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신속심사제도, 
희귀의약품지정제도는
어떻게사용되는가?

토론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제약사특혜정책#독점권부여정책 #신속심사 #조건부허가#희귀의약품지정제도



차례

▪한국의신속심사제도운영

▪한국의희귀의약품지정제도운영

▪한국맞춤형환자접근성에대한고민



한국의 신속심사제도 운영
한국 신속심사 제도 = 한국 제약회사의 특혜?



국내 신약 ? 



국내 신약 ? 
N번째 제품명 회사명 효능∙효과 허가일자 조건부허가 3상임상대상자수

26 슈가논정 동아에스티㈜ 당뇨병 치료제 ‘15.10.2. X 160명/222명

27 올리타정 한미약품㈜ 항암제(폐암) ‘16.05.13. O

28 베시보정 일동제약㈜ B형간염치료제 ‘17.05.15. X 197명

29 알자뷰주사액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18.02.02. X
105명

(진단민감도 측정)

30’ 인보사 주 코오롱생명과학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17.07.12. X 163명

30 케이캡정 씨제이헬스케어㈜ 소화성궤양용제 ‘18.07.05. X
302명/ 324명/ 

284명

31 렉라자정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21.1.18. O

32 렉키로나주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21.2.5. O

33 롤론티스 한미약품 ㈜ 호중구감소증치료제 ‘21.3.18. X 405명/237명



국내 세포치료제? 

제품명 회사명 효능∙효과 허가일자
조건부
허가

카티스템 메디포스트 골관절염환자의무릎연골결손 ‘12.01.18

큐피스템주 안트로젠 코론병으로인한누공치료 ‘12.01.18. O

뉴로나타-알주 코아스템 루게릭진행속도완화 ‘14.07.30 O

케라힐-알로 바이오솔루션 2도화상의재상피화촉진 ‘15.10.16.

로스미르 테고사이언스 중등도이상의비협골고랑 ’17.12.17 O

카티라이프 바이오솔루션 무릎연골결손의치료 ‘19.04.24. O



국내 세포치료제? 

제품명 회사명 효능∙효과 허가일자
조건부
허가

3상자료
제출여부

카티스템 메디포스트 골관절염환자의무릎연골결손 ‘12.01.18

큐피스템주 안트로젠 크론병으로인한누공치료 ‘12.01.18. O X

뉴로나타-알주 코아스템 루게릭진행속도완화 ‘14.07.30 O X

케라힐-알로 바이오솔루션 2도화상의재상피화촉진 ‘15.10.16.

로스미르 테고사이언스 중등도이상의비협골고랑 ’17.12.17 O X

카티라이프 바이오솔루션 무릎연골결손의치료 ‘19.04.24. O X



국산 의약품 제품화 지원사업 - 팜나비 사업

▪ 기업에서제품개발중실시간으로상의할수있는대화창구로서심사부직원 2인지원

▪ 제품화임박단계품목에대해전문심사그룹운영



국산 의약품 제품화 지원사업 - 팜나비 사업



국산 의약품 제품화 지원사업 – 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 제품맞춤형기술지원협의체운영

▪ 신약개발을지원하고제품이빨리나올수있도록임상초기바이오챌린지를지정하고,
개발단계별밀착상담제공



국산 의약품 제품화 지원사업 – 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



한국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의 운영
희귀의약품 지정제도가 가지는 모순



임상 3상에 드는 비용

▪ 시험약품생산비용, 임상시험담당자인건비,  실

패한임상비용,  투자에따른기회비용을제외한

임상 3상비용은 2100만$(약 240억원)이었음.

(2010~2015년7대주요기업, 700개임상시험비용평가) 

▪ 대상자수가1000명이상인임상시험은 7720만$, 

100-250명이하는1620만$이었음.

▪ 복용기간이26주이하인임상시험은 1970만$,   

26주이상은5170만$ 이었음. 

출처: Martin L, Hutchens M, Hawkins C, Radnov A. Nat Rev Drug Discov. 2017 Jun;16(6):381-382. How much do clinical trials cost?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Martin%20L%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28529317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Hutchens%20M%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28529317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Hawkins%20C%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28529317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Radnov%20A%5bAuthor%5d&cauthor=true&cauthor_uid=28529317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martin+l+radnov+a+2017


한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 허가심사료 절감

▪ 자료독점권연장 (6년->10년)

▪ 연구개발세금감면, 임상시험비용보조

▪ 우선∙신속심사

▪ 신속심사및희귀의약품제도는고부담고위험연구개발과정의공공의부담임. 

하지만이에대한공적통제에대해서논의되지못함.



개발비용 절감과 독점권 강화, 하지만 가격은 낮아지지 않는다

▪ 인센티브와무관하게혁신치료제및희귀질환

치료제가격은증가함.

▪ 1998년전체의약품승인의 10%에서 2017년

44%로 4배증가함. 제약회사들은희귀의약품시

장을새로운블록버스터모델로인식하고있음.

▪ 임상 2상에서허가에이르는시간도짧아졌으며, 

규제허가도유의하게증가함. 또한, 희귀의약품

가격도급격히증가함. 평균의약품가격에비해

25배비싼것으로나타남.(이익마진률이 80% 

이상이라고보고되고있음.)



한국에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이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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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허가일기준)



국내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시장도 크게 증가

(억원)

출처: 급여의약품청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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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희귀의약품 지정 현황 (2021.07.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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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개발단계희귀의약품



한국 맞춤형 환자 접근성에 대
한 고민



환자 접근성의 최고 난제, 일방적 공급중단과 대체불가능



▪ 국내에서 수익성 등을이유로 매년수십건의 공급중단의약품 발생.

▪ 국내에공급되던의약품이공급중단될경우국내에허가되지않은의약품이진

료상치료에필요한경우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통해수입에의존하고있음.  

하지만,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환자의요구에따라서국내에공급되고있기때

문에접근성이떨어지며, 소량을수입하는방식으로유통상의이유로비용부담이

증가함.

환자 접근성의 최고 난제, 일방적 공급중단과 대체불가능



한국만의 환자 접근성 전략이 필요하다.

▪ 미국의혁신신약지정제도, 가속심사제도, 패스트트랙제도, 희귀의약품지정제도는

환자의조기접근성전략에유효했을지모르지만한국은그러하지않음.

▪ 독점권강화에따른민간회사의고가전략은건강보험재정을위협할수있음. 신속심

사제도와독점권보장방식은환자에게 ‘먹을수없는약’을빨리먹을수없게하는것

에그칠수있음. 

▪ 항암제및희귀의약품의공급불안에시달리는한국시장에맞는접근성전략이필요

함.

▪ 조건부허가에따른의약품안전성∙유효성평가는 불완전하지만, 급여과정에서적절

하게평가되지못하고있음. 이를보완할수있는안전장치마련도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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