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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희귀질환은 질환 수는 많으나 환자 수가 적어 질환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한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의료진이 희귀질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2001년부터 국내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수행되어 왔으나, 관련 근거법의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2016년 12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에 따라
희귀질환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을 수립하였다. 이에 현재까지
수행해 온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권역별 거점센터, 진단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검색어 : 희귀질환,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희귀질환 관리사업

들어가는 말

전문가의 부족, 이로 인한 진단 지연 및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 효과적인 치료 방법의 부재 등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현존하고

희귀질환은 원인과 증상이 매우 복잡하고, 질환 수는 많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질환관리법’ 제정(2015.12.)에 따라 2017년

반면 질환별 환자 수는 매우 적어서 질환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을 발표하였고, 국내

이로 인하여 진단이나 치료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별,

희귀질환자 및 가족 삶의 질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치료 및 예방을

지역별로 희귀질환에 대한 정의에도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유병인구 또는 유병률에 근거하며, 유럽에서는 1만 명 중 5명

글에서는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 발표 이후 국내

이하, 미국에서는 20만 명에 1명 이하의 유병인구를 가진 질환을

희귀질환의 관리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희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1,2,3].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제2조에 따라
‘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국제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000~8,000개의 질환이 보고되었고, 전체 인구의
약 6~8% 정도의 희귀질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3].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희귀질환의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희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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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말

3.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1. 희귀질환 지정

희귀질환은 질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환자 수가 적어
희귀질환을 경험한 의료진의 수가 적고,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서는 범위를 우선 정하는

현상으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희귀질환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희귀질환관리법」 제정 이후 법에 명시된 정의1)에

적절한 진단이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따라 이전에 지원하던 894개의 ‘희귀난치성질환’을 재정비하여

있었다. 이에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에

652개의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이후 매년 신규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06년에

희귀질환 수요조사 후 의학 전문가 및 희귀질환 전문위원회 검토,

3개 권역(경상권, 호남권, 충청권)에서 「희귀질환 지역거점병원」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 의결된 질환을 추가로 지정ㆍ공고하였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후 2018년까지 경상권을 경남ㆍ부산권과

2020년 현재 1,014개의 희귀질환에 대하여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경북ㆍ대구권으로 나누어 4개의 지역거점병원의 운영을 지원하였다.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으며, 신규 희귀질환 지정은

지역거점병원에서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을 관리하고,

지속될 예정이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 네트워크 구축, 정기적
세미나 또는 워크샵 등을 통한 희귀질환 정보 공유, 희귀질환자
자조모임 지원,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희귀질환 인지도 향상 등의

2.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역할을 담당하였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일부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2019년부터는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2001년부터

권역을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여, 희귀질환 및 유전질환 상담실

시작된 사업이다. 처음에는 4개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본인부담금을

운영, 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지원, 환자 지원 및 관리, 진료협력체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 질환을

구축, 전문의료 인력 교육 프로그램 보급, 희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확대하여 2020년 1월부터 1,014개의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를

홍보 등 좀 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 거점센터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외에 중앙지원센터 한 곳을 두어 권역별 거점센터 협의체를

등록되어 있고,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ㆍ재산조사를

운영하고, 질환별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등 희귀질환을 좀 더

통하 여 일정 기준 을 만족하 는 경우 (환자가 구 소득의 경우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본중위소득 120% 미만(2020년 4인 가족 기준 5,699천원)이며,
의료급여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희귀질환자는 보건복지부의

4.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별도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형태로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3만 여명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서비스 체계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질환에

저소득층 희귀질환자들에게 320억 원의 예산(2020년, 국비 기준)이

대한 확진이 필수적이므로,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2), 상세불명

지원되고 있다.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치료 기회가 제한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경제적 부담으로 중도에 포기하여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1)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항: "희귀질환"이란 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2) 극희귀질환: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 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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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조기진단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비전

목표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기술 · 치료제 개발

1단계 3년 (2017~2019)

2단계 2년 (2020~2021)

희귀질환 진단·치료·관리를 위해
기존 DB 보수 및 신규 플랫폼 확립
핵심
성과 목표

① 국가 단위 희귀질환 등록통계체계 구축

희귀질환 정책개발 체계 수립

② 미진단 프로그램 확대 운영

진단 표준화 희귀질환 수 확대

③ 등록·통계체계 기반 의료비지원사업 수행체계 확립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의 빈곤화율 5% 이하 유지

④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법 연구지원 체계 확립

희귀질환 진단ㆍ치료법 개발 확대

추진전략

추진과제

1. 희귀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과학적 근거창출

추진
전략

희귀질환 인프라 고도화와
진단·치료 가능한 희귀질환 수 확대

1-1.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실시
1-2. 희귀질환 실태조사

2-1.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2. 희귀질환 진단ㆍ치료ㆍ관리 기반 구축

2-2. 희귀질환 진단ㆍ치료ㆍ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추진
과제

3-1. 의료비지원사업 확대

3.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지원 확대

3-2. 진단지원사업 확대

4-1. 연구 포트폴리오 구성 및 연구사업 기획

4.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4-2. 연구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확립

그림 1.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추진체계(2017-2021)

중증질환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질환 진단을 위한

비급여인 87개의 질환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9년까지 총

기술적 자원 부족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진단 시기를 놓치는

2,445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신규 희귀질환의 지정에

사례를 방지하고, 희귀질환을 조기에 진단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따라 진단지원 대상 질환도 증가하여 2020년 현재 126개의

수 있도록 유전자 진단을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극희귀질환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유전자 검사 후 생산된 유전체

2012년부터 수행하였다. 특히 극희귀질환의 경우, 질환에 대한

자료는 국립보건연구원의 CODA(Clinical & Omics Data Archive)에

임상경험이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여 진단이 어렵고, 의료적

기탁하여, 향후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할 예정이다.

근거 부족으로 검사 비용의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2017년 8월부터는 극희귀질환이면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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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강원권 거점센터
중앙지원센터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

경기남부권 거점센터

충북권 거점센터
대구 〮 경북권 거점센터

충남권 거점센터
전북권 거점센터

울산 〮 경남권 거점센터
부산권 거점센터

전남권 거점센터

제주권 거점센터

그림 2.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5.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승인을 취득하였다. 2021년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연례 보고서’를
시작으로 향후 국내 희귀질환자들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희귀질환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질병부담을 파악할 수 있는 질환별 유병인구, 의료비, 의료기관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는 국내 희귀질환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용현황 등과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국내
희귀질환자 유병인구 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 희귀질환 질병정보 콘텐츠 제공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자료가 유일하나, 건강보험가입자에
국한되어 있고 자료 수집의 목적이 달라, 희귀질환자의 지역별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질환별 환자

분포, 진단 및 치료내역, 진료비 현황, 요양기관 이용, 보험자격,

수는 적고 사회적·의학적으로 소외된 분야로 환자와 일반인들이

치료약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여 이를

진단이나 증상, 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위한 별도의 등록통계 자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

이는 환자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불명확한 정보나 환자 온라인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계획 수립 후,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임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노출되는 부정적 현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일으킬 수 있다. 희귀질환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국내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착수하고 국가통계

수집·정리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질환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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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6년에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nih.go.kr)’를 구축하여 희귀질환에 대한

맺는 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신규로 지정되는 희귀질환의

희귀질환관리법의 시행과 함께 수립된 ‘제1차 희귀질환관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원고 작성 및 감수를 통해

종합계획(2017-2021)’은 이전부터 수행해 오던 희귀질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질환 정보 콘텐츠를 정리하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실제적인 비전과 미션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기존에 제공하던 질환 정보 또한 신규 진단 및 치료법 개발 등의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제시해 주었다. 그러나 국내 자료만으로 희귀질환의 진단, 치료,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생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향후

7. 희귀질환 전문 교육과정 개발

‘제2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희귀질환 데이터의 공유,
희귀질환을 적시에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시스템의 구축 등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희귀질환

타 국가사업과의 연계 및 공조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진단·치료 경험을 가진 전문 의료진 및 전문가 수가 매우 부족한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실정이고, 희귀질환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부분 역시

‘희 귀 질 환 자 의 료 비 지 원 사 업’ 등 을 기 본 으 로 국 내

희귀질환을 알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의사들이 부족하여 증상의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해왔으나, 체계적인

발생부터 진단·치료까지의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관련 근거법 제정의 필요성이 계속

2018년 의료비지원사업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두되었다.

6.1%의 환자들이 ‘희귀질환 증상자각 후 진단까지 소요된 시간이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10년 이상’이 걸렸고, 16.4%의 환자가 최종 진단까지 4개 이상의

「희귀질환관리법」의 제정(2015.12.) 및 시행(2016.12.)과

병원을 거쳤다는 보고가 있다[4]. 희귀질환 전문가의 부족은 비단

함께 ‘제1차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2017-2021)’을 수립하여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문 의료인들을

추진체계에 따른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 관련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③ 시사점은?

있다.

국가 차원의 희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희귀질환 전문 교육과정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과의 희귀질환 데이터 공유,

운영’ 용역과제를 통하여 3년에 걸쳐 전문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제 연구 등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희귀질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개요뿐 아니라 질환군 별 특성에 맞는 심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제 전문의 및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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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 Diseases Management in Korea
Park So-Yeon, Hwang Young Soon, Choi Eun-Kyoung, Jang Hye-Won, KIm Se Eun, Ahn Younjhin
Division of Rare Diseases, Center for Biomedical Sciences, KNIH, KCDC

Rare diseases are characterized by a lack of information due to the large number of rare diseases and the low number of
patients, make them difficult to diagnose and treat. In addition, rare disease patients do not receive proper care due to the lack
of experience in rare diseases among the majority of medical practitioners. Since 2001, medical financial assistance has been
provided for rare disease patients with low-income in Korea, but there has been a limit to systematic support and management
due to the absence of relevant laws. The ‘First National Plan for Rare Disease Management (2017-2021)’ was established to
present a legal standard of rare diseases and to systematically manage them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Rare
Disease Management Act in December 2016. This report summarized what has been carried out to date: designation of rare
diseases, medical financial assistance for rare diseases, reference centers, diagnosis support programs, and a national rare
disease registration database.
Keyword: rare disease, national plan for rare disease, management for rar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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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 disease diagnosis and medical service improvement

Vision

Target

Medical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nd the development of
technique and treatment for rare disease diagnosis

First stage (‘17~’19)

Second stage (‘20~’21)

DB and new platform establishment for
rare disease diagnosis, treatment and management
Core
outcome

① National rare disease DB

Rare disease policy establishment

② Un-diagnosis program

Diagnosis standardization and
increase of rare disease diagnosis

③ Medical expenditure reimbursement

Medical expenditure reimbursement

④ Diagnosis, treatment research system

Diagnosis, treatment research system

Strategy

Strategy

Rare disease infrastructure
advancement and increase of rare
disease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Project

1. Scientific evidence production for rare
disease coverage enforcement

1-1. National rare disease registration DB

2. Establishment of Rare disease for
diagnosis, treatment, and management

2-1. Rare disease reference center

and
Project
3. Expansion of rare disease diagnosis
and treatment support

4. Enforcement of support for
rare disease research

1-2. Rare disease survey

2-2. Rare disease expert training
3-1. Expansion of medical expenditure
reimbursement
3-2. Expansion of rare disease
diagnosis support
4-1. Planning rare disease research and the
creation of a portfolio
4-2. Establishment of governance for rare
disease research

Figure 1. First National Plan for Rare Diseases (2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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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 Disease Reference Center

Gangwon region center
Central support center
Gyeonggi north-west region center

Gyeonggi south region center

Chungbuk region center
Taegu 〮 Gyeongbuk region center

Chungnamregion center
Jeonbukregion center

Ulsan 〮 Gyeongnam region center
Busan region center

Jeonnamregion center

Jeju region center

Figure 2. Rare Disease Referen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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