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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판허가제도의 고찰: 신속심사제도와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들어가며 

의약품은 허가당국의 시판허가를 통해 판매 가능해진다. 시판허가제도는 의약품 개발과정을 
관리하고 국가 내에서 시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어떤 약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약을 개발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다. 시판허가제도는 의약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십 년 동안 발전과 변화를 겪어왔다. 의약품 개발과 판매가 오래 전부터 
글로벌화 되어있는 만큼 시판허가제도도 국제조화 성격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시판허가
제도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구축, 운영해온 시판허가제도를 참고하여 마련되었고, 새로 도
입되는 제도들도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참고하여 설계된다. 이 글에서는 의약품 
시판허가제도 중 제약사의 신약개발 방향과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속심
사제도와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제도의 개요와 외국 제도 현황, 국내 제도 현황, 주
요 쟁점 등을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2. 의약품 신속심사제도1)

2.1. 의약품 신속심사제도 도입 배경

의약품의 신속심사제도는 개발 중인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
년대 미국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제도로서, 허가당국인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가 의약품 개발 기업를 지원하여 개발 과정을 효율화하고 신속하게 허가심사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한다. 신속심사제도는 처음 도입 이후 신약개발 기술 흐름의 변화와 함께 제도 대상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 왔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으며, 다른 국가들에도 확산되어 오늘날 의약품 허가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이 글의 일부는 ‘박실비아(2017). 미국과 EU의 의약품 신속개발 및 허가 프로그램의 동향과 쟁
점. 약학회지, 61(3), pp.147-157’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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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국의 의약품 신속심사제도 운영 현황 

미국의 신속심사제도는 (1) 허가심사를 우선 진행, (2) 대리결과변수(surrogate endpoint)에 
근거하여 허가, (3) 규제기관의 지원을 통해 개발 과정을 효율화하는 3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미국의 의약품 신속심사제도 개요

구분 프로그램명 연도 내용

허가심사 
우선 진행 Priority review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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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결과변수 
근거 허가

Accelerated
approval 1992

Approval based on surrogate
endpoint or intermediate clinical endpoint

규제기관의 
지원을 통해 
개발 과정 
효율화

Fast track 1997
Actions to expedite development process;
roll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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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ion between FDA and EMA expedited approval programs and therapeutic value of new 
medicines: retrospective cohort study. BMJ 2020;371:m3434을 가공

1) 우선심사 (Priority review)
우선심사(Priority review; PR)는 1992년 시행된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이하 

PDUFA)」에 의해 도입되었다. 1992년부터 FDA는 모든 신약 허가 신청 건에 대해 표준심사
(standard review) 또는 우선심사(PR) 대상으로 구분한다. 신청 약이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며 
안전성·유효성에서 상당한 개선(significant improvement)이 있는 경우 우선심사(PR) 대상으
로 지정된다. 우선심사(PR) 대상으로 선정된 약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을 6개월로 하여 표준심사
에(10개월) 비해 더 빨리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시장진입 소요 기간을 단축시킨다.  

우선심사(PR) 대상은 이후 더 확대되어, 2007년부터 FDA는 열대성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에 
우선심사(PR) 바우처를 제공하고 제약사는 이를 추후 의약품 허가 신청 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부터는 「FDA Safety and Innovation Act(이하 FDASIA)」에 따라 심각한 감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제품(qualified infectious disease product; QIDP)으로 지정된 약도 
우선심사(PR) 대상에 포함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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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허가 (Accelerated approval)
조건부허가(Accelerated approval; AA) 제도는 1992년 PDUFA에 따라 도입되었다. 조건부

허가(AA)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 치료제로서, 임상적 편익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
한 대리결과(surrogated endpoint)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의미있는 개선(meaningful 
advantage)이 확인된 경우, 시판 후 임상적 확증시험 수행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이다. 

조건부허가(AA)된 의약품은 허가 후 임상적 확증시험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조건부
허가(AA)로 허가되는 제품은 판촉물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를 받는다. 조건부허가(AA)
에 의해 시판되는 의약품은 사용과정에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FDA는 조건부허가(AA)로 
시판되는 제품에 대해 안전을 위해 제한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 의사의 자
격이나 의료기관을 제한할 수 있고 특정한 의료시술을 조건으로 약물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조건부허가(AA)는 당초에는 질병 진행이 길고 임상적 편익을 측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
는 질환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는데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왔다. 1996년 '종양 축소'가 임상
적 편익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대리결과로 인정되면서 항암제 신약이 대상에 포함되었으
며, 이후 항암제 개발에서는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단독시험을 통
해 조건부허가(AA)를 취득하는 경향이 활발해졌다. 2012년 FDASIA에서는 조건부허가(AA)의 
대상에 질환의 심각성, 희귀성, 유병률 또는 대안적 치료의 부족 등의 조건을 추가함에 따라 
희귀질환 치료제도 포함되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3) 신속절차 (Fast track)
신속절차(Fast track; FT)는 심각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서 미충족 의료필요

(unmet medical needs)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신약에 대해 조기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심사에서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속절차(FT) 지정을 받은 개발자는 FDA의 심사팀과 사전미팅을 더 자주 가질 수 있고 허
가신청을 위한 각 자료가 완료되는 대로 동반심사(rolling review)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
게 된다. 2012년 FDASIA 시행에 따라 심각한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제품(QIDP)으로 지정
된 항생제 및 항진균제도 신속절차(FT) 제품의 자격을 얻게 되면서 신속절차(FT) 제품의 범위
가 확대되었다. 

 
4) Breakthrough 지정제도 
Breakthrough 지정제도(Breakthrough designation; 이하 BTD)는 2012년 FDASIA에 의

해 신설된 제도로서, 개발 과정에서 획기적 의약품을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개발의 효율을 높
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TD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중증질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예비적 임상근거로 보았을 때 중요한 임상 결과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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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이 있을 때 지정 가능하다. 
BTD 지정을 받으면 개발자는 FDA의 시의적절한 자문과 상호적 의사소통을 통해 임상시험 

디자인 및 수행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개발 지원 제도와 달리 FDA의 선임관리
자 및 경험 있는 심사인력를 비롯한 다학제적 부서가 참여하여 제품 개발 과정의 협의를 진행
한다. 개발자는 이를 통해 임상시험 규모를 효율화하고 개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BTD 지정 
의약품은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해 동반심사(rolling review)를 받을 수 있고 허가 신청 시 우선
심사(PR)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5) RMAT(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 지정 제도
RMAT 지정 제도는 2016년 시행된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 Act)에서 재생의료

제품에 대해서도 BTD 제도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대상 의약품은 재생의료제품으로서, 심각한 질환(serious condition)을 치료 
또는 개선, 회복,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예비적 임상적 근거가 그러한 질환의 미충족 
의료 필요(unmet medical needs)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경우 RMAT 지정 가
능하다. 

RMAT 지정을 받으면 FDA와의 빈번한 미팅과 자문 등 BTD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개발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지정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정이 취소된다. 

2.3. 우리나라의 의약품 신속심사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신속심사제도는 그동안 식약처 고시에서 규정되어 시행되다가, 2019년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신속처리를 포함함으로써 
신속심사제도가 마침내 법에서 규정되었다. 2021년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
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신속심사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들이 포함되었고 
2021년 개정된 「약사법」에서도 이를 포함하면서, 우리나라 의약품 허가제도에서 신속심사제도
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체계화될 시점을 맞이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법에 포함된 신속심사제
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는 ‘신속처리’로 제도를 통칭하고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제도는 맞춤

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이다. 우선 심사와 조건부 허가는 미국 제도에서의 해당 제도
(각각 priority review, accelerated approval)와 유사한 개념이다. 단 우리나라의 우선 심사
에서는 미국의 우선심사(PR)에서와 같이 심사 목표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맞춤형 심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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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기간의 단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미국의 개발 촉진 프로그램에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에(“rolling review”) 해당한다.

조건부허가의 경우 조건은 제37조와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적 유효성을 확증하기 위
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가의 근거가 불충분하므
로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조치가 포함된다. 만일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안전성·유효성의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제38조의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제36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

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37조(신속처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개발자가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발 과정별로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제
출하고, 이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협의한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이하 
“맞춤형 심사”라 한다)할 것

  2. 개발자가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한 품
목허가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할 것

  3. 개발자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판 후 안전관리를 조건
으로 품목허가(이하 “조건부 허가”라 한다)를 할 것

    가. 해당 품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적 평가변수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시험 자료

    나. 해당 품목이 약물역학(藥物疫學), 약물치료학(藥物治療學), 병태생리학(病態生理學) 등
의 관점에서 임상적 유익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리평가변수에 대하여 효과
가 있음을 보여주는 임상시험 자료

제37조(신속처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건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유효성과 제1항제3호 각 목 사이에 불확실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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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이 법에서는 우선 심사, 수시동반 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각

각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의 우선심사, 맞춤형 심사, 조건부 허가와 동일한 개념의 제도이다.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품
목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2.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을 확증하기 위하여 투약자 대
상 임상시험 자료 등을 제출할 것

  3. 해당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취급에 필요한 훈련을 받거나 경험을 가진 의료인만이 해당 첨
단바이오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할 것

  4. 활력 징후를 수시로 감시하는 등 환자에게 특정한 의료적 절차를 수행할 것

제38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등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처리 대상 지정 또는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제3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우선심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다른 의료제품에 대한 심사보다 우선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제조판매품목허가, 수입품목허가, 제조허가, 수입허가, 
제조인증 또는 수입인증(이하 “품목허가”라 한다)이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된 경우

  2.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된 경우

제8조(수시동반심사)

①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는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개발 과정별로 작성되는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그 과정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수시로 심사(이
하 “수시동반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조건부 품목허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및 대상 질병의 특성상 치료적 확증 임상
시험과 그 형태와 목적이 유사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을 완료한 예비 위기대응 의약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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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사법
2021년 7월 약사법 개정으로 조건부허가, 우선심사 등 신속심사에 관한 제도가 약사법에 포

함되었다.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중 일부에 조건부허가, 희귀질환 치료제 또
는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의 일부에 우선심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대하여 해당 의약품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품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1. 해당 의약품이 약물역학, 약물치료학, 병태생리학 등의 관점에서 임상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 또는 해당 의약품의 임상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리평가변수를 통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

  2. 그 밖에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핵물질ㆍ생화학무기 등에 대한 유효성을 연구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별로 
정하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증할 수 있는 임상
시험 자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품목허가를 할 수 있
다.

  1. 의약품
    가. 해당 의약품이 독성물질을 감소시키는 방법 등 그 의약품의 작용기전이 병태생리학 

등의 관점에서 합리적임을 설명하는 자료
    나.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시험 결과가 사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에 충분하다고 

입증하는 자료
    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비임상시험에서 사용된 평가변수가 사람의 생존가능성 향상 등 

유익성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자료
    라. 신청된 의약품에 대한 사람 또는 동물의 약물동태ㆍ약물동력 자료 등이 사람에게 적

용할 적절한 투여량임을 설명하는 자료
    마. 그 밖에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입증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해당 의료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품목허가를 즉
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제품을 투여ㆍ사용하는 자의 치료기회 보장이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이후에 그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조건부허가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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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
당 의약품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등을 확증하기 위하여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
료 등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
어 품목허가(이하 “품목 조건부 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해당 품목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적 평가변수에 대하여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

2. 해당 품목이 약물역학, 약물치료학, 병태생리학 등의 관점에서 임상적 효과를 합리적
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리평가변수를 통해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

제35조의3(조건부 허가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5조에 따른 시설 조
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경우

2. 시설 조건부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품목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의4(우선심사 대상 지정) 

① 의약품을 개발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우선심사 대상
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
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
발한 신약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는 의약품

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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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약품 신속심사제도 관련 주요 쟁점 

1) 신약에 대한 환자의 조기 접근성 
신속 개발 및 허가 프로그램은 그 목적이 신약의 시장진입을 빠르게 하는 것이고, 내용상으

로도 개발과정에서의 활발한 사전상담,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요건의 완화, 허가심사의 신속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리결과변수에 근거한 조건부허가 프로그램인 조건부허가(AA)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 이
후 2004년까지 15개 항암제에 적용되었는데, 이는 동 기간 허가된 항암제 22개의 68%를 차지
한다(Dagher et al., 2004). 조건부허가 프로그램은 특히 항암제 개발에서 많이 이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암 환자들의 신약 조기 접근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여러 실증분석 결과들은 신속 개발 및 허가 프로그램이 신약의 허가심사 기간과 
개발기간을 모두 단축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06년 10월~2014년 12월까지 FDA에 허가 
신청된 1,717건 중 1/4(444건)이 한 개 이상의 신속 개발 및 허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신속 개발 및 허가 프로그램이 적용된 약은 심사기간이 8.6개월로 그렇지 않은 약에(12.1개월) 
비해 훨씬 짧았다(GAO, 2015). 2008년 FDA 허가된 신약의 개발기간(FDA의 임상시험 승인 
시점부터 시판허가까지)을 조사한 결과 신속 개발 및 허가 절차를 통해 허가된 약과 일반 절차
로 허가된 약이 각각 5.1년, 7.5년으로, 신속 절차를 통했을 때 개발기간이 2년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oore & Furberg, 2014). 

이와같이 신속 개발 및 허가 프로그램은 신약의 개발기간 단축을 통해 환자의 조기 접근성 
확보에 영향을 미쳤으며, 198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신속 개발 및 허가 프로그램의 
적용 비율도 함께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신약의 시장진입 속도를 높여왔다(Kesselheim et al., 
2015). 

2) 혁신적 신약 개발 
의약품의 신속 개발 및 허가 프로그램들은 미충족 의료필요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또는 기존 치료제 대비 혁신성이 있는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실증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볼 때, 신속심사제도 대상으로 개발 및 허가된 신약들이 그렇지 
않은 신약에 비해 반드시 혁신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1992년 12월~2017년 5월까지 FDA가 조건부허가(AA)한 93개 항암제 적응증 중 확증시험에
서 생존(overall survival)의 증가를 보고한 것은 19개(20%)에 불과하였다(Gyawali et al., 
2019). 2007~2017년 FDA에서 허가한 신약에 대하여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 외국의 
의료기술평가조직에서 치료적 가치(therapeutic value)를 평가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높은 치료적 가치(high value)를 인정받은 약은 분석 대상 신약의 1/3에 그쳤다. 다만 신속심
사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신약이 그렇지 않은 신약에 비해 높은 가치(high value)를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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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더 높았다(45% vs. 11%) (Hwang et al., 2020).
FDA에서 Breakthrough 지정(BTD)을 받은 후 허가된 항암제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2012~2017년 허가된 33개 BTD 제품과 25개의 non-BTD 제품의 outcome(고형암에서의 반
응률, 사망률, 중대한 부작용 발생률)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arrow et al., 2020).

3) 시판 후 확증시험 이행
2002~2010년과 2011~2018년 FDA 신약 허가 중 각각 11%, 13%가 조건부허가(AA)에 해당

하였으며, 조건부허가(AA)는 특히 항암제에서 흔히 이루어졌다(Darrow et al., 2020). 조건부
허가(AA)가 증가하는 만큼 시판 후 확증시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왔다. 그러나 제품이 일단 
시판된 후에는 무작위통제시험을 위한 환자등록과 시험 이행이 어려우며 실제로 확증시험의 
이행은 상당히 지연되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Boon et al., 2010)· 

Beaver et al.(2018)에 의하면, 1992년 12월~2017년 5월 미국에서 조건부허가(AA)로 시판
된 항암제, 혈액암 치료제 93개 적응증 중 51개(55%)가 연구 당시 정규허가로 전환되었고 37
개(40%)가 아직 전환되지 못하였으며 5개(5%)는 퇴출되었다. 조건부허가 후 정규허가로 전환
되는 데 소요된 기간은, 허가 시점에 확증시험이 진행 중이었던 약은 평균 3.1년, 미진행 중이
었던 약은 평균 5.5년이었다. 조건부허가 후 허가 취소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8.8년
(3.4~11.5년)이었다.

시판 후 확증시험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는 것은, 제품 시판 상태에서 무작위통제시험의 수
행이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당국의 관리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 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 연구에 대한 FDA의 
감독이 미진하고 안전성 데이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GAO, 
2015).

3.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 고찰

3.1.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도입 배경 

희귀의약품은 환자 수가 매우 적은 질환의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각각의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으나 희귀질환의 종류는 6천여 개에 이르며, OECD 국가 전체
에 약 1억 명에 이르는 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희귀의약품의 치료 대상인 희귀질
환은 유전질환이 80%를 차지하며,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인 쇠약을 동반하는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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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희귀의약품은 대상 환자 수가 적어서 수익성이 낮고, 질환의 메커니즘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임상시험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회피하였다. 결과적으로 희
귀질환자들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 기회가 낮아졌고 이에 희귀질환자들도 일반 질환자들과 마
찬가지로 양질의 의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희귀의약품 지정제도가 
마련되면서 희귀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3.2. 외국의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1) 미국
미국은 1983년 희귀의약품법(Orphan Drug Act)을 시행하여 세계 최초로 희귀의약품의 개

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였다. 미국에서 희귀질환은 “미국 내 20만 명 미만의 환자
가 있는 질환, 또는 미국 내 환자가 20만 명 이상이지만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 내에서의 판매를 통해 회수될 가능성이 없는 질환”으로 정의되고 희귀의약품은 이에 해
당하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개발 촉진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발 과
정에서 FDA의 사전 상담, 직접 연구비 지원,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허가 후에는 다른 
신약보다(5년) 더 긴 시장독점기간을(7년) 누릴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경쟁 제품 없이 
고가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EU

EU(European Union) 차원에서는 희귀의약품에 관한 법률로서 『Regulation (EC) 
141/2000』이 최초로 발효되어 이후 희귀의약품 지정제도와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이 시행되었다. 

EU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EMA(European Medicines Agency)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①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인 쇠약을 동반하는 상태의 진단,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커뮤니티에 있는 인구 10,000명 당 5명 이하의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또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으로 쇠약상태 또는 심각한 만성상태를 진단, 예방, 
치료하는 것으로 커뮤니티에서 시판했을 때 필요한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의 충분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② 커뮤니티에서 시판허가된 진단, 예방, 치료를 위한 만족스러운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그런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제품이 해당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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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이다. 다른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적
용하고 있는 질환의 희귀성, 투자 회수의 어려움, 의약품의 임상적 편익 등의 요소뿐만 아니라 
EU에서는 질환의 심각성이라는 기준을 더 두고 있다. 즉 지정 신청 의약품이 생명을 위협하거
나 만성적인 쇠약을 동반하여 환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질환을 진단, 예방, 치료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어야 한다.

EU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개발 과정에서의 프로토콜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시판 후에는 다른 신약보다(8년) 더 긴 시장독점기간을(10년) 누릴 수 있다.

3.3.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우리나라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는 1999년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마련되면서 시행되었
다. 지정 요소는 환자수, 치료적 개선이다. 이후 2011년 희귀의약품 제도에서 개발 촉진의 개
념이 도입되면서 개발 과정에서 희귀의약품을 지정하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이 추가되었다.

2)‘significant benefit'는 임상적으로 적절한 이득(relevant advantage) 또는 환자 케어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지정기준)

①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2.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

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 단계(비임상시험 단계인 경우, 임상시험 진입이 가

능하다는 근거가 확보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의약품(이하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0,000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가.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은 제외한다)이 개발되

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경우
    나. 약리기전이나 비임상 시험등으로 볼 때 기존 대체의약품(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의약품은 제외한다)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3.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서 개발 계획(임상시험 실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타당성이 인정

(significant benefit)2)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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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 
허가 등 규제체계에서의 특례 제도가 포함되었다. 이때 포함된 제도들은 모두 미국, 유럽 등 
국가들에서 희귀의약품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제도들이다. 

3.4.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관련 주요 쟁점 

1) 희귀의약품의 양적 증가와 여전히 존재하는 미충족 필요(unmet needs)
희귀의약품 개발 촉진 제도가 시행된 후 제약기업들의 희귀의약품 개발은 크게 증가하였고,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2018년 미국 FDA에서 허가한 신약 59개 중 34개
(58%)가 희귀의약품이었다(Sarpatwari & Kesselheim, 2019). 미국에서 희귀의약품 시장은 

될 것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의약품 수급체계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환자

의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의약품

<희귀질환관리법>

제19조(「약사법」에 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이하 이 조에서 “희귀의약품”이라 한다)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희귀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수
입품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다른 품목허가신청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약사법」 제31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 특성별로 허가 제출자료ㆍ
기준,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약사법」 제31조의5에도 불구하고 희귀의약품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할 수 
있다.

  4. 「약사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품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
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희귀의약품의 소아 적응
증을 추가하는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다.

  5.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희귀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시험 
대상자 모집 및 국제 공동 임상시험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

  6. 「약사법」 제82조에 따른 승인, 사전검토, 허가 신청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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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체 처방약 시장의 16%를 차지하였는데 2024년에는 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희귀의약품의 증가는 질병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의 진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맞춤의학과 

바이오마커를 중심으로 하는 의약기술 발전과도 관련 있다. 질병에 대한 분자적, 유전자적 분
석 기술을 통해 질병을 세분화함으로써 과거에는 일반 질환이던 것을 여러 개의 희귀질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 한 개 질환으로 정의되었던 림프종은 수십 개 질환으
로 구분 가능해졌고, 2013년 미국에서는 20개 이상의 림프종 치료제에 대해 각각 희귀의약품 
지정을 하였다(Reardon, 2014). 

그러나 희귀의약품의 양적 증가가 그대로 의학적 미충족 수요의 해결로 이어졌다고 말하기
는 어렵다. 2001~2016년 유럽에 도입된 희귀의약품 146개 중 28%만이 대체 치료제가 없는 
질환의 치료제였으며, 희귀질환의 95%는 여전히 치료제가 없다(Marselis & Hordijk, 2020).

글로벌 시장에서의 희귀의약품 동향은 국내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2007~2018년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 및 희귀의약품(570품목) 중에서 희귀의약품(251품목)은 44%를 차지하였다(박실비
아 외, 2019). 

2) 높은 가격과 고수익
희귀의약품은 다른 신약에 비해 더 긴 시장독점기간이 보장되고 건강보장체계에서 급여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고가로 판매된다. 환자 수가 극히 적은 희귀의약품도 고가 판매를 통하여 
제약기업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특허 만료 후에도 후발 의약품 개발이 활발하지 않
아 사실상 독점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유럽에서 희귀의약품 독점 기간이 종료된 약 
70개 중에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가 진입한 약은 20% 미만이었다(Marselis & 
Hordijk, 2020).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지만 희귀의약품의 대상 환자가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니다. 일부 
희귀의약품은 여러 개의 희귀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며,3) 희귀의약품 지정 후 일반 질환으로 
추가 적응증을 받기도 한다.4) 또 일반 질환 치료제로 사용하던 약을 희귀질환 치료제로 추
가 개발하여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기도5) 한다(Simoens, 2011). 미국에서 1983~2016년 동안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약 449개 중 98개(22%)가 비희귀질환 적응증을 동시에 갖고 있었
다(OECD, 2018). 2009~2015년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의약품 84개 중 13개(15%)는 일반 질
환을 바이오마커에 따라 환자를 세분화하여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Kesselheim et al., 2017). 특히 약가 통제 기전이 없는 미국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던 
의약품에 희귀질환을 추가 적응증으로 개발한 뒤 가격을 인상하는 gaming 행태가 문제로 

3) 이마티닙(imatinib)은 EU에서 6개의 희귀질환 적응증을 지정받았다.
4) 보센탄(bosentan)은 EU에서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희귀 지정을 받았고 이후 심부전 치료제
로 적응증을 확장하였다.

5) 실데나필(sildenafil)은 EU에서 발기부전치료제로 허가 후 폐동맥고혈압, 만성혈전색전폐고혈
압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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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고 있다(Sarpatwari & Kesselheim, 2019). 
희귀의약품의 평균 글로벌 매출은 점점 상승해왔고(2001년 1.3억 유로 -> 2019년 7.2억 유

로), 연간 매출이 10억 유로 이상인 희귀의약품(“nichbuster”)은 2009년 3개에서 2019년 20개
로 증가하였다. 오늘날 희귀의약품은 더이상 수익성이 낮아 개발 동기가 약하다고 하기 어렵다. 

4. 맺으며

의약품 신속심사제도는 1990년대 미국에서 제도화된 후 점점 확대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2019년 이후 신속심사제도가 법에 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었다. 신속심사제도는 

의약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허가체계와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조기 접근을 목적으로 하며 도

입, 확대되고 있다. 신속심사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안전성, 유효성의 근거가 불충분한 채로 시

판되는 의약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신약의 증가는 이후 임상현장이나 건강보험 급여에서 의

사결정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다. 신속심사제도가 유전자치료제, 재생의학 등 최근 의약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 제도가 의약품 개발과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할 필요가 있다. 신속심사제도는 신약개발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신약개발 기

술의 변화는 허가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신속심사제도는 허가제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치료제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불충분한 임상적 근거 사이에서 어떤 균

형을 취해야 할 것인가? 현재 환자들의 신속한 치료제 접근권과 미래 환자들의 안전하고 유효

한 치료제 접근권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취해야 할 것인가?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민간 제약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의약품

의 개발을 촉진하여 희귀질환자들도 비희귀질환자들과 의약품 접근권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세계적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현

재 이 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희귀의약품이 허가 신약

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희귀질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치료제가 증가하였는가? 의약기술의 발

전은 희귀의약품 개발과 희귀질환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제

약기업의 희귀의약품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희귀의약품 개발의 증가는 의약품 허가제

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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