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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희귀질환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동정적 사용제도 개선 방안

: 비교제도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희귀질환의 개발 및 인센티브 부여를 목적으로 1983년 희귀의약품

법이 입법되었고, 이와 더불어 진단 기술의 호전으로 희귀질환 환자수의 증가

하면서 제약회사는 희귀의약품 품목 개발 및 연구에 매우 적극적이다. 하지

만, 고가의 희귀의약품 개발은 정부 측면에서 보건 분야의 재정 부담과 국민 

의료비를 증가 시키는 데 큰 역할로 작용한다. 우리나라 또한 소수의 희귀질

환자를 위한 고가의 의약품에 급여 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가하는 희귀의약품의 개발 및 우리나라 도입에 따른 희귀

의약품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의약품과 관련된 국가별 의약품의 

시판 허가, 급여 전 후 단계에서 조기도입제도와 관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우

리나라와 국외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희귀의약품을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동정적 사용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심층면접은 전문의와 제약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의약품을 자체 개발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희귀의약

품 지정 및 시판허가, 급여 과정에서 외국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희

귀의약품의 지정 기준은 각 국가별 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질병의 심각성을 

공통으로 고려하여 희귀의약품을 지정한다. 의약품의 허가 및 급여 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은 희귀의약품에서는 제한점으

로 작용한다. 이는 극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 v -

할 임상 시험을 디자인하고, 결과를 도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다. 이에 우리나라는 임상시험 절차에서 희귀의약품 혹은 항암제의 임상시험

은 제 2상 임상시험자료를 제3상 임상시험자료를 갈음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포함한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의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정책을 밝혔고, 이로 인해 희귀질환의약품

은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성평가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적용

중이다. 미국은 개발단계 부터 전문위원회 집단을 구성하여 허가 및 보험급여

를 결정하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단계에서 희귀의약품을 지정하고 

약제사용 승인 후 추가적인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차후 재심사하고 있다. 호주

는  일반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 심사를 시행하고, 

급여를 위해 Life Saving Drugs Program(LSDP) 를 두고 희귀의약품의 접근성

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구 개발 단계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의약

품 개발국의 허가 이후 진행이 되며, 허가가 되어도 고가의 치료약제의 보험 

급여라는 큰 장애물을 건너뛰어야만 실제로 처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국외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허가 및 급여 결

정을 위한 자료 및 결정을 위해 선진 의약품 개발국의 결정을 많은 부분 참고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검토 기간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환자에게 

치료의약품의 접근성에 큰 장애로 작용하며 환자는 치료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시판 허가 전 동정적 사용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미국과 유럽, 호주

와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 동정적 사용은 각 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각각의 국가별 제도에 맞게 정의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종류와 주최

자, 가이드라인내용, 비용 지불, 승인여부 등이 국가별로 상이함을  확인하였

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정적 사용제도에 대해 유사한 범위로 허용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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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과 응급사용 목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정적 사용에 대

한 가이드라인은 미국, 유럽, 호주에 비해 내용이 매우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동정적사용을 진행 및 책임을 져야하는 임상의와 제약회

사측은 많은 제한점과 위험을 부담하며 조기도입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지원 가능한 조기도입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정

적사용의 시작 전에 해당 대상 질환과 적합한 환자군 선별기준 및 진행 중에 

관리 및 수집해야하는 근거자료 및 환자의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종

료 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이드라인의 재구

성 하며, 독립적인 희귀의약품 전문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확립된 가이

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와 해외의 희귀의약품 지정 및 시판 허가, 급여체

계와 시판허가 전 동정적 사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희귀질환의 심각성

을 이해하고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시판허가 전 동정적 사용을 기

존 보다 좀 더 일찍 도입 하고, 동정적 사용의 기회를 확대 실시해야할 것이

다. 이러한 동정적 사용은 정부와 제약사, 임상의의 적극적인 협업에 의해 활

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질환의 정보가 열악한 희귀질환

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와 공유하고 동정적 사용에 대한 계획을 함께 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색인어: 희귀질환, 희귀의약품, 조기 도입, 동정적사용, 조기 도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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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및 노인진료비의 증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욕구의 증가 및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보건의

료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등으로 인한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약제비의 소모 그

리고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 등으로 의료급여비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료비는 한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 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화

폐적 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민의료비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서 보건

의료정책에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며,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규모는 1970년 0.1조원에서 2013년 102.9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승 

속도는 GDP의 규모 확대 속도보다 빨라서 ‘국민의료비 대 GDP비율’은 1970

년 2.8%에서 2013년 7.2%로 급격히 상승됨이 보고되었다, 국민의료비의 건강

보험 재정은 보험료 인상의 어려움, 낮은 정부 지원 등으로 인해 적자와 흑자

를 반복하며 그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비 급여 부분뿐만 아니라 의약품은 국민 의료비 발생에 많

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포괄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소수의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희귀질환의 경우는 

고가의 약가로 인해 모든 희귀질환자가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치료의약품에 대한 보험재정을 5%로 매우 낮게 책정해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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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현실이다. 매우 극소수에게 발생하는 희귀질환은 진단이 어렵고, 

치료제가 없거나, 대체치료제가 없는 유일한 치료제로 개발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가인 희귀의약품은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 올 

것이다. 정부 또한 이러한 희귀질환 환자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고가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과중 될 수 밖 에 없다. 이런 환경에서,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희귀질환의 치료의 개발은 증가추세이며, 

희귀질환 환자들이 조속히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도록 

정부는 희귀의약품 시판 허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 보험급여단계에 희귀질환 의약품의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 해외 각국의 

희귀의약품 특별제도 및 동정적 사용에 대해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희귀질환 환자들이 조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증가하는 희귀의약품의 개발에 따라, 우리나라와 해외에서 

희귀질환 환자에게 조기에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기도입제도 즉, 시판허가를 위한 특별제도와 비급여시 사용할 수 있는 

동정적 사용을 검토 한 후, 우리나라에 희귀질환 의약품을 조기에 도입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의약품 조기도입 정책 제언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희귀질환 의약품은 소수의 환자에게 고가의 약제를 적용

하는데 있어 정부의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우리나라의 희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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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과 미국, 유럽, 호주에서의 희귀의약품의 

조기도입위해 시행해온 제도를 이론적 고찰과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하고 우리

나라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2장과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 제도는 희귀의약품 연구개

발 지원, 희귀의약품지정, 시판허가, 급여허가 전과 후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

였다. 각 분야별로 우리나라 제도 내용을 고찰하고 정책의 주요 정책을 평가

하고 미비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국내외 조기도입 제도는 관련 법령, 논문,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조사하였

다. 국가별 제도의 기본내용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조사하였고 조기도입제

도 (동정적 사용) 적용에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국가별 관련 당국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과 정책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우리나라 법령 자료로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과 약사법 및 그 하위법

규, 희귀질환 등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의약품 등 수입품목 허가

(신고)처리 절차,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 사용 가

이드라인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3년~2015년까지 발간한 희귀의약품제

도의 국가별 비교 및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주로 참고하였다. 보건복지부 

및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의약품청, 호주연방의료제품청의 공식 사이

트에서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전문가(임상의, 제약사)들과의 면대면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희귀의약품의 치료 접근성에 대한 보건제도 및 희귀의약품 조기 

도입과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과 실제 동정적 사용을 진행해 본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실제 프로그램 등의 현실에서의 제한점을 이해하고 현

실적인 차이와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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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은 아래의 전문의와 제약사 직원대상의 선정기준을 근거로 모집하였

으며 전문의 2명과 제약사 지원 3명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였다. 

전문의 

1) 전문의로서 희귀질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자, 그리고

2) 희귀 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식품 의약품 안전처와 함께 

업무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자, 혹은

3) 희귀 질환자의 치료 접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제외기준

1) 희귀질환자의 치료접근을 위한 보건 제도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이 없는 자 

제약사 직원

1) 제약사 직원으로서 희귀의약품 관련 업무( 약제급여/허가/의학부/마케

팅 등)를  3년 이상 경험한 자, 그리고

2) 희귀 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식품의품약안전처와 함께 업

무를 진행한 이력이 있는 자, 혹은

3) 희귀 질환자의 치료 접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 제외기준

1) 희귀질환자의 치료접근을 위한 보건 제도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

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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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희귀질환의약품의 조기도입제도와 동정적사용제도 

1. 희귀질환의 개념과 특징 

희귀질환의 개념은 질환의 희귀성 즉, 환자수의 규모가 매우 작은 질환이다. 

이는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을 정할 때 인구 100만 명당 약 650명에서 1,000명 사이의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2)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 2만 명 이하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구 10만 

명당 42.5명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20만 명 미만, 일본은 5

만 명 이하, 유럽의 경우는 인구 1만 명 당 5명 이하로 희귀질환 환자수를 규

정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또한 호주는 호주인구 중 2천명 이하 (1만 명당 1명 

이하)의 유병률을 가지는 질환으로 정의한다.3) 희귀난치성 질환의 유병규모

기준은 국가별로 약간씩 상이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표보면 표1과 같다. 

이 중 유전질환이 80%를 차지하며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인 쇠약을 동반하

는 중증질환의 경우가 많다고 보고된다. 알려진 희귀질환의 종류는 6천여 개

에 이르며, OECD 국가전체에 약1억 명에 이르는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

됨이 보고되었다(박실비아,2015)4).이러한 희귀질환은 대부분 유전질환으로 

그 발생이 개인의 통제에 의해 결정되지 못한다. 희귀질환은 희귀질환 진단 

시 부터 치료 약제가 없거나, 혹은 치료약제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으로 인해 심신으로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작된다. 이러한 심

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특히, 취약계

층에 대해 적절한 사회의 책임을 따라야 할 것 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치료

2)장원기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보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3)박실비아, 채수미, 호주의 Life Saving Drugs Program운영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4,4

4)박실비아, 희귀의약품 개발현황과 국가별 정책 동향, 보건사회 연구원 2015



- 6 -

약제 접근성의 제한은 대체약제가 없다는 것과 연결된다. 의약품 급여를 위한 

기준에서 흔히, 대체약제의 유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이는 의약품 자원 

투입의 결정에 중요한 이슈로 작용된다. 대부분의 희귀의약품은 대부분 개발

회사가 세계시장을 독점하여 공급하는 신약으로 출시하게 되어 매우 고가로 

판매된다. 희귀질환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을 수 있겠으나, 동일한 재정으로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급여를 결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박실비아, 박은자, 

고숙자 2010).5)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는 백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한다. 

소수의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약제의 허가용 임상시험은 대규모로 진행

하는데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의 결

과로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대체평가 방안으로,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하고, 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

게 되었다. 앞으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희귀질환의 진단이 향상되고, 치료제 

개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박실비아 박은자, 고숙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방안, 한국보건 사회연구

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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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 한국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 

상한선

75 40 11 50 42.5

국가별 

환자규모상한

선

200,000 50,000 2,000 185,000 20,000

희귀질환 

관련 정의

희귀질환 

(유병률 

기준만 

사용)

희소난치

성 

치료방법

없음, 

효능/안전

성

희귀질환  

(유병률 

기준만 

사용)

생명위협 

만성쇠약

성 

치료방법

없음

희귀난치

성 

치료방법

없음 

생명위협

표 1. 주요 국가들의 희귀난치성 질환의 유병 규모 기준6)

2. 희귀질환의약품의 지정기준 및 범위

1983년 미국에서의 희귀질환의 개발 및 인센티브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희귀

의약품법의 입법 이전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의약품이 10개에 불과하였으

나, 희귀의약품 법률이 제정된 이후 1,793개의 의약품이 개발되었다

(Seoane-Vazquez et al., 2008). 2015년 EvaluatePharma에서 Orphan drug 

2015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일본 국가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수

를 분석하였는데, 그림 1에서와 같이 미국 FDA는 2014년 대비 12% 증가한 291

개의 약제를 희귀지정 하였고, 유럽의 희귀지정약제 지정은 2013년 대비 62%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은 7%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6)Department of Health and Aged Care. The orphan drug program and improving community 

access to effective drugs for rare diseases, Camberra, Australia, 식약청,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통계청, 인구추계 자료 2000년 인구수(47,008,111명)/김재용(2002)의 글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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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미국, 유럽과 일본의 희귀질환 의약품 지정(1983-2014)

자료 출처 : Evaluatepharma 30 september 2015, 이베스트증권 

희귀의약품에 관한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반드시 그 국가 

내에서 희귀의약품을 지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어떤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인가’ 하는 지정 요소는 그 국가의 희귀의약품 

제도의 목적을 담고 있다. 즉 희귀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희귀 의약품 

제도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때,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은 그 국가에서 어떠한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추구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희귀의약품 지정요건은 희귀의약품제도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7)

미국의 희귀의약품 지정요건은 희귀의약품 제도의 본래 목적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시장 규모가 작아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인위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희귀의약품제도의 

목적이므로, 희귀의약품의 지정 요건에서도 질환의 희귀성 또는 낮은 

수익성만을 두고 있다. 설사 환자수가 많아서 시장 규모 자체가 크다 

7)박실비아 등, 희귀의약품 제도의 국가별 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 33(2), 2013, 5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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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의약품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낮은 수익성’이라는 요건은 ‘질환의 희귀성’과 제도의 목적에서 볼 때 

동일한 것이며 대체 가능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7).

유럽은 Regulation (EC) No 141/2000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희귀성의 기준을 유병률로 두고 있으며, 2000년 희귀의약품 제도 운영 

시부터 현재까지 인구 1만 명당 5명 이하의 환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환자규모가 이를 초과하더라도 제품의 시판을 통한 투자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질환의 

희귀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낮은 수익성’의 요건으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질환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으로 쇠약한 상태 

또는 심각한 만성상태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EU는 그 외에도 의료상의 

필요성 또는 의약품의 편익과 관련된 조건을 추가로 두고 있다. ‘질환의 

희귀성’ 또는 ‘낮은 수익성’이라는 앞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그 의약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되어야 하는 사회적인 미충족 필요(unmet need)가 

존재해야 한다. 즉 기존에 허가된 진단, 예방, 치료방법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제품이 더 의미 있는 편익(significant benefit)을 

줄 수 있어 야 한다.  EU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시판허가 시점에서 다시 희귀의약품 재지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여 제도상의 보호 가치가 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7)  EU에서는 

1975~1999년 동안 허가된 1,395개의 신약 중 단 13개만이(1%) 열대성 질환에 

대하여 특화된 희귀의약품이었는데, 2000년 4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40개 

의약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다(Gericke et al., 2005).

우리나라는 허가단계에서 희귀의약품을 지정해 왔으며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2013년 2월 최초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희귀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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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지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희귀의약품

의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나라의 희귀의약품 제도의 전환을 위한 시작단계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사법 제31조, 제42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8)에

서는 희귀의약품의 지정 요건으로 ‘질환의 희귀성’과 ‘의료상의 필요성’

을 가장 비중 있게 두고 있다. 환자 수 2만 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기존 의약품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 우리나라는 제품의 시장규모에 대한 제

한 규정이 있는데, 동일제제의 연간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을 각각 15억 원 이

하 및 150만 불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희귀의약품이 소수의 환자를 대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익성이 낮다는 결과적 특징을 규정으로 강제하고 있

는 것이다.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은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희귀의 약품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희

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는 근거자료 또는 희귀질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국

내·외의 명확한 입증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만, 외국에서 희귀의약품으

로 지정되었다는 근거자료 또는 희귀질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국내·외의 명

확한 입증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

한병원협회장, 한국희귀의약품센터소장 또는 해당질환 관련 대한의 학회 소속 

학회장의 희귀의약품 지정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에 합당한 근

거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제도의 특

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 제도는 외국에서 개발된 희

귀의약 품을 우리나라에 신속히 도입하여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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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미국 유럽 일본 한국 

희귀 의약품 지정 규정 ○ ○ ○ ○

질환의 희귀성 ○ ○ ○ ○

투자비용 회수 불가능 ○ ○ ○

질환의 심각성 ○

의약품 편익 ○ ○

기타 

전문가위원

회집단에게 

검토요청

개발가능성 

시장규모, 

개발계획의 

타당성

적에서 개발되었으므로, 희귀의약품 지정 및 허가심사 절차에서 자료 감면 및 

생략 등의 인센티브가 적지 않게 제공되고 있다. 이는 희귀 의약품의 우리나

라 시판허가를 위한 제약회사의 비용을 크게 낮추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적 

편익을 얻어 시판하는 희귀의약품이 높은 매출을 통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익

을 달성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일본과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요소는 약간씩 상이하며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표2와 같다.

표2. 국가별 희귀 의약품 지정기준 요소별 비교7)

주: 희귀성과 투자비용 회수 불가능 요소 모두 있는 경우 둘 중한 개 요소만 충족하면 됨

미국과 유럽, 일본 모두 희귀의약품 지정은 연구개발 단계에서 가능하며 이미 

시판 중인 의약품이라도 희귀질환에 대하여 새롭게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적

응증에 대해 희귀의약품의 지정이 가능하다. 희귀의약품 제도 운영의 주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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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희귀의약품 개발 촉진이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볼 수 있다. 즉, 희귀의약품의 지정과 허가가 분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위의 3국가와는 다르게 희귀의약품의 수입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시판허가 

단계에서 희귀약품을 지정해왔다. 그러나 2013년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개

정하면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라는 범주는 신설하였고, 이 지정요건은 

‘희귀의약품’과 같다
7).  

3. 희귀질환의약품의 조기도입 제도의 개념

의약품이 개발되어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되기 까지 보통 10-15

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기간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렇

게 신약 개발 기간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엄격한 허가 요건을 충족

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생명공학정

책연구센터, 2010).9) 이렇듯 충분한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

과 유효성을 정확하게 평가한 후 의약품 허가를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절차

이지만, 장기간의 허가절차 동안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환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큰 문제

일 것이다. 특히 희귀질환 의약품의 경우, 허가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환자

에게 치료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이전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는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

재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의약품급여 및 가격 결정이 이원화된 자연스

런 결과의 하나는 의약품 보험등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렇듯 등재 시

기가 뒤로 늦춰지는데 대한 가장 큰 우려는 환자의 치료약에 대한 접근성이 

9)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국내 신약개발 R&D 활성화를 위한 신약개발 현황 및 신약 개발비 분석, 

2010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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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된다는 점이다.(이태진, 2008).10) 희귀질환자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대체 의약품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단 1-2개월조차 

치료약제의 접근이 늦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희귀질환의약품의 조기도입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희귀질환에 

대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을 우리나라에 조기에 도입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관련 평가 규정과 세부 평가기준을 최근 고시하였다. 

임상근거 생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등의 경제성 평가 특례 

대상 및 평가기준 완화가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대체 평가 방안으로 국가별 조정가 중 최저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하고, 

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는 임상적 효과 등 개선을 입증한 경우 신약에 대해 

적정 가치를 인정함과 더불어 등재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등재절차 과정의 간소화로 인해 약가 협상 절차를 생략한 신속등재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일부 신약의 보험등재 기간을 60일 단축하여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점에서 희귀질환자의 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국외의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급여 특례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희귀질환 의약품의 동정적 사용제도의 개념 

현행 약사법령에 의거하여 희귀질환의약품의 허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10)이태진, 이약품 보험급여 및 가격결정과 경제성 평가의 활용, 예방의학회지 제 41권 제 2회, 

200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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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하거나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단시간에 허가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더라도 실제 적용조건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환자들이 신속히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판 허가 

전에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데, 

이것이 동정적 사용(compassionate use)이다. 치료제가 없는 중증환자 등은 

동정적 사용으로 허가심사 중이라도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희귀질환은 개발된 의약품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의약품 동정적 사용제도는 허가 이전 

임상시험단계에 있는 신약을 중증질환자 또는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우선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들의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넓히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5년 공고한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 

의약품의 안전사용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동정적 사용 

제도가 미국 (expanded access program), 유럽(compassionate use)등에도 

있으며, 우리나라도 약사법 제34조 제 4항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임상시험 목적이 아닌 환자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특수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 두어야 하므로,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사용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후 

임상시험실시기관의 IRB 승인과 환자 동의 후 사용할 수 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 1항, 제4항).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예외적 

사용은 첫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사용승인신청과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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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희귀질환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

1. 신약개발 단계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 부분은 제약회사, 연구기관, 도매상 및 판매상, 약국 

및 약국 외 소매상, 병원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제약회사는 외국계 제약사와 

우리나라 제약사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은 다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복제 의약품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외국계 제약사는 희귀의

약품을 포함한 오리지널 의약품을 중심으로 주력하고 있으며 외국계 제약사를 

본사가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미국이 15개사로 가장 많으며 이어 일

본 8개사, 스위스 5개사, 독일 4개사, 프랑스3개사, 영국, 덴마크, 벨기에 각

각 2개사 등이다(손경복, 이태진, 2014).11) 이렇듯, 희귀의약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과 일본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겠다. 

희귀의약품은 이러한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제로서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임상

시험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윤을 추구하

는 제약기업이 쉽게 개발할 동기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기전에 맡겨둘 

경우 희귀의약품이 개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국가들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개

발 과정의 특혜와 시장 독점권을 제공해왔다. 1983년 미국은 세계 최초로 희

귀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희귀 의약품법(Orphan Drug Act)을 제정하고, 희귀

질환 치료제의 연구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및 허가 절차상의 인센티

브를 제공하고 신약보다 더 긴 시장독점기간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지

12) 손경복, 이태진, 한-미 FTA가 처방의약품의 가격과 등재에 미치는 영향 예측: 호-미 FTA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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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실질적으로 촉진시켰고, 뒤이어 1993년 일본, 

2000년 EU 등에서도 희귀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 이루어

졌다. 

자국 제약 산업의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미국, 유럽, 일본은 희귀

의약품 연구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의료당국에서 직접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미국과, 일본은 희귀의약품 연구

개발비용의 일부에 조세감면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유럽은 희귀의약품 연구

개발 직접 지원은 회원국에 일임하고 유럽 차원에서는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

지 않는다.7)

우리나라는 희귀의약품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사업 없이 타 신약연구 개발 

및 희귀질환 연구사어 등을 통하여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을 지원해 왔다. 1997

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과 ‘한국인 선천성 유전질환의 민족특성 규명과 

유전정보 센터 설립 (~1999)’에 대한 연구지원을 처음 시작하여 10년간 지원

해 왔으며 최근에는 대규모로 ‘희귀질환 진단치료기술 연구 사업단’을 통해 

연간 20억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희

귀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7)

EvaluatePharma의 'Orphan Drug Report 2015'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연평균 

95개의 희귀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2014년 기준 미국 291개, 유럽 201개의 희귀의약품이 개발 되고 있다. 2000년

부터 2014년까지 누적 기준 미국 FDA 희귀의약품으로 선정돼 개발과정을 거친 

제품은 3280개로, 연평균 약 153개 제품이 희귀의약품으로 개발됐다. 유럽의 

경우 연평균 95개, 일본은 연평균 15개의 희귀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2014년 기준 미국 291개, 유럽 20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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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2개의 희귀의약품이 개발 되고 있다.12) 보건복지부 희귀질환 중개 연

구 지원 센터에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희귀질환 품목으로 259

개의품목이 허가되었으며 이 중 수입이 239개 품목으로 신약 개발은 2010년까

지 20개 품목에 불과하며, 우리나라개발은 약 20개 품목에 불과했다. 희귀의

약품의 수입규모는 1570억 원 (미화 1.3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개

발된 희귀질환 신약은 크론병 누공치료용 줄기세포 치료제, 3세대 유전자 재

조합 혈우병 치료제, 헌터 증후군 치료제와 파브리병 치료제(1상 임상) 등이

다.13)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고한 보건산업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약시장의 

규모는 세계 제약시장의 (2013년 기준)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우리

나라 제약 산업에서 연구개발 지향성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희귀의약품 개발

은 더욱 활발해지고,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희귀의약품 개발도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EvaluatePharma의 'Orphan Drug Report 2015 보고

서'와 이베스트증권 및 SK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시장은 2014년 

기준 970억달러(약 102조원) 규모에서 2020년에는 1780억 달러(약 205조원)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자 수가 적어 경제성이 없다고 인식되던 희귀의

약품이 연평균 11%로 빠르게 성장해 2020년에는 전문의약품 전체에서 20%나 

차지하는 205조원 시장을 만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수입의약품 중심의 희귀의약품 관리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

려우며, 우리나라 제품 개발을 염두에 둔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12) EvaluatePharma, Orphan drug report 2015 

13)박웅양, 희귀질환임상연구 경험 및 활성화방안, 보건복지부 희귀질환 중개 연구 지원 센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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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시험부터 시판 허가 단계 

희귀질환 등 소집단 대상 임상시험은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한 피험자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일반적인 질환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이렇듯 일반적인 임상시험 절차대로 희귀질환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진행 할 시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긴급한 치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에게 이러한 절차는 치료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게 될 수

도 있는 중요한 문제 일 것이다. 따라서  제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반 임상시험 절차에서 희귀의약품 혹은 항암제의 임상

시험은 제 2상 임상시험자료를 제3상 임상시험자료를 갈음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규정 제 24조). 또한 

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AIDS,암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대

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희귀의약품등에 대하여는 품목 허

가에 필요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독성, 약리작용,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의 작성기준에 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생물학

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규정 제41조).

대부분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수입 

할 경우 수입하려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약사

법 제 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이에, 수입 허가절차에 의거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하게 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

한 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신고) 처리 절차에 따르면 허가, 신고 및 자료검

토 기간은 총 90일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은 생물학적제제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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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품목과 함께 면제 대상에 속한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57조에 따르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장이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품목은 수입허가 없이 

우리나라 환자에게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경우, 한국 

희귀 의약품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 수입허가 없이 우리나라 환자에게 공

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신속한 허

가 지원을 위해 품목허가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대상 확대 등의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사용되는 환자수가 매우 적어 허가 갱신에 

필요한 안전성‧유효성 등의 평가 자료 수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품목허가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을 실시

해 허가를 받은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심사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나 우리

나라 임상시험 실시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희귀의약품을 재심사 대상으로 확

대·운영한다. 재심사 기간은 대체의약품이 없는 희귀의약품은 10년, 대체의

약품과 비교하여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경우는 4년 또는 6년으로 부여된

다. 이러한 희귀질환의약품의 시판허가 제도를 일반의약품과 비교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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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희귀질환의약품 일반 신약

허가 심사 

신속심사:

일부 제출 자료를 시판 후 

제출하고 우선 심사 

일반심사: 

필수 제출 자료를 허가 

심사 시 제출

허가용 

임상시험의 

범위 

제2상 임상시험자료를  

제3상 임상시험자료로 갈음 

할 수 있음. (제3상 조건부 

허가제도

제3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 필수 

수입허가 및 

수입신고 
신고면제 신고대상 

허가갱신을 

위한 평가자료 

수집 기간 

10년 5년

표3. 희귀질환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시판허가 제도 비교 

비록 허가 전일지라도 동정적 사용의 의미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과 

응급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정적 사용은 불치병이나 암 

말기 환자가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치료를 포기할 상황에 이를 경우 의료 당

국이 시판승인 전의 신약을 공급해 치료 기회를 주는 제도로 신약에 대한 임

상실험을 마쳤을 경우 시판이 될 때까지 약물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인

도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예외적 사용은 첫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사용승

인신청과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4와 

같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의 경우, 중대한 질환에 대하여 임상

시험을 통하여 임상적 효과가 관찰된 의약품으로서 치료적 탐색 등을 통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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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효과가 관찰된 임상 2상 완료 또는 3상 진행 중인 의약품이 대상이 된

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28조). 희귀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사용 승인을 통해 동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환자는 

    1) 말기 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2) 중대한 질환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통하여 임상적 효과가 관찰된 

의약품으로 한정된다. 

희귀질환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득하기 위해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여기에는 대상 환자, 사용범위, 사용 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일정 규모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해당 

적응증에 대해 임상시험을 통해 임상적 효과가 관찰된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해당 의약품은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약사 등이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하여 해당 적응증 

으로 시판 허가 신청 단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동정요법은 

임상시험을 기초로 진행되며, 의뢰자가 SOP등으로 관리하는 임상시험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관련 자료 수집 여부 

또한 사용 계획서에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러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및 응급상황 사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사용의 경우는 치료목적 사용과는 달리 법령상 

추가적인 제한이 없어,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면 모두 적용 가능하다. 응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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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사용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 응급환자로서,

    1) 전문의가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 또는 

2) 전문의가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체

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가 적용대상이 된다(약사법 제34조 제4항 제2

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항). 

임상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

용할 수 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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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사용 응급상황 사용

대상 
의약품

치료적 탐색 등을 통해 임상적 
효과가 관찰된 의약품(2상 완료 
또는 3상 진행 중)

임상시험용 의약품

대상 환자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약사법 
제34조 제4항 제1호)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환자로서 1) 전문의가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있다고 판단한 
환자 또는 2) 전문의가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

사용절차

개발자(제약사)가 계획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시험실시기관(의료기관)의 
IRB 승인과 환자 동의 후 사용

임상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 후 사용

신청 주체 제약회사 임상의 

특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protocol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사용이 
가능함

특정 protocol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개별 환자에 대하여 
임상의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표4. 허가 전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구분



- 24 -

3. 시판허가부터 급여허가단계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큰 폭 증가하면서 2006년 5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적정화 방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나는 특징은 경제성 평가 (economic evaluation)에 있어 비용대비효과가 우수

한 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의약품으로 등재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약제

는 등재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즉, ‘비용대비효과’즉 경제성이 매우 중

요한 척도로 사용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신약의 약가협상 시에는 해당 의

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 소위 재정영

향분석결과를 약가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는 보험급여 약품의 범위와 

가격에 대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에 따른 비용과 결과를 적절히 

평가하여 자원의 사용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한다.10).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의약품 보험등재 절차에서 신약의 약가 결정은 심사평가

원에서 경제성 평가 등 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후 2단계로 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상한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공단 

협상기준은 심사평가원 평가자료, 보험재정영향, 외국 가격과 우리나라 연구,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약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 등재하는 원칙으로 인해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 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는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우리나

라는 의약품의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 절차에서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

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5년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희귀질환치료 등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약평가 규정 개정안을 실시하며, 이는 근거 생성이 어려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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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 도입 및 보험등재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

이다. 대체약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 생성이 곤

란하여 경제성 평가가 곤란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A7국가 최저약가’수

준  (다만 3개국 이상 등재된 경우)에서 경제성을 인정, 약가 협상을 거쳐 등

재되는 특례를 신설하였다. 이렇게 신설된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는 선별등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거 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

암제 중에서 임상적 필요도 (대체약제 여부 등)와 외국의 등재수준 (등재국가 

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임상적 효과 등 개선을 입증한 

경우에는 신약에 대해 적정 가치를 인정함과 더불어 등재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즉, 등재절차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없이 대체약제 가중 평균

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그 가격의 90%약

가’를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한 신속등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림 2에서와 같이, 일반 신약의 약가 결정은 심사평가원 평가 120일, 건강보

험공단 협상 60일 등 평균 240여일이 소요되는데, 희귀질환의약품의 신속등재 

절차로 인해 일부 신약의 보험등재 기간을 60일 단축하는 등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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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신약 약가 결정 절차 흐름도 

○ (평가기간) 심평원 평가 120일, 공단 협상 60일 등 평균 240여일 소요

출처: 보건복지부 의약품의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 절차 보도자료

  하지만,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을 생략 가능한 약제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

이며, 지난 1년간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의 관문을 통과한 약제는 아스트라제네

카의 갑상선 수질암치료제 카프렐사와 다케다의 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스, 

2가지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고가의 희귀약제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 

확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기존의 포괄적 의료보장체계에서 전체 의약

품에 대한 보장의 틀과 원칙을 요구하고 심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계속 논의되어야져야 할 것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4대 중증질환 즉,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치료에 필요한 첨단 검사 및 

수술,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로 의학적 중대성이 크고 국민들의 의료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

은 질환을 선별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2015년 2월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건강보험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2014~2018)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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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2014년 상반기부터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진행

해온 국정과제를 통해 계획을 더욱 구체화 하였다.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된 희

귀난치성 질환의 보장률은 ‘10년 76%에서 12년 77.8%로 개선되었으며 전체 

보장률은 08년 62.6%에서 12년 62.5%로 정체된 것을 볼 수 있다. 보장률이 향

상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요인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보다 비 급여 진료 

영역이 더 빠르게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극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

도 ‘ 희귀난치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

다.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필수급여 (의학적

으로 필요한 필수 의료는 모두 급여화)와 선별급여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

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의료는 단계적으로 급여화) 

그리고 비급여 (미용, 성형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 존속)를 적용하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그림 1과 같다. 재정적 이유로 대상자, 사용량 등이 제

한된 고가의 보험 약제의 급여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장하

기 위하여 , 위험분담제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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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나라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수준의 

현재와 향후 계획14)

4. 급여 후 단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희귀 의약품은 약제의 공급과 약가 협상에서 

제약회사의 요구가 많은 영향으로 작용한다. 이는 대체 약제가 없는 희귀질환 

의약품의 공급을 촉진하는데 단점으로 작용하며 이를 위해 2009년 

건강보험에서는‘ 리펀드제도’를 시범 적용하였다. 리펀드 제도는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약가를 세계적 기준에 맞춰 인정하되, 건강보험 공단이 

원하는 약값과의 차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으로 환급 하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대체약제가 없는 

일부 희귀질환치료제에 적용돼 온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이 2015년 8월 

종료되고, 해당 약제는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위험분담제로 

전환되었다. 리펀드 제도는 필수·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에 

14)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보고서 2014-2018, 보건복지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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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했다고 평가했지만, 2차례 시범사업을 연장운영 후 종료하였다. 이후, 

희귀질환 의약품의 공급 촉진을 위해 위험분담제로 전환되었다. 

일반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있어서의 위험분담제도라 함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효능 효과나 재정에의 영향

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또는 

어떤 신약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약을 실제 상황

에서 사용하여 나타나는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그와 연계한 지불 

및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험자와 제약회사가 상호간의 위험을 분

담하고자 협의한 계약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경철, 2014)15)

우리나라의 위험 분담제는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

품이 없는 고가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

약의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

담하는 제도이다.15)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 등재하는 원칙을 유지하되 

대체 약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되고 있다. 2015년 위험 분담제 도입 2년 평가와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

르면 (문정림, 2015).16) 한국은 개발제약사와 우리나라 약가의 차이가 있어 

위험 분담제를 통해 공시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유지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대체약제가 없는 희귀약제의 경우 정부에서 위험분담제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반적으

로 크게 완화되고, 특히 고액의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의 과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5)이경철, 위험부담측면에서 본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문제점과 리펀드제도입, KPMA Brief, 

2014

16)문정림 4대중증질환 환자, 비급여고가치료제부담완화를 위한「위험 분담제」개선책은?" : 위험분

담제의 2년 평가와 전망국회토론회,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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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상한제는 보험료 기준 하위 소득 50%는 200만원, 50~80%는 300만

원, 80% 초과는 400만원을 기준으로 초과금액은 전액 돌려주는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환자의 가계파탄을 예방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경우는 아직도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

을 납부하고 있어 추가적 의료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간 진료

비 보상 불균형, 취약지역 의료공급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 심화로 의료취약지

가 증가하며 취약지 주민의 의료이용이 곤란하다. 이는 취약 지역 및 진료 분

야 등의 개선과 의료접근성이 약화된 국민의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도 취약 지역과 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 중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지원을 강화하였다.  

  표 5에서와 같이, 2014년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제는 상한액을 현행 3단계에

서 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의 혜택이 커지도록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200만원->120만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 (400만원->500만원) 조정 

되었다(표1). 최하위 단계(120만원)는 의료급여 2종 상한액이 120만원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탈 수급 시 의료비 지원 단절 문제 해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수가 인상에 따른 기준금액 조정을 위하여 ‘15년부터 

매년 본인 부담상한액에 ‘전국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률’적용 (최대 5%까지)

하도록 하였다. 4대 중증 질환 중 하나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삶의 질이 매우 

낮으며 만성적이며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중증 질환이 대부분으로 경제적 활

동을 유지하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 대부분

으로, 2014년 개정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치료비를 포함한 진료 및 요양급여

를 지원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계층에 보다 비례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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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는 2,900억 규모 보

장성 확대와 더불어 정책수혜자 282만 여명(중복포함)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

다. 2011년 5,386억 원에서 2013년 6,774억 원이 본인 부담 상한제로 지급되

었다고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위한 보고서에서 보

고하고 있다.

표5. 2014년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안14) 

소득분위 1 2 3 4 5 6 7 8 9 10

기존 

(3단계)
2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개선 

(7단계)
120 150 200 250 300 400 500

최하위 단계(120만원)는 의료급여 2종 상한액이 120만원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탈수급 시 

의료비 지원 단절 문제 해소 등을 고려하여 산정.

출처: 건강보험 중기보장성강화계획보고서 

5.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의약품 정책 평가 및 미비점 

희귀질환은 병태 생리학적 진단이 어렵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의 접근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희귀질환의 치료제를 연구개발은 이윤추

구를 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개발의 동기를 갖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희귀질환의약품의 개발환경에서 자국 연구개발 능력이 가능한 미국, 유

럽, 일본 정부의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은 희귀질환의약품 시장에 큰 변화

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의약품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전상담제도 및 개발단계 의약품 지정과 희귀의약품 지정

을 위한 규정을 만들며 우리나라 희귀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

을 하고 있다. 희귀의약품 지정 단계에서 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신속 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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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제3상 시험 조건부 승인 제도 등을 통해 시판 허가 시점을 앞당기고 경

제성평가 특례 제도를 통해 긴급한 약제 도입에 힘쓰고 있다. 보험 급여 혜택

을 받더라도, 취약계층인 희귀질환의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본인분담의료비 

상한제를 통해 최대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정

적 사용의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과 응급상황사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희귀질환의약품의 연구개발, 시판허가와 급여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지원과 변

화는 매우 긍정적이나, 실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한 기준은 사실상 매우 엄

격하고 제한적이다. 이는 실제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은 의약품은 

비단 2개 제품에 불과하며, 외자 제약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면

접자를 통해, 해외에서 희귀질환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라면 협회 추천서제

출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위해 모든 서류

가 제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시판 허가 전임에도 불구하고 희귀질환자

의 생명의 위독함을 이해하고 신속한 치료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동정적 사

용은 실제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목적과 응급상황사용의 목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지

만, 승인 절차의 복잡성 등을 사유로 잘 이용되어 있지 않다. 미국 혹은 유럽

의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제약회사는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 보다 본사의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 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희귀질환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동정적 사용을 경험한 임상의 2명과 제약회사 직원 3명과의 면

접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동정적 사용의 관리에 대해 확인하였다. 제약회사는 

프로그램 진행 및 관리를 위한 충분한 경험과 규정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배정된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 노출된다고 하였다. 희귀의약품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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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사의 경우, 작은 규모로 각각 다른 시장과 제한된 인원수로 인해 이 프

로그램만을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관리자가 한명에 불과하기도 하다. 이에, 

제약회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전략적인 컨설팅을 위한 파트너가 

필요할 수 있다. 그 파트너의 선별은 국가별 가이드라인에 맞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그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해 정책과, 시스템, 과거 

관련 업무경험, 전문가가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접

근 프로그램은 약제 허가 혹은 출시 전에 약제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인지하

고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현상을 알 수 있도록 연결시켜준다. 조기 도입 프로

그램은 치료 약제가 없는 환자를 돕는 다는 가장 중요한 목적 하에 시작한다. 

약제의 급여 즉, 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받기 까지 진행되는 동정적 

요법은 보험급여를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제약회사에서 약제 급여 팀에

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희귀의약품 대상 동정적 요법에 경험이 있는 면접자는 

“우리나라에서는 동정적 요법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중국과 일본에 대

비하여 약제 허가는 빠르지만, 급여는 매우 난황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정부가 밝힌 희귀약제 대상의 비용경제성 평가 자료의 제외는 한국으로

서 매우 큰 변화이다. 하지만 “희귀 약제를 지정하는 기준에서 대체의약품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에서, 한국은 고식적 치료법을 대체약제로 이해하고 이러

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단어, 

그 자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이며, 이는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약회사는 약제의 시장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희귀약제 중 극희귀 약제의 경우는, 

동정적 요법을 사용하는데 더욱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는 질환 코

드의 부재로 보건통계 자료가 없어 환자 수 추정 자체의 불가능 등 미비한 자

료로 인해 시장성을 낮게 판단하게 되어 보험급여 자체에 대한 계획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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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될 경우, 동정적 요법의 사용을 제안할 수도 없다. 이는 나라별 다른 제

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희귀질환 및 희귀 약제에 대한 자료들의 취합 및 보고

를 해야 하는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결핵 및 에이즈의 경우

는 한국인 환자의 발생률이 비교적 타 국가에 비해 높으며 개도국에 비해 약

제의 자료 및 질환에 대한 자료가 연간 발행되고 있으며, 국가 통계자료가 비

교적 잘 되어 있어 동정적 요법 등과 같은 발매 전 조기 치료 프로그램의 환

자 수를 선정 할 시, 회사 본사에게 증명 자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발약제의 제약회사 내에서도 국가별, 

보험시스템, 발생률 등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제안되고 개시된다”고 하였

다.  이렇게 개시된 프로그램은 시작된 후 제약회사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 

임상의의 기준에 의해 관리되며, 주치의지만, 관련 약제의 허가 임상에 연구

자로서 참여하지 않은 주치의는 약제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에서 최근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관리 하도록 제약

회사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순응도 및 약제 효능 효과에 대한 정보 및 

교육 자료에 대한 교육 의무화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동정요법의 

사용은 다만 대체 약물이 없는 말기 환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정식 시판

을 받기 전 약물을 조기에 도입하는 프로그램에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다. 인

도적인 차원에서 시작된 약제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과 가이드라인 (메뉴얼)을 제공하여 환자가 안전하게 약제를 공급받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약 회사 또한 동정적 사용을 통한 약물 조기 승

인이 목적이 아닌, 적합한 환자에게 치료적 혜택을 조기에 제공하여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안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

은 모두 동정적 요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일본과 한국에서 동정적 

사용을 경험한 면접자들은 ‘Named patient program, patients access 

program, Expanded Access program, Patinet assistant program’등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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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등의 동정적 사용 이외의 다양한 동정적 사용을 

경험했다고 했다. 모든 과정은 본사에서 결정하여 계획하게 진행되며, 본사의 

결정전에 대상 희귀질환의 유병률 및 임상의와의 네트워크, 동정적 사용에 대

한 사회적 윤리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대상 국가가 선택된다고 한다. 본사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동정적 사용의 경험 및 정부의 지

원이다. 실제 미국 및 유럽 소재의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본사 소재 국가의 동

정적 사용 가이드라인 하에 계획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우리나라 기준이 없어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유럽의 국가별 

기준처럼 로컬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을 임상의와 제약회사 종사자인 면접자들이 모두 제안하였다.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국가

가 주도적으로 지침을 만들고 치료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관련 법률, 고려 

사항, 모니터링 기준과 항목, 이외 환자의 삶의 질 반영 등을 포함한 가이드

라인의 제작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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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외 희귀질환의약품 동정적사용 제도 현황

1. 유럽연합의 제도

  유럽의 경우에는 심각하게 심신을 쇠약하게 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응급 보건 위해, 희귀질병에 대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

여 주는 조건부허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17) 포괄적인 완전한 임상 자료가 

제출되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될 경우에는 조건부 허가

가 발급될 수 있다.

    1) 이익이 위험을 상회할 것(benefit/risk balance is positive)

    2) 포괄적인 임상 자료의 제출이 가능할 것

    3) 미 충족된 의학적 필요성이 충족될 수 있을 것

    4) 즉시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중 보건에 가져올 이익이 추가 자료 

미비로 인한 위험을 상회할 것

이러한 조건부 허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유효하며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갱신

되어야 한다. 또한 질환의 희귀성, 현 의학적 지식의 한계, 윤리적 문제를 원

인으로 포괄적 임상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의약품 허가 신청자에게 예외적으로 

일부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도 의약품 시판 허가를 부가 하는 예외적 제출자

료 면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적응증이 매우 희귀하여 허가신청자가 충분한 

임상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현재 기준 과학적 지식

의 한계로 인해 포괄적인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그러한 자료를 수

17) European Medicines Agency,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s in the European Union, FDA 

ODAC meeting, Silver Spring,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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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함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자료의 미비가 있더라도 

특정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약품 시판허가를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18) 유럽의약품청 (European Medicines Agency, 이하 EMA)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1995-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모든 치료분야에서 일반적인 시판허가가 

82%였다면 예외적인 허가는 18%라고 보고하였다20).

희귀질환 치료제의 보험급여에 대한 의사결정에서의 접근방식은 유럽 연합 국

가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19)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에서는 임상효

능에 중점을 두고 시판허가를 위해 제약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의존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무작위 임상시험 이외 근거 즉, 문

헌검토, 코호트 연구, 임상2상 시험결과도 활용 한다 IQWiG (Institute of 

Quality and Efficiency in Health Care) 가이드라인을 담당하는 독일의 보건

의료기술평가는 근거에 대한 토대가 희귀질환 치료제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무작위 임상시험이 가장 최고의 기준이 되는 국

가이다. 하지만, 희귀질환 연구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신뢰구간이 좀 더 넓은 경우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스웨덴, 네

델란드, 영국에서는 의약품의 급여 결정에서 보건의료기술평가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TA) 절차를 통해 비용 효과성 근거를 심사받는다. 

하지만, 네델란드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비용효과성 자료 제출을 면

제하고 있고, 대신 치료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과 기대되는 추정환자

수를 재정영향분석 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네델란드와 다르게 영국과 

스웨덴은 보건의료기술평가조직 (QALY)의 지표로 정의 하는 건강향상을 중점

으로 건강성과에 대한 모형을 제출하도록 제약업체들에게 요청한다. 이를 통

18) CHMP, Guideline on procedures for the Granting of a Marketing Authorisation Under 

Exceptional Circumstances, Pursuant to Article 14 (8) of Regulation (EC) 2005

19) 박실비아, 희귀의약품의 급여에 관한 국가별 동향과 시사점, 보건 복지 이슈 &포커스, 2011



- 38 -

해 알 수 있듯이 희귀 질환 치료에 대해 임상적 근거 개발은 매우 중요하지

만, 나라별 제약업체가 제공한 근거에 대해 유연성을 부과하고 심사하고 있

다. 스웨덴과 영국은 희귀질환 치료제라고 해서 근거 수준의 요구를 낮추지는 

않지만, 희귀질환치료제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기존의 방식으로 희귀질환 치료

제를 평가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실비아 2011).20)

유럽연합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에서 대체 치료수단이 없거나 

임상시험에 참가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판매 허가를 받기전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유럽연합 위원회의 Regulation 

(EC) NO 726/2004 Article 83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각 회원국의 법률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고, 반드시 유럽연합의 Regulation (EC) NO 726/2004에 

따라 유럽 인체 의약품 위원회가 제시한 사용 조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대상은 1)만성적으로 또는 심각하게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질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가진 환자로서‘유럽 연합 내에 승인 받은 대체 

치료법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2)개인 환자가 아닌 집단의 환자에 대한 

사용이어야 한다.3) 동정적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의약품은 유럽연합에서 

통합 판매 허가를 신청한 상태이거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약물사용자문위원회 (The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이하 

CHMP)는 동정적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여기서 동정적 사용 

제도의 적용대상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의 모호성을 없애고 

해당하는 대표적인 질환의 예시 등을 명시하고, 적용대상에 대한 정의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20) 박실비아, 희귀의약품의 급여에 관한 국가별 동향과 시사점, 보건 복지 이슈 &포커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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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회원국이 특정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하여 동정적 사용를 신청할 

필요를 파악하였을 경우, 각 회원국의 담당 기관은 유럽의약품기구(European 

Medicines Agency, 이하 EMEA)에 그 필요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21) CHMP가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 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CHMP의 

의견을 받지 않고 회원국 자체적으로 사용 조건을 정할 수도 있다. 해당 임상

시험용의약품의 제조회사는 직접 EMEA 에 접촉하여 CHMP의 의견을 요청할 수

는 없으며 반드시 해당국의 담당 국가 기관이 EMEA에 프로그램의 사용 의사를 

밝히고 CHMP 의견 등을 구해야 한다. 단, 제약회사는 해당 회원국에서 동정적 

사용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EMEA 에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EMEA가 해당 회원국의 담당 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영국의 제도

영국의 경우, 초 희귀 의약품 (ultra-orphan drugs)에 대한 급여 여부의 판단

을 투명하고 견고하게하기 위하여 2013년 4월부터 Highly Specialized 

Technologies (HST) 절차를 마련하고 국가 의료 기술 평가 조직인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에 그 임무를 부과

하고 있다. HST 평가에서는 해당 기술이 환자 및 보호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임상적 효과성의 크기와 근거 수준, 재정 영향, 지불 가치(효율성), 건

강 외의 추가적 편익, 타 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며 구

조화된 숙의과정을 통해 결정한다고 보고하였다. 2014년 스코틀랜드 지역 의

료기술평가조직인 SMC (Scottish Medicines Consortium)는 초 희귀질환 및 말

기질환 의약품의 급여 평가에서 환자와 임상가의 의견을 더 고려하기 위하여 

Patient and Clinician Engagement(PACE)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희귀질환 치

21) Regulation (EC) No 726/2004 Article 83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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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희귀의약품 사용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희귀의약품의 처방을 정부가 지

정한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공급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가 평가될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들은, 

1)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 하는가

2) 실질적으로 기대여명 또는 삶의 질을 증대 시키는가 

3)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보다는 역전 시킬 수 있는가

4) 근치적 치료 (definite therapy)로서 gap을 메울 수 있는가

AWMSG (All medicines strategy group)에서 극희귀의약품의 평가를 고려할 

경우는 위에 사항과 더불어 의약품의 혁신성 까지 고려하게 된다.  

1) 삶의 질 또는 생존으로 제시한 치료하지 않은 질병의 심각성

2)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보다는 역전시킬 수 있는가

3)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치료로 갭을 메울 수 있는가

4) 의약품의 혁신성 

영국은 약가 결정 과정에서 희귀질환 치료제로 다른 일반 의약품과 다르게 평

가하지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극희귀의약품의 개념과 희귀의약

품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국에서 고려하는 의약품의 혁신성은 

영국의 동정적 사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영국의 보건의료당국인 MHRA(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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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개별 환자들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제도에 더하여 최근인 2014년 4월 7일, 집단 환자군에 대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 제도인 Early Access to Medicines Scheme(이하 EAMS) 제도를 도입하였

다. EAMS 제도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심각하게 심신을 쇠약하게 하는 

질병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가 있는 경우 아직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제약회사들의 자율에 맡겨진 제도이

며 법정의 제도는 아니다. EAMS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1

단계는 ‘혁신적 의약품 지정(Promising innovative medicine (PIM) 

designation)’ 단계이며, 2단계는 ‘허가 전 사용에 대한 의견 신청(Early 

access to medicines scientific opinion)’ 단계이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는 핵심 절차는 2 단계이며, 1단계인 ‘혁신적 의약품 

지정은 사전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영국에서 혁신형 의약품의 지정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판매 허가 전 사용

(Early access)의 후보가 될 만한 의약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혁신형 의약

품의 지정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조기 임상시험(1상, 2상) 결과를 볼 때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심각하게 심신을 쇠약하게 하

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유의미한 치료적 이익을 줄 수 있을 경우 신

청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혁신형 의약품의 지정기준은,

1)해당 질병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심각하게 심신을 쇠약하게 하

는 질병인 경우

2) 현재 충족되지 않는 중대한 의학적 필요가 있어야 한다. 즉, 현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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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해당 질병의 치료, 진단 또는 예방을 위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 존재하는 수단은 심각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3)혁신적 의약품 지정을 신청한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이 기존 치료 수

단에 비하여 치료상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4)치료 효과로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의 위험

을 상회하여야 한다. 즉,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이 positive 

benefit/risk balance를 가져야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하여 장래의 혁신적 의약품 지정을 받은 자는 EMA 에게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허가전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전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제조사는 허가전의약품을 무상 제공한다. 

3. 프랑스의 제도

프랑스의 경우 공공의 보건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판매 허가를 받기 전의 의

약품을 프랑스 보건의료당국, 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du Médicament; 

이하 ANSM)의 사전 임시 허가 하에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의 

질병보험 시스템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임시 사용 허가 제도(Temporary 

Authorizations for Use; 이하 ATU))를 1994년 도입이래로 운영되고 있다.22)

프랑스의 임시 사용 허가 제도는 개인 환자에의 사용을 다루는 Nominated ATU 

와 집단 환자군에 대한 사용을 다루는 Cohort ATU 로 나뉘어진다. 임시 사용

허가의 요건은 1) 심각한 또는 희귀한 질환의 치료, 예방 또는 진단을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2) 프랑스 내 에서 판매 허가(MA)를 득한 대체 치료 수단이 

22) Notice to applicants for Temporary Authorization for Use(ATU),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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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 여야 한다.3) 해당 의약품의 사용 시 발생 가능한 위험보다 이익이 

상회하는 경우여야 한다. 

Nominated ATU 란, 한 명의 개인 환자에 대하여 처방을 행하는 의사의 책임 

하에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허가하는 제도로, 처방하려

는 의사가 ANSM 에 Nominated ATU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시 사용과 

유사하다. 허가 승인은 예외적으로 해당 환자에게 현재 가능한 다른 치료법에

만 의존하여서는 사망의결과가 곧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효성/

안전성 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사용이 가능하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 기간은 1년 을 초과할 수 없다.

Cohort ATU 란, 정해진 치료 기준에 의하여 집단 환자군에게 임상시험용의약

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의 

Distribution 권한을 가진 자이자 정해진 기간 내에 판매 허가(MA)를 신청할 

자가 ANSM 에 ATU 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만 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의약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임상시험 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며, 

신청자는 판매 허가 신청을 이미 하였거나 곧 할 예정이어야 한다. ANSM 이 

Cohort ATU 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 대한 구체적인 치료 프

로토콜을 작성하게 된다. Nominated ATU와 같이 1년의 기간 동안 임시 사용이 

허가되며, 그 후에는 갱신 신청해야한다. 

ATU 의 대상이 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이 판매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 ANSM 의 

Director와 종료일을 정해야하는데, Cohort ATU 의 종료일은 통상 판매 허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후 정도로 정해진다. 프랑스의 경우도 임상시험용의약품

의 허가 전 사용에 대해 애로사항이 적은 국가 중 하나이며, 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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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치료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고 기준화 하여 이후 

급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 자금을 통해 허가 전 동

정적 사용에 대한 금액을 관리하고 있다.

5. 미국의 제도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발표한 희귀의약품 제도의 국가별 비교 연구에 대한 보

고서에 따르면, 미국식약처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는  중요한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빠르게 하기 위해 신속심사 프로그램, 

우선심사, 가속 허가심사, Breakthrough Therapy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이중 가속허가심사가 허가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프로그램

이다. 약제 개발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임상적 유효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중간 임상시험결과가 효과적 이여야 하며, 이를 근

거로 심사한다. 나머지 3개의 프로그램은 희귀의약품 지정과 관련이 높

다.23)

또한 허가 전 리뷰를 위한 절차가 매우 잘 확립되어 있다. 전문가 위원회집단

을 구성하고 그들의 검토 과정을 적립한다. FDA는 약제 신청서의 초기 검토를 

마치고, 질문을 구성하여 나열한 후 전문가에게 질의하게 된다. FDA는 전문가 

집단의 미팅을 소집하고 프레젠테이션, 논의와 투표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받고 결정하게 된다. 미팅 이후, FDA는 그 미팅에서 이뤄진 결과를 참고하여 

제품의 승인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FDA 전문가 위원집단의 미팅은 많은 

23) U.S. FDA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Guidance for Industry Expedited Programs 

for Serious Conditions – Drugs and Biologics, M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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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통한 노력과, 많은 금액 투자를 통해 구성되었고 여러 변수들을 고려

하여 결정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스폰서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실제 우리의 임

상 환경을 이해하고 질적인 접근이 아닌, 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 FDA 전문가 집단은 543회의 미팅을 진행하였고, 

이 중 희귀의약품은 42.9%를 승인하였다. 이는 2006년에서2010년까지 전문가 

집단이 승인한 약제의 비율 (41.4%)보다 높다.24)

1987년 이후, 미국 FDA는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을 지

라도, 임상연구용 약제의 환자의 접근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FDA에 의

해 최근 명확해 졌으며, 새로운 형식의 약제 접근은 ‘넓은 범위에서, 공정하

게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연구 약제의 접근’에 대해 치료 약제의 접근을 포함

하였다.25)  새로운 FDA가 가능한 치료 접근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나, 

언제 그리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가이드 되고 있지 않

다. 미국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 목적 동정적 사용을 개인에 대한

(Individual patients, including for emergency use) 사용과 중간규모 환자

군(Intermediate-size patient populations) 사용과 대규모 환자군(Treatment 

IND or treatment protocol) 사용으로 분류하였다. FDA 는 면허 받은 의사가 

개인 환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만약, 응급 상황으로 치료 목적 동정적 사용 

승인 서류를 제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FDA 는 서류 제출 없이 FDA 

의 담당 공무원이 유선상 우선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FDA 는 IND 연례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심사하여 동정적 사용의 

24) Philip Ma et al. FDA Committee outcome, Mckinsey center for government, 2013

25) Simon E, Managing Access To Drugs Prior To Approval And Launch, Science and 

Leade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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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26)

6. 호주의 제도 

  

호주는 연방 정부 책임 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체계를 통해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로 운영되는 단일의 호주 의약품 보험제는 

Pharmaceutical Benefit Scheme(이하 PBS)로 국가 의약품 정책의 주요 목표의 

하나인 호주사회와 국민의 지불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달성하

기 위한 정책 도구이다. 의약품의 호주 내 판매는 호주 의약품안전청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의 허가만을 필요로 한다. 허가를 

받기 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Use in clinical trial, personal 

importation, special access scheme과 authorised prescriber 가 있다. 특

정 의사들에게 특정 미허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여 이들의 

처방에 의한 미허가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허가받은 처방자 (Authorised 

Prescriber)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미허가 의약품 처방 허가를 받은 의사가 해

당 질병의 치료 및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을 위한 적절한 훈련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며, 이 허가를 받은 의사가 환자의 필요사

항을 가장 잘 판단 할 수 있고 치료 결과를 가장 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

일 것을 기초로 한다. 이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임상의에게 미허가 의약

품의 사용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미허가 의약품의 처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의사는 “허가받은 처방자

(Authorised Prescriber)”가 되며 이후 TGA로부터 추가 승인 없이 직접 진료

26)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 § 312.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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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별 환자에게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을 해당 질병(적응증)을 위해 처방

할 수 있다. TGA는 미허가 의약품에 대해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

가를 일부 또는 전혀 하지 않기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미허가 의약품 처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처방자 에게 있다. 한편, 미허가 의약품의 공급자

(Supplier)는 허가받은 처방자가 해당 미허가 의약품의 처방에 관한 허가를 

득했다는 점, 이에 따른 처방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해당 처방자에게 미허가 

의약품을 공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허가받은 처방자

는 공급자와 사전에 해당 미허가 의약품의 공급 조건(가격 등)에 대한 협의를 

이루어야 한다. 호주 영연방의 Commonwealth 는 미허가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비용에 대해 PBS와 같은 제도를 통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특별사용제도(Special Access Scheme)란 특정 개별환 자에게 사례별로 미허가 

의약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여 공급하는 제도이다. 제공이 가능한 환자는 심각

한 질병으로 인해 몇 개월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거나 조기 치료를 하지 않

을 경우 조기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A범주로 두고, 그 외 모든 환자 B 

범주 환자로 분류된다. 본 제도에서의 제품 처방에 대한 책임과 환자를 A 또

는 B 범주로 구분하는 책임 모두 처방자 에게 있다. 미 허가 의약품의 공급자

는 특정 의약품이 특별사용제도로 승인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미허가 의약품을 

공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지원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제약회사에게 연락하여 공급하겠다는 동의를 사전에 받아

야 하며 관련 비용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영국 Commonwealth 는 미허가 의약

품의 사용에 따른 비용에 대해 PBS 의약품 혜택 제도를 통한 보조금을 지급하

지 않는다.

  

PBS는 호주 국가의약품정책27)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운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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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가의약품정책의 원칙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PBS의 급여 결정 과정에

서 Pharmaceutical Benefits Pricing Authority(PBAC) 으로부터 임상적 유효

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으나 비용효과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 급여

된 의약품으로서,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고 생명을 구하는 고가의 의약품에 대

해서는 Life Saving Drugs Programs (이하 LSDP)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환자에게 접근성 을 보장하고 있다. 그림2는 호주의 희귀의약품과 관련

한 허가 체계와 급여체계, LSDP의 관계를 보여준다.

LSDP는 1995년부터 호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가 운영하

고 있는데, PBS와는 별개의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정부 예산을 통하여 운영 된

다. 즉, 매년 의회에서 승인하는 세출예산의 하나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 

신약들의 가격 수준이 기존 의약품에 비해 높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치료 질환의 발병률 증가 때문에 LSDP의 비용은 매년 증가한다. LSDP의 지

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약은 생명 위협 질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PBS를 통해서는 그 질환에 대 해 이용 가능한, 적절한, 

비용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대상 의약품은 매 년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받는다.

LSDP지원을 받기 위해서 질병지침서의 초안은 각 질환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최종 적으로 보건부가 확정한다. 보건부는 질병 지침서를 LSDP 

지원 과정에서 활용하며, 자신의 환자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는 의사들, 그리고 

27) 호주국가 의약품 정책 (National Medicine Policy)은 다음의 네 개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1)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 대해 개인 및 지역 사회가 구매 가능한 비용으로 시의 적

절하게 접근가능한 것. 이를 위해 급여 의사 결정 시에는 치료제의 효과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를 고려해야함. (2)의약품은 질, 안전성, 효능의 적절한 기준을 충족해야함. 3)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4) 책임성 있고 독립적인 의약품산업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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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환자 가족도 참고할 수 있다. 의약품의 지속적인 사용을 관리하고 평

가하는 기준 또한  LSDP 산하 각 질환자문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질환자문위

원회는 유전적인 희귀 대사 장애를 관리하는 전문의 등 임상전문가로 구성되

어 있다. 질환자문위원회 는 LSDP에서 지원하는 각 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자

격, 치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환자의 치료에 따른 진

행경과를 검토하고, LSDP 관리의 임상적 측면에 대하여 권고를 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보건부 대표는 환자가 LSDP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을 최종 

결정한다. 이러한 LSDP의 지원 방식 즉, 질환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 지원의 지원 유지 평가를 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우리나라도 방식으로 희

귀질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의 희귀질환자단체는 LSDP가 

호주 희귀 질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

정하고 있다. 그리고 LSDP 내의 질환별 자문위원회의 전문적 역할 에 대해서

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3)호주의 희귀의약품과 관련한 허가, 급여 체계에서 

LSDP의 역할은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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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호주의 희귀의약품과 관련한 허가, 급여 체계와 LSDP의 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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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리나라의 제도

현행 약사법령에서 희귀의약품이 특성을 고려하여 의약품이 일정한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허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는 신속심사를 진행하여 일

반적인 의약품의 허가절차보다는 단시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있다. 또한 

제 3상 조건부 허가 제도를 통해 소수의 희귀질환 대상의 희귀의약품의 임상

시험을 이해하고 제 2상 임상시험 결과로 제3상 결과를 갈음하여 심사하게 된

다. 이러한 현행되는 신속심사와 3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적용대상은 희귀의약

품으로 명시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환자수가 20,000명 이하의 질환에 사용

되는 의약품으로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

나 기존 대체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등의 

요건이 만족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해야만 두 가지 제도를 통

해 허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하고 제한적인 적용대상 조건이 문제

가 된다. 이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미흡하고, 한계가 있다. 이는 이러

한 특별제도를 마련할 때의 취지와 벗어나며, 일각에서는 희귀 의약품 지정 

기준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난치성 만성질환의 치료제의 경우, 혁신성을 인정

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심사제도나 3상 조건부 허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존재하며 희귀질환 의약

품 조속한 접근을 위해 개선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28)

우리나라 현행 법령상 우리나라의 동정적 사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과 응급상황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

한 2가지 사용목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대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

는 서식과 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사용 신청하기 위한 민원신청 방법 등 

28) 식품의약품 안전처, 줄기세포 치료제 치료 기회 확대 방안 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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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적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사용 승인을 득하기 위한 절차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동정적 사용의 최소 신청인과 주체는 제약

회사와 임상의이다. 동정적 사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가 제공한 가

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적합한 동정적 사용을 선택하고 대상 환자를 확인하고, 

진행해야하는 제약회사와 임상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은 대외

적으로 특정한 사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이라

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동정적 사용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또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자칫 제약사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공하

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등을 임상시험의 목적 외

의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

용금지·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2호). 

제약회사가 환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한 것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약회사가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만 청구

한 것인지 아니면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얻은 것

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공급하면

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일단 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통상적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

상시험용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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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적 사용은 허가 전 단계에서 환자를 모집하고, 급여가 되는 즉시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 희귀질환의약품의 허가단계는 제3상 조건부 허가제도에 의해 

제2상 임상결과만 가지고 허가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희귀질환의약품

의 특성으로 인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증하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 치료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

을 수 있는 등 극한 상황까지 노출 될 수 있으므로 동정적 사용이 매우 필요

하다. 하지만 고가의 희귀의약품의 동정적 사용에서의 비용부담은 제약회사로

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희귀의약품의 생산원가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매우 고가이므로 동정적 사용으로 제공되는 약제비로 인해 제약회사는 공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약회사는 동정적 사용의 시행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하며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

약회사 내에서 우리나라는 베트남,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 등의 국

가와 함께 분류되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다른 보험제도와 희귀질

환 연구 등 임상시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국가이다. 이는 동정적사용

의 주체인 제약회사의 본사에서 국가별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해당 질환의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과 함께 분류되어 우리나라에

게는 네가티브 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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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희귀질환 의약품 동정적 사용제도 비교

희귀약제 시장의 국제적 패러다임은 개발소외영역에서 고부가 가치영역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1983년), EU(2000년) 등에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이

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해진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지속적인 연구는 

질병에 대한 분자적, 유전자적 분석을 통해 질병을 세분화하는 기술을 발전시

켰고 희귀질환 및 희귀의약품은 증가 추세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4).

희귀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과 유럽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희귀의약품을 지정하여 미국은 개발 단계 에서부터 직접적인 연구개발비 지원

에서부터 조세지원, 개발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희귀의약품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하고 있었다. 미국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급여 특례가 

없으나, 희귀의약품 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 2월 이베스트 

증권이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FDA의 산하기관인 희귀의약품 개

발국(Office of Orphan Product Development)의 희귀의약품 기금프로그램에

서 임상비용을 직접 지원하며, 미국 내에서 실시된 임상비용의 50%에 대해 세

금을 감면하고 있다. 유럽은 회원국에게 연구 개발을 일임하고 있었다. 호주

와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희

귀질환의약품은 자국개발 보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품 개발 유무에 무관하게 대부분의 국가는 희귀질환 의약품을 허가 심사

를 신속하게하기 위한 다양한 신속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수입의약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시판 허가와 별개로 수입의약품을 신고하

는 절차가 있는데, 이 과정을 희귀의약품의 경우 면제 조치하여 환자들이 신

속히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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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허가 후 급여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외

하고 급여 심사를 하는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희

귀의약품과 같은 고가의 약품에 대해 LSDP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자에게 접근성 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우

리나라 2개, 호주에서 7개 치료제가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었다. 

급여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 국가별로 다르지만, 우리나라 기준 약 

8-12개월이 걸리며, 고가의 희귀의약품은 급여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급여를 위해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개

발 시점부터 의약품 지정 및 시판 허가 과정을 진행 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개발 국가와 비교 시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된다. 치료제 부재로 인해 고통 받

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희귀질환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

도록 국가별로 허가 전 사용을 위한 동정사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국

가별로 프로그램의 이름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시판 허가 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희귀의약품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해 허가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우리

나라와 미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제약회사가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이와 더불어 

승인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승인을 받은 후, 동정적 사용을 진행하는 각 병원별 임상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 정부 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미국이

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 시 약가의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제

약회사의 비용 청구에 관한 내용이 전부이다. 영국은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정부에 접촉하는 것을 금기하고, 프로그램 사용 의사를 EMEA에 밝

히고, CHMP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호주도 승인절차 없이 전문 임상의의 판단하게 시작할 수 있다. 승인을 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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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심사 기간 및 결과 통보까지 실제 프로그램 개시를 위해 시간

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호주는 동정적 사용에 대해 임상의에게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질환에 대해 전문가이며, 적용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임상의가 동정적 사

용을 신청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별로 해당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대상과 해당 의

약품의 요건 및 환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대상의약품의 관리, 신청방법 및 심

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된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응

급환자 등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은 대부분의 

내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과 신청인 자

격, 대상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간단하게 기술되어 타 국가 대비 세부 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은 민원 신청방

법(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전체 가이드라인 

내용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한 미국, 호주, 유럽, 프랑

스의 동정적 사용의 가이드라인의 대부분의 내용은 동정적 사용 종류별 대상 

질환의 세부 내용과 대상의약품의 기준과 관리방법에 대해 기술되어 있었다. 

약제의 비용과 동정적사용의 효과성은 프로그램을 주체하는 제약회사에게 동

정적 사용의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는 동정적 사용에 대해 무상공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듯 큰 재정적 이유로 인해 제약회사는 동정적 사용 지원에 대해 기

피할 수 있다. 희귀의약품은 매우 고가이므로, 약제비를 지원해야 하는 제약

회사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사전 조사를 통해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동정적사용을 위한 의약품의 비용 청구가 가

능한 국가는 미국뿐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동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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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프로그램의 시작 후 진행 중 효과와 안전성 관련 관리 방법과 약제의 사

용 기간에 대해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매 전까지 약제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험 급여가 될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제약

회사는 약제 공급을 중단 할 수 있다. 이는 환자를 위한 인도적, 윤리적 차원

에서도 피해야할 상황이지만, 고가의 희귀의약품의 급여는 결과를 받기 전까

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며 약제 공급 기간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정적 사용의 사용기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의 기간을 1년마다 갱

신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는 급여 발매 전까지 프로그램

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희귀질환의약품 현황 및 

조기도입제도에 대한 전체 비교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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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국가별 희귀질환의약품 현황 및 동정적 사용 제도 비교 

우리나라 유럽 미국 호주

희귀질환의약품

개발지원

⦁희귀질환진단치료

기술연구원 통해 

금액 지원

⦁대부분 수입

의약품에 의존

⦁연구비 직접 

지원은 회원국에 

일임

⦁희귀의약품 

개발국의 기금 

프로그램에서 

임상비용지금

⦁임상시험 50% 

세금감면

⦁지속적으로 신제품 

연구 개발에 투자

⦁대부분 

수입의약품에 의존

자국개발 

희귀의약품수
3개* 201† 291‡ 해당 없음

시판허가 특례 

⦁3상조기허가

⦁신속심사

⦁수입신고절차면제

⦁조건부허가 

⦁예외적 제출자료 

면제

⦁가속허가심사

전문위원회가 심사

⦁없음: 일반약제와 

동일

급여특례 경제성평가 면제§
비용효과성 심사는

회원국마다 상이함
해당 없음 LSDP통해 약가지원∥

시판 허가 전 

동정적 사용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

미 허가 의약품   

처방

사용 절차: 

허가기관의 

승인유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승인 필요 없음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비용신청 

승인 필요 

승인 필요 없음 

*2012년 기준,†2014년 기준,‡2014년 기준, §2개 제품혜택, 2015년 기준

∥LSDP: Life Saving Drugs Programs, 7개 제품혜택; 201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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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허가 전  

동정적사용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동정적 사용 

종류 

임상시험용의

약품 사용

⦁치료목적

⦁응급상황

EAMS*

제도

임시사용허가 

⦁Nominated 

ATU†

⦁Cohort ATU

임상시험용 

약품의 

치료목적사용

:적용그룹 

규모에 따라 

기준 달리함

⦁ 미 허가 

의약품처방 

⦁Special 

Access Scheme 

신청자 

(주최자)

제약회사

임상의
제약회사 임상의 제약회사 임상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입장을 기술

⦁신청서 

작성방법

⦁대상 질환 

⦁신청인자격 

⦁대상의약품

⦁혁신성약품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혁신성 의약품 

지정 후 허가 

전 사용에 

대한 의견 

신청하여 

진행함. 

⦁세부적용

대상 질환

⦁대상의약품 

기준 및 관리 

⦁신청방법 

⦁심사절차 

및 과정

⦁비용청구

방법

⦁판매 허가 

후 처리

⦁세부적용

대상 질환 

⦁대상의약품 

기준 및 관리 

⦁신청방법 

⦁심사절차 및 

과정 

⦁세부적용

대상 질환 

⦁대상 환자, 

의약품, 허가 

처방자에 대한 

요건  

⦁환자 동의서

⦁제출서류 

⦁신청방법 

⦁심사절차 및 

과정 

약제비용 규정 없음 무상공급

병원에 청구 

가능 혹은 

무상공급

FDA‡에 

비용청구 신청 
규정 없음

사용기간 규정 없음 발매 전까지 1년 후 갱신 1년 후 갱신 발매 전까지

*EAMS: Early Access to Medicines Scheme, †ATU: Authorizations for Use,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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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의약품 동정적 사용제도 

개선 방안

1. 희귀질환 의약품의 동정적 사용제도의 확대

세계 각국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각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격과 무관하게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한 영역으로 보고 시판허가, 급여 과정에서 

특별제도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다. 희귀질환의약품은 소수의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허가임상을 진행하는 바, 일반적으로 허가와 급여를 위한 필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제 2상 임상시험 결과로 허가와 

급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시판 허가를 위한 국가별 특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판허가 특례는 타 국가 대비 유사하다. 하지만, 외국의 허가와 

급여 결과가 이루어진 후 신청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게 된다. 이는 외국의 

허가와 급여 결과가 우리나라가 허가와 급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며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외국의 희귀질환환자들 보다 

우리나라 희귀질환자들이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매우 늦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시판 허가 전 희귀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동정적 사용은 희귀질환, 말기 암 환자 등 불치병 환자가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를 경우에 보건당국이 

시판승인 전 신약을 공급해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약사법령에 존재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및 

응급사용제도를 이용하는 것 이외, 다른 동정적 사용은 없다. 하지만 이 

두가지 방법 이외에도 실제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동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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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존재함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희귀의약품 치료제에 대한 환자와 임상의의 니즈가 얼마나 큰 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치료제가 부재인 환경에서 치료 가능한 약제가 

개발되었으나, 시판 전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2가지라는 현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희귀질환자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다양한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범위를 확대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외자 제약사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약품 개발 중인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받고, 동정적 사용에 대한 계획과 진행 

여부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질환과 치료현황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희귀질환에 대해, 정부는 해당 희귀질환에 대해 

우리나라 현황을 제약사와 공유하여 우리나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동정적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참고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가의 

희귀의약품의 동정적 사용에서 제약사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현행 방법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동정적 사용 관련 프로그램별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의 사용은 희귀의약품 대상의 동정적 

사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의 개요와 

신청절차는 미국과 유럽의 동정적 사용과 유사한 듯 보인다. 하지만 프로그램

의 주체자인 제약사와 임상의가 프로그램별 정확한 대상 질환 및 의약품, 진

행과정 및 보고 절차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기에는 현재의 가이드라인

의 내용으로선 매우 부족하다. 2015년 고시된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한 ‘임

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입장을 기술하

고 있다 총 33장의 분량 중 민원 신청방법은 약 22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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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및 임상의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이전에 해당 의약품과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자료일 것이다. 미국, 유럽, 호주의 경우 동정적사용의 프로그램

별로 해당 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매우 자세히 기입되어 있다. 대부분의 동정

적 사용이 허용되는 대상질환 군은 ‘중대한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을 가진 환자로 대체의약품이 없는 질환군의 환자‘이다. 하지만 ’중대한

‘’생명을 위협하는‘과’대체의약품‘과 같은 단어는 읽는 사람마다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상질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치료목적 사용일 지라도 제약사는 전문 임상의에게 가이드를 

받고 해당 질환군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신청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과 유럽 회원국마다 다양한 동정적 사용을 진행하고 있다. Patient access 

program, Patients early program, named patient program, early access 

program, patient assistant program, patient expanded program이 그것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동정적 사용에 대해 좀 

더 이해해야 한다. 이 후 우리나라의 보험 재정과 제약환경과 적합한 희귀질

환의약품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

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동정적 사용제도를 위한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 관리

  임상실험단계의 치료제를 시판 허가 전에 투여하기 위해서 미완성 약물의 

동정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임상의의 의견이 있듯이 

동정적사용은 우리사회에서 윤리적이며, 인도적인 차원과 의약품의 효과와 안

전성의 두가지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임상의

와 제약사의 입장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동정적사용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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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득하고, 희귀질환자에게 조속히 제공하는 것에 대해 치료적 제공 목적이 

클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의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제공에 대해 치료적 결과와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에, 동정적 사용 이 전 적합한 환자 선정과 사용 중 안전성 관련 자료를 수집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가

이드라인을 통해 동정적 사용 전, 중, 후의 과정에서 수집해야할 의약품의 효

과와 안전성 보고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기입하고 임상의 및 제약사는 관련 정

보를 수집하고 보고할 의무를 갖어야 한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임상시험에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임상의 및 기관을 선정하여 제한적으로 동정적 사

용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체계 내에서 의약품을 접근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동정적 사용제도를 위한 재정적 지원

무분별한 동정적 사용을 통한 희귀질환의약품의 조기도입 확대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힐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상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용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명문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를 이를 악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정적 사용은 제약회사에서 임상

시험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며,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행위수가는 환

자가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희귀질환 의약품을 동정적 사용을 위해 공급하게 

되는 제약회사는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발생하는 관세 및 고가의 의약품을 무

료로 공급함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동정

적 사용을 확대하게 될 경우, 제약회사는 이를 이유로 정부와 약가 협상 시 

우위적인 입장에서 서려 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혹은 환자는 동정적사용을 위한 의약품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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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동정적사용에 대한 의약품 비용 청구를 환자에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대상 질환이 매우 제한적일 지라도 생산원

가가 다른 의약품에 비해 매우 고가인 희귀의약품의 동정적 사용은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결과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의 공급을 기피하는 현상을 발생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간 일지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동정적 사용을 위해 사용하는 의

약품의 일정 비용에 대해 제약회사는 정부 혹은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및 승인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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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고찰 및 결론

1. 고찰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희귀질환자에게 고가의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있어, 국

가별로 희귀의약품을 지정하고, 시판허가와 급여과정에서 희귀질환의약품의 

특별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판허가 전 의약품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방

법을 이해하여 치료접근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희귀의약품의 

시장이 매우 작지만, 질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국가 제도적 개입을 통해 희귀 의약품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의약품 개발을 하기 에는 연구비 지원 

및 개발 투자 등의 이유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희귀의약품의 지정에 대한 규

정, 시판 허가와 급여단계에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지원이 확

대되고 있어, 신약 개발에 대한 역량도 점차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러한 희귀질환의 의약품 지정과 의약품 개발 및 시판을 위한 특례제도를 의약

품 개발국인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희귀의약품의 특화된 급여체계

를 갖고 있는 호주를 비교 국가로 선택하였다. 

미국, 유럽 등 자국에서 희귀의약품을 개발 가능한 국가들의 희귀의약품 지정

규정은 우리나라의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제 희귀의약품 지정 횟수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약품 개발국의 경우 연구 개발단계에서부터 국

가가 직접적인 연구 개발비 지원 등의 형태로 희귀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희귀의약품은 대부분 수입되어 공급된다. 미국

과는 희귀의약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조속한 허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허가단계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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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부터 신약 희귀 의약품에 한해 허가 신청단계에서 의약품 위해 관

리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기적으로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는 체계화된 플랜을 

구축하였다. 또한 급여를 위해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하여 희귀의약품

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을 세분화 하는 등의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약가 지원을 하지 않으며, 유럽

의 경우는 특정 희귀의약품의 급여를 위한 특례가 부재 하며 회원국에게 결정

을 일임하고 있다. 호주는 LSDP를 통해 희귀의약품의 급여를 위한 재정을 분

리하여 관리하는 급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희귀의약품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절차를 밟고, 이

후 허가와 급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럽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질환의 

희귀성, 투자비용회수 불가능 여부, 질환의 심각성과 의약품 편익 등을 고려

하며 가장 엄격히 희귀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단계에서 희귀의

약품 지정이 되었더라도 허가시점부터 다시 재심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평

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질환

의 희귀성과 낮은 수익성을 보고 심사한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아도 환자가 필요한 약제를 빠르게 공급받기 위해서

는 허가 및 급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내외 모두 급여 심의를 위해 가장 중

요하게 보는 검토 항목은 임상적 치료가치이다. 호주 정부는 희귀의약품의 안

전성, 임상적 효능을 평가하고 비용 효과를 판단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

며 LSDP는 희귀질환자의 부담 없이 의약품을 허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하고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상적 가치의 근거를 요구하는 수준과 

요구사항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이는 곧 실질적으로 치료 혜택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연합국 내에서도 희귀의약품

의 급여에 관한 근거 수준 및 시판 후 근거 생산 요구는 국가별로 다르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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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 평가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평가특

례제도를 도입하였지만, 현재까지 제도에 혜택을 받은 약제는 지난 1년간 2개

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의 보험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특례제도

는 시행된 지 2년 미만으로, 국외의 제도와 비교평가하기에는 제한적이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희귀의약품의 급여 및 약가의 검토를 위한 별

도의 절차와 접근방법을 살펴보았으며, 국가별 보건재정과 제도적 차이로 인

해 상이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개인 환자 및 환자 단체

에 약제를 빠르게 공급될 수 있는 약품비 지원 신청 혹은 조기 도입 프로그램

을 통해 희귀질환치료제에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었다.

동정적 사용은 허가 심사 중이라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약사를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 동정적 사용은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의약품 조기 도입방법이다.  동정적사용

은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약사가 공급하게 되며 정부와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희귀질환의약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연합의 동정적 사용을 이해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선택하여 미국, 호주와 우리나라와 함께 동정적 사용에 대해 비교하

였다. 희귀의약품 지정 및 허가, 급여 등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과

정에서 의약품 개발국의 결정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환자에게 신속히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조기 도입 프로그램

의 제도적 접근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에, 유럽의 영국, 

프랑스, 미국과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 종류, 지원 대상 및 주최자, 승인절차, 가

이드라인 내용 등 에서 국가별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환

자 등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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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처에 의해 발행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동정적 사용을 개시하고, 관

리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희귀질환 의약품의 동정적 사용의 개선을 위한 방

안으로, 현재 언급된 두 가지 목적 이외 동정적 사용의 목적을 확대하고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적용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임상시험의약

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관리하기 위해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고가의 희귀의약품 비용은 제약회사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간 혹은 일정한 비용에 대해 

제약회사는 정부 혹은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다. 

치료제의 부재로 인해 대체의약품에 의존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며 

경제적 활동도 하지 못하고, 삶의 질을 포기한 체 살아가고 있는 많은 희귀질

환자들은 어떤 방법에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치료제를 통해 적합한 치료를 받

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희귀질환자들은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허가와 

급여 절차는 일정시간이 필요하고, 고가인 희귀의약품의 급여 통과를 예상하

기는 어려운 일이다. 동정적 사용을 통해 임상시험용의약품을 공급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를 사용하고 보다 나아진 컨디션과 삶의 질 안에서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동정적 사용을 통해 치료제를 조

기에 도입하게 함으로써, 사망률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박실비아 외)은 희귀의약품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

한 각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국가별 비교

연구를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의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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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의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시판 후 평가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희귀의약품의 급여 및 약가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희귀성보다 질병의 중증도와 약제의 치료효과이며 향후 희귀의

약품 관련 정책의 방향은 환자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희귀의약품 사용

의 적정성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본 

연구 결과는 박실비아의 주장을 지지하며, 이러한 선행연구는 고가의 희귀의

약품이 계속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현재

의 급여 체계와 환자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

내외 희귀의약품의 추이와 급여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의 내용에 인

용 되었다. 

우리나라 환자의 희귀의약품 접근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사용의 적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에서 국가별 조기도입을 위한 동정적 사용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현행 규정된 동정적 사용에 대해 국가별 조사를 시행하였

으나, 실제 제약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정적 사용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

의 임상의와 제약사 직원의 심층면접을 통한 자료로 획득한 내용들로 매우 제

한적이다. 이에 비교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 정부가 제시

한 동정적 사용 이외에 실제 제약사와 임상의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별 희귀의

약품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

럽과 같이 의약품 개발국이 아닌 의약품 미개발국 대상의 보건제도 및 조기도

입사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진행 될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에서는 희귀의약품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별 희귀의약품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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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제도를 이론적 근거를 통해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희귀의약품을 

접근하는데 있어 문제점과 실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 종

사자와 임상의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실제 조기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외국계 제약회사 종사자 3명과, 서울소재 종합병원의 임

상전문의 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계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현행 규정에서의 동정적 사용과 실제 동정적 사용의 실례를 이

해하고, 비교하며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실제 임상에서 동정 요법 

사용의 제한점을 임상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희귀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희귀의약품 지정에서 시판허가, 급여까지의 일련의 신약의 발매를 위해 특별

제도를 도입하여 희귀질환자의 치료제 접근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미국과 유럽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다. 하지

만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의 제도적 변화는 최근의 변화로, 국외와 비교평가

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의약품 미개발국의 신약에 대

한 접근 시점은 의약품 개발단계에서부터 허가를 허용하는 미국과 조건부 허

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과 비교하면 매우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시판 허가 전 조기에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는 동정적사용은 우리나라

의 보험체계 안에서 미국과 유럽과 유사한 시점에 치료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시판 허가 심사가 외국의 허가 결과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미국과 유럽의 허가 이후 시판 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허가 전 희귀의약품의 사용을 위한 방법으로, 동정적 사용은 가장 조기에 희

귀의약품을 도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동정적 사용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였으며, 우리나라

의 동정적 사용이 미국, 유럽, 호주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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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또한 동정적사용 프로그램의 주최자인 제약사와 임상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사용에 제한을 주고 있다.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진행

하는 주최자는 전문적으로 대상 질환과 해당의약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국가의 동정적 사용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적합한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은 민원신청방법 위주로 기술되

어 실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 중, 후까지 주최자가 관리해야 하는 내용이 

다른 국가의 가이드라인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희귀의약품의 동정적 사용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약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무

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치료비 부

담이 매우 낮다. 더불어 치료제가 부재하여 치료제를 조속히 치료받길 기다리

는 환자들에게 질환의 호전과 더불어 삶의 질 개선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동정적 사용의 효과는 질병의 사망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효

과를 불러올 동정적 사용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

거나, 제약회사의 의약품 비용 부담으로 인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기피 현

상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의약품 개발 시점부터 동정적 사용에 대해 필

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약사에 제공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 

시 재정적 지원을 고려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치료제 조기도입을 위한 

동정적 사용을 위해 질환의 심각성을 고려한 대상 질환과 정확한 환자군 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프로그램 진행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정적 사용 시작 전, 진행 중, 후

에 각각 필요한 관리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 종류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재

정비 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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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성함 (이니셜)

전문 분야 임상 전문의 / 제약업계 종사자 

부록1.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 심층면접용 가이드라인

본 설문지는 면접 대상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인터뷰어가 면접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 희귀 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진행한 귀하의 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시간은 약 1시간 소요될 것입니다. 

귀하가 말씀해 주신 귀중한 정보는 오직 본 연구조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1. 세계적으로 희귀질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치료약제 또한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업무하는 영역에서 경험하신 

희귀질환과 치료약제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국내환경과 국외 환경을 비교했을 때, 국내상황은 어떤지요? ( 아는 

범위안에서, 만약 경험이 있다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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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ing

a. 먼저, 아시아권 국가와 비교해서 말씀해주세요. 

b. 그렇다면,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가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3. 희귀약제는 개발단계의 투자와 소수의 유병환자수 등의 이유로 대부분 

매우 고가로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다면, 치료의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현재 한국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Probing

a.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도 및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인지요?

b. 어떤 종류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하셨나요? ( 무상지원 프로그램, 

환자 접근 프로그램 등의 유/무상 의약품 지원 프로그램 포함)  

4. 경험하신 의약품 무/유상 지원 프로그램의 경험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Probing

a. 프로그램을 시작한 시점은 언제 ( 보험 전 몇 개월 전, 혹은 후) 

b.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 수 결정에 대한 의견, 결과적으로 몇 명이 

참여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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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자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 ( 문제점이 없다면, 그 

이유는?)

5. 결론적으로, 보험급여를 이끌어 내는데 말씀해주신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도움이 됐다면, 안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6. 마지막으로, 향후 의약품 무/유상 지원 프로그램의 개선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본인의 위치에서의 개선점과, 정부, 제약사, 환자 단체 등 

다양한 집단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선방안 및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Probing

a. 글로벌 혹은 로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b. 본인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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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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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mpassionate Use of Orphan Drugs with Rare Disease for 

Early Treatment Access : Focused on System Comparison

  Pharmaceutical company became proactive and accelerat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orphan drugs since 1983 when orphan drug act 

legislated in US, with increasing number of patients with rare disease 

due to diagnostic technical improvement. However, R&D for high price of 

orphan drug took a key role for financial burden and increasing 

national healthcare accounts as government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d early access system with compassionate use 

and relevant policy for orphan drug in order to increase treatment 

access of orphan drugs. We focused on the system for drug registration, 

before and after marketing authorization, and compared the early access 

system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EU (UK and French), US and 

Australia to find the improvement of compassionate use for early access 

of orphan drug.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oretical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with clinicians and employees at pharmaceutical 

company.

The system and decision for registration and marketing approval 

(reimbursement) for orphan drug in Korea were dependent by other 

countries’ decision as Korea is not an orphan drug development country 

and imported the drugs developed in other countries such as EU a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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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phan drug is designated by the criteria of each country, disease 

severity was the common criteria among them. Generally the data of drug 

efficacy and safety profile is the major decision makers for 

registration and marketing approval , but orphan drug is limited to 

provide such data due to small population of patient to lead clinical 

trials (phase III). The regulatory authority has partly skipped 

evaluation efficacy and safety. Orphan drug can be approved without 

pharmaco-economic study result under the healthcare consideration 

policy with four serious illnesses such as cancer, cardiac health 

disease, cerebral disease and rare disease in Korea.  In US, drug 

registration and marketing approval can be approved by expert committee 

in the R&D phase, and EU has the similar process for registration with 

US but additional data collection for safety profile in post marketing 

phase is required and put it on re-review process. In Australia, the 

review process of orphan drug registration by TGA is the same as other 

drugs, but try to consider treatment access with LSDP which provide 

drug cost for rare disease. In Korea, we also allow to process the 

review for orphan drugs designation in the R&D phase, but all process 

of drug registration and marketing approval can be proceed after 

decision making from the country where drugs developed. Korea 

government is keen to refer the decision from other countries where the 

drug developed, so review timeline takes longer time than other 

countries. The longer review process and time point can make patients 

with rare disease die due to no treatment option availabl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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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d with compassionate use program before drug 

registration. US, EU, Australia and Korea have defined compassionate 

use in each of their guideline including type of program, the contents 

of guideline, payment and approval (review). Compassionate use in Korea 

is opened as US one with investigational new drug use for treatment and 

emergency purpose. Korean guideline has limited information compared to 

the rest of countries, and describes mostly how to apply the 

application to MFDS, so executer at pharmaceutical company or 

clinicians may get confusion how to manage compassionate use properly. 

This should be very clear for early treatment access for patients with 

rare disease. Hence this study recommended that compassionate use need 

to be expanded with some additional types adopting the one from EU or 

Australia, and redesign with clear guideline including criteria of 

eligible patient, data collection required during and after program and 

patients protection. Independent clinical committee for orphan drug can 

be established to make a guideline for compassionate use.

  Considering these conditions, early access system for orphan drug in 

Korea needs to shift to accelerating drug access with compassionate use 

support. Patients with rare disease are not only waiting for marketing 

approval to survive with the only treatment option. Pharmaceutical 

company, clinicians and government should have active collaboration 

with sharing the strategy for compassionate use and make a plan 

together under considering the cost and eligible patients who need very 

urgent treatment with compassionat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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