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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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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2016-24030 

 

희귀질환 (rare diseases)은 발생률이나 유병률이 매우 낮고,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다. 투병중인 질병이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었거나 의약품이 해당 희귀질환의 혁신적인 

치료제로서 희귀의약품 지정되어 빠르게 사용 허가를 받을지라도,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되어야 환자들이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급여등재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 적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고가의 희귀의약품으로 인해 국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체감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희귀질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만큼 

실제로 환자가 투여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급여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건강보험 적용 급여 등재까지 오랜 시간 소요될 경우 

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지연되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도입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실제 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기 위한 급여까지의 과정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로, 희귀의약품 지정이 

신약의 급여 등재 여부와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부터 급여 등재 

고시까지의 기간 (기간 1),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부터 품목 허가 

승인까지의 기간 (기간 2), 의약품 품목 허가 승인부터 급여 등재 

고시까지의 기간 (기간 3)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의약품 

특성에 따른 급여 등재 여부 및 각 기간 1, 2, 3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아울러, 정책 환경 변화가 희귀의약품의 각 기간 1, 2, 3에 

미치는 영향 또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을 받은 전체 신약 품목 181개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5개 품목을 제외한 총 176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분석을 위한 

카이제곱검정 또는 피셔의 정확도검정, 생존 분석을 위한 Kaplan Me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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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Cox 비례위험분석, 급여 등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허가 승인을 받기까지의 허가 

검토 기간 (기간 2)을 일반 신약 보다 48.5일 단축시켰으나 

(p=0.0283), 신약의 의약품 급여 등재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희귀의약품이 일반 신약 보다 급여 

등재율이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희귀의약품은 일반 신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을 더욱 장기화시키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약효군 분류에 따라 항종양제 및 면역억제제는 그렇지 않은 약효군의 

의약품보다 약 1.7배 급여 등재가 잘 되는 결과를 보였다 (p=0.0130). 

기간 측면에서는 항종양제 및 면역억제제는 그렇지 않은 약효군의 

의약품 보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허가 검토 기간 (기간 2)과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제출회사분류에 따라 국내사는 다국적 제약사 대비 급여 등재될 

확률이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품목 

허가를 신청 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허가 검토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국내사에서 해당 의약품의 급여 제출 시 다국적 

제약사 보다 허가 신청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 (기간 1)이 185일 

약 6개월가량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p=0.0374). 

생물의약품은 비 생물의약품 대비 급여 등재될 확률이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더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기간 측면에서는 

생물의약품일 경우 허가 검토 기간 (기간 2)이 59일가량 더 소요되는 

것을 보였으며 (p=0.0129),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 또한 지연시키는 경향성을 보였다.  

정책 환경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 시, 제 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된 2017년 12월 28일 이후 희귀의약품 내에서 허가 

승인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 (기간 3)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52일 단축되었으며 (p=0.0337), 허가 검토 기간 (기간 2)은 오히려 

약 67일 길어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p=0.0386),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백신 및 치료제 검토가 우선시 되며 그 외 의약품의 허가 검토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60일 가량 증가된 사유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p=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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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신속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도입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환자 급여 혜택까지의 기간 단축에는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희귀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 신약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 접근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제의 개발과 급여는 환자의 생존율, 삶의 질, 가계의 재정적 부담 

등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는 만큼 

희귀의약품의 건강 보험 급여 등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도입 및 각 정부 부처의 협업, 제약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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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희귀질환 (rare diseases)은 단어의 의미대로 그 발생률이나 유병률이 

매우 낮고,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이다. 전 

세계 8,000여종 이상의 희귀질환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선천성/유전성 질환이 80% 이상에 해당하여 생애 초기에 발병하여 

의학적/비의학적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선천적 질환으로 

일찍이 사망하는 경우도, 생존율은 높아도 평생을 고통에서 살아가는 

질환들도 많다. 또한 질환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발병 후 확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중증화 되거나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희귀성, 희소성이라는 특성으로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임상시험이 어려울 뿐 아니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민간 차원의 

연구 개발이 힘든 시장실패 영역에 해당한다 (박기수, 2006). 그리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제약 기업이 쉽게 개발할 동기를 갖기 어려운 실상이 

있어, 미국, EU,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개발 과정의 특혜와 시장독점권을 

제공해왔으며 (박실비아, 2013), 제도적 측면에서도 각 국가마다 

희귀질환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반 임상시험 절차에서 희귀의약품 혹은 항암제의 임상시험은 제 

2상 임상시험자료를 제 3상 임상시험자료로 갈음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품목 허가에 필요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희귀질환 치료제의 개발과 허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힘쓰고 있다.  

신속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개발과 더불어 의약품 급여 측면에서 

살펴볼 때, 2006년 12월 선별등재제도 도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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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 근거생산의 

어려움 때문에 선별등재제도의 핵심 가치인 경제성평가를 통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집단에서 선별등재제도 하에서의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고가 

치료제에 대해서 일반 신약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급여 사례가 2007년도 이후 누적되었다고 하였다 

(김은숙, 2016).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일부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였고, 2013년 11월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2015년 

6월에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와 같은 희귀의약품의 접근성 강화 목적의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2015년 12월 제정된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희귀질환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데, 이에 따라 2017년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다.  

다양한 법과 제도들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희귀질환 치료제는 여전히 

막대한 의약품 개발 비용 대비 대상 환자 수가 적은 질환군이기에 

대부분 매우 고가로 환자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며,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욕구, 치료 접근성 이슈는 

여전히 존재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진행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내 희귀질환 현황 분석 및 지원 

개선방안 도출」 (2018)에 따르면, 희귀질환 환자들이 느끼는 미충족 

의료 (지난 12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로, ‘진료 및 치료비를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가 24.22%로, ‘지역 내 치료를 받을 만한 시설을 갖춘 

곳이 없어서’ (26.4%)에 이어 두번째의 이유로 손꼽혔다. 그 중, 

치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개인부담 연간 평균 

비용이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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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의 비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개인부담 

연간 평균 비용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 희귀질환 현황 분석 및 지원 개선방안 

도출」 2018) 
 

이러한 고가의 비급여 치료 개인 부담으로 인해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밝힌 비율이 다음과 같았다. 

 

<표 1-2>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의 비급여 치료 개인부담 연간 평균 

비용 부담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 희귀질환 현황 분석 및 지원 개선방안 도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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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 환자 치료를 위해 도입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포함하여 

허가와 급여 제도들이 다양하지만 여전히 환자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치료제에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투병중인 질병이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었거나 의약품이 해당 

희귀질환의 혁신적인 치료제로서 희귀의약품 지정되어 빠르게 사용 

허가를 받을지라도,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되어야 환자들이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에 필수적인 신약의 급여등재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급여 적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고가의 의약품으로 인해 국내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체감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것 외에도, 희귀질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되기 전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만큼 실제로 환자가 투여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급여를 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 환자 치료를 위해 2016년 2월에 품목 

허가를 받은 스트렌식주의 경우, 2020년 6월에 이르러서야 건강보험 

적용 급여 등재가 되는 등 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환자 측면 외에도 절차상의 효율성에 있어서 또한 의약품 허가와 급여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 검토되고 있는데, 두 부처 간에 희귀질환 및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다는 시야가 존재한다. 식약처는 ‘국내 

유병인구 20,000명 미만’ 또는 ‘치료법 부재’를 기준으로 

희귀의약품 지정과 같은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심평원은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나 위험분담제 적용 시 국내 

유병인구 200명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 등 동일한 질환, 의약품에 

대해 각 부처에서 검토하는 기준의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도입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통해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의 허가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 접근성과 급여 혜택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희귀의약품 개발 및 허가를 위해 도입된 ‘희귀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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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도’가 실제 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기 까지의 전체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의약품 급여 여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며, 환자가 실질적인 의약품의 치료 혜택을 받기 

까지의 전체 필요 절차인 의약품 허가 – 급여 등재 전체적인 기간과 

의약품의 개발 (허가)과 의약품 접근성 (급여) 기간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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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신약과 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 심사결과정보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이력정보, 급여고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의약품 허가부터 

급여까지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신약과 희귀의약품의 다음의 사항을 비교 분석한다. 

① 급여 등재 여부 

② 기간 1: 품목 허가 신청 – 급여 등재 고시까지의 기간 

③ 기간 2: 품목 허가 신청 – 품목 허가 승인까지의 기간 

④ 기간 3: 품목 허가 승인 – 급여 등재 고시까지의 기간 

 

둘째, 희귀의약품 지정이 신약의 급여 등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희귀의약품 지정이 신약의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부터 급여 

등재 고시까지의 기간 (기간 1),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부터 품목 허가 

승인까지의 기간 (기간 2), 의약품 품목 허가 승인부터 급여 등재 

고시까지의 기간 (기간 3)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의약품 특성에 따른 급여 등재 여부 및 각 기간 1, 2, 3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섯째, 정책 환경 변화가 희귀의약품의 각 기간 1, 2, 3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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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이론적 배경  

 

1.1. 희귀질환, 희귀의약품의 개념과 특징 

 

희귀질환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 질환의 발생률이나 유병률이 

매우 낮은 질환으로 (박기수 외, 2006; 임준 외, 2013) 질환의 희귀성 

즉, 환자수의 규모가 매우 작은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로써 

희귀질환을 정의하고 있는데, 2016년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제 

2조에서는 희귀질환을 ‘유병(有病)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으로 정의하였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희귀질환 지정 기준을 ① 질환에 대한 유병(有病)인구 수, 

② 질환 진단에 대한 기술적 수준, ③ 질환 진단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수준, ④ 질환에 대한 치료 가능성, ⑤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수준, ⑥ 그 밖에 질환의 원인,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에 대하여 각 국가별로 유병인구, 발병률, 발병 기전의 

불확실성, 치료 방법의 존재 여부, 장기간 요양 필요성, 진단의 어려움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표 2-1> 국가별 희귀질환 정의 비교 

국가 정의 인구 

만명당 

환자규모 

상한선 

WHO 희귀질환 : 거주자 1,000명 중 

0.65~1명에 이환되는 질병 또는 

상태 

6.5~10명 - 

미국1) 희귀질환 : 미국 내 유병인구가 

20만명 이하인 질환 

(Rare disease and disorders are 

6.4명 20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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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ich affect small patient 

populations, typically populations 

smaller than 200,000 individuals 

in the US.) 

EU2) 희귀질환: EU 내의 유병률이 

10만명당 50명 이하인 질환 (Rare 

diseases are diseases with a 

particularly low prevalence; the 

European Union considers 

diseases to be rare when they 

affect not more than 5 per 10,000 

persons in the European Union) 

5명 185,000명 

일본3)  난병: 발병 매커니즘이 분명하지 

않고, 치료 방법이 확립되 어 있지 

않은 희귀 질병이며, 해당 질병에 

걸릴 경우 장기 간 요양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 

3.9명 50,000명 

호주 희귀질환 : 난치여부와 상관없이 

환자수가 2,000명 미만인 경우 

1.1명 2,000명 

대만 희귀질환 : 중앙관할당국에서 제정 

및 공표하고 희귀의약품 위원회에서 

인정한 유병률이 낮은 질병  

1명 - 

한국4) 희귀질환 :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  

4.25명 20,000명 

1) 희귀질환법(Rare Disease act of 2002)  

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on Rare Diseases: 

Europe’s challenges  

3) 난병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4) 희귀질환관리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 2017.) 

 

희귀의약품이란, 약사법 제 2조에 따라,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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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가.「희귀질환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90년대까지는 희귀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임상시험이 어렵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질환이라는 인식으로 

희귀의약품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설립과 ‘한국인 선천성 유전질환의 민족특성 

규명과 유전정보 센터 설립 (~1999)’에 대한 연구지원을 시작하며 

관심도가 증가하였고, 근래에 들어서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2017년 12월 28일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을 

발표하여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및 질환 관리를 위한 사항들이 

추진되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①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창출, ② 희귀질환 진단ㆍ치료ㆍ관리기반 구축, ③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지원 확대, ④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이며, 이는 

희귀질환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의지가 표명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희귀질환과 관련된 정책 환경의 변화를 일으킨 한 축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 각 국가에서도 희귀의약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개발 과정의 특혜와 시장독점권을 제공하기 시작하며, 

현재 전 세계 희귀의약품의 연평균 매출액이 11.1%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희귀의약품이 

아닌 약물의 연평균 매출액 5.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① . 

우리나라에서도 희귀의약품의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희귀의약품 총 지출액 및 총 약품비 중 희귀의약품 지출 

비중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희귀의약품 총 지출액은 연평균 

지출액이 41.0%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박실비아, 2015)  

 

 

① 전효점. [제약업계는 지금] 세계 223조 규모 '희귀의약품' 뚫는 토종기업들. 

서울 이투데이. 2021. 11. 14. Retrieved from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16586 

javascript:;
javascript:;
java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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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희귀질환의약품의 지정기준 및 범위 

 

우리나라는 허가단계에서 희귀의약품을 지정해 왔으며, 2013년 2월에 

연구개발 단계에서 희귀의약품을 지정하는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약사법 제 31조, 제 42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으로는 ‘질환의 

희귀성’과 ‘진료상의 필요성’을 가장 비중 있게 두고 있다. 또한, 

환자 수 2만 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기존 의약품보다 안전성 및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 외에도 동일제제의 연간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을 각각 15억원 이하 및 150만불 이하로 제한하는 등 

희귀의약품이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익성이 낮다는 

결과적 특징을 규정으로 강제하는 제품의 시장규모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2018년 개정 시 삭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8-41호에 따른, 희귀의약품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306개의 의약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으며, 33개의 의약품이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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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 단계(비임상시험 단계인 

경우,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확보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의약품(이하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중략) –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은 의약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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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었다는 근거자료 또는 희귀질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국내·외의 

명확한 입증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또는 해당질환 관련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장의 희귀의약품 지정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에 합당한 근거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특히 강조할 부분은, 2018년 4월에는 희귀의약품이 더욱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희귀의약품에 대한 

지정신청을 의약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업자에 더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행정예고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희귀의약품을 

지정하던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로 절차를 

변경함으로써 희귀의약품 지정 기간을 단축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8.4.18).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제도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희귀의약품 제도는 외국에서 개발된 

희귀의약품을 우리나라에 신속하게 도입하여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개발되었으므로, 희귀의약품 지정 및 허가심사 절차에서 

자료 감면 및 생략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1.3. 희귀의약품의 허가 과정 

 

의약품이 개발되어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보통 

10-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은 임상시험으로, 충분한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함이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10) 

임상시험 이후 의약품의 도입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는 의약품 허가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경우 1년, 생물의약품의 경우 1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제약사의 통상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최혜영 (2020) 연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허가 

받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KRPIA) 회원사의 115개 신약의 국내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조사 시 평균 299.7일 (중앙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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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일)로 나타났으며, 신약이 합성의약품일 경우 허가 기간 중앙값은 

289.0일, 생물의약품일 경우 302.5일로 생물학적제제 허가에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의 경우 장기간의 허가절차 동안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할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그렇기에, 희귀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환자에게 치료제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조건부 

임상 2상 허가 등의 방법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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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할 시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긴급한 치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희귀질환자들에게 이러한 

절차는 치료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 일 

것이다. 따라서 제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반 임상시험 절차에서 희귀의약품 혹은 항암제의 임상시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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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희귀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품목 허가에 필요한 제출 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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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규정 제 41조). 

대부분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하려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약사법 제 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이에, 수입 

허가절차에 의거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의약품 등 수입품목 허가(신고) 처리 

절차에 따르면 허가, 신고 및 자료검토 기간은 총 90일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은 생물학적제제 등이 아닌 품목과 함께 면제 

대상에 속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희귀의약품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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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등 

6개 고시를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시 GMP 

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3개 제조단위 실적자료를 1개로 경감시켰고, 

경우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는 일부 면제, 원료의약품 

등록자료는 생략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반 신약의 경우 6년이었던 

재심사 기간을 희귀의약품 허가 시 10년으로, 희귀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희귀의약품 신청 수수료는 

일반 신약의 절반 수준으로 감면하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16. 2. 5.;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표 2-2> 일반 신약과 희귀의약품의 시판 허가 제도 비교 

구분 일반 신약 희귀의약품 

허가 심사 일반 심사: 

필수 제출 자료를 허가 

심사 시 제출 

신속 심사: 

일부 제출 자료를 시판 

후 제출하고 우선 심사 

허가용 

임상시험의 범위 

제 3상 임상시험 자료 

제출 필수 

제 2상 임상시험자료를 

제 3상 임상시험자료로 

갈음 할 수 있음 

(제 3상 조건부허가제도) 

수입허가 및 

수입신고 

신고 대상 신고 면제 

허가 갱신을 위한 

평가 자료 수집 

기간 

5년 10년 

재심사 기간 최대 6년 최대 10년 

 

최근에는 희귀의약품과 중증질환 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와 우선심사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령상 근거로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약사법에 입법 예고하며, 기존 

식약처 고시에서 법령상의 근거로 마련될 예정이다.② 

 

 

② 중증질환·희귀의약품, 조건부 허가 및 우선심사 규정 마련. 매일경제. 

2021.11.14.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it/view/2021/10/98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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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희귀의약품의 급여 정책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큰 폭 증가하면서 

2006년 5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적정화 

방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경제성 평가 (economic 

evaluation)에 있어 비용대비효과가 우수한 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의약품으로 등재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약제는 

등재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비용대비효과’ 즉, 경제성이 매우 

중요한 척도로 사용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신약의 약가 협상 시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 

소위 재정영향분석결과를 약가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는 

보험급여 약품의 범위와 가격에 대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의약품 사용에 

따른 비용과 결과를 적절히 평가하여 자원의 사용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함이다. 즉 허가 받은 모든 신약이 반드시 급여되는 것이 아니며,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이 미흡 또는 불분명한 신약은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의약품 보험등재 절차에서 신약의 약가 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경제성 평가 등 급여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후 2단계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상한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공단협상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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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제는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등재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데 대한 가장 큰 우려는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점이다 (이태진, 2008). 희귀질환자와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대체 의약품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단 1-

2개월조차 치료약제의 접근이 늦어진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보험등재 및 약가 결정 절차에서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5년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하였다.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는 대체약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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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 생성이 곤란하여 경제성 평가가 곤란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A7국가 최저약가’수준 (다만 3개국 이상 

등재된 경우)에서 경제성을 인정, 약가 협상을 거쳐 등재되는 

특례제도이다. 선별등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근거 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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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그 가격의 

90%약가’를 수용하는 경우 약가 협상 절차를 생략한 신속등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표 2-3>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 적용 조건 

구분 내용 

임상적 필요도 

(어느 하나 해당)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약제포함)이 없는 

경우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근거생산의 어려움 

(어느 하나 해당) 

대조군 없이 신청품 단일군 (single-arm) 

임상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경우 

대조군이 있는 2상 임상시험으로 3상 조건부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경우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산이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 

제외국 등재 여부 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조정평균가 산출 

대상국가인 외국 7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중 3개국 

이상에서 등재된 약제 

 

<그림 2-1>과 같이, 일반 신약의 약가 결정은 심사평가원 평가 

120일, 건강보험공단 협상 60일 등 평균 240여일이 소요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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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의약품의 신속등재절차로 인해 일부 신약의 보험등재 기간을 

60일 단축하는 등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림 2-1> 신약 약가 결정 절차 흐름도 

 
(김은숙, 2016. 신약 접근성 개선 정책이 등재율 및 등재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하지만,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약제는 매우 제한적이며, 

2020년 – 2021년 상반기까지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의 관문을 통과한 

약제는 한독㈜의 스트렌식주와 한국애브비의 벤클렉스타정이 유일하다.  

그 외에도 위험분담제라 하여, 정부는 2013년 6월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고, 약제의 경우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부터 대체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와 제약사가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비교 대상이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고, 비용-

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적으로 급여하는 급여원칙을 유지할 수 

있다(이태진 등, 2016). 제약사가 급여결정 신청 시 위험분담안을 

제시한 약제 중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다음의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경우 위험분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심각한 질환 또는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인 경우 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개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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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가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위험분담 계약의 유형을 크게 조건부 

지속치료와 환급 혼합형, 총액 제한형, 환급형, 환자 단위 사용량 제한형 

4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에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등 

신청인(제조업자 등)이 제안하는 유형이 있다. 

 

이와 같이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희귀질환치료제 및 항암제와 같은 

예외 케이스를 위한 세부 제도의 도입이 진행되었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선별등재제도 시행 후 세부 제도의 도입 과정 

 
(김은숙, 2016. 신약 접근성 개선 정책이 등재율 및 등재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1.5. 허가 – 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  

 

식약처 – 심평원 – 공단- 복지부 단계별 절차로 인하여, 허가 

등재소요시간이 선별등재 이후 길어짐에 따라, 등재까지 기간 단축을 

위하여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제도를 2014년 9월 도입하였다. 본 

제도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따로 공고하는 약제 (신약)에 대해서 품목 허가 전에도 식약처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심평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16년부터는 신약뿐 아니라 희귀의약품까지 허가-

급여평가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제약회사가 원하면 정식 허가 

전에 약가 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심평원의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기존의 순차적인 검토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보험 등재 시기가 30-6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18 

정부에서는 전망하였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보도자료 2013.09) 

 

<그림 2-3> 신약의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도입에 따른 변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보도자료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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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고찰  

 

2.1.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허가 승인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허가된 신약의 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실제적인 기간을 조사하고, 동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최혜영, & 이재현. (2020)연구에 따르면, 국내에 허가된 신약 중 

연구 대상 115개 품목의 허가, 심사 기간은 평균 299.7일 

(중앙값=293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15.3일 

지연되었다 (p=0.0250). 이 중 희귀의약품은 53개 품목이 허가되었고, 

그 비중은 전체의 46.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신약 중에 희귀의약품의 허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의약품의 경우 그렇지 않은 신약에 비해 허가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87.1일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아울러, 연도별로 보았을 

때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희귀의약품의 허가, 심사기간이 그렇지 

않은 신약에 비해 2배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2016년과 2017년 

동안에는 1.5배 정도로 그 간의 차이가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였다. 즉, 

희귀의약품은 그렇지 않은 신약에 비해 빨리 허가를 받고 있지만 

2016년 이후 희귀의약품의 허가, 심사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어 

신속심사의 이점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2.2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의약품 급여율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서 2007년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평가를 신청한 58개 품목의 항암제를 대상으로,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신청 제도 및 희귀의약품 지정 여부 등이 급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Kim ES, (2017) 연구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지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약품 급여가 되는 

비율이 Log odds=1.4734 만큼 증가하였다(p=0.074). 항암제 

중에서도 해당 항암제의 적응증 질환이 희귀질환에 해당될 경우 (rare 

cancer)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항암제는 일반 신약인 항암제 보다 더 높은 비율로 급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 

대체제 보다 낮은 약가, 새로운 작용 기전, 위험분담제 신청, 신물질 

(new chemical entity), 희귀의약품 지정 이렇게 6개 요소가 의약품 

급여 등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p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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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희귀의약품 지정 이후 매년도 허가/보험 급여의 비율  

우리나라에서의 희귀의약품 접근성과 약제비 부담에의 영향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 상황, 의약품 허가 승인, 급여 등재, 그리고 의약품 

재정적 지출 분석을 진행한 Lee SH et al. (2020)연구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승인, 허가 받은 약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65개 제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고, 156개 

제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승인되었으며, 56.4%의 약제만이 급여 

등재되었다. 허가 승인된 의약품 중 희귀의약품 지정 의약품 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양상이나, 2013년 이후 급여 등재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약제가 허가 승인 

이후 급여 등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년에서 3년 사이 소요되기에,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급여율이 45%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저자는 고가 희귀의약품의 등장으로 재정적 부담이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기술하고 있었다.   

 

<그림 2-4> 2007-2019년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 급여 품목수  

 
(Lee SH et al. (2020)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9): 2991.) 

 

박실비아 외 (2019)에 따르면, 2015년 도입된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와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확대에 따라 신약과 희귀의약품의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보장성 확대 제도의 적용이 집중된 항암제에서 

등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007~2018년 허가 받은 신약 570개 중 

2019년 4월까지 383개 (67.2%)가 급여 등재되었다. 이 중 항암제의 

경우 141개 중 99개(70.2%)가 등재가 되는 높은 급여 등재율을 

보이며, 전체 신약(67.4%) 및 희귀의약품(55.4%)의 등재율보다 높았고, 

특히나 2013~2015년 허가 항암제의 경우 등재율이 약 90%에 이르러 

보장성이 매우 높았다. 다만, 희귀의약품의 경우에는 2007~2018년 

허가 받은 251개 품목 중 2019년 4월까지 139개 (55.4%)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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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되는 결과를 보이며, 항암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받은 

반면 희귀의약품은 여전히 급여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결과를 보였다.  

그 외에도 허가 연도별 급여 등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2011년에 

허가를 받은 희귀의약품이 2018년에 이르러서야 급여를 받는 등, 허가 

이후 급여를 받기 까지의 기간, 급여까지의 속도에 있어서도 각 제품 

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2-4> 신약 (희귀의약품 포함)의 허가 연도별 급여 등재 현황* 

 
(박실비아 외. (2019) 기술 변화에 따른 의약품의 미래 전망과 중장기 

보건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4) 

*주)허가 승인, 급여 등재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가 가공한 표 

 

<표 2-5> 희귀의약품의 허가 연도별 급여 등재 현황* 

 
(박실비아 외. (2019) 기술 변화에 따른 의약품의 미래 전망과 중장기 

보건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4) 

*주)허가 승인, 급여 등재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가 가공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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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약품 허가 승인 – 급여 신청 – 급여 등재까지의 각 

구간의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Son, KB. (2018) 에서는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된 2007년도 이후 

세부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의 기간 2013년까지를 참고 기간 (제 

1기)으로 하여, 세부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제 2기) 동안의 의약품 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절차를 구간 

1 (허가 승인일부터 급여 등재일까지), 구간 2 (허가 승인일부터 급여 

신청일), 구간 3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 등재일까지)로 나누어 각 결정 

구간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연도별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급여 등재를 신청한 128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 시, 제 1기 동안의 허가 승인 이후 급여 

등재까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9.24개월인 반면, 제 2기에 

이르러서는 13.40개월로 큰 폭으로 단축되었으며, 해당 기간 중, 실제 

급여 등재 검토를 위한 (구간 3) 기간은 전체 기간의 62.9% (제 1기), 

64.2% (제 2기)를 차지하였다. 생물의약품과 임상적으로 개선된 

의약품이 허가 승인부터 급여 신청까지의 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소였던 

반면, 임상적 효과의 불확실성과 ATC 코드 L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와 J (전신작용 항감염제)이 급여 신청부터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소임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2.5 의약품 등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Meta (2015) 에서는 SMC (Scottish Medicines Consortium, 

스코트랜드 HTA 기관)의 8년간의 의약품 급여 등재 평가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급여 등재 권고율은 57%였으며, 임상적 요인, 적응증, 

질환특성, 비용효과성 및 회사규모, 환자단체의견제출, 급여평가 재제출 

등의 가장 광범위한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급여율을 올리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용효과성, 적응증, 제약사유형 

(대형제약사)를 언급하였다. 질환특성의 경우, 희귀질환 적응증 약제 

대비 비 희귀질환 적응증으로 신청한 의약품의 등재율 Odds Ratio가 

2.15 였으며, ATC code 로는 B(blood)의 등재율이 81% (Odds ratio = 

4.37), C(cardiovascular) 29% (Odds ratio = 0.41), J (anti-

infective)가 82% (Odds Ratio = 4.82), L (antineoplastic)가 38% 

(Odds ratio = 0.63)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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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약의 급여 평가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Bae et 

al(2016)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에서 선별등재제도 시행 

후 8년간 평가받은 253건의 신약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175건 (69.2%)의 신약은 급여로 평가되었고, 78건(30.2%)은 비급여로 

평가되었다. 또한, 253개의 신약 중 항암제는 31건이었고, 이 중 

16건(51.6%)은 급여, 15건(48.4%)은 비급여로 평가되었다. 비급여의 

주된 이유는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었다. 

임상적 유용성의 측면에서 보면, 253건의 신약 중에서 68건의 신약이 

대체약제 대비 상대적으로 개선된 약제로 나타났고, 이 중 

46건(67.6%)의 약제가 급여로 평가되었다. 대체약제 대비 상대적으로 

유사하거나 비열등한 약제는 15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117건(74.1%)의 약제가 급여로 평가되었다.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거나 비열등한 약제의 급여율이 개선된 약제의 급여율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거나 비열등한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투약비용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된 약제에 

비해 급여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Bae EY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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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가설  

 

본 연구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네 

가지 가설을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희귀의약품 지정은 신약의 의약품 급여 등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희귀의약품 지정은 신약의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부터 급여 

등재 고시까지의 기간 (기간 1),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부터 품목 허가 

승인까지의 기간 (기간 2), 의약품 품목 허가 승인부터 급여 등재 

고시까지의 기간 (기간 3)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의약품이 갖는 특성 중 약효군, 생물의약품 해당 유무, 제출 

신청한 제약사의 종류는 급여 등재 여부 및 기간 1, 2, 3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정책 환경 변화가 희귀의약품의 각 기간 1, 2, 3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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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자료원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이면서 완제의약품 중 의약품과 

생물의약품에 한정하며, 급여 등재 여부 및 기간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가 모두 적용된 2015년 제7차 

약제평가위원회 (2015년 6월 4일)이후부터 심의된 약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신약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정의는 2021년 7월 31일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nedrug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신약 Y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문의약품 (희귀)’로 분류되어 있지 않는 품목을 

일반 신약으로, ‘전문의약품 (희귀)’로 분류되어 있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정의하며, 허가 취소/취하된 품목은 제외한다.  

 

한 의약품에 다수의 함량이 존재하는 경우, 함량에 관계없이 허가 

승인 및 급여 등재까지 동일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동일한 건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허가 변경 및 급여 기준/약제 가격 변경 등으로 여러 

차례 신청한 의약품의 경우 가장 최초 허가 및 최초 급여 등재 고시 

자료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자료원은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중에 품목 허가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신약 95개 품목, 

희귀의약품은 86개 품목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5개 품목 

(렉키로나주,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코미나티주, 코비드-

19백신얀센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의 경우, 

국가재난상황에 따라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 이후 평균 38일만에 허가 

승인을 받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신약은 90개 품목, 희귀의약품은 

86개 품목의 허가 및 급여 자료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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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의 자료원 

 

자료 출처 

품목 허가 신청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

합정보시스템 [의약품 등 심사결과정보 공

개]  

https://nedrug.mfds.go.kr/pbp/CCBAC02 

품목 허가 승인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

합정보시스템 [의약품 등 정보 검색] 

https://nedrug.mfds.go.kr/searchDrug 

급여 등재 고시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통합정보] 

https://www.hira.or.kr/rf/medicine/getHi

storyList.do?pgmid=HIRAA0300350200

00 

희귀의약품 지정 여부, 

의약품 분류, 제출 신

청한 제약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

합정보시스템 [의약품 등 정보 검색] 

https://nedrug.mfds.go.kr/searchDrug 

약효군 분류 (ATC 

code)   

약학정보원 

http://www.health.kr/searchDrug/result_

drug.asp?drug_cd=2020072700001  

급여 등재 신청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자료공개 > [약제급

여평가위원회평가결과] 

https://www.hira.or.kr/bbsDummy.do?pg

mid=HIRAA030014040000 

https://nedrug.mfds.go.kr/pbp/CCBAC02
https://nedrug.mfds.go.kr/searchDrug
https://www.hira.or.kr/rf/medicine/getHistoryList.do?pgmid=HIRAA030035020000
https://www.hira.or.kr/rf/medicine/getHistoryList.do?pgmid=HIRAA030035020000
https://www.hira.or.kr/rf/medicine/getHistoryList.do?pgmid=HIRAA030035020000
https://nedrug.mfds.go.kr/searchDrug
http://www.health.kr/searchDrug/result_drug.asp?drug_cd=2020072700001
http://www.health.kr/searchDrug/result_drug.asp?drug_cd=2020072700001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14040000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30014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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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수  

 

3.1. 종속 변수 

⚫ 급여 등재 여부 

⚫ 기간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급여 등재 고시한 날짜까지의 

기간 

⚫ 기간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부터 품목 허가 승인한 날짜까지의 기간 

⚫ 기간 3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품목 허가 승인한 날짜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급여 등재 고시한 날짜까지의 기간 

 

<그림 3-1>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부터 급여 등재까지의 과정 

 

 

3.2. 독립 변수  

⚫ 희귀의약품 지정 여부 

 

3.3. 통제 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는 의약품의 일반적인 특성인 품목허가신청 

및 약제결정신청을 제출한 의약품 회사, 의약품 생물의약품 분류,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ATC) 코드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정책 환경 변화와 관련된 통제변수로 제 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된 2017년 12월 28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변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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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분석에 활용한 변수 정의 

변수 코드 정의 

종속변수 

급여등재여부  1 

0 

급여 

비급여 

기간 1 

(허가신청-급여등재 

소요시간) 

연속형 

변수 

(일수) 

평균 (mean)  

기간 2 

(허가신청–허가승인  

소요시간) 

연속형 

변수 

(일수) 

평균 (mean)  

기간 3 

(허가 승인–급여등재 

소요시간)  

연속형 

변수 

(일수) 

평균 (mean)  

설명변수 

희귀의약품지정 1 

0 

희귀의약품 

일반신약 

통제변수 

의약품의 

특징 

약효군분류 1 

 

0 

L type (항악성 종양제 및 

면역억제제) 

Other type (L type 외) 

제출회사분류 1 

0 

국내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 

생물의약품 1 

0 

생물의약품 

의약품  

정책 환경  

변화 

제 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1 

 

0 

2017년 12월 28일 이후 

 

2017년 12월 28일 이전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19의 시작 

1 

 

0 

2020년 1월 20일 이후 

 

2020년 1월 20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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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 신약과 희귀의약품의 ①급여등재 여부 ②허가신청일–

급여등재까지의 기간(기간 1) ③허가신청일-허가승인일(기간 2) 

④허가승인일–급여등재까지의 기간(기간 3)에 대한 비교 분석을 

기술통계로 분석하고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 또는 피셔의 

정확도 검정 (Fisher‘s exact probability test)을 통해 각 결과 사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4.2. 희귀의약품 지정이 급여 등재 여부 및 기간에 미치는 

영향  

급여 등재를 사건 발생으로 간주하여, 품목 허가 신청 이후 연구 종료 

시점 (2021년 7월 31일)까지와 품목 허가 승인 이후 연구 종료 

시점까지의 Kaplan Meier 생존 분석을 진행하였다.  

 

4.3. 희귀의약품 지정이 급여 등재 여부에 미치는 영향  

급여 등재를 사건 발생으로 간주하여, 품목 허가 승인 이후 연구 종료 

시점 (2021년 7월 31일)까지의 생존 분석으로 Cox 비례위험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급여 등재 또는 비급여로 표현되는 이항 범주형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4.4. 희귀의약품 지정이 각 기간 1, 기간 2, 기간 3에 

미치는 영향  

희귀의약품 지정 및 의약품 특성이 각 기간 1, 2, 3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델은 Adjusted-R2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variance inflation 

factor(VIF)를 통해 다중 공선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4.5. 정책 환경 변화가 희귀의약품의 각 기간 1, 기간 2, 

기간 3에 미치는 영향  

제 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희귀의약품의 각 기간 1, 2,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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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희귀의약품 (n=86)만을 대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하위 분석으로 진행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시작이 국내 의약품 허가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델은 Adjusted-R2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variance inflation 

factor(VIF)를 통해 다중 공선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통계분석과 모델링은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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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 승인을 받은 전체 신약 품목 181개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5개 품목 (렉키로나주,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코미나티주, 코비드-19백신얀센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

19백신주)의 경우, 국가재난상황에 따라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 이후 

평균 38일만에 허가 승인을 받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고, 총 176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중,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은 의약품은 86개로 48.8%로 

나타났다. 약효군 분류에 따라 보았을 때,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 

(ATC L)가 70개로 39%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전신작용 

항감염제 (ATC J)와 소화관 및 대사 치료제 (ATC A)의 허가 승인 

비중이 많았다. 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생물의약품의 비율은 

28%를 차지하였으며, 품목 허가 신청 및 급여 신청한 제약회사가 

국내사인 경우는 32%로, 다수의 의약품이 다국적제약사에서 신청되었다 

(<표 4-1>).  

<표 4-1>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전체 일반신약 희귀의약품 

품목 수  176개 90개 86개 

약효군 분류 

  L type   70개 32개 38개 

  Others 106개 58개 48개 

의약품 종류 

 의약품 126개 68개 58개 

 생물의약품  50개 22개 28개 

제출회사 분류 

 국내사 56개 21개 35개 

 다국적 제약사 120개 69개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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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허가를 위한 검토 소요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승인까지의 기간(기간 2)을 보았을 때, 희귀의약품의 경우 평균 

305.7일, 일반 신약의 경우 평균 354.5일 소요가 되어 희귀의약품의 

의약품 허가 검토가 일반 신약 보다 더욱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 0.0264) (<표 4-3>).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허가된 의약품을 

바탕으로 진행했던 선행연구 최혜영 & 이재현 (2020)와 비교 시 평균 

검토 소요 시간이었던 희귀의약품 176일, 일반 신약 361.5일 대비 

희귀의약품의 허가 검토 기간은 지연, 일반 신약은 단축된 것을 보이며, 

2016년 이후 희귀의약품의 신속심사 이점이 다소간 희석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재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신약과 희귀의약품의 급여 등재 여부를 비교 시, 일반 

신약에서는 65.56%의 등재율을 보인 반면, 희귀의약품은 54.65%의 

등재율로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일반 신약 대비 낮은 등재율을 보여 

(<표 4-2>), 박실비아 외 (2019) 선행연구와 같이 전체 신약의 

등재율 (67.4%) 대비 오히려 희귀의약품에서의 등재율 (55.4%)이 

낮은 결과를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약의 개발에 따라 의약품 허가 신청을 한 이후 환자가 급여 혜택을 

받기까지의 전체 소요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간 1의 경우, 일반 신약은 

평균 777.1일 소요되었으나 희귀의약품은 평균 801.3일 소요되는 등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오히려 희귀의약품이 일반 신약보다 환자가 

급여 혜택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허가 승인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 (기간 3) 또한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희귀의약품이 일반 신약보다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보였다 (<표 

4-3>).  

<표 4-2> 연구 대상의 급여 등재 여부 

 전체 일반신약 희귀의약품 p-value 

급여 등재 여부 n (%) 

  예  106 59 

(65.56) 

47 

(54.65) 

0.1662 

아니오 70 31 

(34.44) 

39 

(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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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의약품 허가신청 이후 급여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 

 일반신약 희귀의약품 p-value 

기간 (right censored) 

Day (SE) 

기간 1(허가 

신청–급여 등재) 

777.1 일 

(48.87) 

N=54 

801.3 일 

(66.55) 

N=40 

0.7655 

기간 2(허가 

신청–허가 승인) 

354.5 일 

(13.78) 

N=80 

305.7 일 

(17.20) 

N=66 

0.0264* 

기간 3(허가 

승인–급여 등재) 

446.5 일 

(40.81) 

N=59 

473.5 일 

(56.32) 

N=47 

0.6923 

기간 (급여 약제 한정) 

Day (SE) 

기간 2(허가 

신청–허가 승인) 

326.3 일 

(16.03) 

N=54 

285.9 일 

(21.69) 

N=40 

0.1292 

*pooled p-value 

 

급여 등재를 위해 제출한 제도로 인한 결과 차이를 보기 위하여 

약제평가위원회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하였고,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 및 

위험 분담제로 급여 신청을 제출한 품목은 일반 신약의 경우 90개 품목 

중 14개이었고 100%의 급여 등재율을 보였으며, 희귀의약품의 경우 

86개 품목 중 23개가 해당 제도로 신청하였고 그 중 2개 품목 (라디컷 

주, 브리뉴라주)은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 및 위험분담제 대상이었음에도 

비급여 판정이 되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 및 

위험분담제로 신청한 경우 일반 신약은 허가 승인 이후 급여 등재까지 

평균 573.6일이 소요, 희귀의약품은 평균 686.4일이 소요되는 등, 일반 

신약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446.5일, 희귀의약품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473.5일보다 오히려 급여 등재까지 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였다.  

 

 한편,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제도로 신청한 의약품은 <표 4-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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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으며, 이들의 의약품 허가 신청 이후 급여 등재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간 1)은 평균 427.6일로, 일반 신약 평균 777.1일, 희귀의약품 평균 

801.3일의 소요 기간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나, 스테글라트로정의 경우 시판허가부터 최종 고시까지는 

75일만이 소요되었으며, 시판허가부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까지 

6일 밖에 걸리지 않는 진기록을 세웠다. 다만, 해당 제도로 신청한 

의약품은 모두 일반 신약으로 희귀의약품은 전무하였으며, 제약사에서 

등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파악하였다.  

 

<표 4-4>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제도 신청 의약품 

품목 기간 1 기간 2 기간 3 

스테글라트로정 440일 364일 76일 

케이캡정 541일 302일 239일 

아킨지오캡슐 236일 80일 156일 

마비렛정 395일 255일 140일 

빅타비정 526일 340일 186일 

평균 427.6일 268.2일 159.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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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희귀의약품 지정이 급여 등재 여부 및 기간에 

미치는 영향 – Kaplan Meier plot  

 

희귀의약품 지정에 따른 의약품 급여 등재 여부 및 등재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약품 급여 등재를 사건 발생으로 

간주하고, 품목 허가 신청 이후 연구 종료 시점 (2021년 7월 

31일)까지와 품목 허가 승인 이후 연구 종료 시점까지의 생존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한 이후 1,540일 (약 

4년 2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일반신약 중에서는 32.4%만이, 

희귀의약품은 19.2%만 급여가 등재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신청한 

의약품 전체 중 50%의 의약품이 급여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신약은 1,905일 (약 5년 2개월), 희귀의약품은 2,254일 (약 6년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4-1>).   

 

<그림 4-1> 품목 허가 신청 이후 연구 종료 시점까지의 생존 곡선         

y 축 (survival probability) : 비급여 의약품일 확률, x 축 : 일수 

 

 Wilcoxon test : Pr > Chi-Sqaure = 0.0424 

ㅡ : 희귀의약품, ㅡ : 일반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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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허가 승인 이후 연구 종료 시점까지의 생존 분석을 진행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래프가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허가 승인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일반신약 중에서는 35.7%만이, 희귀의약품은 

28.8%만이 급여가 등재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1600일 (약 4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의약품이 등재될 확률은 일반 신약은 85%, 

희귀의약품은 69%로 확인되었다 (<그림 4-2>). 

 

<그림 4-2> 품목 허가 승인 이후 연구 종료 시점까지의 생존 곡선 

y 축 (survival probability) : 비급여 의약품일 확률, x 축 : 일수 

 

Wilcoxon test : Pr > Chi-Sqaure = 0.3315 

 

 

ㅡ : 희귀의약품, ㅡ : 일반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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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희귀의약품 지정이 급여 등재 여부에 미치는 

영향 – Cox 비례위험분석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희귀의약품 지정 및 의약품 특성이 급여 등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약품 허가 승인 이후 급여가 등재되기 까지의 기간 

3을 활용하여 연구 종료 시점인 2021.07.31까지의 의약품 급여 등재를 

사건 발생으로 간주하는 생존 분석으로 Cox 비례위험분석을 진행하였고, 

전체 176개 품목 중 75개 품목이 급여 등재되었으며, 나머지 101개 

품목이 절단되었다 (censored).  

<표 4-5>에 따르면 허가 승인 이후, 희귀의약품은 일반신약 보다 

급여 등재될 확률이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0.686배로, 더 낮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약효군 분류에 따라 항종양제 및 면역억제제는 

그렇지 않은 약효군의 의약품보다 약 1.7배 급여 등재가 잘 되는 

결과를 보였다. (p=0.0130) 제출회사분류에 따라 다국적 제약사 대비 

국내사는 급여 등재될 확률이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1.23배 더 높은 

경향성을 보였으며, 생물의약품은 의약품 대비 급여 등재될 확률이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0.800배로, 더 낮은 급여 등재 경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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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희귀의약품 지정 및 의약품 특성이 급여 등재에 미치는 

영향 – Cox 비례위험분석  

변수 Parameter 

estimate 

HR 95% 

HR C.I 

p-

value* 

기간 3 (허가승인 이후 연구 종료까지) 

희귀의약품 지정  

(ref : 일반 신약) 

-0.38300 0.686 0.984- 

2.187 

0.0602 

약효군 분류  

(ref : other type)  

0.52819 1.696 1.118- 

2.572 

0.0130 

제출회사분류  

(ref : 다국적제약사) 

0.20700 1.230 0.781- 

1.938 

0.3720 

생물의약품  

(ref : 의약품) 

-0.22290 0.800 0.524- 

1.223 

0.3029 

 

Likelihood Ratio p value = 0.0434 

Proportionality test p value = 0.0428 

HR : Hazard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p<0.05 

 

생존분석 외에도 통상적으로 범주형 종속변수에의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 방법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표 

4-6>), 모델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Cox 비례위험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던 희귀의약품 지정된 의약품이거나 생물의약품일 경우 급여 

등재 확률을 낮추고, 항종양제 및 면역억제제 이거나 국내 제약사에서 

신청한 의약품은 높은 급여 등재율을 보이는 경향성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Cox 비례위험분석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 

유의성은 있지 않으나 희귀의약품 지정이 오히려 의약품 급여 등재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58개 항암제를 대상으로 진행한 김은영 

(2017) 연구 결과인, 항암제 중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약품 급여율이 Log odds = 1.4734 (p value 

=0.074)만큼 증가한다는 결론과 상이한 결과로, 항암제 중에서는 해당 

항암제의 적응증 질환이 희귀질환에 해당될 경우 (rare cancer) 일반 

항암제보다 더 높은 확률로 급여가 되는 점이 전체 신약 중의 

희귀의약품으로 확대 시 적용되지 않는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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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희귀의약품 지정 및 의약품 특성이 급여 등재에 미치는 

영향 –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Parameter 

estimate 

OR 95% 

C.I 

p-value* 

희귀의약품 지정  

(ref : 일반 신약) 

-0.4428 0.642 0.343-

1.201 

0.1658 

약효군 분류  

(ref : ATC other type)  

0.8157 2.261 1.166-

4.382 

0.0157 

제출회사분류  

(ref : 다국적 제약사) 

0.2661 1.305 0.657-

2.590 

0.4468 

의약품 종류  

(ref : 의약품) 

-0.1384 0.871 0.450-

1.686 

0.6813 

Likelihood Ratio p-value = 0.1233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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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희귀의약품 지정이 허가 승인 및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 – 다중선형 회귀분석  

 

희귀의약품 지정 및 의약품 특성이 각 기간 1, 2, 3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간 1과 

기간 3에 대한 선형회귀분석 식의 p value는 각 0.0002, 0.0004로 해당 

독립, 통제 변수로 기간 1, 3을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기간 

2의 경우 0.3044 로 설명력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표 4-7>에서 품목 허가를 위한 검토 소요 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간 2를 보면, 희귀의약품일 경우 일반 신약 보다 48.5일의 허가 검토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보이며 (p= 0.0283),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도입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신속한 의약품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다만, 이는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허가된 신약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혜영 & 이재현 (2020) 연구에서 희귀의약품이 

그렇지 않은 신약에 비해 평균 187.1일 더 빠르게 허가 받는 (p<.0001) 

것을 확인했던 것 보다 꽤 단축된 기간으로, 희귀의약품이 그렇지 않은 

신약에 비해 빨리 허가를 받고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귀의약품의 

신속심사 이점이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승인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을 볼 경우 (기간 1, 3), 희귀의약품은 일반 신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을 더욱 장기화시키며, 허가 신청 

이후 급여 등재까지 약 66일가량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신속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도입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환자 급여 혜택까지의 기간 단축에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허가 검토 소요 시간인 기간 2에 영향을 끼친 다른 변수를 살펴볼 때, 

다국적 제약사에서 신청한 경우보다 국내사에서 품목 허가를 신청 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검토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특히나 유한양행의 렉라자정, JW 중외제약의 가드렛정과 같은 국내 

자체 개발 일반 신약의 경우 허가 검토 기간이 202일, 130일로 평균 

허가 소요 시간 보다 신속하게 검토된 사례를 확인하였다.  

다른 약효군 보다 항종양제 및 면역억제제일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허가 검토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비 생물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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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생물의약품일 경우 허가 검토 기간이 59일가량 더욱 소요되는 

것을 보이며 (p=0.0129), 생물의약품의 경우 일반 의약품 보다 허가 

검토 기간이 3개월 정도 더 소요된다는 통상적인 인식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 또는 허가 승인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 

1과 3에 영향을 끼친 다른 변수를 살펴볼 때, 생물의약품은 비 

생물의약품 대비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확인되었으며 (기간 1 p<.0001, 기간 3 p=0.0002), 허가 신청 이후 

급여 등재가 되기까지 비 생물의약품 보다 약 324일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항종양제 및 면역억제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다른 약효군 

보다 등재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국내사에서 해당 의약품의 급여 제출 시 다국적 제약사 보다 허가 신청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이 185일 약 6개월가량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다. (기간 1 – p=0.0374, 기간 3 – p=0.0311) 

 

기간 1, 2, 3에 대하여 희귀의약품 지정, 약효군 분류, 제출회사분류, 

의약품 분류 각 변수들간의 공선성을 각각 알아본 결과, VIF 값이 1.02 

– 1.18 사이로, 1에 가까우므로 공선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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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희귀의약품 지정 및 의약품 특성이 각 기간 1, 2, 3에 

미치는 영향 – 다중선형회귀분석  (*p<0.05) 

변수 Parameter 

estimate 

SE p-

value* 

기간 1 (허가 신청 이후 급여 등재까지) n=94 

Intercept  704.66849 65.00547 <.0001 

희귀의약품 지정  

(ref : 일반 신약) 

65.99617 75.22169 0.3827 

약효군분류 

(ref : other type)  

-11.09924 75.22169 0.8831 

제출회사분류  

(ref : 다국적 제약사) 

-185.41836 75.30023 0.0374 

생물의약품(ref :의약품) 324.27496 77.38600 <.0001 

Pr>F=0.0002, R-Square : 21.54%, Adj R-Square : 18.01% 

기간 2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승인까지) n=146 

Intercept  349.90750 19.03846 <.0001 

희귀의약품 지정  

(ref : 일반 신약) 

-48.52644 21.89917 0.0283 

약효군분류 

(ref : other type)  

-10.82028 22.72242 0.6347 

제출회사분류  

(ref : 다국적 제약사) 

-32.18593 24.97751 0.1996 

생물의약품(ref :의약품) 59.05566 23.44468 0.0129 

Pr>F=0.0115, R-Square : 8.72%, Adj R-Square : 6.13% 

기간 3 (허가 승인 이후 급여 등재까지) n=106 

Intercept  419.66576 57.64070 <.0001 

희귀의약품 지정  

(ref : 일반 신약) 

79.63735 65.66091 0.2280 

약효군분류 

(ref : other type)  

-50.96406 64.68465 0.4326 

제출회사분류  

(ref : 다국적 제약사) 

-157.95414 72.26546 0.0311 

생물의약품(ref :의약품) 264.07064 69.50957 0.0002 

Pr>F = 0.0004, R-Square : 18.15%, Adj R-Square :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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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정책 환경 변화가 희귀의약품의 허가 승인 및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 – 하위 분석  

 

희귀의약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가 각 기간 1, 2, 

3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 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된 2017년 12월 28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전에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희귀의약품과 이후에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희귀의약품으로 

나누어 정책의 영향을 다중선형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희귀의약품 86개 품목 중 품목허가 승인일이 2017년 12월 

28일 이후인 경우는 38개 품목으로 그 중 14개 품목이 급여 등재가 

되었으며, 2017년 12월 28일 이전인 경우는 48개 품목으로 이 중 

33개 품목이 급여 등재가 되었다. 다중선형 회귀분석 시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약효군 분류, 제출회사분류, 생물의약품 분류, 제 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함께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제 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시행 이후 품목 허가 검토 기간인 기간 2는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67일 더 소요되었으며 (p=0.0386), 

기간 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252일 단축되었다 (p=0.0337) (<표 

4-8>). 기간 1은 분석 모델 자체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기에 

결과 표에서 생략하였다.  

 

아울러, 국가재난상황으로 인해 보건당국의 전체적인 인력 및 

재정안에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약품의 허가 

승인 및 급여 등재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전에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의약품과 이후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비교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과 관련된 의약품은 통상적인 의약품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의 급여 등재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기에, 급여율 및 

급여까지의 기간을 보는 기간 1과 기간 3의 변화를 보는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 전체 의약품 

176개에서 품목 허가 검토 기간인 기간 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60일 길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표 4-9>).  

 

각 기간에 대하여 희귀의약품 지정, 약효군 분류, 제출회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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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 정책 환경의 변화 각 변수들 간의 공선성을 각각 알아본 

결과, VIF 값이 1.02 – 1.17 사이로, 1에 가까우므로 공선성이 있다고 

볼 수 없었다. 

 

<표 4-8> 제 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발표가 희귀의약품의 허가 

승인 및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 (n=86) – 

다중선형회귀분석 

변수 Parameter 

estimate 

SE p-

value* 

기간 2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승인까지) n=66 

Intercept  238.93750 31.09719 <.0001 

약효군분류 

(ref : other type)  

28.70814 32.54827 0.3812 

제출회사분류  

(ref : 다국적 제약사) 

-40.34623 34.87396 0.2518 

생물의약품 (ref :의약품) 125.60650 31.42701 0.0002 

제 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발표  

(ref : 발표 이전) 

67.19104 31.77350 0.0386 

Pr>F=0.0001, R-Square : 31.00%, Adj R-Square : 26.47% 

기간 3 (허가 승인 이후 급여 등재까지) n=47 

Intercept  642.25815 105.77788 <.0001 

약효군분류 

(ref : other type)  

-130.33331 107.50505 0.2322 

제출회사분류  

(ref : 다국적 제약사) 

-205.25908 107.64254 0.0634 

생물의약품 (ref :의약품) 239.36991 117.55965 0.0481 

제 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발표  

(ref : 발표 이전) 

-252.25543 114.92543 0.0337 

Pr>F = 0.0320, R-Square : 21.78%, Adj R-Square : 14.33%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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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의약품의 허가 승인 기간에 

미치는 영향 (n=176) – 다중선형회귀분석 

변수 Parameter 

estimate 

SE p-value* 

기간 2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승인까지) n=146 

Intercept  333.2747 20.02508 <.0001 

희귀의약품 지정  

(ref : 일반 신약) 

-46.30363 21.57508 0.0336 

약효군분류 

(ref : other type)  

-11.35875 22.36589 0.6124 

제출회사분류  

(ref : 다국적제약사) 

-26.93862 24.68508 0.2770 

생물의약품  

(ref : 의약품) 

63.76979 23.16227 0.006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ref : 판데믹 이전) 

60.96609 25.88720 0.0199 

Pr>F=0.0025, R-Square : 12.20%, Adj R-Square : 9.07%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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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및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도입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실제 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기 위한 

급여까지의 과정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는 최초의 

연구이다.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의약품 허가 검토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거나, 의약품의 급여평가의 영향요인을 보는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진행된 바 있었으나, 희귀의약품 지정에 초점을 

맞추어 환자가 실질적인 의약품의 치료를 받기까지의 전체 필요 절차인 

의약품 허가 – 급여 등재 전체적인 기간과 의약품의 개발 (허가)과 

의약품 접근성 (급여) 기간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통하여 희귀의약품이 허가 

승인을 받기까지 일반 신약 대비 48.5일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표 4-7>), 희귀의약품 지정제도 도입의 목적에 맞게 

실제로 신속한 의약품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반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신약의 의약품 급여 등재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희귀의약품이 일반 

신약보다 급여 등재율이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표 4-2> <표 4-5> 

<표 4-6>). 결과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58개 항암제를 대상으로 

진행한 김은영 (2017) 결과에서는 항암제 중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의약품 급여율이 Log odds = 1.4734 

(p=0.074)만큼 증가한다는 결론과 본 연구의 결과가 상이하였는데, 

박실비아 외 (2019) 연구에서 일반 신약(67.4%) 및 

희귀의약품(55.4%)의 등재율 대비 높은 항암제의 등재율(70.2%) 

결과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항암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을 받아 등재율이 높아진 반면 희귀의약품은 여전히 

급여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결과를 재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이 오히려 등재율을 낮추는 경향성을 

보인 결과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 첫번째로, 크리오피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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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증후군이라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제로 허가 받은 일라리스주의 

경우, 질환은 희귀질환이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대체약제가 존재하여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를 적용 받을 수 없었으며, 기대 수명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라는 구체적인 보고가 없어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 (기대 여명 2년 미만)의 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분담제 또한 

적용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고가의 희귀의약품인 만큼 비용효과성을 

보이지 못했고 등재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해당 질환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구적 신경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대 여명이 

2년 미만인 생존을 위협한다는 기준만이 위험분담안을 적용 받게 하는 

기준일지, 위 사례와 같이 생존율이 높진 않으나 평생을 고통에서 

살아가는 희귀질환 환자들이 경제성평가 특례 제도 및 위험분담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닐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으로 허가 받은 누칼라주 등 다른 약제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로,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라는 

희귀질환의 진행을 늦춰주는 약제로 허가 받은 라디컷주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위험분담을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을 

평가하였으나, 최종 급여 등재 고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제약사 측에서 

위험분담 시 회사의 재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최종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받아 신속하게 

의약품 허가를 받고 급여 신청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는데, 세부제도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없거나, 고가의 약제로 비용효과성을 보이기 어려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급여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제약회사 측에서는 해당 약제가 없으면 

고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희귀질환자들을 위해 사업적 측면 외의 

환자와 도의적 측면도 함께 재고해 보아야 한다.  

 

기간 측면에서 보았을 때, 희귀의약품은 일반 신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을 더욱 장기화시키는 경향성이 

있는 것을 보여 (<표 4-3> <표4- 7>), 신속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도입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환자 급여 혜택까지의 기간 단축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림 4-1>에 따르면, 

신청한 의약품 전체 중 50%의 의약품이 급여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신약은 1,905일 (약 5년 2개월), 희귀의약품은 2,254일 (약 6년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중증이며 생명을 위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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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의 비율이 높은 희귀질환의 경우 질환의 특성으로 인해 평균 

생존일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시, 의약품 개발 이후 환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 내에서의 치료 혜택을 보기까지 너무나도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통하여 품목 허가 기간은 일반 신약 대비 평균 48.5일 단축이 되고 

있었으나, 급여 등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길다는 점이, 

의약품이 개발되어 허가를 받을 지라도 급여 혜택을 받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기다리는 희귀질환 환자들의 접근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희귀의약품일 경우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결과에는 또한 

여러 이유가 존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서 

명확한 급여기준이 합의되지 않거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절성 판단을 받지 못할 경우 여러 번 급여 신청하게 되어 최종 

등재까지 기간이 장기화되게 된다.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에 대해 허가 받은 스트렌식주의 경우 2016년 2월 

희귀의약품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이후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총 3번의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가 열렸고, 초고가약인 만큼 적절한 

급여안과 급여 투약 전 사전 승인 등의 다양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허가 승인 이후 최종 급여 등재까지 1,571일이 소요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희귀의약품이 갖는 초고가라는 특성이 정부에서 

재정적 부담분을 고심하게 하며 긴 논의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항응고효과의 긴급 역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프락스바인드주사제의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서 인정하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해당하지 않아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에 적용 가능성에 대한 재 검토를 

위해 약제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았고, 재심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약으로 대상 환자수가 소수이므로 희귀질환 치료제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으며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에 적용 받아 급여 

인정을 받았다. 이 경우,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희귀의약품과 심평원에서 

판단하는 희귀질환 치료제라는 정의가 개별적인 것이 아닌 공통화된 

기준이 있었다면 이러한 논의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재고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허가 승인 이후 제약사에서 시장성 및 

경쟁제품의 현황의 파악에 따라 급여 신청을 늦게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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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품목허가 승인 및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상 필수 의약품,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왔으나, 이러한 제도 적용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대체 치료 옵션의 유무, 질환의 심각성, 소수의 환자, 기준 국가 중 

3개국 이상 급여 중과 같은 조건에 맞추어 해당 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희귀질환 치료제가 많지 않았다. 질환의 희귀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전체 86개의 

희귀의약품 중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및 위험분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의약품은 24개만 해당하였다는 점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판단하는 희귀질환, 희귀의약품의 정의 그리고 그를 위한 제도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예로,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유병 인구 200명 미만의 기준 또한, 희귀의약품 지정의 

기반이 되는 유병 인구 20,000명과 차이가 있어 희귀의약품 지정이 

되어도 경제성평가 특례제도에 적용되지 못하는 제품의 사례도 있었다. 

200명, 20,000명이라는 절대적인 수치가 희귀질환 환자 치료를 위해 

판단하는 기준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기준의 통일성을 마련할 

필요가 없을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세부 급여제도에 해당이 되어도 등재가 되지 않았던 

2개의 희귀의약품이 있었으며, 임상적 유용성 외에 비용효과성 및 재정 

부담에의 영향이라는 벽을 뛰어넘기가 특히나 희귀의약품 쪽에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희귀의약품을 위한 별도의 비용효과성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없을지 또한 재고해 보아야 한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 급여 제도, 검토 절차에 대한 측면 외에도 급여 

등재 신청을 행하는 제약회사 측에서 의약품 허가를 득한 이후 시장성, 

원료의 가격, 경쟁 품목의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제약사에서도 환자 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사업 결정 방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희귀의약품의 

국내 상업화를 결정함에 있어,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제도와 같이 

전체적인 허가, 보험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제도를 일반 신약처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제 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된 2017.12.28 이후, 희귀의약품 내에서 허가 승인 이후 급여 등재 

고시까지의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52일 단축되었다는 것이다 

(<표 4-8>). 2017년 12월에 고지된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확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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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단축과 관련한 직접적인 제도 도입이 포함되진 않았었으나, 

희귀질환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의지가 표명되는 환경의 변화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그에 따른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 단축이라는 결과를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계획 발표 이후 2018년 9월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보장성 확대를 위한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약품 선별급여 

제도 시행을 희귀질환에도 적용할 것을 고지하였고,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제도를 희귀의약품에도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제도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허가 검토 기간으로 대변되는 기간 2의 경우 

오히려 희귀질환 종합관리 계획 발표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67일 길어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표 4-8>), 이는 2020년 1월 20일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백신 및 치료제 검토가 우선시되며 그 외 의약품의 허가 

검토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60일가량 증가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표 4-9>).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0년 5월 

코로나 19 백신 허가를 전담하는 지원팀을 구성하여 ‘K-백신 신속심사 

추진반’을 꾸렸으며, 임상 및 허가 신청 시 우선, 신속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이외의 의약품 허가 검토 인력의 부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는 현재 희귀의약품과 관련하여 이슈화 되고 있는 점들과 일맥 

상통하는 결과를 얻었다. 희귀의약품의 약제 이용성 및 접근성에 대한 

가장 어려운 정책적 장애물은 허가 승인과 급여 등재에 관련된다는 점, 

희귀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희귀질환 환자의 접근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많은 의약품들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및 

승인되었지만, 희귀의약품의 높은 약가로 인해 여전히 허가 승인 후 

급여가 되지 않은 많은 희귀질환 약제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회적 이슈가 끊임없이 

기사화, 공론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처럼 공공 건강 

보험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작은 규모의 환자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일반 성인의 시야에서 

보았을 때, 희귀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보장성 강화가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것은 맞겠으나 특수 대상에게 한정되는 혜택인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는 어긋날 수 있다는 인식을 살필 필요가 있다. 올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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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된 ‘희귀유전질환 혁신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는 전체 건강 보험 재정을 이용하여 희귀의약품 급여를 위한 재정 

마련에 힘쓰기 보다는, 별도의 기금이나 재원으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방법으로 제안되었다. 실제로 한국 희귀 

난치성질환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의 해소 측면에서 ‘복권 

기금이나 건강증진 기금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중증 희귀질환 및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조치’에 대해 79.6%가 

동의하는 등, 국가 재원 또는 제약사 기금과 같은 별도의 재원 마련을 

하는 것에 힘쓸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③  

 

급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제한적인 자원 내에서 사회적 의무와 

함께 적절한 치료가 공급되어야 하는 다양한 환자들의 목소리와 

충돌하고 있는 시각에 당면하여 이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 

확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선천적 희귀질환으로 일찍이 

사망하는 환자, 또는 생존율은 높아도 평생을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에 대한 인도적, 윤리적 차원을 함께 고민하며, 의약품에 

대한 보장의 틀과 원칙을 계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③ 희귀질환 환자가 바라본 제도적 한계. ‘혁신 신약’ 접근성. 메디파나. 

2021.11.17. Retrieved from 

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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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급여 검토 절차 자체가 일반 신약보다 희귀의약품이 장기간 

소요된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는데, 연구에서 정의한 

기간 3의 경우 제약회사 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신청서를 

제출한 ‘급여 신청일’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급여 

신청일’부터 ‘급여 등재 고시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허가 승인일’ 

이후 ‘급여 등재 고시일’까지로 정의하였기에, 제약회사 측에서 해당 

의약품의 급여 신청 자체를 늦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약회사 측에서 의약품 허가를 득한 이후 시장성, 원료의 가격, 경쟁 

품목의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 신청을 지연시키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일부 의약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등 

심사결과정보 공개’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허가신청일’을 파악할 수 없어 누락된 결측값들이 존재하며, 

희귀의약품 중 20개 품목, 일반 신약 중 10개 품목에서 

‘허가신청일’을 파악할 수 없어 해당 자료가 필요한 분석에서는 

결측값으로 처리가 되었다.   

 

향후 장기간에 걸쳐 보다 많은 수의 품목 허가 자료 및 급여 고시 

자료가 축적된 후, 비공개 자료를 확보하고 전체적인 자료의 수를 늘릴 

수 있다면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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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희귀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도입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실제 환자가 치료 혜택을 받기 위한 급여까지의 과정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최초의 연구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는 허가 승인을 받기까지의 검토 기간을 단축시켰으나, 신약의 

의약품 급여 등재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희귀의약품이 일반 신약보다 급여 등재율이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희귀의약품은 일반 신약 대비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급여 등재까지의 기간을 더욱 장기화시키는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즉, 

신속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도입된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가 환자 급여 

혜택까지의 기간 단축에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희귀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 신약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 접근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특히 최근 단 1회 

치료로 중증 희귀질환 환자의 완치와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들이 연달아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 혁신 신약의 급여 및 상용화는 더욱 활발히 

논의될 것이 자명하다.  

 

치료제의 개발과 급여는 환자의 생존율, 삶의 질, 가계의 재정적 부담 

등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치료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지는 만큼 희귀의약품의 건강 보험 급여 등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도입 및 각 정부 부처의 협업, 제약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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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상충 

 

본 연구의 저자는 현재 한국화이자제약 희귀질환사업부 의학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저자는 관련한 어떠한 지원금도 

받지 않았으며, 연구비, 재원, 직책 등이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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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Orphan Drug Designation  

on Time to Regulatory Approval and 

Reimbursement  

 

Min Jeong Seong  

Division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Rare diseases are diseases that are difficult to diagnose and treat 

because the incidence or prevalence is very low, and it is not well 

known. Even if the disease being treated is designated as a rare 

disease or the drug is designated as an orphan drug as an innovative 

treatment for the rare disease and is quickly approved for use, 

patients can receive practical treatment benefits only when health 

insurance benefits are applied. In this case, they are forced to give 

up insurance benefits, and the economic burden of diseases 

experienced by rare diseases and their families in Korea is continuing 

due to expensive orphan drugs. In addition, it is also very important 

that patients with rare diseases need timely treatment before they 

become seriously ill, so it is very important to receive benefits 

promptly so that patients can actually receive treatment. It is a 

situation that is problematic as it leads to a delay in the perio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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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ing it. 

This study is to confirm how the ‘orphan drug designation system’, 

introduced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orphan drugs, affects the 

entire process from the actual patient to the reimbursement for 

treatment benefits. Listing status and the period from application for 

drug product approval to notification of reimbursement listing (period 

1), period from application for drug product approval to approval of 

product approval (period 2), period from approval of drug product 

approval to notification of reimbursement listing (period 3) was 

analyzed, and the effect of each period 1, 2, and 3 on whether the 

drug was registered as a benefi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rug was also analyzed. In addition,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on each period 1, 2, 3 of orphan drugs was 

analyzed. 

 

In this study, from January 1, 2015 to July 31, 2021, out of all 181 

new drug items that were approved by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5 emergency use approval was excluded due to its special 

characteristic of review period due to the outbreak of coronavirus 

infection. A total of 176 drugs were analyzed, and the analysis 

methods were chi-square test or Fisher’s accuracy test for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Kaplan Meier plot and Cox 

proportional hazard analysis for survival analysis. Additionall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reimbursement 

listing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orphan drug designation system 

shortened the review period until approval for approval by 48.5 days 

compared to general new drugs (p=0.0283). Orphan drugs showed a 

tendency to have a lower reimbursement listing rate than general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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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s. In addition, orphan drugs hav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compared to general new drugs, but have a tendency to prolong the 

period until reimbursement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drug efficacy group, anti-tumor drugs and 

immunosuppressive drugs got reimbursement about 1.7 times better 

than the other types (p=0.0130). In terms of duration, anti-tumor 

drugs and immunosuppressive drug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to other type drugs, but they seemed to have a tendency 

to shorten the period of approval review and reimbursement listing.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submitting company, the 

probability of getting reimbursement of domestic companies was 

higher than that of a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y, 

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addition, when 

domestic companies apply for product approval and submit 

reimbursement, the period to get reimbursement was shortened by 

about 185 days and 6 months (p=0.0374) compared with multi-

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probability that 

biologics would be listed for reimbursement compared to non-

biological drugs, but showed a lower tendency for coverage. In terms 

of duration, in the case of biological drugs, the approval review period 

took an additional 59 days (p = 0.0129), and although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t also showed a tendency to delay the period 

until registration of benefits. 

When analyzing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the period from regulatory approval to reimbursement approval of 

orphan drug (period 3) after Dec 28th 2017, when the 1st 

Comprehensive Orphan Disease Management Plan was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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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hortened 252 days (p=0.0337), and the 

regulatory review period (period 2) was rather extended by about 67 

days (p=0.0386). This is interpreted as the reason that the review 

of vaccines and treatments for COVID-19 is given priority in order 

to break through the national disaster caused by COVID-19, and the 

period for reviewing regulatory approval for other drugs has bee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by 60 days (p=0.0199).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orphan drug designation 

system introduced for rapid drug development, but did not affect the 

shortening of the period until patient reimbursement benefit. 

Innovative new drugs that can be used for rare diseases are 

increasing day by day, but in a situation where patient access 

problems still persist, the development and reimbursement of 

therapeutics should contribute to real life changes such as patient 

survival rate, quality of life, and financial burden on households. 

Therefore, as it is considered an important measure, it is hoped that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orphan drugs can be smoothly registered 

in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efforts of pharmaceutical companies. 

 

 

 

Keywords : orphan drug, orphan drug designation, drug approval, 

drug reimbu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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