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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신속심사제도: 개요, 미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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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신속심사제도의개요

▶ 의약품 신속심사의 목적
 개발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조기 접근성 확보
 신약 개발의 효율적 진행과 신속한 시장 진입

▶ 의약품 신속심사제도의 유형
 허가심사 속도를 높임
 대리결과(Surrogate outcome)에 기반한 허가
 신약 개발과정 효율화 - 규제기관의 지원, 상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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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의약품신속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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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dited program Year Program benefits

Fast track 1997 Actions to expedite development process;
rolling review

Accelerated
approval

1992 Approval based on surrogate
endpoint or intermediate clinical endpoint

Priority review 1992 Shorter FDA review time
(6 months instead of standard 10 months)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2012 Intensive guid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efficient drug development;
rolling review and other actions to expedite
development process

RMAT(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designation

2016 Same as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자료: Hwang et al.(2020)을 가공



▶ 1992. PDUFA(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 2012. FDASIA(FDA Safety and Innovation Act) 

▶ 2016. The 21th Century C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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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의약품신속심사제도관련주요법령



허가기준의변동없이신속심사
▶ 우선심사(Priority review; PR) (1992)

 A drug that treats a serious condition AND that if 
approved would provide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safety or effectiveness OR

 QIDP(Qualified infectious disease product) designated 
products (2012~)

 6개월 내 허가 (Standard Review 10개월) 
 1987-2014 FDA 허가 신약 774개 중 43%가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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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후임상적확증시험조건부허가

▶ 조건부허가 (Accelerated approval; AA) (1992)

 A drug that treats a serious condition AND 
 generally provides a meaningful advantage over 

available therapies AND
 demonstrates an effect on a surrogate end point that is 

reasonably likely to predict clinical benefit or on a 
clinical end point that can be measured earlier than 
irreversible morbidity or mortality(IMM) that is 
reasonably likely to predict an effect on IMM or other 
clinical benefit.

 Approval based on an effect on a surrogate or 
intermediate clinical end point that is reasonably likely 
to predict a drug’s clinical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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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후임상적확증시험조건부허가

▶ 조건부허가 (AA) (1992)

 시판 후 확증시험 의무
 Labeling에 확증임상시험 미수행 명시
 판촉물 사전 심의
 필요 시 처방의사, 의료기관 제한 가능

 2012년 FDASIA 이후 적용대상 확대 - 대안적 치료의 부족, 
질환의 희귀성 등 추가 (예. 새로운 작용기전. 희귀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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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정에서허가당국의적극적지원

▶ 신속절차(Fast track; FT) (1997)

 A drug that is intended to treat a serious condition AND 
for which nonclinical or clinical data demonstrate the 
potential to address an unmet medical need 
OR

 QIDP(Qualified infectious disease product) designated 
products (2012~)

 빈번한 사전미팅, roll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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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정에서허가당국의적극적지원

▶ Breakthrough designation(BTD) (2012)

 A drug that is intended to treat a serious condition 
AND

 Preliminary clinical evidence indicates that the drug 
may demonstrate substantial improvement on a 
clinically significant endpoints over available therapies

 개발과정에서 FDA의 집중 가이던스, FDA 선임 직원의 참여
및 조직 차원의 임무, rolling review  개발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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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through designation(BTD) 
 2013-2016 허가된 BTD 약 29개: 항암제(51%), 희귀의약품

(25%), 감염질환 치료제(22%)

자료: Darrow et al.(2018) 11



개발과정에서허가당국의적극적지원

▶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ies(RMAT) 
designation (2016) 

 A drug is a regenerative medicine therapy AND
 The drug is intended to treat, modify, reverse, or cure a 

serious condition AND
 Preliminary clinical evidence indicates that the drug has 

the potential to address unmet medical needs for such 
disease or condition

 BTD에서와 같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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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정에서허가당국의적극적지원

▶ RMAT designation 현황 (2021. 3.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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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Year Total Requests
Received

Granted Denied Withdrawn

2017 31 11 18 2

2018 47 18 27 2

2019 37 17 18 2

2020 34 12 22 0

2021 16 4 4 1

자료: FDA 홈페이지 (2021)



▶ 신속 개발 프로그램 적용 신약 증가
 48%(‘86-’96), 51%(‘97-’07), 64%(‘08-’18)
 Fast track: 11%(’89-’98), 18%(’99-’08), 34%(‘09-’18)
 Accelerate app.: 9%(’93-’01), 11%(’02-’10), 13%(’11-’18)
 Breakthrough: 27%(‘14-’18)

자료: Darrow et al. (2020) 14

신속심사제도적용현황과실증결과(미국)



2. 국내 의약품 신속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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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 신속처리 제도 도입
 맞춤형심사

- 허가신청 전 자료를 나누어 제출, 미리 심사
 우선심사

- 다른 품목보다 우선 심사
 조건부허가

-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리평가변수에 대
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시험자료에 근거하여 허가

- 기간 내에 안전성, 유효성 확증 임상시험자료 제출 조건
- 조건 불이행 시 품목허가 취소해야 함

 대상이 될 수 있는 약
-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 위협하는 암 등 중대질환 치료 목적
- 희귀질환 치료 목적
-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밖의 감염병 대유행 예방, 치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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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위기대응의료제품의개발촉진및긴급공급
특별법

▶ 우선심사
▶ 수시동반심사
▶ 조건부 품목허가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대상 질병의 특성상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과 그 형태와 목적이 유사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을 완료한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 등을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것
을 조건으로 허가

 조건 불이행 시 품목허가 취소해야 함. 단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이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
시행 이후 품목허가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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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 조건부허가
 대상: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 목적 의약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약물역학, 약물치료학, 병태생리학 등의 관점에서 임상적 효

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리평가변수를 통해 효과
가 있음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에 근거하여 허가

 인체에서 안전성, 유효성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는 조건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 불이행 시 품목허가 취소해야 함

▶ 우선심사
 희귀질환 치료 목적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 중 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 있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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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속심사제도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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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접근성
▶ 사전미팅자료의 효율적 준비. 임상시험 환자수 적고 요구데이

터 작아 개발자의 자료준비뿐만 아니라 심사도 짧아질 수 있음
 심사기간: 8.6개월 vs. 12.1개월
 개발기간(임상승인~허가): 5.1년 vs. 7.5년
 개발기간, 심사기간의 단축은 신속한 접근성 확보에 기여

▶ 신속심사제도 적용 시 개발 기간 단축 효과
 2013-2020년 허가 항암제 개발기간 (6.58yrs vs. 10yrs)

20
자료: Collins et al. (2021)

(N=90)

(N=8)



혁신적신약개발
▶ Breakthrough 지정(BTD) 의약품

 개발기간 짧음: 4.8년 vs. 8.0년 (혁신적이라는 오해)

▶ 임상근거 불충분: ‘13-’16 허가된 31개 BTD 분석
 52%가 임상 1, 2상 자료로 허가
 42%가 active or placebo control 없이 시험

▶ 항암제에서 차이 없어: ’12-’17 허가 33개 BTD vs. 25개 non-
BTD
 고형암에서 반응률: 37% vs. 39% 
 새로운 작용기전: 36% vs. 39%
 사망률: 6% vs. 4%
 중대한 부작용: 38% vs. 36%

21자료: Darrow et al. (2020)



혁신적신약개발
▶ 2007-2017년 FDA 허가 신약의 therapeutic value 평가 결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HTA 조직의 평가 결과
 허가 신약의 1/3 이하에서 high value 인정
 신속심사프로그램 적용 약에서 high value 비율 상대적으로

높아 (프로그램 간 차이, 적용 프로그램 개수에 따른 차이)
: high value 인정 비율 45% vs. 11%

22자료: Hwang et al. (2020)



시판후확증시험수행

▶ 조건부허가 후에는 연구가 아니라 임상치료분야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되므로 placebo-controlled trial이 어려워짐

▶ 시판 후 확증시험 이행 실적 미흡
 1992-2017년 AA로 허가된 항암제 허가 93건 중 55%만 처

음 허가된 임상적 효능을 확인한 확증시험 완료
 정규 허가로 전환된 AA 허가약 많으므로 AA 제도를 성공적

으로 평가하는 시각 vs. 확증적 시험에서 유효성 입증 실패
한 약을 시장에 유지시킨다는 비판적 시각 공존

▶ Postmarket requirement(PMR) 불이행 시 허가 취소의 위협이
낮다는 비판
 “제약사는 다른 약과 경쟁 시에만 확증시험의 자발적 동기를

가짐” “PMR의 타임라인에 일관성 미흡＂(IC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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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A: 1992. 12 ~ 2017. 5. 항암제, 혈액암 치료제

자료: Beaver et al.(2018)

▶ AA 93개 적응증 중
 26개(28%) RCT, 67개(72%) single-arm trial
 Efficacy population 규모: 143명 (17~9366명)
 51개(55%) 정규허가 전환, 37(40%) 미전환, 5(5%) 퇴출

▶ 정규허가 전환 51개의 정규허가 전환 소요 기간
 AA 시점에 확증시험 진행 중이었던 약: 3.1년
 AA 시점에 확증시험 미진행 중이었던 약: 5.5년

▶ 허가 취소 5개의 소요 기간: 8.8년(3.4~1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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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2020  FDA 조건부허가(AA) 약의 9%가 2021년 현재 임상
적 유효성의 확증 근거 없이 5년 이상 판매 중

자료: Mahase (2021)25



의약품의신속허가제도의 지지견해

▶ 치료적 대안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제 조기 접근 가능

▶ 의약품 개발사의 개발비용 절감, 시간 단축, 투자비 조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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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신속허가제도의 비판적견해

▶ 환자의 위험 노출 가능성 높아짐
▶ 근거 생산(근거 불충분에 따른 비용)을 허가 전(개발자)  허가

후(의료체계)로 이전: HTA(의료기술평가), 급여 결정의 어려움
▶ 시판후 근거생산의 어려움: 허가된 약에 대한 임상시험 환자 모

집 어려움
▶ 근거생산이 늦어져도 현실적으로 허가 취소 어려움 (의사결정의

번복이 쉽지 않다면, 최초의 결정이 더욱 신중해야 함)
▶ 미충족 의료필요의 해결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근거로 신속 허가

보다, 견고한 근거 제출을 요구해야(added therapeutic valu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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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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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의정의

▶ 환자 수가 매우 적은 질환의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의약품

▶ 환자 수 규정은 국가마다 다름
 우리나라, 환자 수 2만명 이하
 미국, 환자 수 20만 명 미만
 EU, 인구 1만 명 당 5명 이하
 일본, 5만 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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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의특성

▶ 희귀의약품의 치료대상인 희귀질환의 80%는 유전질환
▶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인 쇠약을 동반하는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음
▶ 각각의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으나 희귀질환의 종류는 6천-

7천여 개에 이르며, OECD 국가 전체에 약 1억 명에 이르는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알려진 희귀질환의 5%에 대해서만 의약품이 개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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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희귀의약품제도(1983)

▶ 희귀질환 정의
 미국 내 20만 명 미만의 환자가 있는 질환 또는
 미국 내 환자가 20만 명 이상이지만 의약품 개발비용이

미국 내에서의 판매를 통해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질환

▶ 희귀의약품 개발 지원 및 인센티브
 직접 연구비 지원
 세제 혜택
 연구개발 사전 상담
 수수료 감면
 허가심사 신속화
 시장독점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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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희귀의약품제도(2000)

▶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인 쇠약을 동반하는 상태의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의약품 AND
 커뮤니티 인구 1만 명 당 5명 이하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OR 커뮤니티에서 시판 시 투자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AND

 커뮤니티에서 시판허가된 진단, 예방, 치료의 만족스러운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OR 존재하더라도 신청 제품이
환자들에게 의미있는 편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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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희귀의약품제도(1999)

▶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
 국내 환자수가 2만 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 희귀의약품 개발 지원 및 인센티브
 우선 허가
 질환 특성별로 허가제출자료, 기준, 허가 조건 별도 가능
 품목허가 유효기간 10년 (vs. 비희귀약 5년) 
 재심사기간(시장독점기간) 10년 (vs. 신약 6년)
 임상시험 지원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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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제도비교

▶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

희귀성
투자비용

회수 불가능
질환의
심각성

의약품의
편익

기타

미국
○

(20만명 미만)
○

EU
○

(1만명 당 5명 이하)
○ ○ ○

한국
○

(2만명 미만)
○

개발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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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제도비교

▶ 희귀의약품 시장독점제도

독점기간 독점의 구체적 내용
독점기간 중에도 다른 제품의 허가가

가능한 경우

미국 7년
동일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의약품의

허가 금지

- 충분한 양의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 독점제품 허가권자가 승인하는 문서를 서면으로 제
출하는 경우
- 유사제품으로서 기존 제품보다 임상적으로 우수한
경우

EU 10년
동일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유사 의약품의
허가/허가신청 금지

- 충분한 수량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독점제품 허가권자가 시판허가 승인을 동의할 경우
- 유사제품으로서 기존 제품보다 더 안전하거나 더 효
과적이거나 임상적으로 우수한 경우

한국 10년
후발제품은 동등이상

자료로 허가
- 유사제품으로서 기존 제품보다 임상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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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귀의약품 제도 관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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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의양적증가와UNMET NEEDS

▶ 2018년 미국 허가 신약의 58% 차지
▶ 2017년 미국 처방약 시장의 16% 차지  2024년 22% 예상

▶ 1983-2016 미국 희귀의약품 허가 건수

자료: IQVIA (2017). Orphan Drugs in the US.37



희귀의약품의양적증가와UNMET NEEDS

▶ 희귀의약품 개발 증가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의 진보
 유전적 특성별 질병의 세분화
 희귀의약품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 '개발 소외 영역’ ----> ‘개발전략’

▶ 희귀의약품의 양적 증가만큼 의학적 미충족 필요가 해결된
것은 아님
 2001-2016년 유럽에 도입된 희귀의약품 146개 중

28%만이 대체치료제가 없는 질환의 치료제
 희귀질환의 95%는 여전히 치료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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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가격과고수익

▶ 긴 시장독점기간
 독점가격 판매

▶ 독점기간 종료 후에도 후발 경쟁제품 개발 활발하지 않음
 유럽, 독점기간 종료된 희귀의약품 70개 중 제네릭, 

바이오시밀러가 진입한 약은 20% 미만

▶ 대상 환자가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님
 여러 개의 희귀질환 적응증
 일반질환 적응증 동시 보유

▶ 새로운 수익모형으로서 희귀의약품 개발 (“Nichb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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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2016 미국 허가 희귀의약품 중 22%가 비희귀적응증 보유

자료: IQVIA (2017). Orphan Drug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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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글로벌 매출 10억 유로 이상인 희귀의약품
 2009년 3개  2019년 20개

자료: Marselis & Hordij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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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희귀의약품의 평균 글로벌 매출
 2001년 1.3억 유로  2019년 7.2억 유로

자료: Marselis & Hordijk (2000)



희귀의약품지정제도의발전방향

▶ 환자수가 아닌 의학적 미충족 필요(unmet needs)를 중심으로
지정

▶ 질환 세분화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입증 강화

▶ 시장독점제도 재검토
 추가 희귀 지정 시 독점기간 낮춤
 공급 불안정 또는 고가로 접근성 문제 시 독점권 박탈

▶ 현재 제도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최근 지정/허가된 희귀의약품의 미충족 필요 해결 능력
 유전체학 발전이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 미

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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