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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대한민국과 OECD 회원국의 건강지표 비교

OECD는 회원국, 후보 및 협력국의 인구 건강 및 보건 시스템 성과에 대한 주요 지표를
분석하여 국가별 국민의 건강 상태, 건강 추구 행동, 보건서비스의 품질과 접근법, 건강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등을 조사. OECD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동향을 발견

OECD는 36개 회원국 및 후보국·협력국 인구의 건강 및 보건 시스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80개의 주요 지표를 분석
Ÿ 분석 결과, △만성질환·정신질환의 증가 △조기사망률을 늘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흡연,
음주, 비만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환자 자가보고 시스템 정착의 중요성
△국가의 효과적인 보건 지출이 요구된다는 다섯 가지 동향을 발견

[만성질환·정신질환의 증가]
OECD 회원국 인구의 평균 기대 수명은 81세로, 최근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기대 수명 증가율이 완만해지고 있는 추세
Ÿ 비만·당뇨병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심장병·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 또한 늘어나는 추세
Ÿ 노령 인구의 인플루엔자, 폐렴와 같은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 역시 기대 수명 감소의 원인
Ÿ OECD 회원국 인구 3명 중 한 명은 심혈관질환(심장마비, 뇌졸중 등)으로 사망했으며,
4명 중 한 명은 암으로 사망
Ÿ OECD 평균에 의하면 성인 10명 중 1명(9%)은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임금이 낮은 국가일수록 자신의 건강을 낮게 평가
- 한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의 경우 15%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의 경우 4%로 낮은 편
- 성인의 3분의 1 가량이 두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정신 질환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이 일생 동안 정신 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드러남
Ÿ 일부 국가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opioid) 위기로 인해 많은 노동인구 성인들이 약물중독으로 사망
- 마약성 진통제 사망자는 2011년 이후 약 20% 증가했으며, 미국에서만 40만 명이
사망하고, 캐나다, 에스토니아, 스웨덴도 사망률이 높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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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사망을 높이는 흡연·음주·비만·대기오염]
건강을 해치는 생활습관인 흡연·음주·비만은 만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며, 생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악화
Ÿ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성인의 18%는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드러남
- 한국의 경우 흡연율은 17.5%로, 남성 흡연율 31.6%에 여성 흡연율 3.5%
Ÿ 알코올 소비량의 경우, OECD 국가 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평균 9리터로 이는 와인 100병에
해당하며, 성인의 4%는 알코올에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남
- 한국의 경우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8.7리터로 평균과 비슷한 수치
Ÿ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56%의 성인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며, 어린이(5-9세)의 3분의 1 또한 과체중
- OECD 평균에 비해 비만율이 낮은 국가는 한국(33.7%), 일본(25.9%), 스위스(41.8%)
- OECD 평균에 비해 비만율이 높은 국가는 칠레(74.2%), 멕시코(72.5%), 미국(71%),
핀란드(67.6%), 포르투갈(67.6%), 뉴질랜드(66.6%)

대기오염은 환경문제일 뿐만 아니라 조기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건강 문제 중 하나
Ÿ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 평균은 10만 명당 40명으로, OECD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60년이면 6~9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예측
- 라트비아, 헝가리, 리투아니아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80명의 사망자를 기록
-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15명의 사망자를 기록
- 한국은 10만 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치
- 중국과 인도의 경우 사망자 수는 1만 명당 140명 수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소득층일수록 낮아]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Ÿ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는 주 요인으로는 △높은 비용 부담 △서비스의 묵시적 할당(implicit
rationing)을 통해서 혹은 혜택 패키지(benefit packages)에서 제외 등이 있으며, 그 외 요인으로
△건강 리터러시* 제한 △불완전한 소통 전략 △저품질의 케어 등이 있음
* 환자의 건강 혹은 보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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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조사결과, 95% 이상의 인구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OECD 국가는 칠레, 에스토니아,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미국 등 7개
Ÿ 인구범위 이외에도 보편적 의료 서비스에 중요한 것은 비용 분담으로,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모든 의료비용의 4분의 3을 정부 혹은 의무건강보험제도가 부담
- 단, 멕시코, 라트비아, 한국의 경우 정부·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은 60% 미만
- 멕시코의 경우 지난 10년간 인구 범위 및 비용분담 비율을 크게 개선
Ÿ 의사를 만나야하는 성인 5명 중 1명은 의사를 만나지 않았으며, 저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은 더
나빠지는 것으로 드러남
- 저소득층이 의료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치료를 지연하거나 찾지 않을 경우는 부유층보다
3배 이상 높음
Ÿ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무료 검사 프로그램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일수록 암 검사
활용률은 낮음
- 의료비 가구 부담 비율의 평균치는 전체 건강 지출의 5분의 1 수준으로, 라트비아와
멕시코의 경우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
Ÿ 비용분담 외에도 대기 시간이나 교통 문제로 인하여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데, 칠레,
에스토니아, 폴란드의 무릎인공관절수술(knee replacement)의 경우 대기 시간이 1년을 초과

[환자 자가보고 시스템 정착의 중요성]
안전성과 효과성등 의료 서비스의 품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환자가 보고하는 결과와
경험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
Ÿ 환자 안전과 관련한 많은 지표들이 향상되었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
- OECD 입원 환자의 5%는 의료서비스 이용 도중 감염을 경험
Ÿ 인구의 건강을 유지하고 병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강력한 1차 의료시스템이 필요
-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스웨덴을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방지할 수 있는
만성 질환 환자 입원 수가 감소
Ÿ 급성 환자 치료의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줄었지만, 향후 급성환자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증거 기반 의약품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
- 급성환자치료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인 급성심근경색(acute myocardial infarction)
사망률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
- 급성심근경색 판정 후 30일 이내 사망률 측정 결과 멕시코가 가장 높았으며(100명당 28명 사망),
라트비아, 일본, 한국, 에스토니아의 경우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편(OECD 평균 6.9%, 한국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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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4% 미만)
Ÿ 예방 의학, 근치적 치료(curative care)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암에 대한 생존율도 향상
- OECD 국가에서 유방암 조기진단을 받은 여성의 경우 5년 이상 암 생존율이 90% 이상
Ÿ 환자에게 치료 경험 및 결과를 묻는 환자 자가보고 시스템은 정착되어나가야한다고 진단
- 인공고관절치환수술(hip replacement)을 받은 환자의 자가보고를 반영한 결과,
이동성, 활동, 자기관리, 통증, 우울증 등을 종합한 환자의 삶의 질이 평균 약 20%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국가의 효과적인 보건 지출의 필요성]
국가의 평균 보건 지출비용을 줄이는 의료 개혁 방안을 소개
Ÿ 국가의 평균 보건 지출 비용은 1인당 약 4천 달러 수준
- 미국의 경우 GDP의 16.9%에 해당하는 1인당 1만 달러 이상으로, 이는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출
- 유럽, 호주, 뉴질랜드, 칠레, 한국의 경우 보건 지출이 GDP의 8~10%이며, 보건 지출이
가장 적은 국가는 터키로 GDP의 4.2%를 기록
Ÿ 국가의 보건 지출과 기대 수명은 정비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36개국 기준 OECD 평균보다 더 많은 보건비를 지출한 17개국은 기대수명이
평균치보다 높은데 비해, 적게 지출한 10개국은 기대수명도 낮음
- 단, 이탈리아, 한국, 포르투갈, 스페인, 슬로베니아, 그리스, 이스라엘, 뉴질랜드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보건비용을 지출하고도 기대수명이 높으며, 미국의 경우 OECD 평균치보다 높은
보건비를 지출하면서 기대수명은 평균치보다 낮은 유일한 국가
Ÿ 경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
- OECD는 △제네릭(generic)* 의약품의 사용 증가 △주간 수술 증가 △입원 기간 단축 등의
방안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고 조언
* 신약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동일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복제 의약품

[OECD, Health at a Glance 2019, 2019.11.]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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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치료의약품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지침

EU 집행위원회는 ‘Regulation (EC) No 1394/2007 제4조’에 의거해 첨단치료의약품(ATMPs) 관련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지침을 수립. 지침은 △임상시험 설계 △임상시험용 ATMP의 품질
△임상시험 실행의 안전성 △연구 대상자 및 투약절차에 대한 업스트림 개입 △추적가능성 △샘플 보유
△연구 대상자 보호 △안전 보고 △모니터링 등

EU 내에서 실행되는 임상시험의 경우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 준수는 의무
Ÿ ‘Regulation (EC) No 1394/2007 제4조’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첨단치료의약품(ATMP)에
국한된 GCP 지침을 별도 수립
* 따라서 동 지침은 첨단치료의약품 외 기타 의약품의 임상실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Ÿ 더불어 참고할만한 자료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의 GCP 지침이며, 이 또한
첨단치료 의약품에 적용 가능

[임상시험용 ATMPs의 품질]
임상시험용 ATMPs는 첨단치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
(Commission Guidelines) C(2017) 7694’에 부합해야 함
Ÿ (인체조직 및 세포) ATMPs에 인체조직 및 세포가 함유되어 있을 경우, 연구의약품서류(IMPD)에
다음 두 가지 확증이 필요
- 출발 물질(starting materials)로 사용된 조직 및 세포의 기증·조달·시험이 ‘Directive
2004/23/EC6’ 또는 ‘Directive 2002/98/EC7’에 부합했다는 확증
- ATMPs에 함유된 조직 및 세포를 ‘기증⇆제조⇆-임상시험용 제품 투약’ 과정에서 양방향으로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는 확증
Ÿ (의료장비) ATMPs 장비는 활성물질의 일부 또는 용기‧마개 시스템 같은 기능 등을 의미
- 이와 관련해 연구의약품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장비의 특징·성능·용도에 대한 정보
△의료장비 관련 법규

‘Regulation (EU) No 2017/745’에 제시된 안정성 및 성능

요구조건을 준수했는지의 여부
Ÿ (재구성) 임상시험용 ATMP의 투약 전 재구성(reconstitution)이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
의뢰자는 재구성 프로세스 상세 지침이 투약 예정지에 확실히 전달되게 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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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의 안전성]
EU 집행위는 안전한 임상시험 실행을 위해 제품 정보, 임상시험용 ATMPs 처리,
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수립
Ÿ (제품 정보) 임상시험자자료집(IB)에 포함시킬 내용은 △투약 절차 관련 리스크 등의 제품
리스크 정보 △전염, 면역원성(immunogenicity), 악성변형(malignant transformation) 등
장단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안전 관련 이슈
- 그 외 요구되는 정보로는, △과거에 받았던 치료의 잠재적 파급효과 △특정 질병으로
인해 추가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가져올 잠재적 결과 등
Ÿ (임상시험용 ATMP 처리) 임상시험자자료집에 제품 처리, 차폐시설(containment), 폐기(disposal)와
관련된 상세 정보의 수록이 반드시 필요
- 정보의 수위는 리스크에 상응해야 하며, 일례로 ATMP에 함유된 박테리아 벡터(vector)의
유출 소지가 있다면 관련 리스크 및 예방책을 관리자에게 전달해야 함
Ÿ (리스크 최소화 방안) 임상시험자자료집에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임상시험용 ATMP를 투여받은 임상시험 대상자(이하 ‘연구 대상자’)가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CRS)’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연구자는 환자 치료 전에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
* 사이토카인방출 증후군(cytokine release syndrome)은 암세포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 단시간 내 대량 방출되면서 저혈압 또는 발열 증상을 일으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현상

[업스트림 개입]
연구 대상자 및 투약 절차에 대한 ‘업스트림 개입(upstream intervention)’이 필요
* ‘업스트림 개입’은 모든 그룹을 대상으로 문제 예방에 집중하는 방식을 뜻하며, 이와 상반된 개념으로 ‘다운스트림
개입(downstream intervention)’은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특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방식

Ÿ (연구 대상자)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및 투약에 앞서 환자에게서 조직과 세포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의료적 개입이 요구됨
- 다시 말해, 세포는 보통 ‘백혈구성분채집술(leukapheresis)’을 통해 수집되지만 방법적 측면에서
응용(adaptation)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처럼 임상시험관리 표준에서 벗어날 경우
환자는 그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
Ÿ (투약 절차) 또한 투약절차에 있어서 임상시험관리 표준에서 벗어날 경우, 투약 관련
상세 지침을 임상시험계획서(protocol) 혹은 임상시험자자료집에 적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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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추적가능성]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임상시험 장소에 전달해 환자 투약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있어서 추적가능성(traceability)을 보장해야 함
Ÿ 특히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인체조직 및 세포를 함유하고 있을 경우, 그 기증자로부터
제품의 피(被)투여자에 이르기까지의 추적성이 보장되어야 함
- 추적시스템은 양방향(기증자⇆연구 대상자)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임상시험 의뢰자의 역할은 △제조자가 인체조직 및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의 양방향
추적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도록 보장 △임상 연구자에게 그와 관련한 상세지침을 제공
Ÿ 추적 데이터 보존기간은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년이며,
임상시험이 유예 혹은 조기 종결된 경우에도 추적 데이터의 보존은 필수
- 제품 개발이 타 조직에 이양되었을 경우 추적 데이터도 동반 이양되는 것이 원칙

[샘플 보유]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용 제품의 양을 충분히
보유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임상시험 설명서(specification) 재확인 시 필요하기 때문
Ÿ 하지만 ATMPs에 사용되는 물질은 희소성이 있다는 고유의 한계로 인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샘플 보유가 용이하지 않으며, 따라서 샘플을 미보유하더라도 용인됨
Ÿ 한편 임상시험용 제품 샘플 보유기간은 안전성 및 유효기간에 따라 조정이 필요

[연구 대상자 보호]
ATMPs의 연구 대상자에게 제품의 유익 및 리스크와 관련해 포괄적 정보 제공이 필수
Ÿ 예를 들자면, △질병의 진단·치료를 위해 향후 다른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 및 치료 실패 리스크 △업스트림 개입 및 투약 절차 관련 리스크 △ATMPs의
불가역적 성질 △자식에게 발생 가능한 리스크 △향후 임신 포기 가능성 등

한편 장기추적 및 원격추적이 필요한 경우 연구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
Ÿ (일반 원리) 임상시험 대상자 추적의 필요성을 결정할 때 특정 ATMPs의 생물학적
활성의 지속기간을 반드시 고려사항에 포함
- 장기추적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임상시험계획서에 적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상시험
종료 후 어떤 추적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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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원격 추적) 임상시험 대상자의 거주지와 임상시험 장소와의 거리가 멀 경우 추적에 난항
- 따라서 추적 활동을 원격 실행할 경우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상세내용은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이 필수적
- 원격 실행된 추적 데이터를 임상시험 의뢰자가 수집할 경우, 디지털 툴 활용·전화·임상시험
대상자의 지역 전문의 방문 등 수집 과정에 대한 설명도 적시
Ÿ (조기중단 또는 종료)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 참여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지속적 복용을 중단할 경우, 연구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임상시험과 추적 연구에서
완전 탈퇴인지 혹은 추적 활동만 수용한다는 뜻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Ÿ (환자 주의 카드) ATMPs의 성격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환자 주의카드(patient
alert card)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카드에는 최소한 환자 이름·연구자 연락처·환자가
받은 치료 정보는 표기되어야 함

[안정성 보고]
약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ATMPs의 특정 형질과 밀접하게 연관...한편 투약 프로세스
관련 부작용 등은 약품 안전성과 관련해 특별히 고려해야 사항
Ÿ 그 외 특별 고려 사항으로는, △제품의 일부이거나 제품 적용을 위해 사용된 의료 장비
관련 부작용 △과민·면역·독성 반응 등의 예기치 않은 부작용 △효과성 부족 등 제품
실패 관련 부작용 △의무적으로 동반되는 의약품 관련 부작용 등
Ÿ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이 예견될 경우, 추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고를 장기 추적 준비의 일환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

[모니터링]
‘Regulation (EC) No 536/2014 제48조’ 및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의 GCP 지침에 의거해,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집행을 감독할 의무가 있음
Ÿ 인체조직 및 세포를 함유한 ATMPs의 경우 모니터링 활동 역시 추적가능성 요구조항에
부합해야 함
Ÿ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약 관련 수불(受拂) 기록이 임상시험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면, 해당
연구의 특정 요구조건에 부합하도록 서식의 조정이 필요
- 따라서 이러한 기록에는 해당 ATMPs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EC, GUIDELINES on Good Clinical Practice specific to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2019.10.10.]
※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해외동향을 요약한 것으로 기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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