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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 공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상무

암 질환 심의위원회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의2 (중증질환심의위위원회)

(1)중증질환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
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 

(2) 중증질환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중증질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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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label prescription 

• 1991년 미국의 General Accounting Office의 조사

미국 암 치료의사들이 암 진료에 사용하는 약제의 1/3이 off 

label  이고 환자의 절반 이상이 off label에 해당되는 약을 처방

받는다

• 다른 서베이에서는 AIDS환자의 81%가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off label 처방을 받고 모든 약제의 40% 가량이 off label이라고

하였고, 거의 모든 소아과 의사들이 off label처방을 하고 있다

Alexander Tabarrok Assessing the FDA via the Anomaly of Off-Label Drug Prescribing. 
The Independent Review. 2000; 5: 25-53 

• 첫 번째로 새로운 발견들로 표준적 최선의 치료의

변화의 속도

• 기존 치료 방법의 불완전성

• FDA에서 기존의 약제의 새로운 사용의 허가에 드

는 비용 및 기간

Off label prescription
- Why?-

Off label prescription
- N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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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확보된 진료표준적 진료

급여

식약청 허가 사항 범위

임상시험적
성격

2상 시험기관 중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한 기관에 한하여 급여

○ 식약청 허가사항 초과(효능효과 초과) 및 “항암화학요법”
외로 처방․투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식에 의

해 사전 신청 후 사용

- 위 사항 중에서 2군 항암제의 허가사항 초과(효능효과 초

과) 및 2군 항암제간의 새로운 병용요법은 식약청에서 지

정하는 제 2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암 관련 전문의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전문

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등)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

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암 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인정요법으로 심의된 경우 위원회

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음

군 항암제의 허가사항 초과(효능효과 초과) 및 2군항암
제의 새로운 병용요법은 식약청에서 지정하는 제2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암관련 전문의(암관련 수술
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혈액종양내과전문의,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등)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에
서 협의한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다 학제적 위
원회 의견 첨부

항암제 공고
• 항암화학요법의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은 1군 항
암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며, 
2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명시된
투여시기,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적용

• 투여시기는 각 항암화학요법의 투여 시점(stage 등)을 의
미하며 병기분류(stage)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예: invasive, advanced, metastases 등)에는 교과서 등에
의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기를 적용

• 투여단계는 first-line, second-line, third-line을 의미

• 투여요법은 수술 전 선행화학요법(neo-adjuvant),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고식적 요법(palliative), 구제요법
(salvage)을 의미

항암제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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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주기

○ 항암화학요법 투여주기는 각 암종별 “항암화
학요법"을 기준으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 2-3 cycle 마다 반응을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되
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
하여야 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안정병변(stable 
disease)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투여
가 가능

○ 반응 평가 기준 : WHO 또는 RECIST criteria 
모두 인정 가능

항암제 공고

투여용량

○ “항암화학요법”의 용량은 각 약제별 식약
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상태 및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

- 항암화학요법 첫 cycle 첫 회부터, 초저
용량(기준용량의 70%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아니함

항암제 공고

공고 검토 시 고려되는 요인

• 식약청 허가

• 가이드라인

• 항암제 약제 분류- 1,2군

• 근거문헌-학술지 게재 여부

2군 항암제는 각 약제의 개발시기ㆍ재심사대상ㆍ희귀의약품 등을 기준으로 암질
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약제․ 이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
군으로 분류

토뮤덱스(raltitrexed) 류스타틴(cladribine) 케릭스(liposomal doxorubicin HCl)

탁솔(paclitaxel) 부몬(teniposide) 자베도스(idarubicin HCl)

젬자(gemcitabine) 선라빈(enocitabine) 아그릴린(anagrelide)

탁소텔(docetaxel) 이레사(gefitinib) 페마라(letrozole)

엘록사틴(oxaliplatin) 프로류킨(aldesleukin-2) 아리미덱스(anastrozole)

캠푸토(irinotecan) 플루다라(fludarabine) 맙테라(rituximab)

젤로다(capecitabine) 베스타틴(ubenimex) 허셉틴(trastuzumab)

부설펙스(busulfan) 아로마신(exemestane) 타쎄바(erlotinib)

캄토벨(belotecan) 테모달(temozolomide) 제바린키트(ibritumomab tiuxetan) 1)

티에스원(tegafur +gemeracil
+oteracil potassium)

벨케이드(bortezomib) 아바스틴(bevacizumab) 1)

선플라(heptaplatin) 얼비툭스(cetuximab) 1)

하이캄틴(topotecan) 나벨빈연질캅셀(vinorelbine) 1)글리벡(imatinib mesylate)

주1. 비급여로 고시된 항암제

2군 항암제

비다자(azacitidine)1) ,  맵캠파스(alemtuzumab)1)

공고안 검토 시 고려되는 요인

유형 A B C D

식약청 허
가

O O X X

가이드라
인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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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A B C D

치료계획서 제출

암질환심의원회
가이드라인

Peer Review 거친 학술지(SCI impact factor)

해당병원의 다학제위원회 심의 후

공고 예: 위암에서 2군 항암제 공고

식도암에서 2군 항암제 공고

췌장암 2군 항암제 공고
직결장암 2군 항암제 공고



5

암질환심의원회의 고민

근거가
확보된 진료표준적 진료

급여

식약청 허가 사항 범위

임상시험적
성격

• 다학제적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병원과 위원회간 이견

• 식약청의 역할과의 관계

• 임상시험(SIT, IIT수행할 진료인지 일상 진료로 인정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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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 합리적 재원 사용과 의학적 발전간의 균형

• 약제 off label 사용의 허용에 있어서 식약

청과의 관계 설정

•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

• 국내 실정에 맞는 best practice guideline

• 국민들에게 올바른 암 질환 치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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