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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similars are a cost-effective alternative to their originator biologics with the potential to increase access to
biological medicine and provide savings to the health care system. Currently, in Korea, there are few data on physicians’
perceptions of biosimilars and reasons for either prescribing biosimilars or no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levels
of prescribing experiences, perceptions, and willingness to prescribe biosimilars among specialist physicians in Korea.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30 to August 10, 2018. Responses were obtained from 200 healthcare professionals
across the specialties of rheumatology, dermatology, gastroenterology, medical oncology, and surgical oncology. Most
respondents (91.5%) had experience prescribing original biologics and 56.5% had experience in prescribing biosimilars.
The main reasons for prescribing biosimilars were cost advantages and confidence in the efficacy and safety of biosimilars.
Respondents showed positive views on biosimilars, with 71.5 and 83% confidence in interchangeability, efficacy, and
safety of biosimilars, but less confidence in switching from an originator biologic to a biosimila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strategy for promoting biosimilar market entry could be prepared to enhance social benefits.
Keywords biosimilar, physician, perception, attitude

서 론(Introduction)

동시에 약품비 상승을 억제하고자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을 촉진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IMS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되고 있

부터 2020년 동안 특허가 종료되는 8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

으며, 의약품은 진단된 질병의 치료와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

일당 치료비용을 20% 낮출 경우 유럽5개국과 미국에서의 보건

고 있다. 신약 개발로 인해 중증질환의 치료와 환자의 삶의 질

의료재정 50억 유로(EUR 50 billion)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동시에 재정적인 부담과 접근성

전망된다.4)
국내에서는 2012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허가한 이후

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10년 간(2008~2018) FDA 승인
을 받은 신약 중 바이오신약의 비율이 30.1%로 바이오신약의

2019년 10월까지 총 9개 성분에 대해 21개의 바이오시밀러 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1) 기존의 화합물 의약품보다 투약 비

품이 허가되었다. 국외에서는 유럽은 2006년, 미국은 2016년 첫

용이 높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의 매출 또한 지

번째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한 이후 2020년 7월 기준으로 총 18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3)

개 성분, 67개 제품이 유럽에서 허가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1개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품질,

성분, 28개 제품이 허가되었다.5,6)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규모는

안전성, 효능 면에서 매우 유사한 의약품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주요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권

활용은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

이 종료되면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과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

안으로 제시된다. 국제사회에서는 향상된 의료기술을 활용함과

대된다. 2015-2025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

#

오시밀러의 개발과 시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7) 세계

오의약품의 대부분이 항체의약품으로, 앞으로 항체의약품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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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장 내에서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치료군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또한
해당 치료군에 속한 약이 45, 40%로 다수를 차지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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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Research Methods)

바이오의약품은 대부분의 국가가 상품명 처방을 권고하고 있
어, 의사의 처방 결정이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국외에서는 의사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439

조사대상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과 처방 의향, 처방 경험 등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2018년 5월 기준으로 허가된 바이오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미국의 전문의 대상 조사에서는 바이

시밀러 15개 제품의 7개 성분 중 5개의 성분 트라스트주맙, 인

오시밀러의 안전성,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슐린글라진, 인플릭시맵, 에타너셉트, 리툭시맙을 선정하여 관련

의 비율이 높았으나, 피부과 및 관절류마티스 전문의는 혈액종

된 진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

양내과, 종양외과, 신경과, 소화기내과의 전문의보다 안전성에

다. 선정된 의약품의 적응증이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대해 우려하는 경향이 더 컸다9). 뉴질랜드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척추염, 건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유방암, 림프종 등임을 고

한 연구에서는 바이오시밀러의 안전성, 효과성, 제조의 측면에

려하여 조사 대상자의 전문 과목을 관절 류머티스내과, 피부과,

서 대부분의 전문의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변경 처방에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종양외과로, 소속 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부정적으로

종합병원으로 한정하였다.

인식하는 비율 또한 낮지 않았으며(28%) 부정적 인식에 대한 주
요 이유로 효과가 부족할 수 있는 위험과 임상 데이터의 부족

조사방법

등을 언급하였다.10) 벨기에의 류마티스 전문의 대상 조사에서는

조사 전문 업체를 통하여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바이오시밀러의 안전성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보다 낮을 수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표본은 200명으로 구성하고 통

있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대체 가능성(interchangeability)에 대해

계청의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 및 의사현황과 전문과목별 전문

미국의 피부과 전문의 대상의 연구에

의 인력현황을 고려하여 진료 분야, 종별, 지역별 표본 수를 할

서는 62.9%가 바이오시밀러에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당하고 선정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서도 신뢰도가 낮았다.

11)

영국의 의료 전

전문업체가 보유한 의사 패널을 활용하여 근무 병원과 전문 과

문가 대상으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목을 고려하여 추출한 대상자 725명에게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신규 환자 대상의 처방보다 기존 환자 대상으로 변경 처방을 하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

는 경우(swiching)에 대해 우려한다는 보고가 있었다.13) 국외 선

중 200명의 응답을 받았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

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은 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받았다(제2018-32호).

대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고 응답하였다.

12)

네릭 의약품에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바이오시밀
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는 않은 상황이며, 안전
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나 진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해외의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개발하

9,13,17)

료과 별로 인식에 대한 차이가 보고되어 왔다. 또한, 대체 가능

였으며, 주요 내용은 바이오시밀러 처방 경험, 제네릭의약품과

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기존에 오리지널 바이오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의향으로 구성

의약품을 사용하던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로 변경하여 처방하

하였다.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경험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오리

는 것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시밀러

지널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처방 경험이 있는지를 질

에 대한 의사의 인식을 시장 진입 초기와 2년 뒤에 조사한 유

문하고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거나 처방하지 않은 이유를 선택

럽지역 선행연구에서는 처방 경험이 증가하면서 대체 가능성에

하도록 하였다. 처방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바이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우려는

오시밀러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현황 표를 제시하고, ‘귀하

감소하는 인식 변화를 보고하였다.14) 아시아에서도 염증성 장질

는 다음 표에 있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를 처방

환 학회 중심으로 유사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바이오시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방해보신 경험이 있는 오리지널

러의 활용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음과 함께 응답자 중 바이오시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를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

밀러 처방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바이오시밀러를 신뢰하는 응답

고 질문하여 보기 중 의약품을 선택한 경우 처방경험 ‘있음’으

이 높음을 보고하였다.15,16)

로, 없음을 선택한 경우 처방경험 ‘없음’으로 정의하였다. 이 중

국내에서도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의 제품 수와 시장 규모가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처방해 본 응답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증가함에 따라 의사의 인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아직 국

처방해보셨다면,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신 이유를 최대 3개까지

내에서는 의사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택해 주십시오’에 대해 10가지 보기 중 선택하여 응답하게 하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였으며, 온라인 조사 진행시 보기의 순서가 무작위로 제시되도

진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과 처

록 하였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처방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대

방 경험, 처방 의향을 조사하였다.

상으로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처방하신 경험이 없다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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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신 이유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에 대해 12

(25.5%)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

가지 보기 중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바이오시밀러의 인

의 취득 후 진료 경력은 4년 미만인 경우가 15명(7.5%), 5~9년

식과 관련해서는 대체가능성, 효과, 안전성에 대하여 응답자가

인 경우가 40명(20%), 10~14년인 경우가 64명(32%), 15~19년인

동의하는 정도를 묻고 비교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서

경우가 40명(20%), 20년 이상인 경우가 41명(20.5%)으로 5년 이

도 동일하게 질문하였다. ‘임상에서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상의 진료 경력에서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진료과는 관

의약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상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절 류머티스내과 50명(25%), 피부과 30명(15%), 소화기내과 30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임상에서

명(15%), 종양내과 70명(35%), 종양외과 20명(10%)으로 분포하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였다. 근무하는 병원의 유형은 상급종합병원이 110명(55%), 종

없다’, ‘임상에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효과

합병원이 90명(45%)이었으며 근무 지역은 서울 70명(35%), 경

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임상에서 제네릭 의약품은 오리

기 39명(19.5%), 부산20명(10.0%), 대전 14명(6.5%), 대구 11명

지널 의약품과 안전성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임상에서 바

(5.5%), 인천10명(5.0%) 등이었다(Table 1).

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안전성에서 의미있는 차
이가 없다’라는 각각의 문구에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처방 경험

였다. 동의 여부에 대한 선택지는 매우 동의한다, 동의한다, 동

응답자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경

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로 제시하였다.

험을 조사한 결과,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처방해 본 경험이

바이오시밀러 처방 의향과 관련해서는 변경 처방 의향, 신규 처

있는 사람은 총 183명(91.5%),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한 경험이

방 의향, 가격 수준에 따른 처방 의향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

있는 사람은 113명(56.5%)이었고, 111명(55.5%)이 바이오시밀러

다. 변경 처방 의향은 ‘귀하께서 진료하시는 질환에 대해 바이

와 바이오의약품을 모두 처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오시밀러가 있거나 개발될 경우, 오리지널바이오의약품을 사용

72명(36.5%)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만 처방해 보았으며, 바이

하던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로 변경하여 처방하실 의향이 있으

오시밀러만 처방해 본 응답자는 2명(1.0%), 오리지널 바이오의

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

약품과 바이오시밀러를 모두 처방해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15

우 그렇지 않다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신규 처방 의향

명(7.5%)이었다(Table 2). 응답자의 특성별 처방 경험을 살펴보

은 ‘귀하께서 진료하시는 질환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있거나

면 연령이 많고, 진료경력이 길수록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경험

개발될 경우, 신규 환자에게 이를 처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 비율이 높았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 소속인

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자가(62.7%) 종합병원 소속의 응답자 보다(48.9%) 바이오시

응답하게 하였다. 가격 수준에 따른 처방 의향은 ‘바이오시밀러

밀러 처방을 경험한 비율이 14% 포인트 가량 높았다.

의 가격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대비 아래와 같은 수준이 된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해 본 응답자 113명을 대상으로 ‘바이오

다면, 귀하께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밀러 제품을 처방해 보셨다면,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신 이유

라는 질문에 대해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

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문항을 통해 바이오시밀

품 가격 대비 90% 수준, 80% 수준, 70% 수준, 60% 수준, 50%

러를 처방한 이유를 설문하였다. 응답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 대

수준일 때에 대해 각각 1) 처방의향이 있다 2) 처방의향이 없다

비 약가가 저렴하여’를 선택한 응답자가 89명(78.8%)이었고, 다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음으로는 ‘제품의 효과, 안전성을 신뢰하여’를 54명(47.8%)이,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활용하였으며,

‘임상에서 바이오시밀러의 효능, 안전성을 평가해 보기 위해’를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

45명(39.8%)이 선택하였다.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해 본 경험이 없

였다.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진료경력 등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다고 응답한 87명을 대상으로 처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바

특성과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처방 경험과 그

이오시밀러 제품을 처방하신 경험이 없다면, 처방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바이오시밀러 및

이유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

제네릭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빈도분석과 함께 카이제곱검정

과 ‘원래 사용하던 약을 바꿀 필요가 없어서’를 54명(62.1%)이,

을 실시하였다. 대체가능성, 효과, 안전성 각 측면에서 바이오시

‘근무하는 병원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취급하지 않아서’를 52명

밀러와 제네릭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59.8%)이, ‘제품의 효과,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려워서’를 31명

바이오시밀러의 신규 처방 및 변경 처방 의향에 대해서는 빈도

(35.6%)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가가 저렴하지 않아서’를

분석과 함께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26명(29.9%)이 선택하였다.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이유와 처방하
지 않은 이유 모두에서 약가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주요한 이

결 과(Results)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총 200명의 응답자 중 남성이 149명(74.5%), 여성이 51명
Vol. 64, No. 6, 2020

유로 나타났다(Table 3).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
의사는 바이오시밀러의 처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10)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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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s

Type of hospital

Total

Tertiary hospital

Gender

Age

Years of practice as a
specialist

Specialty

General hospital

N

%

N

%

N

%

Male

149

74.5

84

76.4

65

72.2

Female

51

25.5

26

23.6

25

27.8

Under 39 years

42

21.0

25

22.7

17

18.9

40~49 years

106

53.0

53

48.2

53

58.9

50~59 years

46

23.0

29

26.4

17

18.9

Over 60 years

6

3.0

3

2.7

3

3.3

Under 4 years

15

7.5

10

9.1

5

5.6

5~9 years

40

20.0

22

20.0

18

20.0

10~14 years

64

32.0

25

22.7

39

43.3

15~19 years

40

20.0

28

25.5

12

13.3

Over 20 years

41

20.5

25

22.7

16

17.8

Rheumatology

50

25.0

25

22.7

25

27.8

Dermatology

30

15.0

15

13.6

15

16.7

Gastroenterology

30

15.0

15

13.6

15

16.7

Medical Oncology

70

35.0

35

31.8

35

38.9

Surgical Oncology
Total

20

10.0

20

18.2

0

0.0

200

100.0

110

100.0

90

100.0

Table 2. Respondents’ experience of prescribing originator biologic/biosimilar
Have you prescribed biosimilar?
Question

Have you prescribed originator biologic?

Yes

No

p-value

Total

N

%

N

%

N

%

Yes

111

55.5

72

36.0

183

91.5

No

2

1.0

15

7.5

17

8.5

Total

113

56.5

87

43.5

200

100

0.0001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이 처방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

약품과 안전성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제네릭

로 대체가능성, 효과, 안전성 등의 주요 측면에 대한 인식을 조

의약품에서는 9.5%가 매우 동의하였고,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사하였다.

12.5%가 매우 동의하였다.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제네릭에

임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

서는 68%, 바이오시밀러에서는 71.5%여서 안전성에 대한 인식

해 제네릭 의약품에서는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13.5%인데 비해

또한 바이오시밀러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바이오시밀러에서는 17.0%로 더 높았다. 매우 동의와 동의를 동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Table 4).

의하는 편으로 볼 때, 바이오시밀러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83%의 응답자가, 제네릭 의약품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84.5%
의 응답자가 동의하였으며,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

바이오시밀러 처방 의향
바이오시밀러는 고분자 화합물인 생물의약품의 특성상 오리

지 않았다(p<0.001). 임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에서 의미

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였지만

있는 차이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네릭 의약품은 매우 동의한

동일한 물질이 아니므로,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서의 변경 처

다는 응답이 11.5%, 바이오시밀러는 14.5%였으며 동의하는 편

방(swiching)이 의료진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중 하나

이라는 응답은 제네릭에서 70.5%, 바이오시밀러에서 75.5%로 바

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고려하여 본 설문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의 처방 의향을 조사하기 위해 기존 환자에 대한 변경 처방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임상에서 오리지널 의

향과 새로운 환자에 대한 처방 의향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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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in reasons for prescribing or not prescribing
biosimilar: Respondents were asked to select up to 3 reasons for
their prescription experience
Question

Reasons

지널 바이오의약품 대비 바이오시밀러의 약가 수준을 50~90%
범위에서 제시하여 질문하였다. 바이오시밀러의 약가가 오리지
널 대비 90% 수준일 때는 15%의 응답자가 처방 의향이 있다

N

%

고 응답하였고, 80%인 경우 30.5%가, 70%인 경우 70%가 처방

Cost advantage

89

78.8

의향이 있었다. 60%인 경우에는 87.5%가, 50%인 경우는 대다

Confidence in efficacy and safety

54

47.8

수인 96.5%가 처방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오리지널 바이오의약

To evaluate efficacy and safety

45

39.8

품 대비 가격 수준이 70% 이하로 떨어질 때 처방 의향이 극적

Promotional activities

34

30.1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

24

21.2

16

14.2

14

12.4

Supportive hospital administration

8

7.1

본 연구에서는 관절 류머티스내과, 피부과, 소화기내과, 종양

Incentive for prescribing biosimilar

1

0.9

내과, 종양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경험,

What are your Trust towards manufacturer
main reasons
Peers’ opinions
for prescribing
biosimilar? Patient’s preference

고 찰(Discussion)

1

0.9

인식, 처방 의향을 조사하였다. 바이오시밀러의 처방을 경험한

113

100.0

비율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 처방을 경험한 비율보다 낮았고,

No need to switch drugs

54

62.1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는 경우와 처방하지 않는 경우 모두에서

No biosimilar in the hospital
formulary

52

59.8

Concerns for efficacy and safety

31

35.6

에 대한 신뢰 다음으로는 임상에서 바이오시밀러의 효능과 안

Inadequate cost savings

26

29.9

전성을 평가해보기 위해라는 응답 또한 40%가량으로 많았는데

What are the Insufficient promotional activities
main reasons No available biosimilar marketed
you have not
Peers’ opinions
prescribed
biosimilar? Unsupportive hospital administration

11

12.6

이는 바이오시밀러가 새로 등장한 약이고, 의사 입장에서는 근

11

12.6

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약회사의

5

5.8

마케팅(30.1%), 제조회사에 대한 신뢰(21.2%)도 주요 이유로 나

Others
Total

가격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안전성, 효과성)가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한 이유 중 가격과 효과, 안전성

4

4.6

타나 바이오시밀러의 처방에는 제약회사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Lack of trust in manufacturer

3

3.5

확인하였다. 처방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원래 사용하던 약을 바

Patient’s anxiety

2

2.3

꿀 필요가 없어서(62.1%), 근무하는 병원에서 바이오시밀러를 취

Lack of incentive for prescribing biosimilar

1

1.2

급하지 않아서(59.8%) 등의 이유가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신

Others

1

1.2

뢰하기 어려워서(35.6%)보다 주요 이유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

100.0

이오시밀러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이외에 처방

Total

87

가능한 바이오시밀러가 개발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2.6%로
나타나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충분히 진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하던 환자의 처방을 바이오시

있다.

밀러로 변경할 의향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3명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은 제네릭 의약품에 비해 대체가능

(11.5%), 그렇다는 응답이 110명(55.0%)으로 133명(66.5%)이 긍

성, 효과, 안전성 모두에서 긍정적이었으나, 모르겠다는 응답 또

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신규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의

한 더 많았다. 본 조사결과 바이오시밀러의 효과에 대해서는

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29명(14.5%)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

75%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71.5%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뉴질

하였고 131명(65.5%)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160명(80%)이 긍정

랜드의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안

적으로 응답하였다. 변경 처방과 신규 처방에 대한 처방 의향의

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과 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Table 5).

사한 추이를 보였다.10) 바이오시밀러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의료진의 특성에 따른 변경 처방 의향 및 신규 처방 의향을

긍정적인 인식은 제네릭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의 부정적

분석한 결과, 연령, 진료경력, 진료 과목의 분포가 변경 처방 의

인 인식과 비교해볼 수 있다. 미국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

향과 통계적으로 연관이 있었다.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사용

연구에서는 제네릭의 효과에 대해서는 23.5%가, 품질에 대해서

하던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로 변경하여 처방할 의향은 연령이

는 50%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인

높을수록, 진료경력이 길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진료과

식하는 경향이 보고되었으며,18)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의사

별로는 종양 외과,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피부과, 관절 류머티

들이 10년 미만 경력의 의사보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더 많이 처

스내과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한국의 제네릭 의약품 처방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수준에 따른 처방의향을 조사하기 위해 오리
Vol. 64, No. 6, 2020

선행연구에서는 종합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제네릭 처방 경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태도

443

Table 4. Level of agreement with the equivalence of biosimilar/generic to its originator in terms of interchangeability, efficacy, and
safety
Equivalence to originator
biosimilar
Interchangeability
generic
biosimilar
Efficacy
generic
biosimilar
Safety
generic

Strongly agree

Agree

Disagree

Total1)

Strongly disagree Don’t know

p-value2)

34

132

21

5

8

200

17.0%

66.0%

10.5%

2.5%

4.0%

100.0%

27

142

23

6

2

200

13.5%

71.0%

11.5%

3.0%

1.0%

100.0%

29

122

35

5

9

200

14.5%

61.0%

17.5%

2.5%

4.5%

100.0%

23

118

45

10

4

200

11.5%

59.0%

22.5%

5.0%

2.0%

100.0%

25

118

40

4

13

200

12.5%

59.0%

20.0%

2.0%

6.5%

100.0%

19

117

49

5

10

200

9.5%

58.5%

24.5%

2.5%

5.0%

100.0%

<0.0001

<0.0001

<0.0001

The frequency analysis result presents the results of a total of 200 respondents including ‘Don’t know’
The chi-square analysis was performed by grouping each response into two categories (agree, disagree-including don’t know)

1)
2)

Table 5. Willingness to switch to biosimilar for existing patients or to prescribe biosimilar for new patients
Very likely

Likely

Unlikely

Very unlikely

N

%

N

%

N

%

N

%

Switching to biosimilar for existing patients

23

11.5

110

55.0

59

29.5

8

4.0

Prescribing biosimilar for new patients

29

14.5

131

65.5

35

17.5

5

2.5

p-value1)
<0.0001

1)

The chi-square analysis was performed by grouping each response into two categories (likely, unlikely)

였다. 제네릭 의약품에 관한 선행 연구와 비교할 때 이 연구의
조사결과는 의사의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에 대한 인식에서 차
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급종합병원 소속의 응답자 중 바이오
시밀러를 처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62.7%으로 종합병원 소속
응답자 중 처방 경험자 48.9% 보다 많았고, 처방 의향 또한 상
급종합병원 소속의 응답자가 종합병원 소속의 응답자보다 소폭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처방 경향은 바이오시밀
러는 대체로 잘 알려진 제조사에서 생산하며, 허가를 위해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고, 국내에 판매중인 바이오시밀러는 미국과
Fig. 1. Likelihood of prescribing biosimilar, by biosimilar price
relative to originator price.

유럽 등 해외에서도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기는
하나 모른다는 답변이 많은 것은 이 약물들에 대한 근거가 더
필요하고,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향이 낮음을 보고하였으며20) 질적면담 결과 개원의사 집단의 경

환자 상황별 처방 의향 측면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사용

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하던 환자의 처방을 바이오시밀러로 변경할 의향에(66.5%) 비해

봉직의사 집단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효능 차이가 크지 않으나,

신규 환자에게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의향이(80%) 더 높게 나

특정 약에서 효능이나 효과, 부작용 등에 있어 차이를 느꼈다고

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상 오리지널 바이

언급하기도 하였다.21)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물질이 일치하지 않기에, 대체 가능

을 연구한 Dunne SS 등22)은 의사의 인식이 인도, 중국 등의 제

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충분한 경험이 없으므

네릭 의약품 생산자에 대한 신뢰 부족, 동등성에 대한 의심, 오

로 주의해서 접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도

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개인적 선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

기존 환자 대상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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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10) 기존 환자 대상의 변

가격 수준과 본인부담금의 크기, 치료 적응증 등에 의해 달라질

경 처방보다 신규 환자 대상의 처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진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의 오리지널 제품은 화합물의약품으로서

료과별 처방의향의 차이가 있음을 본 조사의 결과와 유사하게

바이오의약품에 비해 가격 수준이 낮으므로, 제네릭 의약품의

보고하였다.

상대적인 약가 인하가 의약품 사용에 미치는 영향도 바이오시

13,23)

바이오의약품은 고가 의약품이 많은 특성이 있으므로, 바이오

밀러에서와 다를 것이다. 국내 약가 정책에서 제네릭 의약품도

시밀러의 진입에 따른 약가 인하가 의약품 사용에서 갖는 의미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 약가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추후 제

가 크다. 이 연구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상대적인 가격 수준에 따

네릭 의약품의 상대적인 가격 수준에 따른 처방 의향을 조사하

른 처방 의향을 설문한 결과,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이 오리지널

는 것은 제네릭 의약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전략 측면에서 의

제품의 70%인 지점에서 처방 의향이 극적으로 높아져 응답자

미가 있을 것이다.

의 70%가 처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바이오시밀러의 가

이 연구에서는 전문의 대상 설문조사를 계획하면서 대표성을

격은 미국의 전문의들이 안전성, 효과성과 대체가능성 다음으로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근무 지역과 의료기관

알고싶어한 영역이었고,9) 벨기에의 류머티스성 관절염 환자와

의 종류 등을 고려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선정을

의사 대상의 연구 결과 다수의 환자는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

위해 의사 패널을 활용하였고 이 중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전문

러 중 선호하는 것이 없으며 의사의 선택을 신뢰하고, 의사는

의의 의견만을 조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가격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선호도가 다르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전문의들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식과 처

적절한 바이오시밀러 가격의 범위에 대하서는 미

방 의향을 조사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바이

국의 경우 바이오시밀러의 약가가 오리지널에 비해 25% 저렴

오시밀러에 대한 국내 의사들의 인식과 처방 경험, 처방 의향에

하다면 응답자의 77%가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겠다고 응답하였

대한 본 연구의 조사 결과는 향후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으며,24) 우크라이나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의 사용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

이 20~30% 정도여야 한다는 응답이 4.9%, 30~40%는 26.9%,

는 데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게 나타났다.

11)

40~50%는 40.2%, 50% 이상이라는 의견은 28%이었다.17) 선행연
구에서 제시한 바이오시밀러의 적정 가격 범위와 가격 탄력성
은 국가별 건강보장제도와 의약품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해석

결 론(Conclusion)

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여부에는 환자의

바이오 의약기술의 발전으로 주요 질환 치료제에서 바이오의

선택보다 의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며, 의사의 처방

약품이 빠르게 증가해왔고, 이들 제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바

의향이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에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도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

국내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은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과 거

지널 바이오의약품과 경쟁을 통해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

의 차이가 없다. 2018년도 1분기 기준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약가

이고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는 오리지널 제품 가격의 85~9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

국내 의사들은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

이오시밀러의 동일 성분 시장 침투율은 2017년 4분기까지 5%

고 있으나, 아직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 제한적이어서 바이오시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25) 건강보험 약가정책에서는 바이오시밀

밀러의 사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의 바이오시밀러

러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 동일 가격 원칙을 적용하고 있

처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오리지널 대비 가격 수

다. 그러나 기업이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준과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신뢰로 나타났다. 바이오시밀러 제

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조사

품이 증가하고 의사들의 처방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바이오시

결과 의사들은 바이오시밀러의 가격이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의

밀러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은 변화할 수 있으며, 추후 연구를

90% 수준일 때 15%만이 처방 의향을 보인 반면, 70%일 때는

통해 인식 변화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처방 의향이 70%로 높아졌다.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처방 의향
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나, 의사는
처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이므로 가격 수준에 따른 처
방 의향의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기업은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침투율을 높이기 위한 가격 전략 수립 시, 바이오시밀러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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