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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의약품 면역원성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잠재적인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이러한

면역반응의

결과는

아무런

임상적

유의성

없이

일시적으로 항체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우를 불러올

1. 요약

수도 있다. 예상되는 임상적 결과로는 과민반응과 같은 심각한 면역반응, 약물효과
치료제로서 생물·생명공학 기술 유래 단백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치료 중인 환자에서 원치 않은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반응은 환자, 질환

감소와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내인성 단백질이 계속 체내에서 생산되는 경우, 내인성
단백질에 대한 잠재적 교차반응이 유도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는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많은 요인들이 재조합의약품의 면역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자, 질환 또는

면역원성의 잠재적 원인과 영향에 대한 배경 지식을 포함하고 있으며, 품목허가의

제품과 관련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환자와 관련된 요인으로서는 기저질환, 유전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면역원성 평가의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배경, 면역조절 치료와 같은 면역과 관련한 사항, 투여 일정 등이 있다. 제품과 관련된

비임상시험에서 면역원성을 평가하는 것은 인간 단백질이 동물에서 보이는 필연적인

요인으로서는 제조공정, 제형 및 안정성 등이 있다.

면역원성을 고려해볼 때 그 가치가 낮다. 인간에서의 면역원성을 예측하기 위한

품목허가 이전에도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원치 않은 면역반응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비임상시험은

요구되지만, 품목허가 후에도 여전히 면역원성 문제는 남아 있을 수 있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동물

모델은

면역반응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품목허가 신청을 할 경우, 각 시험자료를 참조한 면역원성 연구 결과를 제출하여야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하 “재조합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한 면역반응을 검색하고

한다. 재조합의약품의 면역원성 가능성과 질환의 희귀성에 따라 품목허가 전에 필요한

측정하기 위한 시험법을 개발함에 있어서 적절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시험법은

면역원성 정보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체계적인 면역원성 시험을

비중화항체와 중화항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시판 후 조사(PMS) 뿐만 아니라

품목허가 후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임상시험에서도 시험법 밸리데이션과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임상적 적용에 있어서 면역원성 평가는 충분한 수의 환자로부터 체계적으로 정보를

3. 범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계획해야 한다.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시료 채취 일정은
표준화하여야 하고, 각 제품 및 사례별로 계획해야 하며 위험성에 근거한 접근이어야

이

한다. 유효성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는 면역반응의 임상적 결과를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원치 않은 면역반응의 유발과 이러한 면역반응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평가하는 방법에 주로 적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백질, 폴리펩티드와 그들의

이 가이드라인의 범위는 폭넓게 적용되므로, 각각의 개발 계획에 적합하도록 사례별로

유도체, 접합체(conjugate)와 같이 구성 요소가 되는 생산물에 적용한다. 이러한 단백질

적용되어야 한다.

및 폴리펩티드는 유전자재조합 또는 비-유전자재조합 발현 시스템으로부터 생산한

가이드라인에서

것이다.

이

적용하고

가이드라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재조합의약품”이라는

원리들은

용어를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관련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 서론
대부분의 생물·생명공학 기술 유래 단백질들은 하나 이상의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원치 않은 면역반응을 유발한다. 이러한 면역학적 반응은 복잡하며, 항체를 생성하는
것 이외에도 T 세포 활성화나 선천성 면역반응 활성화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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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백신, 혈액응고인자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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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사용한다.

이

•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적 요인들

4. 법적 근거

유전적 요인들로 인해 면역반응 자체가 변화될 수 있으며, 환자마다 다양한 반응이
초래될

이

가이드라인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수

있다.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HC)

분자들과 항원성 펩티드 사이의 상호결합의 친화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와 헬퍼(helper) T 세포의 T 세포 수용체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들에서의

고시)과 연계해서 참고해야 한다.

대립형질(allelic) 다형성(polymorphism)은 면역반응과 면역학적 관용(tolerance) 유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5. 주요내용

면역반응은 재조합의약품의 아미노산 서열이 완벽하게 인간형일지라도 일어나기도 한다.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면역반응의 결과는 아무런 임상적 유의성 없이 일시적으로

면역원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유전학적 요인들은 면역반응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항체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역할을 하는 싸이토카인(예: 인터루킨-10, TGF-β 등)에 대한 유전적 다형성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재조합의약품은 개별적인 제품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단백질에서
얻은 정보는 보조적인 것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병용 투여 및

• 유전자 결손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

기저질환과

이것은

면역 시스템은 기존의 내인성 단백질이 감소되거나 없는 환자에게 이를 대용하기 위해

면역원성의 임상적 표출(clinical presentation)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여되는 재조합의약품 자체를 새로운 항원으로 인식하여, 외인성 단백질로 인식할 수 있다.

같은

환자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하며,

면역원성 평가는 각각의 적응증·환자군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야만 한다.
면역원성의 평가는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를 통합적으로 포함한 작업이어야 한다.

• 연령

이 가이드라인은 품목허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면역원성 평가에 접근하는가에 대해

한 세대군(연령 집단)의 자료가 다른 세대군에 반드시 적용될 수는 없는데, 이것은

재조합의약품의 개발자와 심사자에게 일반적인 권고사항과 기본 원리들을 제시한다.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면역반응이 연령과 관련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아에서는

따라서 개념들은 개별적인 개발 프로그램에 적합하도록 사례별로 적용시켜야 한다.

이러한 단백질에 대해 다른 면역반응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제품이 소아를

면역원성 조사에 대한 위험성과 아래에 요약된 것과 같은 유발 가능성 있는 임상

대상으로 한 적응증일 경우, 면역원성 연구가 소아군에서 수행되어야 한다(5.5.7항

결과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면역원성 평가를 계획하기 위해 선택할 접근법은

참조). 만약 제품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적응증일 경우, 잠재적으로 변경된 면역반응에

충분히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면역반응 측정법 또는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시험법을 생략할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질환 관련 요인들
5.1.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면역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환자의 기저질환 그 자체는 원치 않은 면역반응을 발달시키는 맥락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 만성 감염을 지닌 일부 환자들은 면역반응을 더 잘 일으키는 경향이

5.1.1. 환자 및 질환 관련 요인들

있는데, 이는 이들의 면역계가 활성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들에서는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면역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자와 관련된 요인들은 유전적

(예를 들면, 영양실조, 진행성 전이 질환, 진행성 HIV 질환, 기관 부전) 재조합의약품에

요인, 환자의 연령, 또 다른 치료법과 관련한 질환 관련 요인들과 유사 단백질에 대한

대한 면역반응은 손상된 면역계 때문에 약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전 사용 경험 등을 포함한다.

일부 제품의 경우, 항체반응의 발생은 적응증이나 질환의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면역원성은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에서 질환의 단계에 따라서 또는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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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 단백질 구조
인간 내인성 단백질을 생명공학 기술로 생산한 재조합의약품은 생산공정의 모든

• 병용 투여(concomitant treatment)

단계들과 보관기간 동안에 번역 후 수식, 물리적, 화학적 또는 효소학적 분해와

병용 투여는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면역반응의 위험을 높이거나 줄인다. 전형적으로

변형(예: 탈아미드화, 산화 및 시스테인 결합 등)으로 인한 아미노산 서열 또는 단백질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면역반응은 면역억제제를 병용하여 사용할 때 감소한다. 이전에

구조의 변화 때문에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외래성과 내인성 단백질로 구성된

다른 치료를 받았을 경우,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면역반응에 영향을 주거나 면역계에

융합 단백질들은 내인성 단백질에 대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외래성 부위의 잠재적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임상시험을 면역억제제와 병용

가능성 때문에 특별히 염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이다(항원결정기 확산). 융합 단백질의

투여하여 실시하였을 때, 재조합의약품 단독 투여로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단독 투여

항원 부위의 확인은 권장할 만하다. 당화(glycosylation)는 생명공학 기술 유래의

시 면역원성 추이 변화에 대한 충분한 임상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즉,

재조합의약품에서 흔히 일어나는 번역 후 수식 과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변형들은

면역억제제와의 병용 투여하여 얻은 면역원성 자료들은 단독 투여에 적절하지 않다.

당화 자리의 개수와 위치뿐만 아니라 부착된 당사슬의 서열, 사슬의 길이와 가지 형성
면 등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동일한 단백질을 다른 조건 하에서(예: 세포배양
공정의 변경) 제조할 때, 단백질의 면역 유발 잠재력과 번역 후 수식의 유형에 변화가

• 투여 기간, 투여 경로, 치료 방식(modalities)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면역반응을 높이는 요인들은 투여 경로, 투여량, 투여 일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보다는 정맥주사 시, 장기간 치료보다는
단기간 치료 시, 간헐적 치료보다는 지속적 치료 시 면역원성이 적게 나타날 수 있다.

있게 된다. 또한 이는 한 제품에 의해 유도되는 항체들이 변경된 조건 하에서 제조된
유사 산물과 다르게 작용함을 뜻한다. 이것은 면역원성 평가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간헐적인 치료나 오랫동안 치료 공백 기간 후 다시 투여하는 것은 면역반응을 높일
• 제형(formulation)과 포장 용기

수도 있다.

제형의 조성은 재조합의약품의 천연 그대로의 구조를 가장 잘 유지하도록 선택된다.
최종 결정된 제형은 주성분과 개별 첨가제(excipient) 및 이들 상호결합의 물리적 및

• 유사 또는 관련 단백질의 이전 사용 경험
유사하거나 관련된 단백질의 이전 사용 경험은 기감작(pre-sensitization)을 이끌거나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단백질을 이전에 대체 요법으로 사용한 경우
교차반응성 항체를 유도하거나 이후의 치료들에 영향을 주는 면역학적 기억을 유도할

화학적인 성질을 이해하는데 달려있다. 첨가제의 제형과 기원은 재조합의약품의
면역원성을 변경하기도 하고, 이러한 사항들의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제형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고려해야 한다.
1차 포장 용기의 재질 및 임상적 사용 조건(약물 주입 용액에 희석, 다른 재질의 주입

수 있다.

도구 사용 등)도 재조합의약품의 면역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1.2. 제품 관련 위험 요인들
생물·생명공학

기술

유래

재조합의약품의

면역원성에

영향을

주는

제품

관련

• 집합체(aggregates) 및 부가생성물(adduct) 형성

요인들은 주성분의 기원과 성질(내인성 단백질, 번역 후 수식), 천연형 단백질의 변형

단백질의 집합체 또는 부가생성물 형성은 새로운 항원결정기를 나타내게 하거나 다중

(예: 페그화), 제품 및 공정 관련 불순물(예: 분해산물, 불순물, 집합체, 숙주 유래

항원결정기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면역계를 자극할 수 있다. 집합체나

단백질, 숙주 유래 지질, 숙주 유래 DNA) 및 제형(formulation)과 포장 용기를

부가생성물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에는 제형, 정제공정, 바이러스 불활화 과정,

포함한다.

반제품 및 완제의약품의 저장조건을 포함한다. 첨가제로써 알부민과 같은 단백질의
사용은 면역원성을 가진 집합체의 형성을 더 유도하기도 한다. 제품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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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 제품의 집합체와 부가생성물의 함량을 주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 있으므로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반응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료들이 없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치 않은 면역반응의 잠재적 결과에

• 불순물(impurities)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재조합의약품 또는 동종(animal homolog)을 이용한 동물

재조합의약품에는 수많은 불순물들이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면역보조제(adjuvant)로

면역시험 수행을 고려할 수 있다.

작용할 수 있다. 주성분과 함께 정제된 숙주 유래 단백질들은 그 자체가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숙주 유래 단백질 및 숙주 유래 지질 또는

숙주 유래

DNA는 관련 단백질에 대한 면역보조제로써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5.3. 인체의 면역반응을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시험법 개발
생물의약품에 의해 유발된 원치 않은 면역원성은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반응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반응 평가를 위한 시험법 및 시험법 전략을 선정하거나

5.2. 면역원성에 대한 비임상 평가 및 결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개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임상적 안전성·

재조합의약품은 대부분의 경우 종 간 차이성을 보이므로, 인간 단백질은 동물에서는

유효성과 관련되어 있는 항체의 측정과 분석에 노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세포

외래성 단백질로 인식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임상시험에서 면역원성의 평가 예측률은

매개성 반응 또한 중요하고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사례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에서의

면역원성을

예측하기

위한

비임상시험은

일반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면역원성 평가의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5.3.1. 시험법 전략

기술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선천적 면역 및 후천적 면역에 기반한 in

재조합의약품의 원치 않은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적절한 전략 선택은 필수적이다.

vitro 시험은 세포 매개 면역반응 기전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면역원성에

이는 항체 양성 시료(환자)의 탐색을 위한 선별검사 시험법, 항체의 존재 확인 및 항체

대한

고려사항은

비임상시험에서

불순물이나

적격성을

오염물질로

평가하기

보다는

부터

발생할

불순물이나

수

있으며,

이는

특이성 결정을 위한 시험법, 항체의 중화능 평가를 위한 기능성 생물학적 활성

오염물을

제거하는

정제

시험법(functional bioassay)을 포함한다. 또한 항체가 검출·유도된 경우에는 비항체

공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 예를 들면 관련된 바이오마커 또는 약동력학적 측정 등이 항체(그리고 가능한

하지만 비임상시험에서 항체의 측정은 반복투여 독성시험의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되기

면역반응의 다른 요소들)의 임상적 영향을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하여 요구될 수 있다.

위해서 요구된다(“생명공학의약품의 비임상 안전성 평가” 또는 ICH S6 참조). 시험

적절한 경우, 모든 환자의 약물 투여 전 기초 자료(baseline data)를 포함하는 것이

계획에 면역원성 측정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혈액 시료를 채취하여 보관하여 향후

중요하다.

필요 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체 검출 및 분석을 위해 가능한 전략의 예시는 부록 2에 기술되어 있다.

비임상시험에서

면역원성

측정법에

사용된

분석법은

밸리데이션

되어야

한다.

독성시험에서 높은 농도의 약물을 투여할 수 있으므로 채취한 혈액 시료에 약물이

5.3.2. 항체 시험법

포함될 수도 있으며, 면역원성 측정 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 선별검사 시험법(screening assay)

한다. 단회투여 독성시험에서 면역원성 평가를 할 필요는 없으나, 단회투여 약동학적

선별검사 시험은 모든 항체 양성 시료·환자에서 재조합의약품에 의해 유도된 항체를

평가 시에는 면역원성 측정은 바람직하다.

검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민감한 분석법이어야 한다. 완벽한 선별검사 시험 특이성은

내인성 단백질이 계속 체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면역반응이

일반적으로 얻기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의 위양성 검출은 피할 수 없지만, 위음성이

내인성 단백질에 대한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동물 모델에서 내인성 단백질에

검출되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선별검사 시험을 선택할 때, 모든 방법론적 문제와

대한 면역반응 유발, 부재나 기능 장애의 결과들과 관련된 경험들은 논의되어야 한다.

시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간섭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레이트

지연형 과민반응 또는 세포성 T 세포에 의한 독성 등 세포성 면역에 의한 반응을 보일

표면에 직접 항체를 고정하여 수행하는 직접 결합 ELISA는 흔히 사용되는 가장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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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접근이지만 높은 위양성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검체와 친화도가 낮을
경우

위양성률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흔히

가교시험,

• 항체 존재 확인을 위한 시험(confirmatory assay)

전자화학발광 기반 시험(electrochemiluminescence based assay), 또는 표면 플라즈몬

첫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위양성 시료(환자)를 선별하기 시험이다. 확인검사법은

공명(surface plasmon resonance) 등 다른 적절한 시험을 사용할 수 있다. 항원결정기

적어도 선별검사 만큼 민감해야 하며, 위양성 시료를 선별하기 위해 더 높은 특이성을

차단은 일부 선별시험에서 위음성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정 항원결정기의

갖추어야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라벨링 검출 시약을 사용하는 방법과 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assay)을 사용할 때 경쟁 물질(competing product)의 농도는 분석 범위 전반 및 그

시험 시약(예: 차단 시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소 혈청 알부민, 우유 등의 차단

이상에서의 항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적화해야 한다.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

시약은

있으나 선별검사 시험의 특징과 제한점을 고려하여 시험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비-인간

동물세포에서

생산되는

단백질에서

발견되는

비-인간

글리칸을

한다.

일반적으로

선별시험에서

결합

경쟁

분석법(binding

competition

함유한다. 따라서 이들 글리칸에 대한 항체가 유실될 수 있다.

특이성 밸리데이션을 위하여 선별검사 시험법에 사용된 시험 형식과 동일한 방법을

혈청이나 혈장 시료에는 매트릭스 효과를 일으켜 위양성 또는 위음성을 보이거나

단순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항체의 함량을 잘못 평가할 수 간섭인자들이 있다. 예를 들어 보체 성분 또는 보체

확인된 양성 시료에 존재하는 항체는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역가와 특이도에 대하여

수용체, 만노오스 결합 단백질, Fc 수용체, 용해성 표적 분자 및 류마티스 인자 등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품 및 공정-관련 성분(예: 숙주 세포 유래 단백질 등)처럼 기타

포함된다. 시험 결과에 대한 이러한 매트릭스 성분의 영향을 시험법 밸리데이션의

성분에 대한 항체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경우, 불순물 수준은

일환으로 고려하고 평가해야 한다. 잠재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험법을 변경할

면역반응을 피하기 위해 최소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이들 불순물에 대한 항체 시험이

경우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환자 시료 검사를 위해 개발되고 검증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로 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재조합의약품은 유도된 항체와 복합체를 이루어

확인시험에서 확인된 항체(또는 약물)를 첨가한 시료(spiked sample)와 첨가하지 않은

시험에

시험법

시료(un-spiked sample 또는 drug naive)의 반응값을 비교하여 약물의 농도에 따른

밸리데이션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투여한 약물과 유도된 항체의 복합체 형성

시료에서 항체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항원에 대한 항체의 결합 저해 및

등과 같은 약물 간섭(drug interference)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 산 처리로 약물로부터

첨가한 시료에서 진정한 양성반응에 대한 양성 신호를 감소시킨다.

항체를

의해

검출될

해리시키거나,

수

고체

있는

항체의

흡착에

의해

양을

감소시킬

여분의

수

약물을

있으므로

제거하거나,

장시간

방치하였다가 사용하거나, 충분히 시료를 희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선택하는 등의
수많은 접근법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때로 렉틴이나 이종 항체를 이용하여 검체
내 약물이나 표적을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은 반드시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항체의 특이성 결정을 위한 시험
어떤 경우에는 검출된 항체의 특이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험법이 유용하다.
이러한 결과는 면역반응의 특이성을 확인하는데 기여한다.

일부의 경우, 혈중 내 남아있는 재조합의약품으로 인한 항체 검출이 저해될 경우
샘플링 전에 재조합의약품이 배출될 시간을 고려하여 혈액 채취를 하는 등 약의
투여와 항체 평가를 위한 샘플링의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둠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항체의 검출이나 환자에 대한 치료를 훼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품목허가

신청자는

재조합의약품

분석법의

허용

한계가

항-약물

항체(anti-drug

antibody, ADA) 측정용 시료에서 재조합의약품을 검출하는 수준 보다 민감함을

• 중화시험법
양성 시료에 존재하는 항체의 중화 능력은 재조합의약품에 대하여 감소된 임상반응과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역원성 평가의 일환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날 경우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사전에 규제기관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화항체는 재조합의약품의 활성 부위 내 또는 가까이의 항원결정기에
결합하거나 형태 변화를 야기하여 재조합의약품의 생물학적 활성을 억제한다.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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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항체는 임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화능을 검출할 수 있는 특이적이고

밸리데이션에서는 시험물질에 대한 농도 의존성, 적절한 직선성, 정확성, 정밀성,

민감한 in vitro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중화시험법에는 세포 기반 및 비-세포 기반

민감성, 특이성, 완건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상 3상 시험에서는 실험실 간 오차를

시험 두 종류가 주로 사용된다.

피하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중앙실험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허가

재조합의약품에 잘 반응하고 체내 잔존하는 재조합의약품에 내성이 있는 시험을

후에도 실험실 간 오차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조합의약품의 역가 측정을 위한 생물학적 활성 시험(예:

또한 시험법 밸리데이션 시 시료에 존재하는 시약이나 성분의 기질(matrix) 효과가

로트 출하 시)은 때로는 생성된 항체의 중화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시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시험

그러나 항체의 중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최적으로 수행하도록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시료(blank)가 나타내는 반응을 통해 기질에 존재하는 물질의 효과를 관찰하는 회수율

적절한 중화항체 시험을 선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치료의 표적 및 작용기전을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분석에 사용되는 시료의 전체 희석 범위 또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로 중화항체 생성 위험과 임상 후유증에 대한 영향도

최소한 밸리데이션 될 수 있는 일정 희석 범위 내에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고려해야 한다. 작용제(agonistic)의 경우 세포 기반의 측정 시험을 수행하지만, 체액성
표적의 작용제의 경우 비-세포 기반 경쟁 리간드 결합(competition ligand binding, CLB)

• 표준화 및 대조군

시험도 사용된다. 다른 분자와의 직접 결합을 통해서만 활성을 보이는 제품의 경우(예:

시험방법은 반드시 표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물질의 확립과 개발이

일부 단클론항체), 경쟁 리간드 결합 시험 또는 다른 대체 시험법이 적절할 수 있다.

필요하다(예: 관련된 생물학적 표준품 또는 잘 규명된 양성·음성 대조군의 사용).

그러나 다른 대체 시험법을 사용할 경우 시험법의 중화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물질은 분석의 주요 물질로 사용하며 시험법의 교정과 밸리데이션에서

단클론항체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들은 결과 해석 및 항체 양성과 음성 시료를 구분해내는 것과

같은

작용제의

경우

비-세포

기반

경쟁

리간드

결합

시험에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원치 않은 면역원성에 관한 연구 및 시험에 있어 매우

작용기전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없으므로 세포 기반 시험이 권장된다.
길항 단클론항체 또는 Fc 융합 단백질(Fc fusion protein) 수용체의 경우 세포 기반

중요하다.

시험법 개발이 어려우므로, 리간드 결합 시험법으로 중화능을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며,

항체의 양성 표준품, 표준물질 또는 대조물질은 모든 시험법에서 반드시 요구된다.

사전에 규제기관과 논의한다.

이는 시험법의 반응을 입증하고 보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가능하다면 사람에서

중화항체 평가 시 분석 및 시험반응에 대한 저해 정도 평가를 목적으로 각 시료를
희석하기 위해 단일 농도의 생물의약품을 주로 선택한다. 이를 통해 중화 용량 반응을

유래되고 시험기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는
반드시 적절히 보관(동결건조 되거나 적정 온도에서 냉동보관)하여야 하며 특성이 잘
규명되어 있어야 한다.

측정하고 각 시료에 대한 중화능(‘역가’)을 계산할 수 있다.
중화항체 검출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통하여 검출한 중화항체가 채취한 시료 내의 다른
성분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특이성 확인을 위한 접근법으로 항체
고갈이나 다른 대체 자극의 사용(시험이 다수의 자극에 반응)을 이용한 접근법을

하지만 양성 표준항체를 만들기 위한 충분한 양의 사람 혈청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혈청을 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는 또한 단일 공여자의 특정
성질에 의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사람 혈청을 전부 합해도 양이
충분치 않을 경우(예: 초기 제품 개발 단계나 임상시험 단계) 표준물질로서 동물

고려할 수 있다. 중화능이 반드시 항체 결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혈청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사람 혈청을 표준물질로 사용하는 것보다 사용이 제한된다. 예를
5.3.3. 시험법 밸리데이션

들어 면역화학적 시험법에서 사람 항체에 반응하는 시약들은 동물 항체에 반응하지

시험법 밸리데이션은 제품 개발 과정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임상 3상
시험에서는

완전히

밸리데이션

된

방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모든 시험에서의 반응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시험법
표준항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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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에

존재하는

항체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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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성

및

결합력(avidity)

면에서

이질적이므로 면역시험법의 정량화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시료와 표준항체 간의 직접적인 양적 비교는 어렵다. 따라서 항체의 정량은 명확히

5.4.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항체의 특성 분석

기술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접근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항체의

만약 환자에서 항체가 유도되었다면, 혈장이나 혈청 시료들은 치료받는 제품과 환자의

정량은 적정 농도로서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 때로 양성 표준항체 농도에 대한

타입, 연구의 목적, 임상적 증상, 가능한 다른 요인 등에 따라 사례별로 요구되는 여러

상대값으로 표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준들, 항체의 양(농도·역가), 중화능의 측면에서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체의 중화능을 측정하기 위한 생물학적 시험방법은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품 또는
기준물질을 사용하여 보정해야 한다. 이는 중화 활성을 제품 또는 제제의 생물학적
활성

단위로

표현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시험법

밸리데이션과

관련한

정보를

이는 항체의 종류, 아형[subclass(isotype)], 친화도 및 특이성을 포함한다. 필요한 특성
분석의 정도는 연구 목적과 제품의 개발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험법들은
의도한 목적에 대하여 적합하여야 한다.

제공한다. 이러한 표준품이 없다면, 적절한 자사 표준품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많은

확인된 양성 시료에 존재하는 항체는 활성 단백질에 대한 특이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경우, 시료의 중화능을 제품의 일정한 생물학적 활성을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가능한 경우 제품 관련 성분에 결합하는 것인지, 제조공정 관련 성분에 결합하는

부피로서 표현하는 것이 유용하다(예: 혈청 mL/재조합의약품 unit). 다른 경우에서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중 어느 성분에 대해서 항체가 유도될 수 있음이

제품의 중화능을 시료 희석이나 역가(titer)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밝혀져

또한 시험 수행의 표시자(indicator)로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양과 다른 특성을 걎는

있어야

한다.

또한

내인성

반응

단백질뿐만

아니라

특정

단백질과의

교차반응성을 탐색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항체를 포함하는 표준품 패널(QC 시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가능하면

양성 시료에 존재하는 항체의 중화능은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임상적 반응이 줄어드는

저농도(최소 검출 한계 근처의) 항체와 낮은 결합력의 항체를 가진 표준물질을 한 개

현상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 몇몇 경우, 다른

이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이나 내인성 단백질에 대한 교차-중화능을 선별검사 하는 것은 임상적인 유효성

음성 대조군은 시험법의 기본 수준을 확립하고 항체의 특성 규명 및 밸리데이션을
위해 필요하다. 기본 수준은 정상인의 충분한 시료(혈청)를 이용하여 반응을 측정하고
통계학적인 분석을 거쳐 쉽고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대상
환자군의 기본 수준의 반응을 대변하지 않으므로 환자 또는 관련 있는 군의 투여 이전
시료를 사용하여 별도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경우, 치료 전에 개인 또는 환자

및 안전성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중화 활성이 결합 항체의 양과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많은 양의
결합 항체를 가진 시료가 생물학적 활성을 중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적은
양의 결합 항체를 가진 시료가 중화 활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제품 의존적일
수도 있으나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혈청에 이미 항체가 존재하거나 양성반응을 보이는 다른 물질들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혈청 시료를 선별검사 하여 투여 후 자료가 정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5.5. 면역원성과 임상 개발

것이 필수적이다. 시험에 사용되는 시약들은 검정과정을 거쳐 적합하거나, 최소한 가장

임상시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필수적 단계들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그리고

중요한 합격 기준들을 통과한 제품들이어야 한다.

전향적으로 면역원성 시험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험법의 선정, 평가, 특성,

시료를 어떻게 양성과 음성으로 판정하고, 양성 확인을 수행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접근법은 시험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시험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면역시험법에서

양성

한계치(cut-off)를

확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분석방법의 토대를 확립하는 것이다. 한계치를 정하는
데에는 통계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는 실제 데이터(예: double
background value)를 근거로 최저 양성 판정 기준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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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료 채취 시점, 시료의 양과 처리 및 보관, 데이터 처리를 위한 통계방법 선정
등을 포함한다. 이는 항체를 측정하고 규명하는 시험법과 항체에 대한 임상반응
평가를 위한 방법에 적용된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제품, 환자, 예상되는 임상
평가변수를 고려하여 사례별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재조합의약품에
중요한 면역원성, 특성 분석 및 잠재적 임상적 결과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이는 동등생물의약품 및 기존 제품의 제조공정 변경 시의 면역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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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시험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품목허가 이전 단계에서 이러한

의존적이며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샘플링 일정은 반드시 반복된 시료 추출을

연구가 실시된 경우, 대개 제한된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치 않은

포함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항체반응을 보이는 환자와 일시적 양성을 보이는 환자를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품목허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일시적·지속적 항체반응은 상황에 따른

이후에도 약물감시 체계의 일환으로 면역원성과 임상적 이상반응에 대한 평가를

제품의

지속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은 면역반응과

항체반응은 임상적 영향 없이 사라질 수 있으나, 지속적 항체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관련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품목허가 후 임상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경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임상적 후유증을 보이기 쉽기 때문에 중요하다.
장기간

5.5.1. 샘플링 일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항체 반응의 속도론
임상적

안전성에

관찰된

면역반응

고려하여야

유발과

한다.

지속성에

특히

대한

일시적

연구가

필요하다. 시간 경과에 따른 항체반응의 특성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자료 수집의 노력도

경우, 임상시험에서 원치 않은 면역반응을 장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면역원성

따라 반복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해야 할 뿐 아니라, 원치 않은 면역반응이

평가를 계획한다. 환자에서 치료 초기에 항체가 생성될 위험이 크므로, 더 빈번하게

의심될 경우 증상에 따른 방법(symptom-driven manner)에 따라 추가적인 샘플링을

샘플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면역반응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통해서 측정해야 한다.

임상시험에서는 치료과정 후반에 일상적인 샘플링을 수행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용량, 일정, 치료 방식 등의 요인은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면역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장기간 투여하는 경우 품목허가 이전에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면역원성 자료를 갖추는

있다(5.1항 참조). 그러므로 면역반응 검출을 위한 샘플링 일정은 각 제품에 따라

것이 바람직하다. 투여기간 및 투여 경로의 차이에 대한 자료에 관해서는 편차를

개별적으로 선택·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약물동태도 고려하여야 한다. 기저 샘플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른 투여 경로를 선택한다면 신청자는 품목허가 신청 시 각 투여

(baseline sample)도 항상 수집되어야 한다. 최적으로, 첫 번째 노출 후 7~14일 후에

경로에 대한 면역원성 평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품과 원치 않은 면역반응을

시료를 취하면 조기 IgM 반응을 밝힐 수 있으며, 첫 번째 노출 후 4~6주에 채취한

일으키는 잠재적인 위험들에 따라 충분한 수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료는 일반적으로 IgG 반응을 측정할 수 있다. 단일 용량의 재조합의약품을 투여

가능하다면, 샘플링은 면역반응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투여 일정이 완료된

받는 경우 이 기간이 적절할 수 있으나, 시험기간 동안 여러 번 재조합의약품을 투여

이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투여된 약물에 대하여 생긴 항체가 시간 경과에 따라 그

받는 환자의 경우 시험 주관자는 시험기간 내내 적절한 간격으로 시료를 얻고 마지막

항체의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항체의 증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예:

노출 후 약 30일 후에 시료를 얻어야 한다.

면역 억제 작용을 가진 재조합의약품의 경우 그 기전에 의해 그 자신에 대한

면역원성의 전반적인 발생률을 해당 제품의 모든 적응증에서 평가하여야 하므로,

면역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

샘플링 일정은 항-약물 항체의 발생률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가능하다면, 신청자는 품목허가 신청의 일부로서 약물 효력이 감소한 환자의 경우

간에 유사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치료 방향을 결정할 지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예:

경험을

고려하여

중요하기

경우

함께

임상시험의 일부분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면역원성은 환자들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제품들의

상관관계가

제품의

평가하도록

필요하다(예: 환자에서 비중화항체가 중화항체로 변화). 위험성 평가에 따라 필요한

유사한

대한

사용하는

면역원성을

평가는

신청자는

유효성과

전반적인

샘플링

때문에

일정,

면역원성

시험법,

정의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치료기간 동안 시료는 투여 이전에 수집해야

용량 증가, 투여 간격의 단축, 치료 중단 등).
면역원성 연구의 결과는 품목허가 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반영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혈장 내 잔류하는 주성분이 시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5.3항
참조). 시료의 보관과 운송을 위한 적절한 조건은 시료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5.5.2. 제품의 약동학에 미치는 영향

확립되어야 한다.

재조합의약품의 활성 부위가 아닌 항원결정기를 인지하는 항체는 임상적 결과와

샘플링

빈도와

분석의

시기와

정도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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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의

위험도

및

임상적

결과에

관련성이 적지만, 이러한 항체는 약동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력(efficac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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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제거함으로써

수

있다.

효력이

중화

또는

감소될

수

비중화항체
있다.

비중화

모두
결합

체내에서
항체는

재조합의약품을
제품의

또는 시험군 내에서 면역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효력을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이것은 반감기를 증가시키거나 신호 전달 경로를 자극하기

5.5.3.2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중화항체는 제거율과 관계없이 약물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다. 유효성

효력의 감소와 안전성의 변화 양상이 반드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투여-관련

감소에 대한 특성 분석은 5.3항에 기술한 시험법 전략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이상반응 같은 안전성 문제는 효력 감소가 없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

약동학의 변화는 항체 형성에 대한 초기 신호일 수 있다. 항체가 임상시험 동안
검출된다면 약동학이 저해될 가능성을 연구하여야 한다.

• 급성 영향
일반적으로 항체가 유발되는 환자의 경우 점적 정맥주사(infusion)-관련 이상반응을

5.5.3. 유효성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포함하는 급성 점적 정맥주사 관련 반응은
투여 중(몇 초 내) 또는 점적 정맥주사 후 몇 시간 내에 발현된다. 신청자는 반드시

5.5.3.1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점적 정맥주사 관련 이상반응과 아나필락시스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재조합의약품에 대한 항체의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식하는

어떠한 증상을 점적 정맥주사-관련 이상반응으로서 품목허가 사항에 기술해야 할지

항원결정기, 친화도, 항체의 종류, 생성된 항체의 양, 재조합의약품의 약리학적 성질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점적 정맥주사 관련 이상반응은 대개 점적 정맥주사와

들 수 있다. 더욱이 보체를 활성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면역 복합체의 능력은 임상적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일어나는 증상을 나타내며 반드시 아나필락시스나 과민반응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개 재조합의약품의 활성과 관련 없는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과민증상인 후두/인두 부종, 두드러기,

항원결정기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임상적인 영향이 적을 수 있지만, 약물동력학에

저혈압, 기관지 경련 등에 한정되며,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 투여 약물에 대하여

작용함으로써 효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화항체는 재조합의약품의 활성

추가 노출을 금한다. 그러나 투여 반응의 대부분은 비특이적인 증상들에 의해

부위 또는 근처에 결합하거나 단백질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효력의 감소를

나타나며, 일부 제품에서는 초기 사용에 자주 일어나고 재사용 시에는 관련 반응이

유발할 수 있다. 중화항체와 비중화항체를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며 시험법에서 이를

감소하거나 증가하기도 한다. 점적 정맥주사 투여와 관련이 있는 증상은 두통,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5.3항 참조). 가장 중요한 점은 중화항체 시험법은 임상적으로

메스꺼움, 열 또는 오한, 어지럼증, 홍조, 가려움, 흉부 또는 등 부위의 통증을

유의한

포함하며, 차후 사용에 대한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투여 반응과 아나필락시스

중화항체들을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항체의

특성과

임상적

반응의

상관관계는 항체반응을 평가하는 시험에서 얻어진 자료와 환자의 시료를 이용하여

간의 구별은 쉽지 않지만 임상 결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별이 필요하다.

임상적 반응을 평가하도록 디자인된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와의 비교를 필요로 한다.

면역원성의 영향은 제품-특이적이며 예기치 못한 임상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대부분 후자의 시험은 제품 특이적이다(예: 과립구 자극인자에 의한 백혈구군의 증식

신청자는 투여 반응과 아나필락시스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평가, 에리스로포이에틴에 의한 망상적혈구 수의 증가 등). 이러한 시험법은 제품과
필요에 의해 선정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임상적 결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임상적 최종점을 규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대체 측정법(예: 바이오마커 또는 약동력학 마커)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마커에
대한 선택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항체가 유도되기 전·후의 환자에서 제품에 대한
임상반응을 비교하는 것은 항체 생성 및 항체 특성과 임상반응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룹 내 분석(환자에서 항체 생성 전·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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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성 영향
- 지연성 과민반응과 면역 복합체
급성반응 및 지연성(T 세포 매개) 과민반응과 면역 복합체에 의한 반응들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반응의 위험은 휴약 기간이 길수록 높아질 수 있다. 지연성 과민반응은
반드시 투여 반응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신청자는 재조합의약품의 투여 이후에
비급성 임상적 후유증에 대한 체계적 수집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임상적 증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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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열을 수반하는 관절통, 피부 홍반, 가려움증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른

제조방법 변경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불명확한 증상들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포함된다.

약물학적인

영향

외에도

면역

복합체는

잠재적으로

조직에

침착될

수

있다.

비교동등성 수행을 위한 임상시험의 일부로서의 면역원성 평가는 변경 전·후의

기저질환과 면역 복합체의 향후 임상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제품에 대한 직접 비교를 포함해야 하며 동일한 시험법을 사용해야 한다.

평가해야 한다(예: 자가면역 질환 환자의 신장 질환의 잠재적 악화).

동등생물의약품과 대조약의 면역원성 시험은 동일한 시험 형식과 샘플링 일정을
이용하여 동등생물의약품과 비교 가능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시험은 바람직하게는

- 내인성 단백질과의 교차반응

동등생물의약품과 대조약의 모든 항원결정기에 대한 항체를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재조합의약품에 대해 생성된 항체는 내인성 단백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는 경우(예:

동등생물의약품과 대조약에 대하여 별도의 시험이 사용되는 경우, 이 두-항원 시험에

에리스로포이에틴), 그 내인성 단백질과 교차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교차 결합

대한 접근은 민감도와 약물 내성의 차이로 인한 모든 편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신중한

(cross-binding)을 포함한 항체반응의 심도 있는 특성 분석과 임상적 결과에 대한 심도

검증이 필요하다. 유사한 약물에 대한 항체(항-약물 항체) 발생률과 시험 간 우수한

있는 검토가 품목허가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유사 제품을 통한 경험은 보조적 자료는

일치성 입증은 비교동등한 면역원성을 위한 우수한 증거를 제공한다. 대신에 품목허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서 충분한 자료는 될 수 없다.

신청자는 동등생물의약품이 항원으로 사용되는 단일 시험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생리적 기능을 가진 분자와 결합된 융합 분자(hybrid molecule)와 같은 새로운

원칙적으로 이 시험 방식은 동등생물의약품 제품에 대한 모든 항체를 검출할 수

복합체를 개발한 신청자는 모든 내인성(또는 자가) 성분에 대한 항체 교차반응성의

있어야

잠재적 결과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동등생물의약품이 면역원성이 더 높다는 결과는 방법론적 문제를 포함하여 차이의

하지만

대조약에

대해서는

모든

항체를

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5.5.4. 비교동등성 수행의 일부로서 잠재적 면역원성의 동등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측면

동등생물의약품(시험약)과 대조약의 면역원성 평가에 사용된 접근법과 관계없이 항원,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은 제품의 면역원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항체 양성 대조군과 바람직하게는 유사한 성능을 입증하는 임상 시료 모두를 이용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비교동등성을 수행할 수

시험을 교차 검증 하도록 권장된다. 주어진 제품의 제조방법 변경의 맥락에서 두 가지

있다(“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참조).

버전의 치료용 단백질 비교를 위해 비교 면역원성 연구가 요구될 때 시험 방법론에

최초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시험이 변경 전·후 제품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면

대한 동일한 고려를 적용한다.

면역원성을 포함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초의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시험 결과가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도 이 시험들에 의해

5.5.5. 접합된 단백질과 융합 단백질의 면역원성

검출되지 않고 변화된 면역원성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융합 단백질과 화학적으로 접합된 단백질 등의 새로운 재조합의약품은 다양한 임상적

면역원성 연구는 관찰된 차이의 성질, 잠재적인 임상적 영향, 해당 제품군의 사용

영향을 유발하는 다른 항원결정기를 갖고 있어 여러 가지 특이도와 변동성 있는

이력에 따른 지식을 고려하여 위험 분석에 근거하여야 한다. 적절한 목표 환자군의

친화도를 가지는 항체반응이 예상된다. 이 반응의 평가는 특히 유도된 항체의 특이도

결정은 면역원성에만 제한하지 말고 차이를 가장 잘 검출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특성 분석이 어렵고 다양한 잔기에 대한 면역반응 측정을 위해 다수의 시험을 요구할

한다. 신청자는 이러한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균일하고 임상적으로 관련된 환자군을

수도 있다. 대신 개별 잔기에 대한 항체의 특이도를 분석하기 위한 확인시험의 경쟁적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강한 지원자로부터 얻어진 면역원성 자료는 환자와

억제 원칙을 기초로 한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그-단백질의 경우 평가

서로 다른 감수성을 지닐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방법은 페그가 결합된 치료제를 이용한 선별시험을 수행하고, 확인시험에서는 전체

제품의 경우, 면역원성은 이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 환자에 대해 연구되며

치료제, 비-페그 단백질 및 페그 잔기를 이용한 양성 시료를 이용한 확인시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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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할 수 있다.

면역원성을 약물감시 활동에 대해 필요한 부분으로 평가해야 한다. 면역원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연구 목적에 적절한 디자인을 평가해야 한다.

5.5.6. 치료 단백질에 대한 항체 특성 분석

항-약물 항체와 최저 농도는 임상시험 수행 시 일반적으로 측정하지 않으므로, 최저

항-약물 항체의 지속과 중화능은 일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아나필락시스 반응

농도의 발생률과 역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얻기 위해 품목허가 후 추가 임상시험이나

같은 특정한 경우 항-약물 항체 반응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아이소타입

진행 중인 임상시험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은 품목허가 후 단계에서

(isotype)과 IgG 아형(subtype) 분석 또는 T 세포 반응성 확인 등이 유용하다. 또한

비교 방식으로 추가 면역원성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동등생물의약품 개발 중에도

내인성 단백질과 항-약물 항체의 교차반응도 자가 면역원성이 의심되는 경우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필요하다.

면역원성이 위해성관리계획의 안전성 중점검토 항목 항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 위해성
완화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를 기술해야

5.5.7. 소아 적응증에서의 면역원성

한다. 면역원성과 관련된 일상적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은 허가사항에 항체의 최저

재조합의약품은 면역반응에서 성인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소아에서 그 사용이

농도 측정 방법 및 항체 발생과 관련 이상반응을 다루는 방법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상반응을 야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또는 배치 번호의 확인 및 추적은 치료용

소아 적응증에 대해 연구할 경우 용량 및 치료 일정은 소아의 특성에 따라 선정되고

단백질에서 중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에서 검출되는지 여부와

근거를 가져야 한다. 가능하다면, 환자는 연령에 따라 층화되어야 하고 면역원성

상관없이 면역원성에 관련된 이상반응에 중요하다.

자료는 취약 연령층의 잠재적 확인을 위하여 각 연령층에 따라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유전질환의 대체 치료제로서의

5.7. 면역원성 프로그램 요약

재조합의약품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소아의 경우 이러한 제품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물의약품의 면역원성 연구 계획 및 평가는 다제학적 실행이다. 면역원성 평가에

가장 많은 집단으로서 항체 생성 위험도 가장 클 수 있다.

해당되는 자료는 품목허가 신청 자료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있으나, 면역원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를

5.6. 약물감시
품목허가 신청의 일환으로 품목허가 신청 시 위해성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치료용 단백질의 안전성 중점검토 항목에서 면역원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만일
포함되었다면 추가 약물감시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품목허가 전
임상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면역원성 자료의 정도는 치료 대상 환자(시험군)에서의
면역원성 발생률, 질환의 희귀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품목허가 시점의
면역원성 자료의 유용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동등생물의약품의 개발 시
시험약과 대조약으로부터 얻어진 면역원성 정보는 중요한 또는 잠재적 위해성 요소
결정 여부를 위해성관리계획의 ‘임상시험에서 얻은 안전성 자료’부분에서 완전하게
평가해야 한다. 면역원성 결과를 규명된 위해요소, 잠재적 위해요소 또는 부족한 정보
영역의

위해성관리계획에서

포함하여

신청서에

면역원성의

통합

요약(CTD 5.3.5.3)을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부록 3을 참고한다.

평가하는데

만일

특정

우려나

불확실성이

없다면

면역원성을 잠재적 위해요소 또는 부족 정보로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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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문헌

부록 1. 면역원성 평가 시 항체 측정법의 종류

•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표 1. 보통 사용되는 선별시험
시험 종류

•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 Guideline on Immunogenicity Assessment of Therapeutic Proteins(CHMP/BMWP/
14327/2006 Rev1), May 2017

직접/간접
ELISA

• Note for Guidance on Pharmaceutical Development(ICH Q8 Step 4)

장점

단점

Ÿ

고속처리, 저렴함

Ÿ

비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음

Ÿ

사용하기 편리하며 자동화

Ÿ

높은 백그라운드 가능성

Ÿ

액체-상에서 높은 허용 한계

Ÿ

Ÿ

일반적 시약 및 기구

항원 고정으로 항원 형태가 바뀌고
항원결정기를 가릴 수 있음

Ÿ

낮은 친화도 항체 검출에 실패할 수
있음

Ÿ

고체상에서 낮은 허용 한계

Ÿ

종-특이적 이차 항체 필요

• Note for Guidance on Preclinical Safety Evaluation of Biotechnology-derived
Pharmaceuticals(ICH S6)
• Similar Biological Medicinal Products Containing Biotechnology-derived Proteins as
Active Substance: Non-clinical and Cinical Issues(CHMP/42831/05)
• Guideline on Comparability of Biotechnology-derived Medicinal Products after a
Change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Non-clinical

and

Clinical

issues

가교 ELISA
(Bridging
ELISA)

(CHMP/BMWP/101695/2006)
• Guideline on the Clinical Investigation of the Pharmacokinetics of Therapeutic
Proteins(CHMP/EWP/89249/2004)
• Clinical Investigation of Human Plasma Derived Factor Ⅷ and Ⅸ Products
(CPMP/BPWG/198/95)

Ÿ

고속처리, 저렴함

Ÿ

항원 라벨링이 항원을 바꿀 수 있음

Ÿ

사용하기 편리하며 자동화

Ÿ

낮은 친화도 항체 검출 실패 가능

Ÿ

낮은 백그라운드

Ÿ

Ÿ

높은 특이도(dual arm 결합)

혈청 성분의 간섭에 민감(예: 항사람 면역글로불린, 다가 표적)

Ÿ

종 간 사용 가능

Ÿ

IgG4와 IgM 검출 불가

Ÿ

일반적 시약 및 기구

Ÿ

높은 처리 속도, 큰 역동성 범위

Ÿ

Ÿ

매트릭스에 최소로 영향

2개의 항체 접합을 요구할 수 있음
(간접)

Ÿ

항원 라벨링이 항원을 바꿀 수 있음

TAG 접합 수명 중 검출 신호 일정 Ÿ

혈청 성분의 간섭에 민감(예: 항사람 면역글로불린, 다가 표적)

전자화학발광
(Electrochemi Ÿ
luminescence)
Ÿ
(직접/간접
가교 형식)

치료제에 대한 높은 허용 한계

Ÿ

IgG4를 검출하지 않을 수 있음

Ÿ

공급자-특이적 장비와 시약

중간 처리 속도

Ÿ

Isotype 특이적일 수 있음

높은 민감도

Ÿ

낮은 친화도 항체 검출에 실패할 수
있음

Ÿ

방사선-표지 항원을 요구

Ÿ

방사선-표지 붕괴가 항원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Ÿ

항원 고정이 항원 형태를 바꿀 수
있음

• Clinical Investigation of Recombinant Factor Ⅷ and Ⅸ Products(CPMP/BPWG/
Ÿ

1561/99)
• Immunogenicity Testing of Therapeutic Protein Products - Developing and Validating
Assays for Anti-Drug Antibody Detection(FDA, 2019)

방사선면역침전 Ÿ
시험
(Radioimmuno Ÿ
precipitation Ÿ
Assay)

표면
플라즈몬
공명
(Surface
Plasmon
Re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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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적일 수 있음
저렴함

Ÿ

중간 처리 속도

Ÿ

특이도, isotype, 상대적 결합 친화도
결정
Ÿ

Ÿ

낮은 친화도 및 높은 친화도 항체 Ÿ
모두 검출 가능

민감도가 결합 시험에 비해 낮을
수 있음

Ÿ

치료에 대한 높은 허용 한계

Ÿ

가격이 비쌈

Ÿ

검출 시약이 요구되지 않음

Ÿ

공급자-특이적 장비와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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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단계가 항원을 분해할 수 있음

부록 2. 항체의 검출 및 특성 분석을 위해 제안되는 전략

표 2. 중화 항체 검출 방법
시험 종류

장점

단점

Ÿ

치료제의 작용기전을 반영

Ÿ

비교적 많은 시간 소요

Ÿ

임상반응과 연관될 수 있음

Ÿ

복잡한 프로토콜 설계를 가질 수
있음

Ÿ

다양한 요소에 영향 받음[혈청(매트
릭스) 효과 및 저해인자의 영향을
받음]

Ÿ

치료제에 의한 간섭에 취약

Ÿ

세포주, 시약 등 밸리데이션이 어려울
수 있음

세포 기반
생물활성
시험

경쟁적
리간드 결합
시험

Ÿ

신속함

Ÿ

간단한 시험 설계

Ÿ

항원 라벨링이 항원 구조를 바꿀 수
있음

Ÿ

상대적으로 사용하기에 용이

Ÿ

치료제에 의한 간섭에 취약

Ÿ

분석 세포주를 사용하지 않음

Ÿ

Ÿ

개발하고 검증하기 쉬움

진짜 기능성 판독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음

Ÿ

임상반응과 관련되지 않을 수 있음

시험 시료

1단계 – 선별
선별시험

음성 시료

저장

양성 시료

확인시험

음성 시료

2단계 – 확인
확인된 양성 시료

3단계 – 특성 분석
특성 분석
중화 시험

역가, 친화도, isotype,
항원결정기

생성된 항체와 임상반응과의 연관성

임상 마커에 대한 시험(PK, PD 포함) 및
환자에서의 임상반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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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면역원성 프로그램 요약

ii. 항-약물 항체 양성에 대한 역치 결정
c. 분석시험의 약물 및 표적 내성
d. 서로 다른 시험군에서의 매트릭스 간섭

1. 위험인자 분석

6) 임상시험에서의 면역원성에 대한 접근

1) 제품/제품군(class)의 이전 경험
a. 제품이 내인성 대응물질을 가지는가?

a.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샘플링

b. 동물 모델이 잠재적인 면역원성 결과의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가?(예: 내인성

b. 추적조사 기간에 대한 정당성 입증
i. 의약품 투여 시

단백질 제거)

ii. 의약품 투여 후, 노출 후

c. 알려진 항원성 사이트가 있는가?
d. 임상시험 전과 도중, 제품의 면역원성을 줄이기 위해 시도하였는가?

c. 약동학
i. 제품 농도 분석시험에 대한 항-약물 항체 간섭 가능성

2) 물리화학 및 구조적 측면
a. 새로운 잠재적 면역원성 구조(예: 사람에게 이질적인 서열)가 있는가?
b. 발현 구조체 및 번역 후 프로파일(예: 비-인간 당화 패턴/글리칸 등)
c. 안정성과 불순물[예: 응집 유ㆍ무(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입자)]
d. 제형화 및 포장(예: 잠재적인 불순물과 침출물)
3) 투여 경로 및/또는 방식이 우려를 유발하는가?

ii. 항-약물 항체 분석시험의 약물 내성에 관한 약물 최저농도
d. 약력학, 유효성 및 안전성시험
i. 프로그램이 잠재적 항-약물 항체 발생률, 지속성 및 임상적 유의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법
ii. 과민성, 자가면역, 유효성 상실
· 정의 및 증상 복합1)

4) 환자 및 질병-관련 인자

· 항-약물 항체의 임상적 연관성 분석

a. 면역학적 내성 상태

7) 위험 평가가 면역원성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방법

i. 자가면역 반응에 취약
ii. 예를 들어 내인성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 코딩 결함 등 면역학적 내성 부족

3. 면역원성 결과

iii. 동시 면역조절 요법

8) 임상시험 면역원성(제조방법 변경 및 동등생물의약품의 경우 상대적 면역원성)

b. 기존 면역성
i. 천연 항체

a. (상대적) 항-약물 항체 발생률, 중화 항-약물 항체 포함

ii. 관련 성분을 이용한 이전 치료 경험으로 인한 항체

b. 시간 경과에 따른 (상대적) 역가 및 지속성
c. 예를 들어 면역글로불린군, 관련 치료용 단백질 또는 내인성 단백질과의 교차
반응성 등 해당되는 경우 보다 상세한 특성 분석

2. 위험 기반 면역원성 프로그램

d. 약동학, 약력학,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상대적) 항-약물 항체의 영향

5) 분석 전략

e. 약동학, 약력학,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기존 항체의 영향

a. 분석 선택 근거
i. 선별, 확인 및 적정
ii. 중화
iii. 면역글로불린군, 하위군 등 기타
b. 특정 제품의 선택 맥락에서 선택된 분석법의 특이도 및 민감도
i. 양성 대조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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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는 다음 해당 문헌에 따라 항-약물 항체 반응(지속적, 일시적) 종류 및 잠재적인 면역 매개 증상을 분류하기 위하여
용어와 정의를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Kang P. and Saif M. Infusion-related and Hypersensitivity Reactions of
Monoclonal Antibodies used to Treat Colorectal Cancer—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Journal of
Supportive Oncology 2007; 5:451–457; Rup B. et al. Standardizing Terms, Definitions and Concepts for Describing
and Interpreting Unwanted Immunogenicity of Biopharmaceuticals: Recommendations of the Innovative Medicines
Initiative ABIRISK Consortium Clinical and Experimental Immunology, 2015; 181:385–400; Shankar G. et al.
Assessment and Reporting of the Clinical Immunogenicity of Therapeutic Proteins and Peptides—Harmonized
Terminology and Tactical Recommendations. The AAPS Journal, 2014; 16:65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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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역원성 위험 결론
9) 이익/위험에 대한 면역원성 영향
10) 위험관리 도구
a. 위험 그룹 확인
b. 안전한 면역원성 수준이나 종류가 있는가?
c. 사전-투약(전처치), 동시-투약
d. 탈 면역(de-immunization)
e. 위험 감지 및 완화 도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면역원성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11) 시판 후 면역원성을 이상반응에 연결하는 방법(위해성관리계획)

발

행

일

2019

년 7월

일

발

행

인

이 동 희

편집위원장

손 수 정

편 집 위 원

오호정, 김지현, 백대현, 권도연, 송현, 김진아, 최민정, 김지영,

31

박혜원, 최경민
발 행 부 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락

처

전 화 번 호

043-719-3516

팩 스 번 호

043-719-3500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항상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식약처의 공무원이나 관계자가 부조리한 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다음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보장 하겠으며 향후 민원처리에 있어
추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보호조치요구방법
전화 02-360-3761/우편(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02-360-3567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국민소통 > 국민신문고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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