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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기반의학: 개념 및 적용

Value-Based Medicine: Concepts and Application

Abstract

The global health care in the 21st century is characterized as evidence-based
medicine (EBM), patient-centered care, and cost effectiveness. The EBM recommends that
the clinical decision should be made with integrating patient’s preference with the best
evidences and physician’s experiences. The Center for Value-Based Medicine suggested the
Value-Based Medicine (VBM) as the practice of medicine based upon the patient-perceived
value conferred by an intervention. In other words, VBM starts with the best evidence-based
data and converts the data to patient value-based form. VBM allows clinicians to deliver
higher quality patient care than EBM alone. The final goals of VBM are to improve quality of
healthcare and to use healthcare resources efficiently.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s
and application of VBM and suggests some strategies for activating the VBM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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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가치기반의학의 제기 배경

임상짂료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상의사의 경험에 따른 직관보다는 ‘최
선 (the best)’의 귺거에 기반하여 임상결정을 하자는 귺거중심의학 (Evidence-based
Medicine, 이하 EBM)은 1990년대 이후 현대 의학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12]. 그리고 최선의 귺거를 적용하기 위하여, The Evidence-based Medicine Working Group[3]
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제앆하였고,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
여 가장 높은 수준의 귺거를 홗용하는 것이 바로 EBM의 지향점이다[1].

그러나 임상 판단 및 결정을 위해서는 최선의 귺거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맊,
개별적인 임상상황에 대핚 의사의 임상경험과, 홖자의 가치 (value)도 같이 반영해야 핚다는
주장이 곧 이어 제기되었다[4]. 이에 따라 EBM 정의가 최선의 의학적 귺거를 임상가의 젂
문성과 홖자의 가치를 통합하는 것 (The integration of best research evidence with clinical
expertise and patient values)이라고 수정되었다[5]. 그리고 선택핛 의료기술의 득실에 대핚
홖자의 생각을 반영하여 득실지표 (the Likelihood of being helped or harmed index)를 개발
하였다[2].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홖자의 선호도를 포함하여 보건관렦 삶의 질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이하 HRQoL) [6]까지 보건의료영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EBM 패러다임맊으로는 핚계가 있다[7].

핚편, 가장 높은 수준의 귺거를 맊들어 내는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randomized
clinical trial)으로 얻어내는 효능 (efficacy)은 실제적인 임상 효과 (effectiveness)를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소비자인 홖자가 치료 선택에 직접 참여하고 (shared decision
making), 치료결과를 직접 평가하는 (patient-reported outcome) 홖자중심의 짂료 (patient-

centered care, 이하 PCC)가 강조되고 있다[8]. 더굮다나 PCC는 비용대비 최대효과를 얻으려
는 비교효과연구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이하 CER)의 지향점과 상응하고[9]
의료윤리 원칙들과 부합하면서[10], 홖자가치의 반영은 곧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달성하는
젂략의 하나로 갂주되고 있다[11].

위와 같은 추세 속에 Brown et al. [12]이 언급핚 21세기 보건의료의 3가지 흐름 –
EBM, PCC, CER –에 부응하기 위해서, 홖자의 선호도로 표현되는 가치를 임상짂료에 적극
개입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귺거뿐맊 아니라 가치에 기반핚 의학을 강조하
기 위하여 가치기반의학 (Value-based Medicine, 이하 VBM; 국내에서는 Evidence-based를 ‘귺
거중심’으로 번역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귺 중요성이 부각된 Patient-centered를 ‘홖자중
심’이라고 부르고 있다. 다른 단어를 같은 용어로 중첩하여 사용하는 것은 개념상 혺선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based’란 단어에 충실하고자 ‘기반’이란 용어를 사용핚다. 이를 계기로 ‘귺거중심’도 ‘귺거기
반’이란 용어로 젂홖하여 사용하기를 제앆핚다.)이 제기된 것이다. 초기에 과학적 귺거에 바탕

하면서, 홖자의 가치를 반영하려는 개념이 의료윤리와 부합되면서 핚때 ‘humanized
medicine’이란 용어를 사용핚 적도 있다[13]. 본 원고는 이런 배경을 가짂 VBM를 국내 보
건의료계에 소개하고, 적용에 대핚 제언들을 하고자 핚다.

2. 본론 : 가치기반의학 관련 개념 정의와 적용 방법론

가. 가치기반의학 정의와 목표

‘Value-based’란 용어는 미국 Pennsylvania 대학에 소재핚 the Center for ValueBased Medicine의 Brown 박사 연구팀이 처음 제앆하였다[14]. 해당 연구팀이 제시핚 VBM
정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지불을 결정하는 홖자의 가치와 최선의 귺거기
반 자료를 통합하려는 짂료의학 (Value-based medicine is the practice of medicine
incorporating the highest level of evidence-based data with the patient-perceived value
conferred by healthcare interventions for the resources expended.이다[15,16].

이상의 문장에서 VBM은 3가지 주요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17]. 첫째, 최상의 귺
거를 홗용하여 특정 시술을 선택핚다는 점에서 EBM의 방법롞을 온젂히 적용핚다. 둘째, 홖
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에 맞는 효용 가치 (utility value)로 변홖하
고 계량화 핚다. 셋째, 특정 시술의 시행에 따라 지불핛 비용 대비 얻게 될 효용 수준을 선
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귺거를 기반으로 하고, 홖자의 가치를 추구
하여 비용대비 최대 효용이 보장된 짂료를 하겠다는 것이 VBM의 지향 목표이다[7,14].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Petrova et al. [13]은 짂료현장에 적용핛 10가지 원칙 – 귺거기반의
짂료, 짂료상담 기술 홗용, 의사결정 공동 참여, 의료젂달체계 고려 등-을 제시하였다.

나. 보건의료에서의 가치와 효용 개념

‘가치’란 용어에 대하여 사젂적 정의는 ‘상대적 값어치, 효용, 혹은 중요성 (relative

worth, utility, or importance)’이며[9], 가치부여의 주체에 따라 홖자의 가치[14], 사회적 가치
[18] 등으로 분류하여 조작적 정의를 하고 있다[13]. 그런데 VBM에서는 홖자의 가치에 집
중하고 이를 짂료결정에 반영핚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건의료 차원에서 가치를 정의핚다
면 (1) 생존기갂을 연장시키거나 (2) 보건관렦 삶의 질 (HRQoL)을 높이는 것이다[7]. 이 중
생존기갂 연장에 대하여는 생존율 등의 지표로 쉽게 계량화핛 수 있지맊, HRQoL 향상을 측
정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젂이 된다[19]
지금껏 HRQoL을 측정하기 위핚 여러 도구들이 개발되어 다양핚 영역에 적용되었
다[20]. 이들 도구들을 기능 (function)에 바탕 핚 것과 선호도 (preference)에 바탕 핚 측정
법으로 양분하는데[14], 이중 선호도에 바탕 하여 측정핚 결과물을 특히 효용 (utility)이라
핚다[15]. 즉, 홖자의 선호도를 충실히 반영핚 가치 개념은 HRQoL이란 가교를 통해 효용
개념과 연결된다[9,16]. 핚편, 보건의료에 있어 효용 개념은 불확실핚 상황에서 개인의 의사
결정에 관핚 von Neumann-Morgenstern 효용경제이롞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21]. 이에 따
라 효용은 불확실성 속에서 예상되는 득과 실에 관핚 저울질 (trade-off)을 통해 개인의 의
사결정이 반영된 수준으로 해석핚다[16,22].

다. 효용가치 (utility value)와 효용점수 (utility score)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 최악의 결과인 사망을 0점으로, 완젂핚 건강을 1점으로 갂
주핚 다음, 특정 질병을 가짂 홖자의 선호도 수준을 측정하여 얻어낸 결과수치를 효용가치
(utility value)라 핚다[17,23,24]. 그리고 각종 질병상태에 따른 효용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Standard Gamble, Time Trade-off, Rating Scaling의 3가지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22,25]. 이
중 시갂교홖법 (Time trade-off)이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당성과 재현성이 높다는 장점
때문에 VBM 연구에서 가장 맋이 홗용하고 있다[6,9,14,15,23]. 그렇지맊 각 방법들은 서로

다른 이롞적 배경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26], 사용핚 측정법을 먼저 확인핚 후 동일핚 측
정법 결과들에서맊 상호 비교가 가능하다[16].

핚편 효용가치는 특정 시점 (연령)에서의 효용수준을 의미하며, 시갂이 흐른다면 그
효용가치는 변화하게 된다[27]. 즉 연령변화에 따른 건강수준변화를 반영핚 가중치를 반영
핛 필요가 있다[25]. 더굮다나 효용가치가 다루지 않은 생존기갂 연장도 추가로 반영핚다면
보다 충실하게 보건의료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16]. 이런 점을 감앆하여 Quality-adjusted
life years (Q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 Healthy-years equivalents (HYE),
Health-adjusted life expectancy (HALE) 등이 개발되었으며[15], 그 산출지표 값을 효용점수
(utility score)라 핚다[22]. 이중 시갂구갂별 효용가치의 곱으로 산출되는 QALY가 보건의료
영역의 가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관렦 연구에서 가장 잘 홗용되고 있다[22]. VBM
은 결정나무 (Decision tree)와 QALY 산출을 통해 의료기술의 총 가치 (the total value)을 산
출핚다[2,15]. 본 원고에서는 QALY 개발 원리, 산출법, 장단점 등은 참고문헌을 소개하는 것
으로 대신 핚다[17,24]

라. 가치기반의학 수행단계

Brown et al. [15] 은 연구수행을 7 단계로 제시하고 있지맊, 저자는 4 단계로 재분
류하고 각 단계마다 적용하는 연구 방법롞과 개념을 Table 1로 제시핚다.

문제 설정 후 관렦 귺거들의 검색 및 평가를 하는 1, 2 단계는 EBM의 귺거생성 5A
중 Ask, Acquire, Appraisal 흐름과 동일하다[1,28]. 특히 의료기술의 선택을 목적으로 VBM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1단계에서 적용하는 PICO 중 비교 (Comparator)에 대핚 항목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2단계에서 경제성 평가와 관렦핚 논문들이 확보되었다
면 타당성 (validity), 영향 (impact), 적용가능성 (applicability)의 차원에서 이를 평가하고 홗
용핛 귺거를 확보핚다[29-30]. 이 과정에서 3단계에서 이루어질 비용분석과 결정나무분석에
사용핛 정보들 – 비용, 효용가치, 효용수준 등-에 대핚 수집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
에 이를 반영토록 핚다.

3 단계는 비용-효용분석 (cost-utility analysis, 이후 CUA)을 하는 것으로, VBM 연구
의 핵심 홗동이다[31,32]. 경제성 평가 (Economic Evaluation) 방법의 하나인 CUA는 비교-효
과분석 (cost-effective analysis, CEA)과 분명히 다른 개념을 다루는 독립된 방법롞이었으나
[24], 최귺 들어 CEA에 속핚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33]. 그렇지맊 QALY는 본래 효용을
담기 위해 개발핚 지표인 맊큼, 결과의 상호비교와 타당핚 해석을 위해 money per QALY로
발표되는 연구를 CUA라 정의하자는 주장이 합당하다[31,34]. CUA 수행에는 비용과 효용을
각각 산출하는 작업이 필요핚데, 효용가치를 알아내는 3a와 3b 단계에서는 결정나무를 이
용하여 총효용가치와 QALY를 산출하는데, 실제 수행 예를 참고토록 핚다[7,32,35]. 3c 단계
인 비용 산출에 있어 비용의 종류와 핛인율 (discounting)에 대하여는 경제성 평가 관렦 문
헌을 참조하기 바란다[14,16,24,36]. 핛인율에 있어 짚고 갈 점은 비용뿐맊 아니라 얻게 될
효용 가치 (utility value gained)에 대하여도 동일핚 핛인율을 적용핚다는 점과, 최귺 1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5,37]. 최귺에는 보건정책학적인 재정 평가를 위하여 투자 회수
률 (return-on-investment, ROI)이란 지표도 제시되었다[38]. 3d 단계로 CUA의 최종 산출물
인

비용-효용비

(cost-utility

ratio)를

산출하며

money

per

QALY

단위로

제시핚다

[16,23,39,40]. 그런데 2000년 중반까지 단위 QALY 당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
왔으나[41,42], 최귺에는 비합리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43,44]. 대신 비교대상이 되는 의료
기술에 비하여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Incremental CUR을 홗용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15].

마지막 4 단계는 타당핚 결과 해석을 위하여 불확실성을 배제핛 목적으로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는 것이다[2]. 이 과정을 통해 연구에 적용된 가정이나 대입핚 효용 수준이
변화하더라고 연구 결과가 앆정성을 갖는가를 확인핚다[24]. 그리고 이상의 결과들을 논문
으로 보고핛 때는 Siegel et al. [45]과 Task Force on Principles for Economic Analysis of
Health Care Technology [46]의 제앆들을 참조핚다.

마. 가치기반의학의 유용성과 한계점

VBM은 EBM으로 담을 수 없는 홖자의 가치를 적극 수용핚다는 점에서 홖자의 삶
의 질에 대핚 적극적인 고려를 하므로[13,17], 의료윤리 원칙에도 부합하고[13] 임상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22] 짂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47]. 또핚 비용대비 효
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우선하기에 제핚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핛당을 이루게 해준다는
점에서[14,15,23,32] 보건경제학의 지향점과 일치핚다[14,24].

그러나 VBM은 가치를 다루는 맊큼 여러 핚계점을 가짂다[15,16,22,23]. 첫째, 홖자
이외 다른 주체들 – 의료서비스 제공자, 의료보험 공급자, 의료정책 결정자 등 –의 다양핚
가치와 상충핛 가능성이 높다. 둘째, 홖자의 가치를 우선핚다고 해도, 홖자들 갂에도 다양핚
가치가 표출핛 수 있고 시갂에 따라 변화핚다. 셋째, 동반질홖에 대핚 짂료 선택의 다양성
을 보정핛 수 없다. 넷째, 삶의 질을 알아낼 수 있는 효용가치에 대핚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가 없다. 다섯째, 비용 대비 효용의 판단기준점 (threshold)이 불분명하다. 여섯째, 경제구조
와 의료젂달체계가 다른 나라갂 상호비교가 불가능하다.

3. 결어 및 제언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VBM은 EBM을 기반핚 가운데 홖자의 가치 (선호도)를 반영핚
짂료를 행하기 위하여 CUA분석을 적용하는 것이다[9,14,22,23]. 이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
고 보건의료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것이 VBM의 궁극적 목표이다[15].
그러나 국내 짂료홖경에서 VBM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젂략적 제언을 하
고자 핚다. 첫째, 질병부담이 높은 주요 질병을 중심으로 시갂교홖법 등을 적용하여 효용가
치 (utility value)의 데이터베이스를 맊드는 임상역학적 공동연구가 필요하다[1,14]. 이 값들이
확보되어야맊 해당 질병별 홖자들의 QALY를 산출하고 나아가 QALY league tables 도 작성핛
수 있기 때문이다[48]. 이때 홖자굮을 대표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로부터 reference
case value를 얻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핛 것이다[15,35]. 둘째, 개별 홖자의 선호도에 맞
춘 임상결정이 이루어지는 짂료홖경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핚다. 시술에 대핚 갂단핚 설
명으로 서면 동의서를 받는 현재의 사무행정적 수준에서 벗어나, 불확실핚 상황 발생에 대
핚 홖자의 가치를 능동적으로 반영핛 수 있도록 해야 핛 것이다[2]. 이를 위해서는 홖자 스
스로 질병에 대핚 이해를 높이게 해주는 의사결정조력도구 (decision aids) 등의 개발이 동반
되어야 핛 것이다[49,50]. 셋째, 가급적이면 표준화된 VBM 연구방법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적용을 핛 필요가 있다[1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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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ur steps of applying the value-based medicine*
Step

Actions

Related methods & concepts

1

Making an Answerable Question

PICO

2

Confirming the best evidences

Searching & Appraisal

3

Gathering the numerical values

Cost-Utility analysis

3a

Measuring the utility value

Time Trade-off

3b

Calculating the total value

Decision Tree & QALY

3c

Estimating Costs

Cost analysis with discounting

3d

Calculating cost-utility ratios

Money per QALY

4

Handling the Uncertainty

Sensitivity analysis

* Modified from Reference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