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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countries were deduced by surveying the registration regulation
for herbal medicinal products in the US, EU, China, Japan and Korea. Natural materials have long been used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diseases in humans,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led to the worldwide
popularity of new herbal medicinal products. Countries that have laws and regulations on herbal medicinal products are
also on the rise.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based on specific cultures or customs, and there are difficulties
in achieving harmonization internationally because the forms in which the national public healthcare system is reflected in
the traditional medicine are different. We surveyed the latest regulations in the target countries through the reports from
the literature, web-sites and related institutions. The regulatory and review system for herbal medicinal products in each
country were classified into five parts: Definition of Terms; Relevant law and regulations; agency organization; Type of
application; Data requirements for approval. This is because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types and levels of literature
supporting the history, origins and periods. In the future, further research will be needed on the causes of the differences
among countries which are identified in this study for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herbal medicinal
products an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Keywords herbal medicinal products, botanical drug, traditional medicine, regulations system, drug approval

서 론(Introduction)

제품과 ‘공식적으로 등록된’ 제품으로 구분하며, 대부분 등록제
품은 당국의 과학적 안전성·유효성 평가 없이 판매될 수 있다.3)

역사적으로 천연물은 각종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사용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되어 왔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천연물을 성분으

1988년 이전에는 천연물의약품 관련 규정이 있는 회원국은 14

로 한 일부 의약품은 안전성 유효성의 임상적 근거, 품질의 일

개국에 불과했지만, 2003년에는 53개 회원국(37%)이 법령을 제

관성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신약으로 개발되면서 그 인

정하였고, 2018년 기준으로는 124개 회원국(64%)이 천연물의약

1)

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품에 대한 법률 또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답하였다.1) 일부 개발

세계적으로 천연물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태는

도상국은 여전히 치료용 목적으로 천연물을 사용해 온 전통을

다양하며, 2019년 WHO의 세계적인 조사 보고서에서도 처방의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민간요법이 존재하지만, 이를 관리하기

약품, 일반의약품, 민간요법, 일반식품, 건강보조식품, 건강기능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3)

식품 등으로 국가마다 반영되는 구분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다.2)

의약품 규제에 대한 지역 및 국제 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

이 중 의약품 인허가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처방의약품

되면서 천연물의약품에 대해서도 국가별 규제현황에 점차 많은

과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승인된’

국가들이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86년 이후부터 꾸준히
국제의약품규제당국(International Drug Regulatory Authority,
ICDRA) 회의에서 구체적인 워크숍 주제로 선정되어 왔으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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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개 이상의 회원국이 WHO에 규제정보 공유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여
2006년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국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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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for Herbal Medicines), IRCH) 창설을 이끌었다.

천연물의약품 관련 규제현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

IRCH의 사명은 한약재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는 IRCH 회원국에 속한 국가를 2차 대상으로 하였다. 1차 및

도모하고 촉진하는 것이다.5) 현재 IRCH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2차 선정 대상에 해당하였던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유럽의약품

비롯한 31개국과 3개 지역 또는 지역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

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를 통한 통합절차가 수립

며 매년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6)

되어 있으므로 통합적인 규제비교를 위해 유럽연합을 그 대상

천연물의약품이 특정 국가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대

으로 선정하였고, 이어 미국, 중국, 일본을 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문화, 역사, 환경요인이 반영되기도 하며
이에 따라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전통의학이 반영된 형태가 다르
게 나타나 국제조화를 이루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분석자료원
분석자료 중 공식적 규제 자료는 5개국의 정부에서 운영하는

천연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효성분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

법령정보제공 웹사이트와 의약품 규제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각 성분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수집되었다. 법령정보와 규제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는

있다. 성분 중에 미지의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명확하게 규명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의약품협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되지 않으며, 함유된 성분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약효의 상승과

보고서, 해당국가 규제기관에 소속된 저자가 게재한 논문, 해당

강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양한 성분에 의한 천연물의약품

국가 이외에서 작성된 논문을 순서로 자료 채택의 우선순위를

의 복합적 기능(Multi-function)은 다양한 발병기전에 의한 만성

설정하였다.

질환에 대해 임상적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5개국의 천연물의약품 인허가 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용어

도 있지만, 의약품 개발의 측면에서는 활성·순도·안정성·동

의 범위, 허가심사 관련 조직, 법규체계, 허가신청 유형, 제출 자

등성 관리 등 품질관리의 어려움을 야기하며, 유효성분이 명확

료의 종류와 요건을 조사 항목으로 하였다. 미국의 제도와 관련

하지 않거나 작용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더 많은 연구를 필

해서는 전자연방규정(ECFR) 웹사이트(https://gov.ecfr.io/cgi-bin/

요로 하고 있다.

ECFR)와 미국식품의약품청(FDA)웹사이트(https://www.fda.gov),

7)

WHO는 전통의약과 천연물의약품에 대해 전 세계 다수 국가

유럽연합은 유럽집행위원회(EC) 웹사이트(https://www.ec.europa.eu/

의 보건의료체계에 적용되고 있는 현황 파악을 위하여 세계적

health)와 EMA 웹사이트(https://www.ema.europa.eu), 중국은 중화

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다, 2005년 첫 번째 결과보고서를 발간

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www.npc.gov.cn)와 중국

한 이후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두 번째 세계적 설문조사를 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웹사이트(www.nmpa.gov.cn), 일본은 후생노

시하여 업데이트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최근 2019년에는

동성 웹사이트(https://www.mhlw.go.jp)와 일본제약협회 웹사이트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실시한 설문내용을 추가 업데이트하여

(www.jpma.or.jp), 한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http://www.

보고서를 발간하였다.1)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서 전통의약 및 천

law.go.kr)를 주 자료원으로 하였다.

연물의약품에 대해 다루고 있는 사항은 국가보건의료체계 반영
된 형태, 의료행위, 교육, 보험, 규제현황 등 다양한 범주로 구

비교분석의 방법

성되어 규제사항을 중점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전 세계 120

수집된 자료에 대해 연구자가 자료를 검토하고 해석해야 하

여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작성되었기에 해당국의

는 질적 분석의 체계적인 형태인 문서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자

설문응답에 의존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으며, 다루

료 수집을 통해 선택한 데이터를 조사 유형에 따라 나열하고,

고 있는 천연물의약품 관련 사항은 전통의약의 범위에 포함되

또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로 추출하여 각 범주 내의 국

는 범주로 한정되어있다.

가 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비교표에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 시점에 있어서 IRCH 회원국 중 미국·유
럽연합·중국·일본·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의약품 인허
가제도 중 천연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의 인허가 규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을 비교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규제정책
추진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용어의 정의 및 범위
1) 미국
미국은 천연물 의약품에 대해 Botanical drug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9) Botanicals란 식물, 조류, 거시적 진균류 및 이들의

연구방법(Research Methods)
대상국가의 선정

복합물에서 유래한 의약품을 의미하지만, 그러한 원천으로부터
유래된 고도로 정제된 또는 화학적으로 변형된 물질은 포함하
지 않으며 단일분자의 개체를 생산할 목적으로 제조되는 것으

본 연구에서는 대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세계 의약품시장

로서, 유전자 변형된 식물 종에서 파생한 물질ㆍ효모ㆍ박테리아

규모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체계적인 의약품 인허

ㆍ식물세포도와 기질로 사용되는 식물,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

가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를 1차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생산된 제품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품의 일부 구성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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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사용될 때를 제외하고는 동물 또는 동물의 일부 및/또는
미네랄을 함유하는 제품은 Botanical drug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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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ER 내 의약품품질실(Office of Pharmaceutical Quality, OPQ)
에 소속된 생약검토팀(Botanical Review Team, BRT)은 Botanical
drug의 임상시험계획승인(IND) 및 신약승인신청(NDA)의 심사자

2) 유럽연합

료(인체 사용례 및 성분프로파일 분석 포함) 검토를 담당한다.19)

EMA에서는 천연물의약품에 Herbal medicinal product라는 용어

CDER 가이던스 ‘Botanical Drug Development Guidance for

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활성 성분으로서 1종 또는 그 이상의

Industry’는 Botanical drug의 적절한 개발 계획과 NDA 및 IND

Herbal substances, Herbal preparations 또는 그들을 조합한 것을 배

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의 요건을 비롯한 권고사항, 일반의약품

타적으로 함유한 모든 Medicinal product로 정의된다. Herbal sub-

(OTC)으로 신청 시의 관련 규제 정보 등 CDER의 주요 견해를

stances는 대부분 가공되지 않고 절단된 식물 또는 식물의 일부

제시한다.20)

조류(藻類)ㆍ균류(菌類)ㆍ의류(地衣類) 등을 지칭하며, 이를 이용
하여 추출, 증류, 농축, 정제, 분획 또는 발효의 방법을 통해 치
료의 목적으로 조제하여 얻은 것은 Herbal preparations라고 한다.

11)

2) 유럽연합
EMA는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의견(Opinion)을 제시한다. EMA

3) 중국

의 4개 위원회 중 HMPC (Committee for Herbal Medicinal

중국에서의 천연물의약품은 중약과 천연약물로 나눌 수 있다.

Products)는 유럽 시장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약초 물질, 혼합

중약이란 중국 전통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약용물질 및 그 제

물 및 혼합물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유럽의

제로 정의되며, 현대의 서양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용한 경우

약품청 위원회로 주로 제출 자료의 심사를 담당한다.21)
『Regulation (EC) No726/2004』는 인간과 동물용 의약품의 허

천연약물이라고 정의된다.12)

가, 감독 및 약물감시에 관한 공동체 절차에 대한 공동규약이며,
4) 일본

『Directive2004/24/EC』에서는 Traditional Herbal medicinal prod-

일본의 천연물의약품은 크게 한방제제와 생약제제로 나눌 수

uct 관련사항이 개정된 인체사용을 위한 의약품에 관한 공동규

있다. 여기서 생약은 동ㆍ식물의 약용부위, 세포내용물과 분비
물, 추출물 또는 광물로 정의된다.

13)

약 지침을 추가로 담아내고 있다.22)

한방제제란 일본 전통의학

이론에 기초하며 생약추출물 혹은 분말을 한 가지 이상 사용하

3) 중국

여 만들어 낸 제제이며, 한방의 일본식 발음인 캄포(Kampo)라

NMPA의 의약품허가부(중국전통의약품 및 민족의학 감독부)

고도 불린다.

14)

생약제제란 생약추출물 혹은 생약을 한 종류 이

상 사용해 만들어낸 제제이다.15)

는 의약품의 허가 및 심사에 관련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데,
의약품 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 등 의약품의 사후관리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23,24)

5) 한국
우리나라의 천연물의약품은 품목허가(신고)에 있어서는 한약

『중국의약품관리법』 (中

人民共和

品管理法)은 의약품

관리, 품질과 안전성보장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중화

(생약)제제라는 용어로 관리되지만,「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인민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시행규칙(中

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에

法

따른 허가신청의 유형에 있어서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구분

규정한다. 「의약품 등록 규정」 (

施

人民共和

品管理

例)』에서는 임상시험 및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항을
品注冊管理

法)의 ‘부록1:

될 수 있다. 생약은 동ㆍ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내용

중약 및 천연약물 등록분류 및 등록신청자료 요건’에는 천연물

물,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로 정의되며,16) 생약제제란 서양

의약품을 중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승인절차와 요건에 대해 자

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용되지 않는 제제를 말한다.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2016년 12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中
中

특정 성분을 추출ㆍ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

人民共和

法)』이 제정되었고, 고대 고전에서 유래한 중약은 의

지 않는다.17) 한약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약품 승인신청시 비임상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는 등 중약의 세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으로 정의되며 한

계화와 자국내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과제에 따른 것이다.

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2018년 4월, 중국중약국은 요건으로만 규정하던 ‘고대 고전’을

정의된다.

「고대고전목록(제1판)(古代

18)

典名方目

(第一批))」으로 100가

지의 처방을 포함하여 발행하였고, 2018년 5월에는 「고대고전

관련 법규 및 심사관련 조직

처방 중약복방제 등록 및 승인 관리 간소화규정(古代

典名方

1) 미국

中

FDA 산하 의약품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다. 이는 임상시험이 일반적인 의약품 생산의 조항에 따라 엄격

Research, CDER)는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하게 수행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는 기업의 생산 열

方制

化注冊

批管理

定)」을 발행하고 시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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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사
항이다.

민 청원서로 작성하여 제출되거나 21CFR 330.14에 따른 TEA
(Time and Extent Application)**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25)

등록대상 물질은 구조, 품질 및 순도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는
4) 일본

공식 「미국약전 및 국가처방의약품집(USP-NF)」을 따라야 하

MHLW은 의료, 연금, 노동, 보육, 공적 부조를 담당하며, 일

며, 적절한 임상결과를 포함하여 21CFR 330.10(a)(4)에 명시된

본의 의약품 규제 분야도 담당하고 있다. MHLW의 의약품안전

안전성ㆍ유효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OTC Drug Mono-

환경보건국(PSEHB)은 의약품 관련 주무부처의 주요 업무와 기

graph에 등록된 제품과 동일한 조건의 의약품은 별도의 안전성

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harmaceuticals

ㆍ유효성 심사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10)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에서 수행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판매 승인 업무에 대한 사항은 약제평

2) 유럽연합

가부에서 담당하고 있다.26) PMDA는 독자적으로 설립된 기구로,

유럽연합은 다국가로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의약품의 판매허

임상 전 단계부터 승인 및 시판 후 감시까지 모든 협의와 검토

가승인을 위한 신청 경로로 크게 유럽연합중앙집중식승인(Centralized

작업을 처리하며, 신약 및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관한 상담을

authorization procedure)과 국가별승인(National authorization pro-

제공하며 자료의 심사 및 평가를 수행한다.27)
「의약품의 승인신청에 관한 규정」(

cedure)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인간에서의 사용경험에 따라 천

品の承認申請につい

연물의약품을 유럽에서 판매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

て,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장 통지)은 의약품 제조판매 승인신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승인신청 경로의

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한방제제나 생약제

개념을 포함하는 신청 분류이다.30) EU국가 내에서의 15년을 포

제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다

함하여 30년 이상 사용된 경우 단축등록절차(Simplified registration

만, 「일반용 생약제제 제조ㆍ판매 승인기준」 (一般用生

製製

procedure)라고도 불리는 THMP (Traditional Herbal Medicinal

造販承認基準,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장 통지)은 생약제제

Products)를 국가별 승인 경로로만 신청할 수 있다. EU국가 내

중 하나의 생약을 사용하여 제조된 경구 또는 외용제에 대해,

에서 최소 10년 동안의 사용이 확립된 경우는 WEU (Well-Estab-

「일반용 한방제제 제조ㆍ판매 승인 기준」(一般用漢方製製造販

lished Use)의 절차로, 그 외에는 FMA (Full Marketing Authori-

承認基準,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장 통지)은 일본 전통의학

zation)의 절차가 가능하며 두 절차는 중앙집중식 승인 경로를

에 따른 표준 처방에 대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고자 하는 경

통하도록 별도로 규정하는 효능이나 용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우에 대해 정하고 있다.

외하고는 국가별승인 절차경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3) 중국

5) 한국
2019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소속으로 융복합
제품혁신지원단이 창단되면서 한약(생약)제제를 비롯한 모든 의

「고대고전목록(제1판)(古代

典名方目

(第一批))」에 해당하

는 등 인정되는 ‘고대고전처방’에 대해서 「고대고전처방 중약

약품의 ‘품목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다만, 한약(생약)제

복방제 등록 및 승인 관리 간소화규정(古代

제의 승인 심사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바이오생약심사

制

부에서 수행한다.28)

化注冊

批管理

典名方中

方

定)」
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의약품 등록 규정(

品注冊管理

法)」의 ‘부록1’을 통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서는 의약품의 품

해 중약과 천연약물의 심사 유형을 공식적으로 9가지로 분류하

목허가(신고)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제12조에 따라 총

며 그 분류와 해당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아직 국내에서 출시

리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되어 판매되지 않는 식물ㆍ동물ㆍ광물 등 물질에서 추출한 유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한약(생약)

효성분과 그 제제, (2) 새로 발견된 약재 및 제제, (3) 새로운 중

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출 자료의 요

약재 대용품, (4) 약재의 새로운 약용 부위 및 그 제제, (5) 아

건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29)

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으며 식물, 동물, 광물 등 물질 중에서
추출한 유효부위 및 그 제제, (6)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중

승인신청 또는 허가심사의 유형

약 및 천연약물의 복합처방제제(중약 복합처방제제, 천연약물 복

1) 미국
미국 내에서 Botanical drug의 판매를 위해서는 크게 일반의약
품각조(OTC Drug Monograph)*에 등록하는 절차와 신약승인신
청(NDA)의 절차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다른 유형
의 의약품에도 모두 적용되는 일반적인 신청 구분이며, 천연물
의약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 OTC Drug Monograph
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21CFR 10.30 및 330.10(a)(12)에 따라 시
Vol. 63, No. 5, 2019

*OTC drug monograph: OTC 치료 약물 범주에 대한 표준을 확립하
는 3단계 공공 규칙 제정 과정으로, NDA에서 다루지 않는 비처방 의
약품의 마케팅에 대한 규제 표준을 나타낸다.
**제품이 동일 국가에서 최소 5년 연속으로 판매되었다는 “Material
Time”과 판매된 충분한 수량인 “material extent”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제품임을 입증하는 방법

천연물의약품 인허가제도 국가 간 비교

합처방제제, 중약 및 천연약물, 화학약품으로 구성된 복합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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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 제제, (8) 한약제제 중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의 가감방

제제), (7) 국내에 이미 출시된 중약 및 천연약물의 투약경로를

(한약서 외의 문헌을 근거로 가감하는 경우, 한약서 외의 문헌

변화시킨 제제, (8) 국내에 이미 출시된 중약 및 천연약물의 제

에 기재된 처방을 근거로 하는 경우,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

형을 변화시킨 제제, (9) 복제약.

용이 우려되는 경우,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에 새로운 방법으로
가공(포제 포함)한 생약을 포함하는 경우, 한약서 처방으로 대
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생약규격집) 이외

4) 일본
「의약품의 승인신청에 대해서」(

品の承認申請について,

후생노동성 의약식품 국장 통지)’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를 위
한 승인신청의 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생약 사용하는 경우), (9) 동일 투여경로 새로운 제형의 9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기타유형의 세부 구분으로는, (1) 허가된 의약품과 주성분의

통지에서의 분류구분에서는 한방제제나 생약제제에 대한 별도

규격 및 분량과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2) 한약서 수재 처방을

의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31) 다만, 「외국에서 일반 의약품으

동일투여 경로의 제형(서방정 등 특수제형 제외)으로 제제화한

로 범용되고 있는 생약제제를 일반 의약품으로 제조 판매 승인

품목, (3) 대한민국약전 및 생약규격집 수재 한약의 조제용 단

신청 시 취급 방침」(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심사관리과장 통지)

미엑스제제, (4) 한약서에 수재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약전 및 생

에서는, 일본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으로서 일본 외 국가에서

약규격집에 수재되지 않은 한약, (5) 표준제조기준에 의하여 제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제제 승인신청 시에는 그 신

조되는 의약품, (6) 원료의약품으로 허가(신고)받는 의약품(신약

청구분을「의약품의 승인신청에 대해서」의 ‘(1) 새로운 유효성

제외) 등 6가지 세부유형이 있다.

분 함유 의약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32) 「생약추출물제제의
제조판매 승인신청에 관한 지침」(후생노동성 의약ㆍ생활위생국
심사 관리과장 통지)에서는 단일생약으로서, 해당 통지에 기재

화학의약품과 구별되는 심사자료의 범위
1) 미국

된 용법ㆍ용량을 따르는 의약품의 경우 그 신청 구분을 「의약

Botanical drug에 대한 NDA 제출자료 항목에 있어서는 기존

품의 승인신청에 대해서」의 ‘(8) 기타 일반용 의약품’에 따르

화학의약품 승인신청과 다르지 않다. 다만, Botanical drug이 치

도록 하고 있다.33)

료의 일관성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함유된 다양한 미지 물질과

1970년대 초, ‘일반용 한방제제 승인을 위한 내부 과제’(OTC

활성성분이 시판용 배치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

Kampo Formulas)가 시행되어 2008년 「일반용 한방제제 제조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화학의약품과는 구분되는 다른 특징

판매 승인 기준」으로 개정되었는데, 해당기준에 수재된 처방을

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항은 FDA의 CDER에서 작성

일반의약품으로 승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성ㆍ유효

된 별도의 가이던스를 통해 강조되며 그 제출자료는 eCTD(Elec-

성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다.34) 「일반용 생약제

tronic Common Technical Document)***의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제 제조 판매 승인 기준」
도 지정된 생약제제에 대한 사항이 수

한다.36)

재되어 있으며, 해당 통지에 따른 승인신청 시 안전성ㆍ유효성

CMC에서 고려될 수 있는 특징적인 사항으로, 의약품 주원료

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두 통지에 해당하지

의 기원이 되는 Botanical Raw Materials에 대해 관능검사, 현미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 유형이 존재하지 않아 통상적인 의

경 검사 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된 식물 종, 부위 등을 확인할

약품 허가승인 규정에 따른다.35)

수 있어야 한다. 이 확인은 참조 표본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며
하나 이상의 기원을 가진 종이 사용될 경우 모두 명시되어야 한

5) 한국17)

다. 또한 Botanical Drug Substance에 대해서는 명칭, 성상, 활성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

성분, 물리화학적 성질, 식물화학적 성질(phytochemical property),

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의약품의 허가(신고)신청 시 그 심사

생물학적 활성, 제조방법과 각 공정 및 Botanical Drug Substance

유형은 크게는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독일동종의약품집에 수재

의 제조에 사용된 Botanical Raw Materials의 임상적 사용경험과

된 원료의약품, 기타 유형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더 세부

제조 및 공급업체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37)

적으로는 총 22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신약은 사용례가 없는(허가되지 아니한) 본질조성 또는 기원

Botanical drug은 과거 인간에게 사용 경험에서 특별히 알려진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경우 일부의 안전성ㆍ유효성자료가 요구되

이 전혀 새로운 생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단일제 또는 복합제를
의미한다.
자료제출의약품은 안전성ㆍ유효성의 근거자료의 제출을 통해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1) 처방근거가 없는 전문의약
품에 해당되는 주사제, 경피흡수제, (2) 새로운 조성 및 규격의
생약제제, (3) 함량증감 단일제, (4) 함량증감 복합제, (5) 새로운
효능군 의약품, (6)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 (7) 새로운 투여

***eCTD는 FDA의 의약품평가연구센터(CDER) 및 생물의약품평가연
구센터(CBER)에 신청서, 수정안, 보충 교재 및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
한 표준 형식으로, 2017년 5월 5일 부터는 신약승인신청서(NDA), 약
식승인NDA(ANDA) 및 생물의약품승인허가신청서(BLA)는 eCTD 형
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2018년 5월 5일: 임상시험승인신청(IND) 및 원
료의약품등록신청(DMF)도 eCTD 제출을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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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있다. 건강보조식품 및 교육법(DSHEA)에 따라 건강

정 유해성에 우려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 1상 및 2상 임상을

보조식품으로 판매된 경우 CMC 또는 IND 독성데이터 중 일부

위한 약리, 안전성약리 및 약물동태를 포함한 약리학적 시험자

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제형 및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유사

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발암성시험 및 생식독성시험의 자료도

하다면 초기임상시험을 위한 비임상시험 중 약리시험, 독성시험

우려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 요구되지 않는다. 판매 경험에

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사용경험과의 관련

따른 자료로서 역학 자료를 비롯한 사례보고 자료를 통해 우려

성을 적절한 근거로 제출할 수 있다면 1상 임상에서의 내약성 연

사항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동물에서의 생식독성 시험도 요

구가 요구되지 않는다. 만약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적

구되지 않는다.

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광범위하게 인간에서 사용된 경험과 방
법을 근거로 제출한다면 그 근거 따라 투여경로를 설정할 수도

3) 중국

있다. 즉, 사례별로 제시된 임상시험에서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

중국에서의 의약품 판매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양

전통적인 사용과 인간 경험의 관련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식에 따라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2월

다. 그러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

부터 신약에 해당하는 화학의약품 및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일

이 임상 시험에서 예상되는 노출이 이전의 인간사용(예: 고용량

부 생물의약품에 대해서는 ‘ICH M4 CTD’에 따라 자료를 제출

또는 장기간)에서의 노출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비임상시험의 약

하도록 하고있다.

리학, 독성학적 평가를 통해 과거 사용경험과 신청된 임상시험의
차이점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비전통적 투여경로

‘약제학 자료’ 에는 식물 및 광물의 표본, 식물표본에는 꽃,
열매, 종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 약물이 전통적으로 국소적으로만 사용되었는데, 경구투여로

중약복합처방제제는 처방의 출처, 구성, 기능, 효능효과, 제조

제안하는 경우), 초기 임상 전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

방법에 따라 일부자료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 약리, 독성학적 비임상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의약품 등록 규정(

品注冊管理

法)」
의 ‘부록1’을 통해 각 신

청유형별 자료 제출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천연약물 복합
2) 유럽연합
의약품 판매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ICH M4 Common technical
document (CTD) for the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human
use’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CMC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에 있어 특징적으

처방제제는 약물상호작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
중약 및 천연약물제제에 대해서는 중국내에서 실시한 약동학 및
임상시험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2018년 시행 된 「고대고전처방 중약복방제 등록 및 승인 관
리 간소화규정(古代

典名方中

方制

化注冊

批管理

로 의약품 주원료의 기원이 되는 Herbal substances에 대해 관능

定)」에 따르면, 중국의 한약은 많은 처방을 내포하고 있으

검사, 현미경 검사를 포함한 방법을 통해 사용된 식물 종, 부위

며 많은 처방전이 여전히 임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에 ‘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배치에 대한 공급업체 및 제조

가 규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안전성

업체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Herbal preparations’

유효성의 근거자료로서 비임상시험의 자료만 요구된다. 2008년

에 대해서는 명칭, 성상, 활성성분, 물리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중약등록관리 보충규정(中

활성, 제조방법과 각 공정 및 공급업체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11)

理

充

注冊管

定)」에 따라 (1) 처방에는 독성 약재 또는 조제 금기

THMP (Traditional Herbal Medicinal Products)는 EU 내에서의

가 포함되지 않으며, (2) 처방된 중약재는 모두 법적 기준이 있

15년 사용을 포함하여 30년 이상 사용한 경험 등을 적절한 자

을 것, (3) 생산공정은 전통제법과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료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성 유효성 입증에 관한 과

(4) 투여 경로 및 투여량은 고대 기재사항과 일치할 것, (5) 효

학적 문헌자료를 제출한다면 별도의 시험자료가 요구되지 않는

능효과는 고대 기재사항과 일치할 것, (6) 적용 범위는 중증에

다. WEU (Well-Established Use)의 경우『Directive 2001/83/EC』

해당하지 않으며, 임산부, 영아와 같은 특수 약자에는 해당되지

Article 10a에 따른다. 요구되는 사용경험은 EU 내에서 최소 10

않아야 한다. 라는 요건으로만 규정되어 오다가 2018년 5월「고

년 이상의 기간이지만, 그간 판매된 수량이 충분하다고 받아들

대고전목록(제1판)(古代

여지는 근거를 제출한다면, 안전성 유효성 입증의 과학적 문헌

방으로 구체화 되었기에 이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따른

典名方目

(第一批))」에 100가지의 처

자료 제출 시 별도의 시험자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FMA (Full

세부적인 제출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중 중국

Marketing Authorization)는『Directive 2001/83/EC』Article 8 (3)

정부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발효 될 예정에 있다.39,40)

에 따른 것으로서, 중앙집중식승인절차와 국가별승인절차의 두
경로로 신청될 수 있다. 신청인(개발회사)이 자체개발ㆍ연구한

4) 일본

문헌데이터의 조합을 통한 안전성ㆍ유효성자료가 평가되며,

일본은 천연물의약품에 대해 ‘일반용 생약제제 제조판매 승인

『Directive 2001/83/EC』
의 ‘Annex1: 의약품 시험에 관한 분석적

기준’ 또는 ‘일반용 한방제제 제조판매 승인 기준’의 각조에 해

약리학적 관점과 프로토콜’에 따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38)

당하는 경우 안전성 유효성의 근거자료가 요구되지 않으며, 그

또한 Herbal medicinal product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시 특

외의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화학의약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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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천연물의약품의 용어는 각각 상

우리나라는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고시에 따라 제출자

이하지만 대상으로 하는 물질의 종류가 식물위주로 구성되어 있

료의 범위 및 그 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가이드라인

었으며, 두 국가간 용어정의에 있어서 유사하였다. 중국ㆍ일본

과 민원인안내서를 통해 심사요건의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ㆍ한국은 천연물의약품과 관련하여 용어의 구분에 있어서 해당

또한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을 비롯하여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

국가의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하는지 여부를 반영하고 전통의약

고 있는 CTD 작성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기반의 제제, 약효와 작용기전을 현대 과학적 논리로서 접근하

CMC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에 있어서, 의약

는 서양 의학적 관점의 제제로 나뉘어 정의되고 있었다(Table

품 주원료의 기원이 되는 원생약에 대해 관능 검사, 현미경 검

1). 그리고 천연물의 종류도 동물기원의 물질을 포함하는 등 더

사 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된 식물 종, 식물 부위 등을 확인할

광범위하였다. 각 국의 의약품 인허가 규제에 있어서 천연물을

수 있어야 하며, 각 배치에 대한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에 관한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 정의되는 용어는 단순히 천연물의 종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추출물을 포함한 주성분 원료에

류 뿐 아니라 해당국가의 역사나 문화에 따라 전통의약의 개념

대해서는 명칭, 성상, 활성성분, 물리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활

이 포함되기도 하며, 정의에 따라 기원으로 하는 천연물의 종류

성, 제조방법과 각 공정 및 공급업체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도 상이하다(Table 2).

안전성 유효성 자료의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함량증감 단일

미국 FDA산하 CDER내 OPQ 소속 생약검토팀(BRT)에서

제, 새로운 효능군,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의 경우 독성시험 자

Botanical drug의 IND 및 NDA 심사자료(인체사용례 및 성분프

료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한약서 처방으로 공정서 및 고

로파일 분석 포함)를 검토하며, 유럽은 EMA의 HMPC에서 천

시규격 이외의 생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약리, 임상시험

연물의약품의 과학적 심사를 담당한다. 중국과 일본은 의약품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다음의 6가지 경우에는 안전성

심사기관(기구) 내 천연물의약품의 심사를 위한 별도의 심사부

유효성 심사가 면제된다. (1) 이미 품목허가ㆍ신고된 바 있는 품

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

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분량(액상제제의 경우 농도), 제

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

형,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이 동일한 품목, (2) 「대한민국약전」,

과에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5개국 중 천연물의약품의 전담

공정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

심사부서가 독립적인 팀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유럽연합과 한국

시한 품목, (3)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외국 의약품

에 해당하였으며, 미국은 독립적인 팀은 아니지만 태스크포스(T/

집 또는 이들 국가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음이 해당

F)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발급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로 확인되는 품목, 전문의

천연물의약품과 관련한 허가ㆍ심사 법규의 체계에 있어서, 미

약품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국은 Botanical drug에 대해 연방규정집(21 CFR)에서 별도의 승

품목이거나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고 이들 국가의 “일반

인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제출 자료의 요건 및

의약품처방 표준제조기준(예: OTC Monographs)”에 적합한 품목

승인절차를 가이던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구성

(다만, 신약은 제외한다), (4)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한약서에 수재

국가의 공동체 규약에 따라 Herbal medicinal product에 대해 규

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 등

제하고 있으며 품질, 임상, 비임상, 기타 영역에서 세부요건 별

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인 경우 한약서 중 유사처방을 적

가이던스가 마련되어 있다. 중국은 의약품 허가 규정의 부록으

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한다), (5) (4)의 품목과 투여경로는 동

로써 중약 및 천연약물의 세부 승인절차와 자료요건이 제시되

일하나 제형(단 서방정 등 특수제형은 제외)을 달리한 품목, (6)

어 있고, 일본은 허가승인 절차에 대하여는 화학의약품의 규정

일반의약품으로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규격은

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별도로「한약(생약)제제 등

아니지만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함량 및 각 성분 간의 처방이

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을 통해 그 절차와 제출 자료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의 요건이 제시된다.
미국은 별도의 천연물의약품을 위한 허가신청 유형이 구분되

5개국 인허가 제도의 요약 및 국가간 비교

어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Azhar H. et al.(2018)도 임상연

미국ㆍ유럽연합ㆍ중국ㆍ일본ㆍ한국 5개국은 모두 자국에서의

구 자료를 포함하여 기존의 의약품과 동일하게 엄격한 요구사

의약품 판매 승인을 위해 체계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자체적인

항과 표준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유럽연합은 유럽에서의 사용기

규제기관 및 심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마다 천연

간 및 인체에 사용된 경험을 입증하는 수준에 따라 신청 유형

물성분의 의약품에 대한 허가승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

이 구분된다. 중국과 한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규정에서 천

나 국가별 천연물의약품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 그 구분 요소는

연물의약품의 신규성, 사용경험, 해당국 전통의학 기원여부 등

해당 국가에서의 전통의학 개념의 반영, 천연물의 종류 등 상이

여러 요소에 따라 신청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

한 구분기준을 가지며 해당국가의 문화적, 역사적 이념에 따라

의 경우, 천연물의약품 글로벌 진출 전략보고서(2014)와 김민주

규제에 반영되는 상황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2016)의 연구결과에서 천연물의약품의 인허가 규정으로 다루어

식물, 특히 허브를 약용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사용

진 ‘신약승인규정《新

批

法》’의 5개 유형분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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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definition for Natural Product-Derived Drug in the drug regulatory authority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urope, China, Japan, South Korea
USA

Europe

China

Japan

South Korea

“Crude drugs”
“Crude drugs”
“Traditional Medicinal
“Herbal substances”
“Botanicals”
Such statement as “other
Such statement as “other
Products”
Products that include plant- All mainly whole,
Pharmaceutical- substances species of the same genus,” species of the same genus,”
materials, algae, macroscopic fragmented or cut plants,
“allied plants,” or “allied
and their preparations used “allied plants,” or “allied
plant parts, algae, fungi,
fungi, and combinations
animals” appearing in the
animals” appearing in the
lichen in an unprocessed, under the guidance of
there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definition usually indicates definition usually indicates
usually dried, form,
plants or animals that may be plants or animals that may be
theory.
“Botanical drug substance”
used as materials containing used as materials containing
Drug substance derived from “Herbal preparations”
the same effective
the same effective
“Natural Medicinal
one or more plants, algae, or Preparations obtained by
constituents
constituents
macroscopic fungi, but does subjecting herbal substances Products”
Natural pharmaceutical
not include a highly purified to treatments such as
“Herbal medicinal product”“Herbal medicinal product”
substances and their
extraction, distillation,
or chemically modified
preparations used under the Extract from herbal medicine As a natural product
substance derived from such
guidance of modern medical or Pre- parations made using preparation from Western
“Herbal medicinal
a source.
more than one type of herbal medical stand- point, Not use
theory.
product”
the purpose of oriental
medicine.
Any medicinal product,
medicine treatment.
exclusively containing as
“Traditional Japanese
active ingredients one or
“Traditional Korean
Medicinal Product
more herbal substances or
Medicine”
(Kampo)”
one or more herbal
Based on Japanese oriental Derived from animals, plants
preparations, or one or more
or minerals, mainly dried, cut
medicine theory,
such herbal substances in
or purified herbal medicine.
combination with one or
more such herbal
“Traditional Korean
preparations.
Medicinal Product”
Medicines manu- factured by
blend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ccording to the
oriental principle.
Table 2. Comparison of the kind of natural product corresponding to definition about Natural Product-Derived Drug
Types of substances

USA

Europe

China

Japan

South Korea

Whole, fragmented or cut plants, Plant parts, Lichen

○

○

○

○

○

Animal or Animal parts and their secretions

×

×

○

○

○

Algae

○

○

○

○

○

Macroscopic fungi

○

○

○

○

○

Minerals

×

×

○

○

○

Other natural origin materials

×

×

○

△

△

○: Be applicable, ×: Not applicable, △: Determined according to the detailed requirements.

는, 현재 폐지****된 규정의 내용이므로 본 연구결과와 신청유

되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

형의 구분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일본은 한방제제 및 생약제제

았다(Table 3).

에 대하여 화학의약품의 허가규정 내 구분된 신청유형에 준하

중국을 제외한 4개국에서는 신청인이 희망할 시 ICH M4에

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정현미(2016)와 김동현(2016)에서

따른 CTD에 따라 자료를 작성,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거나 해

언급된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

당 서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도 신약에

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현재 삭제

해당하는 화학의약품 및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생물의약

****1999년 5월 1일부터 “신약승인규정《新
批 法》”이 시행되
었고, 3년 7개월의 시행기간을 끝으로 폐지되어 2002년 12월 1일부터
‘의약품등록규정《 品注冊管理 法》’이 시행되었다.

망할 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품에 대해 CTD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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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았다. 제출 자료의 종류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간소화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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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the type of application and the type of review for Natural Product-Derived Drug approval.
USA

Europe

No type of approval for
‘Botanical drug’ in
regulatory category

China

Japan

There are separate types of • Application in accordance •
with the “Regulations for
approval applications for
the Simplification of
THMP and WEU in the
Registration and Approval
regulatory category.
(Based on usage experience of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Prescription”
in Europe and abroad)
• It is divided into 7 types
according to regulations. •
(Classification according to
novelty, standard
prescription, and traditional
medicine)
•

South Korea

Procedures for streamlining •
the prescriptions contained
in the “Approval Criteria
for Manufacture and Sale
of Traditional Japanese
Medicinal Product in
Japan”
Procedures for streamlining
in the case of “Approval
Criteria for Manufacture
and Sale of Herbal
medicinal product”
Except for the above two
types, the regulations of
ordinary chemical drugs
are followed.

It is divided into 4 types
according to regulations,
and it is divided into 22
types in detail.
(Classification according to
novelty, standard
prescription, and traditional
medicine)

Table 4. Summary of submission requirements for IND and NDA
USA

Application
format

• Mandatory to use
• Mandatory to use
e-CTD of CTD
CTD Format of
Format. (as elec tronic ICH-M4.
document)

•
• Marketing of
Botanical Drugs
•
• Description of
Botanical Raw
Materials Used and
Description of Product Known Act ive
and Documentation of Constituents or
Prior Human
Chemical Constituents
Experience
• Description of Prior
Human Experience

GENERAL
REGULATORY
APPROACHES

Quality Control

Europe

•
• 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Botanical
Raw Materials, Bota
nical Drug Sub stance,
Product, Placebo,
Enviro nmental
Assess ment or Claim
of Categ orical
Exclusion)

•
• Nonclinical
Pharmacology/
Toxicology
•
• Clinical Phar
macology
Evidence of Efficacy • Clinical Evide nce of •
Efficacy and Safety
and Safety
• Evidence To Ensure
Therapeutic
Consistency
• Post marke ting Consi
derations

China

Japan

• Use China’s own
• Depending on the type •
format (The CTD
of application, CTD
Format can be used
Format is mandatory,
for imported drugs.)
or can choose between
Japan's national form
and CTD format.

•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descriptive data
information
Common Tec hnical
Docu ment Summ
aries

Chemistry,
•
Manufacturing, and
Controls (Herbal subst
ance, Herbal
preparation, Herbal •
Medi cinal Products)

• Data on the origin or •
discovery and the
conditions of use in
foreign count ries, etc.
•

South Korea
Depending on the type
of application, CTD
Format is mandatory,
or can choose between
Korean national form
and CTD format.
Data on the origin or
disc overy and the
conditions of use in
foreign count ries, etc.
Data on comp arative
review of similar pro
ducts in Korea and
their cha racteristics

manufacture,
• manufacture,
• Chemistry,
characterisation Test
characterisation Test
Manufacturing, and
Pro cedures,
Procedures,
Controls (Herbal subst
Acceptance Criteria
Acceptance Criteria
ance, Herbal
Stability
• Stability
preparation, Herbal
Medi cinal Products)

• Nonclinical
• Nonclinical
• Nonclinical
Nonclinical
Pharmacology/
Pharmacology/
Pharmacology/
Pharmacology/
Toxicology
Toxicology
Toxicology
Toxicology
• Clinical Phar
• Clinical Phar
• Clinical Phar
Clinical Phar
macology
macology
macology
macology
Clinical Evide nce of • Clinical Evide nce of • Clinical Evide nce of • Clinical Evide nce of
Efficacy and Safety
Efficacy and Safety
Efficacy and Safety
Efficacy and Safety
• Drug inter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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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mmary of characteristic requirements of submission dossier compared to chemical medicine
USA

Europe

• As a dietary supplement, •
depending on the
experience, clinical data,
pharmacological and
toxicity data may not be
•
required.
• For non-legal die- tary
supplement,
pharmacological and
toxicological data may not
be required depend- ing on
•
the experience of use.
• In addition, the relevance
of human experience to
safety assessment in
clinical trials may be
considered in each case

China
Chinese herbal medicines •
may be exempted from
submission of some data
according to prescription
source, composition, function, efficacy and
manufacturing method.
Clinical trial data are not
required if it falls under
each of the “Regulations on
Simplified Registration and
Approval Management of
Chinese Traditional
Medicines in Traditional
Chinese Prescription”
• Of the natural drugs, the
combined prescription drug
submits data on drug
interactions
• In the case of imported
Chinese medicine and
natural medicines, human
pharmacokinetics and
clinical trials should be
conducted in China.

Safety efficacy data are not •
required when submitting
literature with “experience
of more than 30 years
including 15 years in EU”
Safety efficacy data are not
required when submitting
literature with experience •
and sufficient sales volume
for more than 10 years in
the EU
Pharmacological test data
not required if there is no
specific risk

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형태로 적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

Japan
“Evidence of Efficacy and •
Safety” is not required if
the application item
complies with “Approval
Criteria for Manufacture
and Sale of Traditional
•
Medicinal Product in
Japan” or “Approval
Criteria for Manufacture
and Sale of Herbal
Medicinal Product”.

South Korea
Increasing/decreasing
dosage. Drugs filed with
single compounds, new
efficacy groups, or new
uses may not require
toxicological data.
following the ‘traditional
medicines formulary’
prescribed by the
Regulations, you will not
submit a safety validity
ground.

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근거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되는 자료의 종류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의약품 허가규정을 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분류가 세계

용하거나 그와 동일하였다(Table 4). 안전성·유효성 자료 인정

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간에게 전통적으로

의 주요사항은 국가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Table 5).

사용되어 온 경험을 인정하는 기준이 국가마다 상이한 점과 연
관될 수 있다. 박혜림(2012)의 연구 결과에서는 중국·한국·일

결 론(Conclusion)

본의 전통의학 관행과 서구사회의 보완대체요법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문화적 배경과 국가정책의 차이로 인해

5개국 모두에서 천연물을 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은 약효 및 기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국가별로 사용된 역사, 기원 및 시기,

전을 현대 과학적 논리로 접근하는 경우와, 해당국의 전통의학·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의 종류와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

민간요법 등 전통적 사용경험을 개발 경위로 하는 경우로 나뉘

으로 판단되나, 향후 우리나라 천연물의약품 규제 선진화와 국

며, 이에 따라 허가신청 유형 및 제출 자료 요건을 다르게 규정

제조화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국가 간 차이의 원인에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효 및 기전을 현대 과학적 논리로 접근

대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하는 경우는 허가신청 유형에 무관하게 5개국 모두에서 품질ㆍ
안전성ㆍ유효성의 입증을 위한 제출 자료의 종류 및 수준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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