil과 folinic acid와  병용투여

권장용량은 85mg/m2으로 매 2주 마다 정맥 내 투여한다. 용량은 내약성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옥살플라틴은 5-fluorouracil보다 항상 먼저 투여.

젬자

1. 국소적으로 진행된 혹은 전이된 비소세포폐암

2. 국소적으로 진행된 혹은 전이된 췌장암 환자를 위한 1차 치료약 (first-line 

treatment)

3. 방광암 (bladder cancer)

4. 진행성 유방암(advanced Breast Cancer)

1. 비소세포암 

단독요법 성인 : 젬시타빈의 권장용량은 1,000mg/㎡ 으로 30분에 걸쳐 정맥내 

주입, 3주동안 1주일에 1회 반복 투여해야 하며 그리고 그 다음 1주는 쉬어야 함 

병용요법 성인 : 3주 일정요법- 1일, 8일째에 젬시타빈 1,250mg/㎡을 30분에 걸

쳐 정맥내 주입, 4주 일정요법 - 1일, 8일, 15일째에 젬시타빈 1,000mg/㎡을 30

분에 걸쳐 정맥내 주입.환자 개개인의 부작용 발현의 정도에 따라 용량을 줄이거

나 처방을 연기

2. 췌장암 

성인 : 젬시타빈의 권장용량은 1000mg/㎡으로 30분에 걸쳐 정맥내 주입하되, 연

속 7주동안 주 1회씩 투여한 후, 다음 1주일은 쉬어야 함. 뒤 이은 주기에는 연

속3주동안 주 1회씩 투여한 후, 다음 1주는 쉬는 것으로 구성.  환자 개개인의 

부작용 발현의 정도에 따라 용량을 줄이거나 처방을 연기 

3. 방광암 

병용요법 성인 : 시스플라틴과 병행하여 치료하는 경우 젬시타빈의 권장용량은 

1,000mg/㎡으로28일 주기에서 1일, 8일, 15일 째에 30분에 걸쳐 정맥내 주입하고 

다음 1주일은 쉰다. 시스플라틴은 28일 주기에서 1일째에 젬시타빈 투여 후, 또

는 2일째에 70mg/㎡의 권장용량을 투여

4. 유방암

단독요법 성인:  젬시타빈의 권장용량은 1,000mg/㎡. 3주일동안 1주일에 1회반복

병용요법 성인 :3주 일정요법- 1일, 8일째에 젬시타빈 1,250mg/㎡을 30분에 걸쳐 

정 맥내 주입, 4주 일정요법 - 1일, 8일, 15일째에 젬시타빈 1,000mg/㎡을 30분

에걸쳐 정맥내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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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명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탁솔

이 약은 난소암 또는 유방암 또는 폐암의 치료에 단독으로 혹은 병용하여 사용. 

1. 난소암

(1)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하여 1차 요법제로 사용

(2) 표준 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2. 유방암

(1)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의 치료에 2차 요법제로 사용

(2)결절 양성 유방암의 보조치료:표준 독소루비신 함유 병용 화학요법후 사용

3. 폐암 : 진전된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1차 요법제로 사용

4. 위암 :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이를 1코스로 하고, 투여를 반복한다. 투여량은 연령 및 증상에 따라 적절히 

감량한다.

1. 표준요법이 실패한 전이성 난소암 또는 유방암 환자 : 3주마다 이 약 

175mg/m2 

결절 양성 유방암: 보조치료로서, 독소루비신 함유 병용 화학요법후 이 약 

175mg/m2을 매 3주마다 3시간동안 총 네 코스투여 

2.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우 3주마다  175mg/m2투여 후, 시스플라틴을 투여 

권장

진전된 난소암 환자: 1차 치료로서 3주마다 이 약 175mg/m2를 시스플라틴 

75mg/m2와 병용하여 3시간 이상 투여하는 방법이 권장. 

3. 위암:성인에게 이 약 175~210mg/m2를 3시간에 걸쳐 점적 정주하고, 적어도 

3주간 휴약. 

맙테라

1.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제 내성의 여포형 림프종(IWF 분류 B-D형의 B세포 

비호지킨림프종)

2. CD20 양성의 미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림프종환자에 대한  표준 

CHOP 화학요법(cyclophosphamide, doxorubicin, vincristine, prednisone으로 

구성,8주기투여)과의 병행치료

1. 여포성비호지킨림프종: 권장용량 375mg/m2이며 매주 1회씩 총 22일동안 4

회점적주입

2. 미만형 대형 B세포 비호지킨림프종: 권장용량 375mg/m2이며 매화학요법 

투여주기 제1일에 투여

젤로다

1.파클리탁셀 및 anthracyclin계 약물 치료에 모부 실패하 거나 anthracyclin

치료계획이 없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유방암 치료

2.doxetaxel과 병용하여  anthracyclin계 약물을 포함한세포독성화학요법에 실

패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유방암 치료

3.전이성 결장직장암의 1차요법제 

3주기간을 주기로 1일 2500mg/m2를 식사와 함께 2주간 경구투여후 1주휴약 

체표면적당1일 총투여량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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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명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탁소텔

1.비소세포 폐암 : 백금화학요법제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한 환자들을 포함한 

국소적으로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환자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2.유방암 : 국소적으로 진행된 또는 전이된 유방암환자에 독소루비신과 병용

하여 1차요법제로 사용. 이전의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적으로 진행된 유방

암 환 자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3.난소암 : 표준요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난소암 및 재발성 난소암 환

자의 2 차요법제로 사용.

4.두․경부암 : 진행성 두․경부암 및 재발된 두․경부암

5.위암 :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재발성 위암

1.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상용량은 75-100㎎/㎡을 매 3주마다 1시간동안 정맥주사.백금유도체와 복합

화학요법으로 치료시 최대 75㎎/㎡으로 정맥투여.유방암에 대한 일차적 요법

에서 독소루비신(50㎎/㎡)과 병용시 도세탁셀 75㎎/ ㎡을 투여

2.난소암

상용량은 75-100㎎/㎡을 매 3~4주 마다 1시간 동안 정맥 주사 . 환자의 상태

에 따라 적절히 감량.

3.두․경부암

상용량은 성인에게 1일 1회 60㎎/㎡ 1시간 이상 3~4주 간격으로 정맥 주사

하며,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 1회 최고용량은 70㎎/㎡이다.

4위암 사용량은 75㎎/㎡ 매 3주마다 1시간동안 정맥주사

캠푸토 1. 5-FU 치료 후 재발성, 진행성인 전이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환자의 치료 

2. 선행요법이 없는 진행성 결장직장암에 5-FU 및 leukovorin의 병용투여

3. 위암(수술불능 또는  재발)

4. 소세포폐암

1.재발성, 진행성인 전이성 직장암 또는 결장암 환자의 2차치료제 100㎎/㎡를 

1주일 간격으로 3~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 또는 

150㎎/㎡를 2주일 간격으로 2~3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3주간 투약을 

중단

2. 1차치료제: 매2주마다 180㎎/㎡을 5-FU 및 leukovorin병용하여 3회투여를 1

주기로 반복하거나, 매 주마다 125㎎/㎡과 5-FU 및 leukovorin을 병용하여 4회

3 위암: 100㎎/㎡를 1주일 간격으로 3~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

간 투약을 중단, 또는 150㎎/㎡를 2주일 간격으로 2~3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3주간 투약을 중단

4.소세포폐암

 -단독투여: 100㎎/㎡를 1주일 간격으로 3~4회 점적 정맥주사한 후, 적어도 

2주간 투약을 중단

- 병용투여: 60㎎/㎡와 시스플라틴을 병용하고 2주와 3주째는 단독투여 하는 

것을 1주기로하여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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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항암제 삭감사례 

진단명 사용항암제
처방사유

보험불인정사유

폐악성신생물
젬자와 나벨빈 

병용요법

치료효과는 같으나 부작용이 감소한 임상연구에 근거

하여 1차 치료제로 처방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고가인 항암제간의 병용요법 

불인정

폐악성신생물 탁소텔 1주요법

치료효과는 유사하나 부작용이 감소하는 임상연구에 

근거하여 분할하여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시 3주마다 투여하도록 허가된 

약제

원발장기불명암 탁소텔, 시스플라틴

원발장기불명암 진단하에  검사 상 원발장기를 두경

부암으로 추정하여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상  원발장기불명암은 허가

사항범위외 사용

폐악성신생물 젬자

수술결과 림프절전이상태로 잔여암의 치료를 위해 수

술 후 보조요법제로 투여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상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허

가되지 않아 불인정

대장악성신생물 젤로다

항암제 반응평가결과 47%의 종양감소로 항암제 투여

를 지속하기로 결정함

부분관해는 50%의 종양감소를 의미하므로 투여지속

은 불인정

위악성신생물
탁소텔, 5-FU 

시스플라틴

기존치료(5-FU, 시스플라틴)보다 탁소텔, 5-FU, 

leucovorin,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이 효과가 크다는 연

구결과에 따른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범위외이며 연구목적으로 

판단

대장악성신생물 엘록사틴, 젤로다

엘록사틴, 젤로다 모두 대장악성신생물에 허가받은 약

제로 병용사용으로 인한 상승효과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엘록사틴은 5FU, folic acid 와 

병용하도록 허가받은 약제임

폐악성신생물 젬자

항암제 투여 중 폐렴으로 5개월 간 투여를 중단하다

가 재투여 함 

재투여시 기존의 항암제에 대한 반응평가에서 부분관

해정도의 반응이 없었음

유방악성신생물 탁소텔

수술후 액와림프절 전이상태로 보조화학요법으로 투

여

탁소텔의 보조화학요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미허가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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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항암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백분률 비교                            

연구대상자특성 N 평균순위합±표준편차 t값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8 16.1±8.8 0.08

혈액종양내과외 13 15.8±9.6

치료분야

고형암 23 17.2±8.7 1.32

혈액암 8 12.4±9.3

외국임상경험

유 13 15.2±9.7 -0.4

무 18 16.6±8.7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3 17.7±10.7 0.3

무 28 15.8±9.0

질병분과소위원회

유 10 14.8±8.3 -0.5

무 21 16.6±9.4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8.6±6.4 1.1

사립병원 21 14.8±9.9

요양기관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3 14.7±9.5 -1.4

종합병원 8 19.9±6.4

병상수

800병상미만 14 18.4±8.5 1.4

800병상이상 17 1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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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사유비교-진료과목                  단위:명(%)

처방사유  혈액종양내과
(N=19)

   혈액종양내과외
(N=13) 합계 χ²값

재발하는 경우

       처방한다 17(89.5) 9(69.2) 26(81.3) 1.0

       처방하지 않는다 2(10.5) 4(30.8) 6(18.7)

부작용이 심한 경우

       처방한다 11(57.9) 5(38.5) 16(50.0) 0.5

       처방하지 않는다 8(42.1) 8(61.5) 16(50.0)

효과적이라는 판단

       처방한다 16(84.2) 11(84.6) 27(84.4) 0.0

       처방하지 않는다 3(15.8) 2(15.4) 5(15.6)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처방한다 10(52.6) 3(23.1) 13(40.6) 1.7

       처방하지 않는다 9(47.4) 10(76.9) 19(59.4)

부표 7.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사유비교-치료분야                   단위:명(%)

처방사유 고형암(N=24) 혈액암(N=8) 합계 χ²값

재발하는 경우

       처방한다  19(79.2) 7(87.5) 26(81.3) 0.0

       처방하지 않는다 5(20.8) 1(12.5) 6(18.8)

부작용이 심한 경우

       처방한다 13(54.2) 3(37.5) 16(50.0) 0.2

       처방하지 않는다 11(45.8) 5(62.5) 16(50.0)

효과적이라는 판단

       처방한다 19(79.2) 8(100) 27(84.4) 0.7

       처방하지 않는다 5(20.8) 0(0.0) 5(15.6)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처방한다 11(45.8) 2(25.0) 13(40.6) 0.4

       처방하지 않는다 13(54.2) 6(75.0) 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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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사유비교-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단위:명(%)

처방사유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합계 χ²값
한다(N=11) 하지않는다(N=21)

재발하는 경우

       처방한다 10(90.9) 16(76.2) 26(81.3) 0.3

       처방하지 않는다 1(9.1) 5(23.8) 6(18.7)

부작용이 심한 경우

       처방한다 5(45.5) 11(52.4) 16(50.0) 0.0

       처방하지 않는다 6(54.5) 10(47.6) 16(50.0)

효과적이라는 판단

       처방한다 9(81.8) 18(85.7) 27(84.4) 0.0

       처방하지 않는다 2(18.2) 21(14.3) 5(15.6)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처방한다 5(45.5) 8(38.1) 13(40.6) 0.0

       처방하지 않는다 6(54.5) 13(61.9) 19(59.4)

부표 9.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사유비교-설립형태                    단위:명(%)

처방사유
국공립병원

(N=10)

사립병원

(N=22)
합계 χ²값

재발하는 경우

       처방한다 10(31.3) 16(50.0) 26(81.3) 1.8

       처방하지 않는다 0(0.0) 6(18.7) 6(18.7)

부작용이 심한 경우

       처방한다 6(18.8) 10(31.2) 16(50.0) 0.1

       처방하지 않는다 4(12.5) 12(37.5) 16(50.0)

효과적이라는 판단

       처방한다 9(28.1) 18(56.3) 27(84.4) 0.0

       처방하지 않는다 1(3.1) 4(12.5) 5(15.6)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처방한다 5(15.6) 8(25.0) 13(40.6) 0.1

       처방하지 않는다 5(15.6) 14(43.8) 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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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0.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사유비교-요양기관의 종류           단위:명(%)

처방사유 종합전문(N=23) 종합병원(N=9) 합계 χ²값

재발하는 경우

       처방한다 18(78.3) 8(88.9) 26(81.3) 0.0

       처방하지 않는다 5(21.7) 1(11.1) 6(18.7)

부작용이 심한 경우

       처방한다 11(47.8) 5(55.6) 16(50) 0.0

       처방하지 않는다 12(52.2) 4(44.4) 16(50)

효과적이라는 판단

       처방한다 19(82.6) 8(88.9) 27(84.4) 0.0

       처방하지 않는다 4(17.4) 1(11.1) 5(15.6)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처방한다 8(34.8) 5(55.6) 13(40.6) 0.7

       처방하지 않는다 15(65.2) 4(44.4) 19(59.4)

부표 11. 보험급여범위외 처방사유비교-병상수                      단위:명(%)

처방사유
800병상미만

(N=15)

800병상이상

(N=17)
합계 χ²값

재발하는 경우

       처방한다 13(86.7) 13(76.5) 26(81.3) 0.1

       처방하지 않는다 2(13.3) 4(23.5) 6(18.7)

부작용이 심한 경우

       처방한다 9(60.0) 7(41.2) 16(50) 0.5

       처방하지 않는다 6(40.0) 10(58.8) 16(50)

효과적이라는 판단

       처방한다 14(93.3) 13(76.5) 27(84.4) 0.7

       처방하지 않는다 1(6.7) 4(23.5) 5(15.6)

연구자주도 임상시험

       처방한다 6(40.0) 7(41.2) 13(40.6) 0.0

       처방하지 않는다 9(60.0) 10(58.8) 19(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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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2. 급여범위 외 항암제비용의 처리방법 비교   단위: 평균순위합±표준편차

연구대상자특성 N 보험청구 환자부담 기증약제 감액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6.7±8.4 13.3±9.1 16.6±8.2 16.2±7.2

혈액종양내과외 11 13.4±5.8 19.2±6.5 13.6±6.3 14.4±6.4

t값 1.2 -1.9 1.1 0.7

치료분야

고형암 22 15.9±7.5 15.7±8.2 14.6±7.1 16.3±7.3

혈액암 8 14.5±8.4 15.0±10.2 17.9±8.8 13.3±5.1

t값 0.4 0.2 -1.06 1.1

외국임상경험

유 12 17.3±7.9 16.2±8.4 15.5±6.9 13.9±5.7

무 18 14.3±7.4 15.0±9.0 15.5±8.2 16.6±7.5

t값 1.1 0.3 0.0 -1.0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3 19.2±8.0 14.2±11.8 15.5±9.5 17.2±9.8

무 27 15.1±7.6 15.6±8.5 15.5±7.6 15.3±6.7

t값 0.9 -0.3 0.0 0.4

질병분과소위원회 활동

유 11 12.8±6.4 17.1±7.5 15.5±8.0 14.3±6.3

무 19 17.1±7.9 14.6±9.3 15.5±7.6 16.2±7.2

t값 -1.5 0.8 0.0 -0.7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6.1±8.0 12.2±7.8 18.3±9.1 16.0±7.4

사립병원  20 15.2±4.6 17.2±8.7 14.1±6.6 15.3±6.7

t값 0.3 -1.6 1.5 0.3

요양기관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2 13.8±6.6 16.9±8.0 15.4±7.6 15.7±7.2

종합병원 8 20.1±8.7 11.7±9.6 15.7±8.1 14.8±6.2

t값 -1.2 1.5 -0.1 0.3

병상수

800병상미만 14 17.4±8.1 14.0±8.8 15.4±7.7 14.7±6.5

800병상이상 16 13.9±7.0 16.8±8.5 15.6±7.7 16.2±7.3

t값 1.3 -0.9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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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항암제 삭감률  비교                     단위: 평균순위합±표준편차

연구대상자특성 N 평균값±표준편차 t값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5.9±8.4
-0.1

혈액종양내과외 12 16.2±9.6

치료분야

고형암 23 15.9±9.5
-0.1

혈액암 8 16.3±6.6

외국임상경험

유 13 17.3±9.7
0.7

무 18 15.1±8.1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1.0±10.1
-1.2

무 27 16.7±8.5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 13.3±8.2
-1.3

무 20 17.5±8.8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8.2±8.8
1.0

사립병원 21 14.9±8.7

요양기관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2 16.1±8.1
0.1

종합병원 8 15.8±10.8

병상수

800병상미만 14 18.2±10.2
1.3

800병상이상 17 1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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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4. 항암제 삭감에 대한 이의제기시 인정백분률    단위:평균순위합±표준편차

연구대상자특성  N   평균값±표준편차 t값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8.0±9.8
1.1

      혈액종양내과외 13 14.3±7.9

치료분야

      고형암 24 17.7±9.2
1.3

      혈액암 8 12.8±8.5

외국임상경험

      유 13 15.7±9.0
-0.4

      무 19 17.0±9.4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7.0±12.7
0.1

      무 28 16.4±8.8

질병분과소위원회 활동

      유 11 20.6±9.8
0.1

      무 21 14.4±8.2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7.1±9.6
0.3

      사립병원 22 16.2±9.1

요양기관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3 17.4±9.4
0.9

      종합병원 9 14.2±8.5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5.5±9.1
-0.6

      800병상이상 17 1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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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암환자의 본인부담률 변화방향에 대한 동의정도비교  

                                                   단위: 평균순위합±표준편차

연구대상자특성 N 현재 유지 하향조정 상향조정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5.8±8.5 15.3±8.5 15.8±8.9

혈액종양내과외 13 17.6±10.6 18.3±9.9 17.5±8.9

t값 -0.6 -0.9 -0.5

치료분야

고형암 24 15.0±9.4 17.8±9.5 16.1±8.9

혈액암 8 21.0±6.5 12.8±6.6 17.8±9.1

t값 -1.67 1.4 -0.5

외국의임상경험

유 13 15.7±10.9 17.4±9.1 15.0±9.1

무 19 17.0±7.8 15.9±9.2 17.5±8.5

t값 -0.4 0.4 -0.8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2.3±11.8 20.6±11.6 16.5±6.0

무 28 17.1±8.7 15.9±8.8 16.5±9.2

t값 -1.0 1.0 0.0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 18.1±8.4 14.6±8.8 15.7±8.6

무 21 15.7±9.5 14.5±9.3 16.9±9.1

t값 0.7 -0.8 -0.4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3.2±8.5 17.2±9.4 15.4±9.0

사립병원 22 18.0±9.1 16.2±9.0 17.0±8.9

t값 -1.41 0.3 -0.5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4 17.8±9.3 16.1±9.6 16.4±9.4

종합병원 8 13.2±7.9 17.6±8.0 16.7±7.8

t값 1.3 -0.4 -0.1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6.9±8.5 16.5±9.2 18.1±8.8

800병상이상 17 16.2±9.8 16.5±9.2 15.1±8.9

t값 0.2 0.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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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6. 부당한 환자부담 항암제비용에 대한 개선방안의 동의정도 비교

                                                단위: 평균순위합±표준편차

연구대상자특성 N 보험급여
100/100

본인부담

관련기관의

결정 필요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5.8±9.8 16.7±9.6 17.2±9.0

혈액종양내과외 13 17.5±8.4 16.2±8.6 15.5±9.0

t값 -0.5 0.2 0.5

치료분야

고형암 24 17.0±9.2 16.4±9.4 16.4±9.3

혈액암 8 14.9±9.4 16.8±8.7 16.7±8.3

t값 0.6 -0.1 -0.1

외국의임상경험

유 13 17.4±9.3 16.9±7.7 15.1±8.9

무 19 15.9±9.2 16.3±10.1 17.4±9.0

 t값 0.4 0.2 -0.7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8.3±9.2 17.5±9.1 16.3±6.1

무 28 16.3±9.3 16.4±9.3 16.5±9.3

t값 0.4 0.2 -0.1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 14.3±9.8 17.9±8.5 16.9±9.6

무 21 17.6±8.8 15.8±9.6 16.3±8.8

t값 -1.0 0.6 0.2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6.2±9.3 17.5±11.4 16.2±9.4

사립병원 22 16.6±9.3 16.0±8.1 16.6±8.9

t값 -0.1 0.4 -0.1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4 17.3±9.6 17.5±8.6 17.2±9.2

종합병원 8 14.6±8.2 13.9±10.4 14.6±8.5

t값 0.8 1.0 0.7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8.4±8.8 17.1±9.7 17.9±8.8

800병상이상 17 14.8±9.4 16.0±8.8 15.3±9.1

t값 1.1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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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7. 벌칙조항 폐지주장 이유 (개방형설문조사결과 분류자료)

전문가의견종합 항목분류

․항암제치료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로 환자의 치료
에 대한 욕구가 높고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이므로 규제는 
적절하지 못함

1

보험인정기준의 
문제

․보험인정기준은 세계 학문적추세에 매우 늦고 뒤떨어짐 1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다 1
․벌칙조항은 환자치료포기를 강요하는 보험정책 1
․보험인정기준이 환자치료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1
․현재 허가사항 부적절 1
․부당함이란 기준모호,보험기준이 재정을 고려한 상항이므로 
벌칙을 가함은무리 1

․새로운치료 또는 도입될때 이를 적용함도 불법이 되므로 1
․현재 기준이 불합리하며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함 1
․전문의사가 항암제를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은 전문분야이며 
항암제치료는 급속히 변화하나 법은 위의 두가지점의 수용
하지 못함

2

진료권에 대한 침해

․현재의 의료환경을 알고 있다면 이런소리 못합니다 2
․항암화학요법은 전문가에게 전담하여야 하므로 2
․환자진료는 양심에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법과는 다르다 2
․부당한방법이란 것이 고의적 과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벌
칙은 부적절함 2

․항암제 사용 주체 및 범위에 관한 consensus가 없는 상태에
서 벌칙만 적용하는 것은 무리 2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한 것이고 재정상의 이
유는 부당한 것이므로 2

․환자를 위한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은 진료권,위배 침범임 2
의사의 전문식견을 인정하고. 전문지식에 대한 일정기준 및 
자격기준이 필요 2

․결국 환자피해 3

환자 치료권리문제

․암은 생명에 위협을 절대절명의 상황이며 시기를 놓치면 돌
이킬 수 없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함으로 도와주려는 의료진
의 선한행동에 대해 벌칙이 주어짐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

3

․환자를 치료한 사람에게 벌칙은 환자를 치료하지 말라는 말
과 같다. 환자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료진은 치료할 
의무가 있다

3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하 으므로 그 벌칙조
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임 (위헌소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됨) 3

․환자의 생명연장과 고통완화를 위하여 치료하는 과정을  보
험의 문제로 처벌할 수 없다 3

․현재 구조적인문제로 필요한 약의 사용이 제한있음. 환자나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을 인정한 상황에서 처벌함은 부당함 3

․본인부담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후 사용하므로 병원에 
벌칙을 가함은 부담하다 3

․횐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환자의 치료계속이 필요하다. 이조항을 유지하려면 보험외
치료를 못하도록하고 의사의 면책과 환자의 원성에 대한 정
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3



- 110 -

부표 18. 항암제보험급여추가인정절차 개선방향(개방형설문조사결과 분류자료)

전문가의견종합 항목분류

․종양내과 전문의와 시민단체를 제외한 관련단체 협의체가 
필요 1 적절한 

협의체 필요

․종양내과의로만 구성함은 대표성이 없음 1

․의료인 이외 위원 수가 많음. 효율적으로 즉각적인 결정 및 
시행이 적절히 이루어져야함 1

․담당공무원 및 의약전문가는 필요없음 1

․전문가단체(항암요법연구회)에서 논의하여야 함 1

․위원회구성중 국립암센터대신 항암요법연구회3인으로 변경 1

․의사의 재량권 임 2 전문의처방을 인정

․전문가(의사)의 의견이 좀더 존중을 받아야 함 2

․약제 시판이 허용된경우 사용범위 용법용량은 전문의사 재
량으로 정하여야 함 2

․선진국수준에 맞는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지장을 줄 수 있
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야 하여 전문가와 환자의 자유의
사로 치료방침을 경정 할 수 잇어야 한다

2

․항암제 투여는 전문가에게 일임해야 한다. 항암제 투여전문
가의 자격은 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수 있다 2

․종양전문의사의 처방을 인정하여야함 2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3 절차의 간소화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됨 3

․사후 심사요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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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9. 추가인정절차 개선 사유 (개방형설문조사결과분류자료)

전문가의견종합 항목분류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능을 할 능력 없음 1 정확한 
전문가의견 반

․외과,소화기내과,호흡기내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의 암전
문가를 포함시켜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음 1

․대한암학회외 타기관은 직간접적으로 국공립기관으로 현
실적으로 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어렵
고 결정이 국가적인 정부차원의 의도로 이용될 가능성많
다고 생각됨

1

․국립암센터도 관련기관혹은 전문기관으로 간주되므로 1

․치료자에게 치료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 
치료가 법적으로 위법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1

․전문가만이 적절한 치료를선택 할수 있음 1

․각암별로 구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나 학회암분과
와 협의하여야 할 것 1

․환자투여지체 2 환자치료에 빨리 
적용

․급속히 변화하는 항암화학요법을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 2

․항암제의 발달은 매우 빠르기때문에 보험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을 악화시키는 범죄행위이다 2

․보험급여의 문제로 치료방침이 결정되어서는 안됨 2

․절차상으로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계속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존재하며, 환자에 따라 용법용
량의 변화가 필요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치료방법은 식품
의약품안전청허가사항에서 나올 수 없다

3 환자에 따른 치료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용법용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허가된 용법요량을 사
용하는 것은 잘못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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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0. 현재수가에 대한 동의정도 비교                      

연구대상자특성 N 평균±표준편차 t 값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6.4±8.9 0.0

혈액종양내과외 13 16.6±8.8

치료분야

고형암 24 14.8±8.2 -1.9

혈액암 8 21.3±9.0

외국의임상경험

유 13 15.6±9.0 -0.5

무 19 17.1±8.7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4.3±7.2 -0.6

무 28 16.8±9.0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 15.5±9.2 -0.5

무 21 17.1±8.6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8.7±8.4 1.0

사립병원 22 15.5±8.6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3 15.3±9.1 -1.2

종합병원 9 19.5±7.3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7.3±8.6 0.5

800병상이상 17 1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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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1. 금액부분의 변화방향 (개방형설문조사결과분류자료)

전문가의견종합 항목분류

․금액의 현실화 1 상향조정

․금액의 상향조절 1

․상향조정(협의 진찰료, 주사료) 1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가이므로 금
액강향,협의진료는고난도이므로 수가상승 1

․모든 부분 의료수가의 현실화 1

․진료비상향조정주사료 상향조정 1

․금액상향조정 1

․입원료의 추가 증액이 필요함. 항암제 주사는 위험성과 정
확성 및 세심한 관찰이 요하므로 증액이 필요함 1

․항암제 주입료 상향조정 1

․기본진료료,주사료,조제료 등의 인상이 필요함 1

․진찰료,항암제주입료,조제료 등이 질적관리를 위한 적정수
가 인상이 필요함 1

․진찰료 조제료의 수가인상 1

․기본진료료인상 1

․적절한 환자치료를 위해 수가상향이 필요 1

․수가상승(원가+10%) 1

․진찰료는 인상하고 환자수 제한 1

․진료수가와 협의진찰료 상향조정 1

․협의진찰료인상,외래환자처치료인상 1

․협의진찰료인상,외래환자처치료인상 1

․협의진찰료를 초진화자만큼상승,입원환자조제료도 외래환
자조제료만큼상승, 주사료및 항암조제료 상승 1

․진찰료,항암제주입료수가상승 1

․초진진찰료,협의진찰료,항암제주입료등을 상향조정 1

․진찰료증액: 감기환자보다 진료가 어려운데 수가가 같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 아닌가 1

․협의진찰료와 초진료 인상 1

․현재 적정 2 현재적정

․전문가인 종양내과의사가 처방한 경우 금액의 차등을 두
어야함. 주사료의 상향조정필요 3 차등수가

․항암제 주입 수가 상향조정 일반의료진(예:일반의사 혹은 
전문의)와 종양전문의료진(예:혈액종양 전문의)의 처방권 
및 진료권 범위의 차등 적용이 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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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2.  별도보상수가항목(개방형설문조사결과 기술자료)

응답자 별도보상수가항목 비고

1 암환자관리료,항암화학요법환자관리료

2 고혈압,당뇨환자와 달리 진료시간이 많이 
소모되므로 암환자관리료 신설요함

3 항암제 주사시 전문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수가신설

4 협의진료는고난도이므로 수가상승(수가종류
부분 응답 아님)항암화학요법환자관리료

5 정신관리료,면담료

6 암환자관리료, 암환자상담료, 소아암환자특
별관리료

7 암환자관리료, 항암화학요법환자관리료

8 항암제투여에 따른 의사의 관리에 따른 항
목 추가, 항암제 투여관리료

9 암환자관리료, 항암화학요법환자관리료

10 항암제 처방관련수가 신설

11
항암제 주입료를 시간을 가산하여 적절한 
가산수가가 되어야 함. 항암환자관리료가 
필요

항암환자관리료가 필요하나 진료
기록등으로 관리료를 판단한다면 
기록할 시간이 없는 현실에 비춰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12 기술료, 판독료 등 무형부문에 대한 수가가 
강화되어야 함

13 외래처치료관리료수가신설: 외래투약권장을 
위해

14 암환자입원관리료추가신설

15 정신과처럼 상담부붐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
므로 암환자에 대한 상담료를 신설

16 암환자관리료, 항암화학요법환자관리료

17
암환자, 화학요법하 환자교육료(중심정맥카
테터관리,격리환자관리, 환자 및 보호자 교
육 등)

18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상담료(전화상담도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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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항암제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동의정도 비교   단위: 평균순위합±표준편차

연구대상자특성 N 투여기간 부분관해의 정의
부분관해의 정의

(종양제거후)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6.5±9.6 17.6±9.5 14.7±9.1

혈액종양내과외 13 16.5±8.2 14.9±7.8 19.2±8.6

t값 0.0 0.8 -1.4

치료분야

고형암 24 15.5±8.6 17.6±9.3 16.2±8.7

혈액암 8 19.2±10.1 13.2±6.6 17.5±10.3

t값 -1.0 1.2 -0.4

외국의임상경험

유 13 14.5±8.6 16.8±9.2 15.2±8.8

무 19 17.9±9.2 16.3±8.8 17.4±9.3

t값 -1.1 0.2 -0.7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3.3±5.3 9.0±7.2 15.9±9.1

무 28 16.9±9.4 17.6±8.6 16.5±9.2

t값 -0.7 -1.9 -0.2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 19.1±9.9 20.4±8.9 16.4±9.8

무 21 15.2±8.4 14.5±8.3 16.5±8.8

t값 1.2 1.9 0.0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3.7±10.1 20.5±8.0 15.5±10.5

사립병원 22 17.8±8.4 14.9±8.7 17.0±8.4

t값 -1.2 1.8 -0.4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3 17.7±9.6 15.5±9.3 15.5±9.1

종합병원 9 13.5±6.7 19.1±7.3 19.2±8.5

t값 1.2 -1.1 -1.1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3.4±7.8 16.0±8.5 17.3±9.2

800병상이상 17 19.3±9.2 17.0±9.3 15.8±9.1

t값 -1.9 -0.3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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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4. 항암제 보험세부인정기준 일반원칙개선의견

                                              (개방형설문조사결과분류자료)

전문가의견종합 항목분류

․병의 안정기 경우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면 추가치료 가능하
도록 1 병의 안정기에 

항암제 투여지속

․병의 안정기라도 환자반응에 따른 투여기간을 정하여야 한
다. 1

․기본적6차인정은 세계어느나라에도 없는 기준이며 항암제 
투여후 병의 안정만 보여도 보험급여를 하여야 한다 1

․종양의 크기 및 전이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도 포함 1

․병이 진행되기전까지 투여가능(S/D도 보험인정) 1

․환자에 대한 투약기간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48% 감소한 
경우 부분관해가 아니므로6차만 인정함이 상식인지, 오히려 
부분관해에 이르지 못한 환자의 경우 투약중단이 더 부담

1

․기간은 반응을보이거나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계속인정 1

․6차까지로 정함은 필요없는 항암제 투여를 유발함. 2~3차투
여후 반응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투여여부를 전문의가 판단
하며 S/D도 보험적용해야 함

1과3

․투여기간을 6회로 정하지 말고 병의 진행이 확인되는 경우
로 하여야하며 2주기마다 검사를 요함 2 반응평가결과에 

의한 결정

․종양제거시 PR에 대한 기준변화, 임상연구에 근거한 투여기
간을 정해야함 2

․반응을보인다면 9회를 초과하더라도 치료중단이 어렵다 2

․Tumor marker 검사상 호전으로 2~3개월 투여기간 연장 2

․치료반응결과는 전문의가 결정함이 타당 3 치료전문가결정 
요함

․항암제투여기간에 대한 결정은 의사와 환자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3

․치료반응결과는 전문의가 결정함이 타당 3

․투여여부는 원칙적으로 전문의료인이 전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임 3

․투여기간,반응에 따른 투여여부는 전문의사가 정하여야 함 3

․투여횟수는 치료전문가에게 맡긴다 3

․투여기간을 늘려야 하며 필요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환
자부담을 허용해야 함 3

․부분관해는 학리에서 쓰이는 말이고 법조항에 넣음은 무리, 
재발시 response duration이 길었다면 재치료가능 4 휴약후 재사용 

인정요함

․부분관해로 6회치료후 일정기간이 지난뒤 질환의 진행시 최
초 사용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현재 불가능) 4

․종양에 따라 투여기간이 획일적으로 정함은 문제 5 인위적인 투약기간
문제

․담도암과 췌장암의 경우는 관해로만 질병의 호전을 판단 할 
수 없음 5

․인위적인투약기간을 정할사항이 아님 5

․투여기간 또는 횟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5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보조화학요법에 대하여 고가의 항암
제 사용은 제한이 필요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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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 약제별 세부인정기준개선의견(개방형설문조사결과 분류자료)

전문가의견종합 항목분류

․항암제의 효과보고를 법으로 정하지 못하여 치료를 제한 
할수 없음. 입증된 항암제치료를 빨리 투여 할수 있도록해
야함, 전문가집단의 정의가 필요

1 허가사항범위외 
약제투여가능 요함

․FL을 대장암에 국한하지 말아야 함, 엘록사틴의 3주요법
인정이 필요 1

․외국의 기준을 받아들여 서양에는 드물지만 우리나라에 
비교적 흔한 암(예담도암)에 사용 할 약제가 거의 없다. 외
국 좋은 연구결과를 신속히 적용함이 거의 불가능하다

1

․탁솔제제에 대한 비뇨기계투여인정이 필요 1

․투여방법까지 정함은 부적절, 전문가의견 존중 2 치료전문의 결정에 
따른 투여가능 요함

․약제의 선택은 비용보다 암치료효과면에서 접근함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약제의 선택은 담당의사가 우선되어야 함 2

․치료전문의의 결정에 따라야함 2

․전문의사에 의해 처방투여함이 필수적임 2

․항암면역요법제나 Thymomodulin등 상대적으로 효과가 불
분명한 약제는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함 3 전반적 재검토요함

․임상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급여 필요 4
임상시험약제 보험

급여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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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6.  허가용임상시험의 보험적용 동의 정도비교  단위: 평균순위합±표준편차

연구대상자특성 N 평균±표준편차 t 값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7.8±8.4 1.5

혈액종양내과외 12 13.1±8.7

치료분야

고형암 24 15.2±8.6 -1.0

혈액암 7 18.8±9.0

외국의임상경험

유 12 13.5±9.5 -1.3

무 19 17.6±8.0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5.8±10.9 -0.1

무 27 16.0±8.5

질병분과소위원회활동

유 11 17.5±8.5 0.7

무 20 15.2±8.9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7.7±7.9 0.8

사립병원 21 15.2±9.1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3 17.3±9.2 1.3

종합병원 8 12.8±6.8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5.1±7.1 -0.6

800병상이상 16 16.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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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7. 허가용임상시험의 항목별 보험적용범위 동의정도비교 

                                                  단위: 평균순위합±표준편차

연구대상자특성 N
임상시험

약제

약제제외한 

제반비용

부작용 및 

합병증

치료비용

제약회사

제공범위외 

비용

전문진료과목

혈액종양내과 19 14.0±8.6 16.5±8.8 16.1±8.8 16.8±7.8

혈액종양내과외 12 19.3±7.9 15.2±9.3 15.9±9.2 14.7±10.3

t값 -1.8 0.4 0.1 0.7

치료분야

고형암 24 16.0±8.7 16.7±9.3 17.1±9.0 16.8±8.9

혈액암 7 16.1±9.1 13.6±7.2 12.2±7.2 13.4±8.1

t값 -0.1 0.8 1.3 0.9

외국의임상경험

유 12 16.0±8.7 16.0±9.9 15.3±10.3 16.8±9.8

무 19 16.0±8.9 16.0±8.4 16.5±8.0 15.5±8.2

 t값 0.0 0.0 -0.4 0.4

진료비심사위원경력

유 4 16.1±10.5 18.8±10.6 17.0±10.6 18.0±11.4

무 27 16.0±8.6 15.6±8.7 15.9±8.7 15.7±8.5

 t값 0.0 0.7 0.2 0.5

질병분과소위원회

유 11 13.8±8.5 17.2±7.4 16.6±8.5 16.8±7.4

무 20 17.2±8.7 15.3±9.6 15.7±9.2 15.6±9.5

 t값 -1.0 0.6 0.3 0.4

설립형태

국공립병원 10 13.6±7.1 16.6±9.8 18.2±9.4 15.4±9.0

종합병원 21 17.1±9.2 15.7±8.6 14.9±8.5 16.2±8.8

t값 -1.1 0.3 1.0 -0.3

요양기관의 종류

종합전문요양기관 22 16.1±9.7 17.3±8.5 17.1±8.8 17.8±8.5

종합병원 9 15.7±5.6 12.9±9.4 13.3±8.8 11.5±8.0

t값 0.1 1.2 1.1 1.9

병상수

800병상미만 15 18.6±6.9 17.5±9.4 17.8±9.0 16.8±9.4

800병상이상 16 13.6±9.7 14.6±8.4 14.3±6.3 15.2±8.2

t값 1.6 0.9 1.1 0.5



- 120 -

부표 28.  허가용임상시험에 관한 의견(개방형설문조사결과분류자료)

전문가의견종합 항목분류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의 이득이 있으므로 기타 제반비용
을 국가에서 부담 1 찬성

․기초연구에 비하여 임상연구에 지원이 없음 1

․암은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하면 사망하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움을 주어야함 1

․임상시험은 환자개인과 저문의 모두에게 희생과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제약회사가 국가가 적극적으
로 지원해야 한다 

1

․신약의 임상시험에 대하여 약제는 회사제공이 타당하나 
부대비용은 환자를 우한 것이므로 보험적용이 되어야 한다 1

․임상시험도 치료의 일환이므로 약은 제약회사가 제공하지
만 그외비용은 보험적용해야함 1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1

․제약회사의 이익을 목표로 하므로 모두적용 할 수 없다그
러나 합병증의 경우 대부분일반적인 항암제와 동일한 부작
용이므로 보험급여해야 한다

1

․외국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위해 1

․임상시험protocol이 합리적이면 임상시험자체도 치료로 인
정함이 옳다 1

․임상시험 관련비용은 가급적 시험을 주도하는 회사가 책
임져야 함 2 반대

․제약회사 부담이 원칙이라고 판단됨 2

․제약회사주도의 무분별한 임상시험을 제한하고 임상시험
에 대한 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야 함 2

․임상시험약제는 효능효과가 입증된것이 아니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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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9.  연구자주도형임상시험에 관한 의견(개방형설문조사결과분류자료)

전문가의견종합 항목분류

․연구자주도형이 환자에게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제를 포함한 비용을 국가부담 1 찬성

․임상시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함 1

․기초연구에 비하여 임상연구에 지원이 없음 1

․암은 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하면 사망하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도움을 주어야함 1

․학문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지원요망 1

․어자피 환자치료목적이므로 1

․외국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위해 1

․약은 제약사부담이 바람직 1

․합리적인 연구자의 약제선택은 일반적인 치료와 크게 다
를바가 없다 1

․치료의 발전을 위해 연구자주도임상시험으로 이루어졌으
며 이는 임상시험이긴 하지만 환자치료를 의한 것이므로 
당연히 보험적용해야 

1

․환자치료의 발전은 연구자주도의 임상시험을 통해 발전해
야하고 있고 치료에 일환이므로 1

․제약회사 약품기증은 제한되어 있으며 임상시험을 환자부
담을 경감하며 실시하기 위함 1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치료발전을 도모하기위해 1

․임상시험의 활성화 및 임상시험참여환자에 대한 부담경감 1

․임상연구의 활성화, 임상시험약제중 보험인정을 받은 약제
는 용량스케쥴이 다른 경우 보험급여하여야 함,이외는보험
적용불가

1

․임상시험이후 효능이 검증된경우 보험적용이 되어야 함 2 반대

․연구자 개인의 목적으로 진행되는연구는 보험인정 할 수 
없음 2

․임상시험약제는 효능효과가 입증된것이 아니므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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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0. 항암화학요법 관련 재정의 효율적관리 및 분배방안

                                               (개방형설문조사결과분류자료)

전문가의견 항목분류

․향후 암환자관리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항암제를 사용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종양내과 의사로 제한하여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
록 해야 함

1 관리 치료의사제한

․무분별한 투약 및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일부 전문가 
집단에게 약물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됨. 이후 사용에 대
한 문제점 발생시 전문가 집단을 상대로 상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

․항암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위해 전문의만이 처방하도록하여야 함 1

․현재는 항암제사용을 모든의사가 시행할 수있어관리가 용법용량을 제한
할수 밖에 없음항암제 사용은 전문의사에게 맡기고용법용량의 범위안에
서 요양급여를 인정함이 타당. 제한항생제처럼신약,고가의항암제는 효능
효과가 완전하지 안흥므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에게 협진의뢰하여 사용
하게 한다

1

․보험공단자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절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 할 수 있
는 의사의 자격제한 1

․항암제를 사용하는 집단의 정의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야 한다 1

․100/100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함. 그러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위해 반드시 학문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 적정사용허가

․항암제사용의 판단을 위한 전문가가 종양내과의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이 의료비절
감을 유도할 수 있는 방편이 될수 있음. 유럽의 경우 소화기암은 소화기
내가의사가 일본의 경우 위암의 경우 외과의사가 주도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함

3 현실적인 
치료자 인정

․신약(현재 PMS를 진행하는 약)들은 유보항암재로 분류하여 종양내과의
사의 처방에다르도록엄격하게 제한해야함 4 항암제분류적용

․국가재정확대 5 분배 재원의 확충

․제약회사의 기금조성과 사 암보험을 혜택의 확대가 필요 5

․선진국수준에 치료를 시향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의 시정이 요구되며 
1차진료(감기 배탈 관절염 등)에 보험재정이 고갈된다고 생각되므로 본
인부담을 중가해야 함

5

5․암환자의 보험재원을 별도구성하여 관리 및 분배

․전체적인 보험료를인상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만성질환이나 암환의 사용
약제를 보험급여하지 않음은 가혹한 행위이다 5

․환자의 개인부담이나 사보험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다 5
․재정의 안정은 보험금인상 국고지원으로 해결해야 하며 합리적인 치료
를 저해해서는 잃는 것이 많다 5

․경비가 많이 드는 곳에 분배요함 6 중증질환지원

․단순질병의 보험급여수준을 낮추고 항암제 급여수준을 높인다 6

․우선적으로 암환자치료와 관련된사항을 우선적으로 사용 6

․감기에 대한 보험적용보다 생사가 걸린 중병의 치료에 적극적인 보험적
용이 필요하다 6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증증질환위주의 보험적용을 해야 함 6

․경증질환의 환자본인부담상승,증증질환이 환자본인부담 낮추기 6

․입원외래환자진료비 본인부담률 동일화, 감기등의 경증질환을 본인부담 6

․경증질환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중증질환의 많은 부분을 보험재정으로 
충당함이 바람직 6

․전문가에 의한 심사가 필요함 7 기타 기타

․환자자신의 선택권이 우선되고 외국에 유출되는 치료비용을 국내에서 
의료 및 치료적차원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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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imbursement principles of 

medical insurance for anti-cancer drugs

Min-Deul-Le Chang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oung-Hum Yu, M.D., Dr.P.H.)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imbursement 

principles of medical insurance for anti-cancer drugs in Korea. It 

suggests the way of improvement health insurance system through 

conducting and analyzing questionnaire survey to doctors who are in 

charge of medical treatment to cancer patients and make a prescription 

of anti-cancer drugs in general hospital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number of patients who gave prescriptions of  

anti-cancer drugs was 160.6 per month and 65.8% of chemotheraphy 

patients wer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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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re than 96.8% of the doctors are making a prescription of 

anti-cancer drugs which are not covered by Health insurace and 

without coverage from Health insurance most patients have coverage 

from other sources like followings; individual payment (72.5), partial 

coverage from Health insurance (12.8), use of sponsored drugs(8.7), 

cost reduction of consultation fee(6.0).

3. The cut back percentage of claimed reimbursement of anti-cancer 

drugs is 23.4% and the insurer sustains only 19.8% per subjections.

4. All of the respondents agree with the necessity of increasing the 

Health insurace coverage of anti-cancer drug. Also it is necessary to 

reduce burden of patients regarding the anti-cancer medical treatment 

expenses. 

5. They dont agre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including the total 

number of anti-cancer drug administration and the current adopting 

procedure of the new anti-cancer drug which finished clinical trials.

6. They also agree with the necessity of medical insurance coverage for 

the Investigator Iniciated Clinical Trials.

7. Even though the characterestics of the responden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opinions were very similar to the subjects.

Since the current reimbursement principles of Health insurance for 

anti-cancer drugs follows KFDA regulations and permission principles 

more than medical experts opinion, it is difficult to provide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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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s to the cancer patients and reimburse the cancer patients for 

medical expenses.

Therefore, it is needed to improve the reimbursement principles of 

medical insurance for anti-cancer drugs, and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would be follows.

□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treatment guidelines by medical 

association.

□ Support to clinical trials as a way of medical treatments.

□ Consideration of medical expenses and Health insurance finance 

regarding the duties and rights of medical treatments.

Further study is also required for the factors influencing medical 

treatment expenses for cancer patients, proper compensation for 

expenses of medical centers and the quality of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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