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2018.12.13(목), 그랜드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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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개선사항

구분

대상민원

처리기간

기존대상

신약 및 신규 품목허가

확대대상

공식민원회의
보완 후

허가 전

115일

Day80

Day100

품목변경허가(안유일부)

65일

Day45

Day55

품목변경허가(안유전체)

65일

Day45

Day55

품목변경허가(기시)

50일

Day30

Day40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개선사항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개선사항

바이오의약품 분야 허가심사 개선사항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

바이오의약품 허가사항 정비 추진현황

바이오의약품 허가사항 정비 추진현황

바이오의약품 허가사항 정비 추진현황

바이오의약품 허가사항 정비 추진현황

바이오의약품 허가사항 정비 추진현황

- 생물학적제제 제출자료 요건 변경 등

13. 「혈액관리법」제2조제8항에 따른 혈액제제를 말한다.

[별표 1]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
배양의약품의 제출자료1)~5)

(제6조, 제23조제1항, 제27조 관련)

6. 임상시험성적에관한자료
가. 임상시험자료

○ :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 : 개개 의약품에 따라 판단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여 면제할 수 있는 것
× : 자료가 면제되는 것
13. 「혈액관리법」제2조제8항에 따른 혈액제제를 말한다.
14. 원료물질에 가해진 화학적ㆍ물리적 조작이 내용물의 기본적인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예를 들어,
전혈로부터 농축적혈구를 원심분리법으로 분리ㆍ제조한 경우), 원료물질의 자료는 완제의약품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5. 국내 사용례가 있을 경우 국내 사용현황 등으로 자료번호 6. 가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기타 공유사항

’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허가항목별 표준기재 원칙 마련(성상, 제조방법, 포장단위 등)
 허가사항 정비 로드맵 마련 및 허가사항 정비
 허가조건 부관 품목 관리 강화
 심사조정 기능 강화(예비심사, 심사조정 회의 개최 등)

 생활밀착형 안전사용 정보 제공
 백신,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등
 소통방식 개선
 부서장 핫라인, 민원상담 대상 및 절차 정비, 공식민원회의 활성화 등

’1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 분류, 신속처리 절차 등 마련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허가 심사 기반 마련
 차세대 마중물 사업 추진
 민원인 안내서(가이드라인, 해설서) 제∙개정 지속 추진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 활동, WHO PQ 인증지원
 WHO, PEI, HC, PMDA 규제협력 강화

Ⅱ
마중물사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마중물 사업 추진 성과 요약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초기 전담컨설팅 등 집중지원 ▲제제별 개발 단계 맞춤형 상담
▲ 개발자 및 업계 대상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마중물 사업 추진 성과 (1)
1. 첨단바이오의약품 국가 R&D 전담 컨설팅 (‘16년~ )
• 내용 – 국가 R&D 과제 중 제품 개발·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제품화 연계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시험·자료 컨설팅
• 대상 -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국가 지원 R&D 과제
• 지원 과제수 – 15과제
• 구성 - 과제별 전담 컨설팅팀 운영
• 신청 및 선정 방법 - 국가 R&D 과제 중 연 1회 신청 및 선정
• 추진 성과 - 유전자치료제 1건 기술이전 및 상업화 임상 준비 중
2.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 상담 (‘14년~ )
• 내용 – 관련 분야 초기 개발자들의 허가심사 준비 지원을 위한 1:1 기술 상담
• 대상 -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개발자
• 지원 과제수 – 122건, 누적 362건
• 구성 - 안건별 담당팀 구성
• 신청 및 선정 방법 – 홈페이지 활용, 규제과학 상담의 날 운영(월 2회)
• 추진 성과 - 임상 승인 19건

마중물 사업 추진 성과 (2)
3.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 협의체 (‘14년~ )
• 내용 – 관련 분야 제품화임박 품목의 품목허가심사 자료에 대한 기술지원
• 대상 - 허가용 임상 승인 제품 개발업체
• 지원 과제수 – 6 품목
• 구성 - 각 제품별 맞춤형 협의체 구성(세포유전자치료제과 및 관련 부서)
• 신청 및 선정 방법 - 연 1회 신청 및 선정
• 추진 성과 - 허가 완료 1건
* 국내최초 유전자치료제 허가 (‘17.7.)

4. 유전자재조합 신약 맞춤형 지원 협의체 (‘14년~ )
• 내용 - 국내 유전자재조합 신약 개발 지원 및 개발 단계별 허가심사 맞춤형 상담
• 대상 - 국내 개발자(국가 R&D 과제 대상 품목 우선) 및 비임상, 임상 초기 개발 단계
• 지원 과제수 – 9품목
• 구성 - 제품별 전담팀 구성(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및 관련 부서)
• 신청 및 선정 방법 –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사전 공지(매년 2~3월)
• 추진 성과 - 9개 제품 개발 진행 중, 임상 승인 5건(국내 및 다국가)

마중물 사업 추진 성과 (3)
5. 글로벌백신 제품화 지원단 (‘10년~ )
• 내용 – 국내 생산가능 주요 백신(백신 자급력) 지속 확대 및 국내 백신 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컨설팅
• 대상 - 국내 백신개발 업체
• 지원 과제수 – 8품목, 누적 38 품목
• 구성 - 지원총괄, 허가심사규격, GMP, 연구개발 분과의 총 4개 분과 운영
• 신청 및 선정 방법 - 업체의 지원신청서 접수 및 요청사항에 따라 지원단 구성
• 추진 성과 - 허가 완료 14건
* 국내 개발 최초 대상포진 예방백신 허가(‘17.9.)로 백신 자급화 50% 달성(28종 중 14번째)

6. 혈액제제 맞춤형 허가지원 협의체 (‘15년~ )
• 내용 - 국내 혈액원 및 혈액제제 업체의 제품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허가심사 기술 상담
• 대상 - 국내 혈장분획제제(유전자재조합 기술 포함) 및 혈액제제 제조업체
• 지원 과제수 – 2품목, 누적 11품목
• 구성 – 생물제제과 및 관련 부서
• 신청 및 선정 방법 – 사전조사 및 업체 신청서 접수 후 협의체 구성, 운영
• 추진 성과 - 허가 완료 1건, 임상 승인 2건 * 혈액제제(세척혈소판) 허가(‘17.9.)

마중물 사업 추진 방향
바이오 프라임(Bio-Prime, 가칭) 지정 프로그램 신설 운영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상담의 효율성 강화

상담창구 일원화 등 민원상담 절차 개선으로 심사 집중도 향상

허가심사교육 워크숍 등 민원인 대상 교육 재정비

마중물 사업성과 동영상 제작 및 유튜브 활용 등으로 홍보 강화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개)
• 추진 배경
- 최근 알루미늄 이외의 다양한 성분 및 복합체 등이 백신 면역증강제로 사용되면서
이에 대한 고려사항을 포함한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발간 필요 (2008년 제정)
-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면역증강제 및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의 비임상 평가 시,
① 시료의 제조/품질 고려사항
② 비임상 동물 종 선정 고려사항
③ 비임상 안전성 평가 등을

WHO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국내 현황에 부합되게 반영
* Guidelines on the nonclinical evaluation of vaccine adjuvants and adjuvanted vaccine(‘14)

• 추진 현황
- 협의체 구성(’18.4.) → 협의체 회의, 1차(4월), 2차(6월), 3차(7월), 4차(서면, 8월)
- 개정(안) 마련(8월), 최종(안)(9월) → 의견조회(10월) → 발간(11월)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개)
• 주요 내용
1. 서론
○ 면역증강제와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들의 비임상 및 초기 임상시험 관련 길잡이 제공
* 백신 비임상 및 임상 평가에 관한 기존의 관련 가이드라인들을 같이 참조

○ 그간 백신 항원의 개발과 전달방식에 있어 여러 가지 전략과 시도들이 확장되어 왔음
- 면역원성이 낮은 일부 항원들은 적절한 면역반응 유발을 위해 면역증강제를 필요
* 알루미늄 기반 면역증강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많은 안전성 정보들이 축적

- 면역증강제 작용기전이 밝혀짐에 따라 새로운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 개발 증가
* 알루미늄 외의 다른 면역증강제 포함 백신들이 여러 나라에서 허가 (HPV, 대상포진백신 등)

○ 기존 가이드라인의 새로운 면역증강제 개발 지침 제공 미흡
- 신규 면역증강제와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들의 효율적인 개발과 허가를 위하여
보다 새롭고 확장된 비임상 시험 가이드라인이 필요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개)
2. 범위
○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들을 포괄
○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들의 비임상 및 초기 임상시험과 관련된 고려사항을 안내
- 모든 개발단계(허가까지) 면역증강제 함유 후보 백신에 대한 비임상시험 지침 제공
○ 한 가지 면역증강제나 여러 가지가 혼합된 면역증강제 조합 모두를 포함
○ 백신항원과 혼합된 각각의 물질 / 백신항원과 동시에 같은 장소에 투여되는 물질 /
DNA 재조합 기술로 항원에 면역증진기(immunostimulatory moiety)가 부착된 융합단백질
및 그렇게 제조된 면역원(immunogen, 예를 들어 vectored vaccine)들을 포괄
○ 면역증강제는 단독 허가 불가
- 반드시 특정 면역증강제를 포함한 백신으로서 허가
○ 다음은 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아니함
- 접합백신에서 다당류 항원에 접합된 운반단백질(carrier protein)
- 전세포 백일해 백신처럼 백신항원 자체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면역증강 특성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개)
2.1. 일반적 고려사항
○ 동 가이드라인에서 지침을 제시하는 구체적 대상
- 허가받지 않은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
- 항원과 면역증강제가 기 허가 백신에 포함되어 있으나 생산 과정이 상당히 바뀐 경우
- 전에 허가를 받은 제품이지만 제제화(formulation)에 큰 변경이 있는 경우
* 면역증강제의 변경 혹은 구성성분의 추가 또는 일부 제거 등이 있는 경우

- 기 허가 제품이나 투여경로가 달라진 경우
○ 백신 면역증강제 일반적 유형 분류
- 백신 전달시스템: 항원을 국소 림프절로의 전달을 증진시키는 제제
* 일부 전달시스템(입자, 전달체, 에멀젼 등)은 국소림프절로의 전달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자체
면역자극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 이러한 분류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면역자극제(immunostimulator): 항원제시세포(APC)의 항원 탐식 증가, 사이토카인 같은
자극물질 분비 증가, 국소 림프절에 항원 지속 유도로 연쇄반응을 유발하여 면역계 활성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개)
3. 비임상 및 임상평가용 시료의 제조 및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 (1)
○ 약리시험용 로트의 생산, 특성분석 및 품질 고려사항
- 약리시험은 non-GLP 시험으로 가능
- 최종제품의 항원과 면역증강제는 비임상시험 사용 로트와 동일한 공정에 의해 생산
○ 독성시험 및 최초임상시험용 로트 생산, 특성분석 및 품질 고려사항
- 항원, 면역증강제,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은 임상시험 백신과 동일해야 함
* 품질, 안정성은 독성시험 수행 전 또는 수행 중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함
* 동일 백신 사용이 어려울 경우, 비임상 시험에 사용한 백신과 임상시험 백신 간의 동등성 입증 필요

- 임상시험용 백신은 반드시 GMP에서 생산
- 면역증강제, 항원,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의 분석시험
* 항원, 면역증강제,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 및 제조단계별(중간물질, 최종제품 등) 시험결과 포함
* full validation이 의무적이지 않으나, 시험법 및 기준 등의 설정이 타당하여야 함

- 항원과 면역증강제 간의 상호적합성(compatibility) 및 물리적 상호작용까지 평가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개)
3. 비임상 및 임상평가용 시료의 제조 및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 (2)
○ 후기 단계 임상시험에 필요한 정보
- 3상 임상시험에서는 제조공정 일관성 증명 필요
- 시험법 또한 초기(1상)임상시험 시점 보다 상세한 검증정보와 자세한 설명 제공 필요
* 「대한민국 약전」「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공정서 등 식약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하거나 인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 면제 가능

- 개발 백신에 대해 국가적 또는 국제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후기 단계
임상시험동안 자사 초기 표준물질(primary reference material)을 확립해야 함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개)
4. 면역증강제 사용에 관한 논리적 근거
○ 한 가지 백신 항원에 대한 면역증강제 효과를 다른 백신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효과로
외삽(extrapolation) 할 수 없음
○ 면역증강제는 백신의 접근성과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항원의 용량-분할 전략
(dose-sparing strategies)을 위해서도 사용됨
○ 면역증강제에 의한 활성 작용
- 항원제시세포(APC) 및 다형핵세포(polymorphonuclear cell)의 동원(mobilization)
- APC에 의한 백신 항원의 수용 및 제시
- APC로부터의 단백질 분비
- 항원 특이적인 세포들의 모집(recruitment), 표적화 및 활성화
- 면역반응 결과로 일어나는 활동들의 조절작용
- 분해나 제거로부터 항원 보호 촉진 등
○ 임상시험 수행 이전, in vitro 및 in vivo 시험으로 백신 제형에 있어 특정 면역증강제의
사용 근거와 면역증강제의 용량범위를 설정하는 근거를 뒷받침하여야 함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개)
5. 비임상시험 동물 종 선정 시 고려사항 (1)
○ 면역증강제와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제제의 안전성과 약리활성에 영향을 주는 특성들을
연구하는 데는 적절한 동물 종으로 선택
○ 비임상 약리 시험의 동물 종 선정: 개념증명 실험
- 백신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이 유도
- 사람 유사 기전으로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이 증진되는 동물 종을 사용
* 예: TLR이 발현되며 증진된 체액성 / 세포성 면역반응이 관찰되는 등

○ 치료백신: 질환동물모델로 약리활성과 더불어 질환에 대한 효과 관찰
○ 예방백신: 감수성 있는 동물 종을 사용하여 질환으로부터 보호되는 기전 연구
* 예: 사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패렛 감염 모델 등

○ 타당하고 충분한 과거 대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 하나의 동물 종으로 시험을 수행한 사례들이 있음
* 예: 종 특이성처럼, 사람의 면역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적절한 동물모델의 부재로 여러 동물 종에서의
평가가 의미 없게 되는 경우 등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개)
5. 비임상시험 동물 종 선정 시 고려사항 (2)
○ 동물시험의 한계
- 종 특이성으로, 동물시험이 사람에서의 면역반응 예측에 한계
- 독성시험에서 관찰된 안전성 정보들을 사람에서의 예측으로 적용에의 한계
-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동물실험들이 백신의 임상 전 약리 및 안전성 평가에 있어
사용 가능한 가장 타당한 수단임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개)
6. 비임상 안전성 평가 (1)
○ 독성시험은 임상 적용 제형과 용량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GLP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
○ 적절하게 설계, 수행된 독성시험에서 주요 독성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 단일 동물종으로
반복용량 독성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
*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제조 또는 제형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시 제품의 안전성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독성시험을 권장

○ 안전성 약리시험
- 일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지만, 전임상 / 임상시험에서 특정 약리작용이 나타날 가능성
(예: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등)이 있는 경우, 안전성 약리시험 수행 필요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개)
6. 비임상 안전성 평가 (2)
○ 반복투여독성시험
- 최고용량(worst case)을 포함하고 있는 제제로 독성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시험계에서 적절한 면역반응이 유도됨을 확인하여야 함
- 반복에서 단회독성을 평가할 수도 있음 (예: 1차 투여 후 평가)
- 사람에서의 예정 투여 횟수보다 같거나 더 많아야 함
- 투여 간격은 동물에서의 항체반응 동력학 등을 감안하여 결정
- 투여 경로는 임상적용 경로와 동일하여야 함
- 백신의 안전성 시험 데이터 해석을 위해 면역증강제 단독 투여군이 포함되어야 함
-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 투여 첫 1주일 동안은 자주(예, 매일) 체중과 사료섭취량을 측정
○ 생식 발생독성시험
- 가임 여성을 포함할 경우 요구
- 임신부 대상 임상의 경우에는 최초 임상시험 수행 전에 동 독성시험 수행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개)
6. 비임상 안전성 평가 (3)
○ 체내분포시험
- 면역증강제는 일반적으로 국소적으로 항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활성을 나타내지만,
투여 후 생체분포시험을 통해 체내 분포를 확인 권장
* 해당 시험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사례별로 고려

○ 유전독성 및 발암성 시험
- 새로운* 면역증강제에서는 유전독성시험에서는 추천됨
* 신규 화학성분의 면역증강제나 신규 화학성분을 포함한 면역증강제

- 경험적으로 면역증강제나 면역증강제 함유 백신은 발암성시험이 요구되지 아니함
○ 면역증강제 단독 독성시험
- 이전 없었던 새로운 면역증강제나 여러 성분의 백신에 사용될 새로운 면역증강제는
초기 임상적용 용량에 대한 안전용량과 안전성 지표 확인을 위해
면역증강제 단독(용량별) 독성 시험이 필요 할 수 있음

혈장분획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개)
 추진배경
- 혈장분획제제의 품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조화 필요
- 해당 가이드라인 ’02년 제정 후 최신정보 등 반영 필요
※ 참고 : Guideline on plasma-derived medicinal products (EMA, 발효일 2012.2.1)

 추진현황
-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민·관 실무작업반 구성 및 운영(~9월)
- 혈장분획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 수렴(10월)
- 혈장분획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개정(11월)

혈장분획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개)
 주요내용(1/8)
- 관련 법령 및 참고할 식약처 가이드라인 반영
: 약사법, 혈액관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 분획용 혈장 마스터 파일 가이드라인 등

-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나노여과 공정 반영
: 나노여과 공정 밸리데이션을 위한 모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등

-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평가 시 고려사항 신설
: 특정 제제의 제품 정보에 기술된 바이러스 안전성과 잔존하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

혈장분획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개)
 주요내용(2/8)
<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평가 >
1. 위험성 평가의 일반 원칙
2. 잠재적 바이러스 투입량
3. 바이러스 불활화/제거 능력
4. 바이러스 안전성에 대한 특정 항체의 기여도
5. 최종 제품에서 바이러스 입자에 대한 평가
6. 임상 경험과 감시

혈장분획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개)
 주요내용(3/8)
<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평가 >
1. 위험성 평가의 일반 원칙
√ 고려사항
- 전체 바이러스 불활화/제거 능력에 대한 추정치
- 출발물질에 존재할 수 있는 특정 바이러스의 잠재량
- 제품의 단회 용량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출발 물질의 양

→ 최종 제품의 단회 용량에서 잠재적 바이러스 오염 확률 추정 가능

혈장분획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개)
 주요내용(4/8)
<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평가 >
2. 잠재적 바이러스 투입량(Potential virus input)
√ 고려사항
- 바이러스 혈증(viremic)이 있는 개별 혈장의 수와 용량 추정치
: 공혈자 모집단에서의 역학 및 개별 공혈자의 헌혈 빈도에 따라 다름

- 바이러스 혈증(viremic) 정도(titer)에 대한 추정치

→ 잠재적 바이러스 투입량을 추론 가능

혈장분획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개)
 주요내용(5/8)
<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평가 >
3. 바이러스 불활화/제거 능력
- 「혈장분획제제 등 바이러스 검증 평가 가이드」 참고
- 바이러스 밸리데이션 시 주의할 사항
: 규모를 축소한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의 신뢰성
: 모델 바이러스의 적절성
: 불활화/제거 수준 측정에 대한 실험실적 한계 등

혈장분획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개)
 주요내용(6/8)
<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평가 >
4. 바이러스 안전성에 대한 특정 항체의 기여도
- 특정 항체의 중화 능력은 바이러스 안전성에 기여 가능
- 최종 제품에서의 항체 함량 기준과 그 중화 능력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통해 해당 항체의 역할 입증 가능

혈장분획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개)
 주요내용(7/8)
<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평가 >
5. 최종 제품에서 바이러스 입자에 대한 평가(Estimation)
√ 고려사항
- 최종 제품의 단회 용량의 제조에 사용되는 혈장의 양
: 혈장의 생산 수율, 배치 크기, 한 배치에서 생산된 용기의 수

- 출발물질에서 추정한 최악 조건의 바이러스 농도(titer)
→ 용기 당 바이러스 입자의 추정치를 계산하여
최소 사람 감염용량(minimum human infectious dose) 검토

혈장분획제제 품질평가 가이드라인(개)
 주요내용(8/8)
<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평가 >
6. 임상경험과 감시
- 해당제품 또는 유사제품에 대한 바이러스 전염 사례를 포함하여
제품의 바이러스 전염과 관련된 임상경험을 검토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개)
1. 추진배경(1)
인플루엔자백신의 WHO 추천 균주 관련 변경허가 정비에 따른
심사요건 마련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이하 생허심) 고시 개정(제2018-78호,
18.10.26.)에 따라 허가심사 명확화
☞ (개정 전) ‘심사대상 제외’
☞ (개정 후) ‘심사대상’ 으로 안유 ∙ 기시 포함 민원
– 심사요건 정착과 혼동 방지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생허심’ 고시 개정 시행일과 동일하게 2019.1.1.부터 적용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개)
1. 추진배경(2)
‘생허심’ 고시 개정(제2018-78호, 18.10.26.) 관련 내용
개정안
(단, 19.1.1부터 시행)

현행

제5조(심사대상)
제5조(심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생략)

(생략)

2. 현재 허가되어 있는 인플루엔자백 (삭제)
신으로서 해당연도 WHO에서 추천한
균주로 변경한 백신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개)
2. 추진방법
민∙관 인플루엔자백신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평가원 및 국내에 인플루엔자백신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수입사의
관련 업무 전문가 총 20人
– 심사요건(안) 마련 및 업계 협의(‘18.2월, 3월)
– 심사요건(안)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협의(‘18.4월, 5월, 7월)
–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최종 내 ∙ 외부 의견 조회(‘18.8월~11월)
– 인플루엔자백신의 WHO 추천 균주 변경 관련 생허심 고시 개정(‘18.10월)
– 인플루엔자백신의 WHO 추천 균주 변경에 따른 심사요건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18.11.28.)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개)
3. 추진결과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도출
–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관련 심사조건 및 근거자료를 예시로 추가하여 반영
– (신설) ‘WHO 추천균주변경: 인플루엔자백신’항과 13개 근거자료 요건
내 ∙ 외부 의견 조회를 통한 업계 의견 수렴
– 관련 공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876호(’18.11.1.)
– 제출의견: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해, 원액의 시험법 밸리데이션 및 품질
자료를 변경허가 신청 후 제출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
– 검토결과: 수용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개)
4. 주요 내용(1)
신설된 제조방법 변경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시행일: ’19.1.1.)
–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의 제출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개)
4. 주요 내용(2)

생물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개)
4. 주요 내용(3)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사례집(제)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 관련 생허심 규정 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별표9의2] 위해성 관리 계획 작성방법
변경 전

변경 후

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 안전성·유효

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 안전성·유효성

성 검토항목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항목에 대한 조치계획

1) ~ 2) <생략>

1) ~ 2) <생략>
3) 유효성(efficacy)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없거
나 장기적인 면역원성이 필요한 백신에 대해서
는 유용성(effectiveness) 평가나 장기 면역원성
시험 계획을 제출하고 그 수행한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2018-48호, 2018.06.26 시행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사례집(제)
추진 배경
○ 의약품의 부작용 및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대상이 17년부터
재심사대상 의약품으로 대폭 확대됨
○ 백신의 경우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의약품으로 다른 치료제와 달리 시판 후 장기
면역원성시험, 유용성시험 등을 위해성 관리 계획으로 추가 제출하게 됨
* 유용성시험: 임상시험이 아닌 일반적인 백신접종에 의한 예방을 추정하는 시험
○ 그러나, 국내는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 적용 사례가 아직 미비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위해성 관리 제도를 운영한 유럽연합, 일본의 축적된 사례를 참고하고자 함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사례집(제)
추진 경과
○ 민, 관 실무작업반 구성(4.23)
- 식약처: 생물제제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 백신 제조사 및 수입사: 녹십자, 글락소미스클라인, 보령바이오파마, 사노피파스퇴르,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엘지화학, 일양약품, 한국백신, 한국엠에스디
○ 실무작업반 회의(총 3회; 4.23, 7.6, 8.23)
○ 위해성 관리 계획 사례집(안) 마련 및 내,외부 의견조회(10월)
○ 백신 위해성 관리 계획 사례집 제정(11월)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사례집(제)
주요 내용
○ 일본, 유럽연합 해외 규제기관에서 공개한 백신 관련 위해성 관리 계획 사례 수집 및 공유
- 일본(폐렴구균백신), 유럽연합(수막구균, 일본뇌염,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 등)
○ 중요한 안전성 검토항목(규명된 위해성, 잠재적 위해성
및 부족 정보) 작성 사례
○ 장기면역원성, 유용성 시험 등에 대한 의약품 감시방법
및 위해성 완화를 위한 첨부문서 등 작성사례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사례집(제)
혼합 백신
제품명
(제조사)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Hexacima
• 저긴장성-저반응성 에피소드
(DTaP-IPV- • 광범위한 팔다리 부기
HepBHib)(사노
피파스퇴르)

•
•
•
•
•

경련
아나필락시스
무호흡
뇌병증, 뇌염
영아 돌연사 증후군, 돌연사, 생명 위협 사건

Vaxelis
(DTaP-IPVHepB-Hib)
(MCM
vaccine
B.V)

•
•
•
•
•
•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포함한 과민반응
열성 경련을 포함한 경련
저긴장성-저반응성 에피소드
뇌병증/뇌염
무호흡(재태기간이 28주 이하인 미숙아)
백신 접종을 실시한 팔다리의 광범위한 부종

없음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사례집(제)
수막구균 백신
제품명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Menveo(MenA,C,W135,YCRM197)
(GSK)

•
•
•
•
•
•
•
•
•
•

Nimenrix
(MenA,C,W135,YTT)
(Pfizer)

• 길랑바레 증후군
• 자색반
• 혈관염
• 급성파종성뇌척수염
• 상완 신경염
• 아나필락시스
• 수막구균 역학/혈청군 교체의 변화
• 효과부족
• 혈관내, 피내, 피하투여로 접종
• 출혈 위험이 있는 혈소판 감소증 또는 응고장
애가 있는 사람에 투여
• 광범위한 사지부종/중증 주사부위 반응

길랑바레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증
가와사키병과 혈관염
상완 신경염
사지부종
주사부위 반응(중증)
전신 반응(중증)
백신 실패

중요한 부족 정보
•
•
•
•
•
•
•
•

임부, 수유부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
출혈 장애 환자
중대한 급성, 만성 또는 진행성 질환자
길랑바례증후군의 병력
고령자
추가 접종을 포함한 반복투여
2세 미만 또는 허가외 사용

•
•
•
•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무비증 환자 포함)
만성질환자
임부, 수유부
장기 면역원성 및 추가접종 필요성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사례집(제)
수두바이러스 백신
제품명
(제조사)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또는 중요한 부족 정보

Shingrix
(GSK)

• shingrix 접종 후 잠재적 면역매개질환(potential Immune Mediated Disorders,
pIMD)의 위험
• 대상포진 병력이 있으며, 면역력이 있는 사람에서의 바이러스 재발현
• 장기 유효성
• 50세 이상의 성인(추가 접종 필요성, 장기 면역원성, 허약한 사람)
•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
• 잠재적 면역매개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 HZ(Herpes Zoster), PHN(Post-herpetic neuralgia), HZ와 관련된 합병증 예방에
대한 유용성 평가

Zostavax
(MSD)

•
•
•
•
•
•
•
•
•

대상포진 백신에 의한 일시적인 대상포진-유사 또는 수두-유사 발진
Oka/Merck 백신 바이러스 균주의 잠재적 전염
잠재적인 중추신경 사례
잠재적 알레르기 반응
예측하지 못한 안전성 실마리 정보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의 접종
예방 기간 및 추가접종(booster dose)의 필요성
다른 백신과의 병용 투여
임신 중 ZOSTAVAXⓇ 접종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사례집(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제품명 중요한 규명된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제조사) 위해성

중요한 부족 정보

Cervarix
(GSK)

• 없음

• 백신접종 후 백신유발 자가면역 질
환 획득에 대한 이론적 위해성

• HIV 감염된 사람
•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
• 임부
• HPV 유형의 대체
• 항문 병소 및 암에 대한 영향 및
유효성

Gardasil9
(MSD)

• 과민반응(1형)

• 가다실 및 가다실 9간의 제품 혼동
• 가다실 및 가다실 9사이의 혼합 요
법

• 임부
• 장기 유효성 및 면역원성
• 바이러스형 대체
• 26세 초과 여성에서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사례집(제)
유용성 시험
제품명: 가다실 9(인유두종 바이러스백신)
- 인유두종바이러스 유형에 의한 자궁경부, 외음부, 질, 항문의 전암성 병변 또는 암
- 특정 인유두종바이러스 유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
연구제목 및 개요
• 제목: 자궁경부암 스크리닝에 대한 집중화된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들에서 가다실9을 접종받은
16~26세 여성들에서의 장기간 유효성, 면역원성,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레지스트리 기반 연구
• 대상자 수: 16~26세의 여성, 4,453명(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 코호트 연구: 백신 접종군 vs 비접종군
• 일차유효성 평가변수: 백신 유형 CIN 2 또는 3, Adenocarcinoma in situ(AIS), 자궁경부암 발생율
• 유럽연합 최종 보고서제출: 2026년12월31일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사례집(제)
장기면역원성 시험
제품명: 니멘릭스(수막구균 접합백신)
- Neisseria meningitidis A, C, W135 및 Y군에 의한 감염 예방
연구제목 및 결과
• 제목: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에서 수막구균 접종 후 항체반응 지속성을 보기 위한 연구
• MenACWY-TT 투여군 vs MenACWY 투여군 비교
•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기초접종 후 24, 36, 48, 60개월에서의 면역원성 지속성

- 각 혈청형 별로 1:8, 1:128이상인 대상자의 비율이 대조군에 비해 동등하거나 우월하였음(60개월 시점)

2018년 제∙개정 가이드라인
1. (제정)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18.6)
2. (제정)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설명서(‘18.10)
3. (개정)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및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18.12)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배경
▪ 특정 바이오마커(유전자/단백질)에 기반한 의약품 ( 표적항암제) 개발
- 바이오마커 발현 유무/양이 약물의 효과나 안전성에 미치는 역할 중요
⇒ 의약품의 반응자(responder) 선별, 약물반응 예측, 치료효과 모니터링 등 이용

▪ 동반진단 시험법의 신뢰성은 환자의 특정 약물에 대한 치료 적정성 판단, 부작용,
비용 등 국가의 보건의료 전반에 큰 영향
⇒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진단법의 임상적 밸리데이션 확보 필요

▪ 의약품의 안전하고 유효한 사용을 위한 동반진단 검사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진단검사에 대한 상세 기재 필요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진행 사항
 ‘체외동반 진단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15.10)
 ‘동반진단 의료제품에 대한 협력 심사 방안(안)’ 마련(‘16.11)
* 시범사업으로 항암제와 IVD-CDx 동시 허가(‘16.4)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한국 MSD)와 IHC 22C3 PharmDx(다코 코리아)

 내․외부 전문가 협의체 조직 및 회의(‘17.8~)
* 내부 :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종양약품과, 체외진단기기과
* 외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학회 9인, 국내 및 국외 제약사 15인
 ‘유전자 기반 표적 치료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 마련(‘17.12)
 내․외부 의견조회(‘18.2~4)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마련(‘18.6)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범위) 특정 바이오마커를 대상으로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환자 선별 등에
이용하는 의약품(주로 항암제)

 내용 구성
- 동반진단 의료기기 및 해당 의약품의 허가
- 동반진단 관련 허가사항 기재
- 개발 및 허가∙심사 시 고려사항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정의와 범위
▪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CDx)
의약품의 사용 시 특정 바이오마커를 지표로 환자에 따른 약물 반응성 및
안전성을 미리 예측하는 검사
▪ 동반진단 의료기기(In vitro Diagnositc-Companion Diagnostics, IVD-CDx)
특정 약물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성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외진단기기
- 효과가 확인된 환자 집단의 선별
- 심각한 이상반응의 위험성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환자집단의 선별
- 용법용량의 최적화 또는 투여 중지 등에 대한 판단
* 단순한 질병 진단 목적의 키트는 포함되지 않음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정의와 범위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1. 의약품과 동반진단 의료기기 허가
▪ 의약품과 IVD-CDx 동시 허가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신규 허가 및 효능∙효과 추가 시
의약품과 IVD-CDx는 동시 허가되는 것이 필요

▪ IVD-CDx 없이 의약품 허가
1)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치료 의약품
- 신속심사 대상 등
* 허가조건 삭제 시에는 CDx 필요

2) 기허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
- 권장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2. 허가사항 기재 방법-의약품
▪ 허가사항에 동반진단 기재가 필요한 경우
1. 진단검사에 의해 특정 환자집단에서만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 (효능∙효과) 대상 환자 집단 명확화
- (용법∙용량) 투여 전 환자 선별 검사 실시를 기재

2. 특정 환자 집단(유전적 특성을 지닌 집단)에 대한 투여량 변경

3. 치료효과 또는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필요한 경우
- (사용상의 주의사항) 진단검사 실시 기재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2. 허가사항 기재 방법-의약품
▪ 허가사항에 동반진단 관련 기재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을 기재
* 허가된 의료기기 제품명이나 허가범위를 직접 기재하지 않음

 허가사항 기재 예시(특정 유전자 양상 환자에 대한 항암제)
- (용법∙용량) 투여 전 환자 선별 검사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 의약품의 사용에
적합하게 허가된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해야됨을 명시
-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고사항으로 각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동반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가능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2. 허가사항 기재 방법-의약품
<효능·효과>
A 유전자 변이가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B암 환자의 단독요법

<용법·용량>
1. 환자 선택
A 유 전 자 변 이 양 성 인 국 소 진 행 성 또 는 전 이 성 B 암 환 자 에 게 단 독 요 법 으 로 투 여 시 ,A 유 전 자
양성 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0. 일반적 주의
이 약은 A 유전자 변이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B암 환자에서만 치료 이익을 보였으므로,
이 약의 치료를 받을 환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A 유전자 변이 양성인 B암의 진단이 필요하다.
임상시험(XXXX, OOOO) 에서는 A 유전자 변이 양성 B암을 진단하기 위해, C사의 D kit를 이용하였다.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2. 허가사항 기재 방법-의료기기
▪ 동반진단 의료기기 허가사항 기재
* 체외동반 진단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15.10)

- (허가사항) 검사대상 유전자, 질환명(암종), 사용가능한 의약품 표기
예) (주)다코코리아.세포및조직병리검사용염색시약III,HercepTest™ for Dako Autostainer, K5207
-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서, Herceptin(Trastuzumab) 투여를 위해 HER2 양성 동반 환자를 선별에 사용’

 19종 허가(’18.6)
(젤보라프, 허셉틴, 글리벡, 타세바, 타그리소, 얼비툭스, 벡티빅스, 젤코리, 키트루다)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3. 임상 및 허가∙심사 절차-협력심사
질환타겟선정,
선도물질발굴 등

비임상

임상(1상~3상)

허가

유통
판매

임상승인

개발
단계

허가

진단법 개발

IVD-CDx 개발
허가

사용
단계
동시 사용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3. 임상 및 허가∙심사 절차-협력심사
▪ 임상시험 신청 시
* 체외동반 진단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15.10)

- 핵심임상 시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이용 검토
-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 시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요청
 품목허가∙심사 시
- 동시 신청 필요
- 관련 부서 간 허가심사 진척도와 일정 공유
- 동시 허가 시 허가사항 상호 기재

1.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기대 효과

<현행>
(의료기기) IVD-CDx 허가사항에

<변경>

사용대상 의약품과 적응증 기재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동반진단

(의약품) 동반진단 시험법에 대한
요건 미기재
의약품과 의료기기 독립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각각 허가

의료기기 사용 요건 기재
 의약품과 IVD-CDx 동시 신청
및 협력심사 통한 동시 허가

2.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설명서 (‘18.10)
배경
▪ 목적
- 바이오시밀러 사용 저변 확대 위한 이해 증진
- 바이오시밀러 안전 사용 확보 위해 맞춤형 정보 제공
 주요 내용
- 일반 정보, 개발 허가 과정, 안전성, 의사소통 체계
▪ 수요자 눈높이 맞춤형 설명서
1)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설명서- 의료 전문가용
2)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설명서- 환자용
- 질의 ∙응답 구조, 그래픽 활용

2.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설명서
전문가용 설명서
▪ 내용
- 생물의약품에 대한 이해와 특징, 제네릭의약품과의 차이점
- 동등생물의약품 개발 및 허가 : 개발 과정, 확보 자료, 허가사항 관리
- 동등생물의약품 안전성 관리 사항 : 안전성 모니터링, 약물감시 체계
- 의료전문가의 역할 강조
* 약물이상반응 추적 위한 보고와 제품 관리 기록
* 환자에게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

2.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설명서
환자용 설명서
▪ 주요 내용
- 전문가용 설명서 주요 내용 간략 요약
- 동등생물의약품 선택과 사용에 대한 정보 확보
- 이상사례(부작용) 보고 방법
- 환자의 권리와 역할
- 의료 전문가와의 소통

3.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심사를 위한 질의 ∙ 응답집 (‘18.12)
배경
▪ 이력
- 동등생물의약품 허가 및 심사를 위한 주요 질의응답(‘09.9)
- (1차 개정) 대조약 구매, 품질 비교동등성 평가 등 추가(‘14.12)
 개정 목적(규제업데이트)
- WHO 등 해외 규제동향과 조화
- 제조 및 품질 : 당분석, 제조방법 변경시 고려사항 추가
- 임상 :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대상 명확화

3.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심사를 위한 질의 ∙ 응답집
주요 추가 사항 - 품질
▪ 완제의약품 용기
☞ 바이알, 프리필드시린지, 오토 인젝터의 용기 변경 가능하며,
품질/비임상/임상 면에서 동등
▪ 당분석 범위
☞ 당화 위치, 단당류, 당사슬 프로파일,
당화 위치별 당사슬 프로파일, 당화 점유율 포함
▪ 제조방법 변경시 평가 범위
☞ ‘생물의약품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에 따라
변경 전후 비교동등성 입증 (대조약 비교 필수요건은 아님)

3.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심사를 위한 질의 ∙ 응답집
주요 추가 사항 - 임상
▪ 재심사 대상 및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 대상
☞ 품목허가 후 재심사 대상 (4년), RMP 대상

▪ 대조약에 없는 적응증 추가
☞ 원칙적 가능하며, 동등생물의약품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 가능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별표1] 2. 자료제출의약품
2) 당해품목 허가변경 새로운 효능효과에 따른 자료

제개정 가이드라인 목록
 제정 가이드라인
 세포치료제 조건부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유전자편집기술을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세포외소포체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가이드라인
 줄기세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발간 목적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규정 제24조 4항에 따른 세포치료제의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자세한 안내 제공
 세부내용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제도 개요
 조건부 허가를 위한 치료적 탐색(2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 임상시험 설계의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 대리평가변수 설정 시 고려사항
• 통계분석 시 고려사항
 조건부 허가를 위한 치료적 탐색임상시험 결과평가 시 고려사항
 허가 후 조건부 3상 임상시험의 고려사항
• 임상시험 설계 시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 조건부 3상 임상시험 결과평가 시 고려사항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제도의 개요
 근거 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규정 제24조 4항]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로서 치
료적 탐색 임상시험의 형태와 목적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과 유사한 경
우에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자료를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질환 요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을 목적
 임상시험 요건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2상)의 형태와 목적이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3상)과
유사할 것
 일반적으로 대조군을 둔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비교 임상시험의 설계를
기본
 초기임상시험(1상 또는 2a상) 완료 후에 2상 임상시험계획서를 마련하여,
질환의 적절성과 임상시험 형태와 목적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한 치료적 탐색(2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 사항
 임상시험 설계 시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동시대조군 설정 및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설계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1차 유효성 평가변수
 가설검정 및 표본크기 설정
 대리평가변수 설정 시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학계에서 통설로서 널리 인정받거나 저명한 학술지 등 기존의 문헌에서
흔히 사용되는 대리평가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계분석 시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연구목표, 평가변수, 검정할 가설, 사용할 통계
방법 등을 먼저 계획을 세울 것
 조건부 허가를 위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 결과 평가 시 고려사항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허가후 조건부 3상 임상시험의 고려 사항
 임상시험 설계 시 기본원칙 및 고려사항
 조건부 허가 후 3상 임상 시험의 설계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3상 임상시험
의 설계와 동일
 다만, 조건부 허가 후 3상 임상 시험에서는 이미 조건부 허가로 인해 판매
승인이 난 상태이므로 의사 또는 환자가 가지는 시험약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 비뚤림(Bias) 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위 배정과 맹검이 엄
정히 준수되는 설계가 요구됨
 조건부 3상 임상시험 결과 평가 시 고려사항
 임상시험의 결과 평가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목적
 유전자편집된 세포가 유효성분인 의약품과 유전자편집도구 자체 혹은 유
전자편집도구를 발현하는 벡터가 유효성분인 제품의 평가를 위한 고려사
항을 제시
 세부내용
 적용범위
 품질평가
• 일반정보
• 제조관련 사항
• 특성분석
표적 돌연변이 분석
비표적 돌연변이 분석
전달방식 및 지속시간
• 기준 및 시험방법
 추가사항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서론 및 적용범위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하여 변형된 세포를 포함하거나 유전자편집도구를 발
현하거나 유전자편집도구를 포함하는 제품에 적용
 이들 의약품은 유전자치료제로 간주되므로 품목허가 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중 유전자치료제 관련 조항에 따른 자료가 요구됨
 이 가이드라인에 기술되지 않은 유전자치료제의 일반적인 품질, 비임상관련
고려사항은 ‘임상시험용 유전자치료제의 특성분석, 제조 및 품질관리 평가 가
이드’ 및 ‘유전자치료제 비임상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등을 참고할 수 있
음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품질 평가
 일반정보
 편집도구 및 그 형태
 유전자편집 전략 및 그 타당성
 제조 관련 사항
 제조방법
 원료관리
 특성분석
 유전자치료제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하게 제품의 구조 및 생물학적 특징
을 포함하여 전체 특성에 대해 심도있는 특성분석이 필요
 제품의 형태(예. gRNA+단백질+전달체, 유전자편집도구를 발현하는 벡
터, 유전자편집된 세포)에 따라 구성요소가 다르므로 각 구성요소를 고려
하여 적절한 특성분석항목을 포함해야 함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표적 돌연변이 분석
 유전자편집도구가 세포 내에서 목표부위 유전자편집을 일으키는 양상과
비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표적부위 유전자편집효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deep sequencing 등의
적절한 민감도를 가진 분석법을 사용 가능
 비표적 돌연변이 분석
 비표적 돌연변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
 비표적 돌연변이 분석전략은 염기서열의 유사도에 따른 in silico 분석 결
과와 함께 실제 실험을 통한 분석을 모두 포함해야 함
 세포기반 분석법의 경우 세포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전달효율이 높은
세포주, 목적세포, 줄기세포 등 여러 종류의 세포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전자편집도구가 서로 다른 개인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표적 돌연변
이의 차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
 도출된 각각의 비표적 돌연변이에 대한 생물학적 위험도 평가가 필요
 전달방식 및 지속시간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기준 및 시험방법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각각에 대해 확인, 순도, 역가 및 안전성관련
항목(예. 무균, 엔도톡신, 복제가능바이러스시험) 등을 포함한 시험항목
및 기준을 설정해야 함
 유전자편집된 세포의 경우 의도대로 유전자편집된 세포의 비율이 시험항
목으로 설정되어야 함
 추가 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내용을 제조방법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별표 14]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목적
 세포외소포치료제의 정의,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시 고려사항에 대한 원
칙 제시
 세부내용
 적용범위
 관련 규정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고려사항
• 세포외소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출발물질의 특성분석
• 세포외소포치료제 제조방법, 분리 및 정제, 특성분석
•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관리
 세포외소포치료제의 비임상시험 고려사항
•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 독성에 관한 자료
 세포외소포치료제 임상시험 고려사항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세포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가 분비하는 세포외소포(Extracellular
Vesicles, EV)를 치료제로 개발 시 고려사항을 제시
 세포외소포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이중 지질막 구조의 물질을 의미하며 세
포외소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세포외소포를 분리, 정제
하여 제조하는 의약품으로 정의
• 분리, 정제되지 않은 세포 배양액이나 세포 파쇄물(cell lysate)은 이 가
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세포외소포치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세포의 물리적 파쇄에 의해 만들어지는 세포외소포 모사체(mimetics)
는 세포내 소기관 유래의 소포체를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세포외소포
체의 순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세포외소포치료제에 해당하지
않음
 이 가이드라인은 사람유래 세포에서 생산되는 세포외소포를 이용하여 개
발되는 세포외소포치료제에 적용됨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관련 규정
세포외소포치료제는 세포치료제와 유사한 약리작용이 기대되나 살아있는 세포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물의약품 분류 상, 세포치료제에 해당하지 않
는다
세포외소포치료제는 세포에서 유래된 형태로 세포치료제와 유사한 품질, 안전성
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며, 만약 세포외소포 제조를 위하여 유전적 변형이 이루어
졌다면 유전자치료제로 분류될 수도 있다.
세포외소포치료제 평가 시 약사법과 그 하위 규정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
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관련된 법률 및
그 하위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고려사항
 세포외소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출발물질의 특성분석
 세포외소포 생산을 위한 세포 또는 조직을 제공하는 공여자의 적합성 기
준은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
 마스터 세포은행을 구축하는 것이 공여자에 따른 변이 최소화에 도움
 세포외소포치료제 제조방법, 분리 및 정제, 특성분석
 세포외소포치료제 분리 및 정제를 위해서는 한외여과(ultrafiltration), 초원
심분리, 침전, 크로마토그래피 등을 사용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조
합하여 분리할 수 있음
 분리 방법에 대해 재현성, 순도, 불순물, 세포외소포의 기능적 특성과 관련
하여 표준화하여야 하며 재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분리방법에 대해 상세
한 기술이 필요
 세포외소포가 일관된 특성을 가짐을 보여주기 위하여 단백질, RNA, 지질
의 조성 및 양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이 필요
 세포외소포체 및 단일 소포에 대하여 Cryo TEM 등으로 이중지질막 구조
및 크기 분포, 세포외소포의 비율에 대한 분석이 필요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관리
 성상시험
 세포외소포 수
 용기에 충전된 세포외소포 수는 제품의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세포외소포 크기
 마이코플라스마부정시험
 외래성바이러스부정시험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확인시험
•

확인시험은 세포외소포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시험항목으로 형태학적, 면역학적,
생물학적 시험 등을 설정하여, 각각의 특성별로 서로 다른 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권장

 순도시험
• 세포질 단백질(cytosolic protein) 또는 핵단백질
• 공정 불순물
 역가시험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세포외소포치료제 비임상시험 고려사항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효력시험
 흡수·분포·대사·배설시험
 안전성약리시험
 독성에 관한 자료
 단회/반복 독성시험
 종양원성/발암성시험
 면역원성시험
 세포외소포치료제 임상시험 고려사항
 세포치료제와 달리 세포가 배제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기존의 의약품 임상
시험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이 적용 가능

줄기세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목적
 최신 유전체 분석기법을 줄기세포치료제 품질 평가에 반영
세부내용
3.5.4. 유전적 안정성 항목에 최신 유전체분석기법을 반영함

줄기세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3.5.4. 유전적 안정성
 모든 세포는 세포분열을 거듭할수록 DNA 복제기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유전
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로 인하여 발생된 유전자 변이의 축적은 종양발생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
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세포유전학적 분석법과 유전체 기반 분석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각 분
석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법의 조합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
의 유전적 안정성을 확인할 것을 권장

줄기세포치료제 품질,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세포유전학적 분석법
 핵형분석(karyotyping: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한 약 5MB 이상의 염기서열의 변
이가 있어야 검출이 가능
 다색상 형광제자리분석법(multicolor Fl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주해상
도는 약 2MB 정도로 전통적 핵형분석법보다는 높은 편
 유전체기반 분석법
 마이크로어레이 기반 비교유전체부합법(Comparative Genomic Hybridization
array, CGH array): 300kb에서 1Mb 정도의 미세한 염기서열 이상도 검출할 수
있는 높은 해상도를 가진 분석법(400kb이상의 해상도를 사용할 것을 권장)
 전체엑솜염기서열분석(Whole exome sequencing, WES):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가진 엑손에 대한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
 전장유전체염기서열분석법(Whole genome sequencing, WGS): 전체 유전체
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세포의 돌연변이 및 복제수 변이를 분석하는 방법으
로 인트론도 분석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말단부위 완전성(telomere integrity)과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분석도 가능
 유전자 패널검사: 1000X 이상의 분석심도를 확보 가능

밀가루 항생제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