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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및 약자
1차내성(primary resistance)

객관적반응 혹은 증식저해가 없는 진행(progression)
2차내성 (secondary resistance)

증명된 객관적반응 혹은 증식억제 후 진행

(progresion)

무진행생존 (PFS ; Progression-free survival)
무작위배정부터 객관적인 종양진행 혹은 사망까지의 시간

무질병생존(DFS ; Disease-free survival)
무작위배정부터 재발 혹은 사망까지의 시간

비세포독성물질(non-cytotoxic)
세포독성물질에 속하지 않는 항암물질

세포증식억제제 (cytostatic)
비임상시험에서 종양세포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세포분열을 저해하는
항암물질

세포독성물질(cytotoxic)
비임상시험에서 단기간의 노출로

복제, 세포분열 등 저해를 통해 비가역적이고 치명

DNA

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항암물질

약물내성조절제(drug resistance modifier ; chemosensitizer)
항종양화합물에 약물동력학적 작용을 미쳐 활성을 증가시키나 자기자신은 항종양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질

전체생존(OS ; Overal; survival)
무작위배정부터 사망까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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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진행까지의 시간 (TTP : Time to tumour progression)
무작위배정부터 종양진행이 관찰될때까지의 시간으로서 진행없는 사망은 제외한다

최대내성용량(maximum tolerated dose ; MTD)
6

명의 피험자 중 적어도

명에서 용량제한독성(DLT)이 나타나는 용량으로서 그이상의

2

용량증가는 수행되지 않는다

최적지지요법(BSC ; Best supportive care)
항생제

,

영양학적 유지, 대사장애환자의 보정, 최적증상조절 및 통증관리가 포함되나,

종양특이적인 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치료 실패까지의 시간 (TTF: Time to treatment failure)
무작위배정부터 사망, 진행, 독성으로 인하여 치료의 중단 혹은 부가적인 새로운 항암
치료 할때까지의 시간

화학요법보호제 (chemoprotectant)
항종양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상조직에서 항종양화합물의 활성을 방해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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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내외 의약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국가 임상시험 및 국내
임상시험 실시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내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과 임상시험 평가자
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년

1993

8

월

16

일 항암제 임상시험 평가지침 (보건사회부 예

규 제650호)이 발간되어, 임상시험심사자의 평가 및 임상시험수행자의 임상시험 실시에
지침서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여러나라에서 항암제 임상시험
지침이 재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세계적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기전의 항암제(예: 세포
성장 억제 약물 계열)의 임상시험 수행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이 추가될 것이 요구
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평가부에서는
조사연구

년~2006년도

2005

「임상시험평가

및 실태

」 과제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 중 세부과제인 항암제임상시험평가지침연구 수

행 결과 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은 항암제의 임상시험을 수
행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수행자 및 암세포독성/세포성장억제 약물 계열의 항암제에 대
하여 임상시험 계획 및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의약품 허가시,
임상시험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다루었다.
임상시험은 복잡하고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자료가 얻어지기 때문에, 각 시험을 위
한 자세한 내용을 이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할 수는 없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료 수집과
제출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시험을 시작하
도록 하며, 자료 수집에 대해 계획을 세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 협의할 것을 권고
한다. 이 협의는 항암제의 품목허가를 위해 연구 방향이 제대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책임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최근 입장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별한 규정 또는 법적 요구사항이 없다면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정보제공이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관련업계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전반적인 지식이 확장되고, 이
들 약물과 관련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이 문서는 새로운 지식을 반영하도록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된 안내서 등을 연관지어 읽도록 하며 세포독성/
세포성장억제 약물 계열의 항암제에 대하여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관련업계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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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1/2 상 임상시험
1. 세포 독성 물질
1.1 제1상 임상시험 : 용량설정 시험

제

1

상 임상시험의 주된 목적은 용량제한독성과, 다음 단계의 임상시험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 용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

1

상 임상시험의 목적이 최대내약용량을 결정하

는 것이므로 임상시험을 계획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은, 객관적으로 측정한 시험
약물의 독성의 정도가 시험약물의 적절한 허용 용량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시험 약물이 암환자의 치료에만 사용될 것이라면 암환자가 아닌 정상 성인에 대한 시
험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제

1

상 임상시험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더라도 증상

없이 생존을 연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다른 기회가 있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법 중에서 다른 치료법이 있는 환자는 참여시킬 수 없다. 제

1

상 임상시험에서는 가장

적절한 항종양 효과가 있는 용량 및 용법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1.1.1 목적과 배경
1

차 목적

1)

특정 투여 기간과 방법으로 최대내약용량(MTD), 용량제한독성(DLT:

toxicity)

및 제

2

상 임상시험에 적합한 용량 (대개

dose-limiting

보다 한 단계 낮은 용량) 결정.

MTD

환자의 과거 치료 병력 (이전 항암화학요법/방사선요법) 뿐만 아니라 치료의 일부분으
로 사용된 지지요법(supportive
2)

에 대해서도 설명을 첨부해야 함.

measure)

흔히 일어나는 이상반응과 독성에 대한 표적장기를 용량 및 투여기간에 따라 규명

함. 독성의 범위, 독성이 나타나는 기간 및 가역성도 결정함.
3)

2

주요 약물동태학적 변수를 결정함.

차 목적

1)

가능한 경우라면 종양 계측 및 반응 평가를 실시함. 그러나 계측 가능 병변이 없다

고 해서1상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기능적 영상

이나 생체표지자(biomarker)와 같은 예민한 측정방법을

(functional imaging)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특히, 이는 적절한 투여일정 결정시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음.
2)

인구집단을

modeling

기반으로

한

(population-based)

약물동력학/약물동태학(PK/PD_

사용이 권장됨. 예를 들어 약제에 대한 노출과 절대 호중구수와 같은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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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와의 관계를 규명해 내는 것이 권장됨.
3)

경구약물의 경우에는 음식물-약물간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함.

4) PK

Mass balance

study

실시를 권장함.

1.1.2 환자 선정

조직학적, 세포학적으로 확진된 암을 가진 환자로서,
1)

기 확립된 치료방법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

즉, 기 확립된 치료방법에 저항성을 보이거나 효능이 입증된 다른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

경우)
2)

비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할 때 시험약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환자
-

일반적으로 1상 임상시험에서 의미 있는 항암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알려져

있음
3)

다른 치료법이 있는 환자라도,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합

리적으로 설정된 치료의 용량 및/또는 용법을 결정하기 위한 임상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예) 선행화학요법

-

다른 선행화학요법에 대해 환자가 받는 이익이 확립되지 않고 수술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환자에게 위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이 경우 환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상시험계획서에

제시되어야함.
-

이 경우 항종양 효과를 면밀히 측정해야 함.

-

이와 유사하게 종양의 진행 속도가 늦고 항종양 효과를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다른

근치적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도 제

1

상 임상시험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임상적으로 증

상이 없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이 그 예이다.
1.1.3 치료

시험약물은 병용요법으로 특별히 개발되지 않는 한, 다른 항암제는 물론 다른 시험용
약물과 같이 투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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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투여방법
1.1.4.1 투여경로
-

정맥투여는 생체이용률에 따른 변화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처음 시험약

물을 투여할 때는 정맥투여를 권장함.
-

경구 또는 피하투여로 개발하려는 약물의 경우, 생체이용률을 예측할 수 있고, 변동

성이 수용할만한 수준인 경우에 적용해볼 수 있음.
1.1.4.2
-

용법

:

투여 횟수와 투여 방법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독성 및 약물동태학적 시험자료가 초기 용량을 선택하는데 유용

하지만 이러한 비임상시험 자료로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용법을 확인할 수 있
는 것은 아님.
-

이미 결정된 용량 계획에 따른 단회 정맥투여, 피하 또는 경구 반복투여로 시험을 시

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전임상약리학, 비임상약동학 혹은 다른 알려진 약물들과의 유사성등에 근거하여 용법

을 달리할 수 있음. (예
-

:

일간 투여, 매주 투여 또는 지속적인 주입)

5

투여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계열 약물에서 얻어진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음.

1.1.4.3 용량

가) 초기용량
-

이전에 인체에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초기 용량은 동물 시험에서 심각한 독성을 나타

내지 않았던 용량에 근거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나) 용량 증가
-

각 용량 단계별로 가능한 한 최소의 환자를 참여시켜야 함.

-

용량을 증가시키기 전에 각각의 용량 단계에서 적절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하며,

용량을 증량시키는 방법과 계획이 임상시험계획서에 서술되어 있어야 함.
-

용량 증가의 방법에는 변형된 피보나치 법

근거한
titration)
-

용량

증가(PK-guided

escalation),

scheme),

가속화된

약물동력학적 자료에

용량증가

(accelerated

등이 사용될 수 있음.

점진적 용량 증가는 대개 최초용량단계에서는 이전 용량의

종료시점에서는 이전 용량의
-

dose

(Fibonacci

20~25%

100%

에서 시작해서 시험

까지의 범위에서 가능함.

독성이 매우 작거나 또는 종종 유의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활성이 없는

용량에 노출되는 환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 같은 환자에서 용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
단, 이러한 경우에는 비임상시험에서 축적독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한함.

- 6 -

다) 주기의 횟수
-

만약 수용할 만한 이상반응이 발생하였다면,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후 동일한

용량에서 재투여하게 되는데, 동일한 용량에서 최소한 2주기를 투여하는 것이 요구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함

:

•질병의 진행
이 확실한 경우
•수용할 수 없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 치료로 이득을 얻는 환자의 경우에는
(progression)

.

,

용량을 감량하여 투여 받을 수 있음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DLT)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각 용량단계에는 적어도

명 이상의 평가

3

가능한 환자를 참여시키도록 함.
-

그러나 그 용량에서 독성이 없거나 매우 적게 나타난다면

하고, 반대로 명백한 독성이 나타난 경우나

3

명 미만의 환자수도 가능

가 결정되어 용량 증가가 중단 되었을

MTD

때에는 주어진 용량에서 환자의 수를 늘려야 함.
-

용량증가는 최대 내성 용량(MTD)이 결정되면 중지함.

1.1.5 독성평가
-

이상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

:

증상, 신체검진, 심전도, 혈액 및 뇨검사, 적절한 방사선 검사

-

비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함.

-

만약 유사한 계열의 약물 또는 비임상시험에서

지속적인

QTc

QTc

에 관한 특별한 징후가 없다면

연구는 수행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부분으로서 심

전도를 포함하는 것이 권장됨.
-

독성과 기간, 그리고 가역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 시작 전과 시작 후 일정한 간격

으로 독성에 관한 자료를 얻어야 함.
-

투여부위의 국소독성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별도로 기록하여야 함.

-

독성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예,

WHO

독성 기준,

일반 독성 기준)에 따라

NCI

등급화함.
-

독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장기의 기능 부전, 동시에 받는 치료)도 적절하게 평가

되어야함. 이 인자들은 이후의 제 2상/제
-

3

상 임상 시험에서 더 상세히 기술되어야 함.

시험 기간 중 사망이 발생한 경우, 사망의 원인과 시험약물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가능하다면 부검을 시행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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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약물동태학적 검토
-

약물 농도 측정법이 확립된 시험약물의 경우, 의약학적 견지에서 판단하여 가능한 방

법으로 측정하고 시험약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특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특정한 이상반응과 약물동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함.

1.1.7. 시험 종료
-

제

상 임상시험은 최대 허용 용량(MTD)과 독성에 대한 표적장기가 밝혀졌을 때 종

1

료함.
-

보고서에는 가능한 한 발생한 모든 독성, 독성의 중증도와 가역성, 용량 관련성, 그리고

증상에 대한 평가를 기술해야 함.
-

관찰된 모든 종양 반응도 보고 해야 함.

1.1.8 시험 결론
-

각 투여일정 및/또는 투여 경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시험 결론에 포함시켜

야 함

•최대 허용 용량
과 용량제한독성
•제 상 임상시험에서 권장되는 용법 용량
•특정한 독성이 확인된 경우 이러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 및 검사간격
•주요 약물동력학적 변수
•필요한 경우 추가의 비임상시험에 대한 추천 의견
•향후 실시할 시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적 처치법 제시
(MTD)

(DLT)

2

,

,

,

1.2. 제2상 임상시험 ,단독 요법 치료적 탐색 시험
2

상 임상시험은 다양한 암종 또는 선택된 암종에 대하여 단일 약물의 항암효과를 평

가하거나, 다제 병용요법이나 다학적 치료의 적응 가능성이나 항암효과를 평가하기 위
하여 수행된다. 여기에서는 치료적 확증시험에 앞서 약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평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고형암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항종양 효과를 평가하는 임
상시험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1.2.1 목적과 설계
2

상 시험은 대조군과 비교하거나 또는 대조군 없이 실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대조군없이 시행되고 그 결과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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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 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수행된다.
이전

1/2

상 시험에서 정해진 용법 및 용량으로, 표적 종양에 대해서 약물이 유의한

항암효과를 나타내는지 또는

,

그 종양에 대해서 더 이상의 연구를 중단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

특정 종양에서 항암효과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임상시험 (암의 조기 단계에서의

연구, 병용 요법, 표준 치료법과의 비교임상 등)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

약물동태학적 양상을 보다 더 명확히 한다.

-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용법 및 용량 의존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한다.

-

최적의 투여경로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한다.

-

약물의 독성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명한다.

-

빈도가 상대적으로 드문 독성을 찾아내고,

-

누적성 및 아급성 독성을 평가하고,

-

독성을 관리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들을 평가한다.

1.2.2 피험자 선정 및 예수
-

표적 암종, 병기, 및 이전에 받은 치료에 대하여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환자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측정 가능한 병변 또는 평가 가능한 병변이 있어야 한다.

-

대부분의 경우, 진행성 암을 가지고 있으며 확립된 표준치료방법이 없는 환자가 참여

하게된다. 만약 표준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시험약제의 효과가 증명되었다면 표준치
료를 받지 않은 환자에서의 임상시험이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의학적
인 면, 그리고 윤리적인 면에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부분에 대해 타당한 설
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관점에서 타당하다면,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는 열려있
어야 한다.
-

피험자의 수는 임상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사전에

계획되어야만 한다. 종종, 항암효과가 너무 낮거나 독성이 너무 높은 경우를 대비하여
조기 시험 중단 규칙(early

stopping

rule)

을 적용한다. 또한 향후 임상시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항암효과를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는 만큼의 검정력을 지니도
록 해야 한다.
1.2.3 시험약물의 용법용량

시험약물의 용법 및 용량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시험기간 동안 병용 금기
인 약제와 특별한 주의(환자에게 충분한 수분 공급, 차광 및 온도 주의 등)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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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투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

관찰되는 독성의 중증도에 따른 용량 조절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

독성이 낮은 경우 용량 증량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

고위험 환자(예, 표적 장기 독성의 위험이 높거나 시험약 성분의 대사 또는 배설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
1.2.4 기타 병용 치료
-

화학요법증강제, 화학요법보호제, 또는 약물내성조절제가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도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시험약물 이외의 보조 치료를 할 수는 있으나, 증례기록지에

반드시 기록되어 한다.
-

시험기간 동안 다른 항암요법이 시향되어서는 안된다. 임상시험계획서에 명시된 수술

또는 방사선요법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치료 부위는 항암효과 평가에 사용되
어서는 안된다.
1.2.5 독성 평가

독성 평가는 시험계획서의 사전에 정한 간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누적 독성의 모든 증거는 총 약물 투여용량의 함수로서 평가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이
는 표적장기 또는 기능에 따라 특별히 연구되어야 한다.
1.2.6 항암효과 평가

항암효과의 측정 및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은 임상시험계획서에 명기해야 한다. 다기
관 시험의 경우, 영상 기술 및 영상 분석 절차를 의미있고 적용가능한 정도로 표준화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대표 병변의 세포학적/병리학적 규명을 하여야 한다. 질병이 진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에 방사선 치료를 실시했던 병변을 측정 대상 부위로 간주
해서는 안된다.
객관적 반응은 측정한 종양 크기의 감소로 정의되며, 검증된 영상법을 사용하여 확인
된 표적병변/기타 지표의 감소로 평가한다. 병변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객관적 반응의
측정 및 평가에 대한 대표적 병변을 선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다른 병변의 진행 및
새로운 병변의 발생도 시험기간 동안 평가해야 한다.
특정 종양의 평가에는 영상 기술이 부적절할 수도 있으며

예, 사진촬영과 캘리퍼

(

로 측정할 수 있는 표 재성 병변), 탐색적 임상시험의 경우, 가능한 비뚤림

(calli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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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려는 추가적인 측정 없이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bias)

객관적 반응률(ORR)은 국제 기준(RECIST 또는

WHO

기준)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그 타당성이 설명되어야 한다. 임상
시험계획서에는 반응 또는 병변의 진행에 관한 기준 및 반응평가의 시기가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객관적 반응률(ORR)은 과거(historical) 자료와 비교하여 항암효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와

RECIST

WHO

기준의 차이로 항암효과 차이가 나타

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과거(historical) 자료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점은 환자 특성의 차이, 영상기술의 신속한 발전 등과 보다 더 관련이 있다.
시험의 목적에 따라, 종양 반응의 독립적 외부 검토가 권고된다.
객관적 반응률(ORR)을 평가할 때, 시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의 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Per-protocol

분석 집단의 객관적 반응률(ORR)을

차 유효성 평가변수로 설정하였을

1

경우에도 시험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에 대한 자료는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종양진행까지의 시간(TTP)/무진행생존(PFS)과 전체 생존

에 대한 자료가 기록되어야

(OS)

한다.
무작위 비교임상의 경우 환자의 기저증상이 있는 경우는 시험약물에 의한 증상조절을
평가하기도 한다

1.2.7 시험의 종료 및 결론

시험 계획이 달성되면 시험을 종료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항종양효과가 향후 더 연구할만한 대상인지 여부

-

임상시험의 용법, 용량이 적절한지 여부

-

용량감량 및 증량의 규칙이 적절한지 여부

-

주요약동학 지표

-

누적독성을 포함한 독성

시험의 조기 종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수용할 수 없는 독성이 발생한 경우

-

더 이상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누적독성의 증거가 나타난 경우

-

항종양효과가 너무 낮게 관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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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세포독성 약물
비세포독성 약물이란 항호르몬 제제,

antisense

제제, 신호전달 억제제, 혈관형성 또

는 세포주기 억제제, 면역 조절제 등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기전을 가지는 약물군을
일컫는다.
이러한 비세포독성 약물을 사용한 임상시험 설계에 고려할 사항은 독성이 용법, 용량
결정 시험의 적절한 결과변수가 아닐 수 있으며, 객관적 반응률(ORR)이 항암 활성의
적절한 측정법이 아닐 수 있고, 적절한 항종양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의 노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약제의 개발 초기 임상 단계가 더 복잡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비임상시험에서 확인된 약물의 약리학적 특성에 따라 개별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용법, 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표지자 평가를 이용한 항종양효과의 측정이
조기에 필요할 수도 있기때문에 전통적인 세포독성 약물과 같은

상 및

1

2

상 시험 간의

엄격한 구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세포독성 약물과 관련하여 논의된 대부
분의 사항들 (예를 들면, 피험자 적합성의 제한, 투여경로에 관한 권장사항, 독성 및 항
암 활성의 평가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2.1 1/2상 단독 요법 용량 및 용법 결정 시험

비임상시험의 내약성 및 독성학 결과와 약물의 추정된 약리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때
때로 초기임상시험을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내약성, 안전성, 약
동학, 그리고 가능한 경우 항종양효과의 약력학적 측정이 적절한 시험 목표가 된다.
만약 건강한 자원자에서 얻어진 자료가 있다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설계
에는 건강한 자원자로부터 얻은 자료와 비임상시험 자료가 반영되어 선정 기준 및 개
시용량 등이 결정되어야한다.
세포독성 약물에서의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확립된 표준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있
는 환자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통적 세포독성 약물에 불응성인 경우 명백하게
관련없는 약물에 대해서도 교차내성이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비세포독성 약물에서도
용량/농도-효과 관계를 정의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회시험 등을 포함
해서 이들 임상연구의 감수성을 높이기위해서는 민감성이 높고

,

윤리적으로 이용 가

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할 것이 권장된다. 필요한 경우, 약물 활성에 관련있다고 추정되
는 표적의 발현을 측정할 수도 있다.
약력학 측정에는 생화학적 측정 (비임상시험에서 검증된 수용체 결합, 효소 억제, 신호
전달 하위단계 등), 기능적 영상, 단백질체학(proteomics), 면역학적 측정(항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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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세포 반응)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집단 약동학/약력학 시험도 권장된다.
비임상 모델에서 세포증식억제제로 입증되면, 임상시험에서 약물이 항종양 효과를 나
타내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투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상시험에서 조기 종양 감소가
관찰되는 경우, 이는 약물유전학을 포함한 기저 작용기전을 추가로 탐색할 필요가 있
다는 신호이며 악제유전체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다.
유의한 독성은 없으면서 약물 활성 표적의 포화 또는 기대했던 약력학 활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라도, 약물의 안전성과 약동학 및 약력학의 가능한 불규칙성을 더 상세히
규명하기 위하여, 더 높은 용량의 평가가 여전히 권장된다. 여기에는 용량제한독성
의 규명도 포함될 수 있다.

(DLT)

표적 포화 또는 신호전달 하위단계 반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종양(1차 병
변 및 전이 병변)이나 때때로 정상 조직의 생검이 필요할 수 있다. 기능적 영상 또는
혈액 생체지표 등 약물 노출-활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생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시험 연구자 선정 및 피험자 모집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의 세포독성 약물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항종양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통적 방
법과 병행하여 종양 지표 및 민감한 영상 기술의 사용이 권장된다. 또한 탐색적 시험
에서는 기능적 영상 기술 등의 기술 표준화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정 기준 및 피험자 수는 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향후 시험에서 사용
될 용법용량에서의 약동학 및 약력학의 변동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2.2 제2상 단독 요법 치료적 탐색 시험

비세포독성약물의 치료적 탐색시험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 먼저 시험용량/노출
범위는 용량제한 독성과 상관없이 약리학적 활성/표적 점유율에 따라 설정된다고 가정
한다. 이와 유사하게, 대상환자군은 종양 유형, 또는 더 바람직하게는 약물 활성에 대한
표적의 발현 수준에 따라 선정한다. 예상된 표적 집단 이상으로 환자 선정을 넓히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항암활성에 대한 전제조건과 관련된 제한 및 유사 계열에서
의 경험을 포함하는 가용한 비임상시험자료와 임상시험 자료를 평가하여 판단한다.
2.2.1 시험 설계 및 항암 활성 측정

최근 비임상시험 결과에 의하면, 비세포독성 약물이 환자에서 주로 성장 억제 작용
을 하는지, 조기 종양 감소를 유도하는지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항종양효과의 특징이

2

상 임상시험의 유효성 평가변수로서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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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

이나 객관적 반응률(ORR) 중 어느것이 타당한 것인지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

러한 관점에서 표적집단의 이질성때문에 대부분의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성장 억
제가 우세한 효과인 반면, 소그룹의 환자에서는 빠른 종양축소가 나타날 수 있음이 알
려져 있다.
현재까지의 임상적 자료가

2

상 시험의 적합한 설계에 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경우,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TTP)이 항암 활성을 더 적절히 나타낼 수 있다. 이러
한 임상시험에서는, 선정 기준에 진행성 질환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되고, 대부분의 경
우, 임상시험에서 종양평가 간격을 짧게 설정하는 것이 권고된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무진행 생존(PFS) 보다는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TTP)이 항암 활
성의 측정지표로 제안된다. 그러나, 무진행 생존(PFS)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 우려는 없으며, 단지 조기 사망 등이 항종양효과의 감수성을 낮아지게 할 수 있
다.
대부분의 종양에서 부분 반응을 만족하는 자연적 종양감소가 드물기 때문에, 피험자
선정 등과 관련된 결점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반응률(ORR)은 더 확실한 항종양효과 측
정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탐색적 목적으로서, 무작위배정된 대조군이 없는 임상시
험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TTP)은 원칙적으로 종양 성장 속도 및 항암 약물 활성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진행성 질환이 선정 기준인 경우, 대부분의 피험자에서 종양 성
장 속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과거자료와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작위배정된 대조군
이 없는 임상시험에서

1

차 유효성 평가변수로서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TTP)을 설정하

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2.2.2 시간 관련 결과변수가 포함된 탐색적 시험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가정된 시험약물에 대하여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적용할
수 있는 탐색적 임상 시험의 디자인은 아래와 같다.
-

약리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최저용량과 이보다 높은 용량을 비교하는 무작위배정과

같은 용량 비교 시험: 두 군간의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TTP)의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명백한 항암 활성의 증거가 될 것이다.
-

일정기간동안 시험약물을 투여하고 질환이 진행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기 치료

를 계속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무작위배정 시험은 환자나 연구자가 수용하기가 쉽지않
으며 약물의 종류에 따라 잔류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환자내에서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

- 14 -

(TTP)

비교로 활성의 증거가 입증될 수 있다. 이전 치료시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TTP)을

실험적 치료시의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TTP)과 비교한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종양의
성장률이 최소한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
다. 이전의 요법에 대하여

차 내성(primary

1

resistance)

및

차내성

2

(secondary

를 경험한 환자를 모집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종양의 성장이 유동적이고

resistance)

영상기술에 따라 항암효과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특정집단에서 활성을 나타낸 약물 (타당한 경우 위약 또는 최적지지요법)과 비교하는

무작위배정

2

상 임상시험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시험이 탐색적 임상시

험으로 간주되는 경우, 정확한 비열등성 기준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방법론적인 관
점에서, 종양의 진행은 최대 종양 반응과 비교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종양 감소를 유도
하는 약물과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TTP)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에서는 순수한 성장 억제
약물이 더 유리함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종양 크기는 성장 억제 약물 치료에 실패
한 환자에서 더 큰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

더 이상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는 경우 내부 대조군이 없어도 종양 진행

까지의 시간(TTP)이

2

상 항암 활성 측정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체계

적 문헌 검토가 권고된다. 확증적

3

상 임상시험의 필요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전 정

의된 치료 기간 후의 무진행 피험자 백분율과 같이 고정 시간 관련 결과변수가 사용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비세포독성 약물의 임상시험에 세포독성 약물의

2

상 시험과 유사한 통계

학적 접근법이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조기 종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더 어렵다. 사
전 정의된 시점에서 무진행 피험자 백분율을 합리적으로 정확히 추정하기 위하여 피험
자 수가 충분해야 한다.
세포독성 약물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최소의 피험자 수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진행률을 추정하는 것이 더 문
제가 될 수 있으며 "만족할 만한 활성"을 정의하기가 더 어렵다.
이들 시험에서는, 객관적 반응률(ORR)과 종양 진행과 같은 전통적 기준을 사용하는 것
이 권고되며 독립적 검토가 권고된다. 다만, 염증성 부종으로 인한 명백한 종양 비대
등이 특정 약물의 첫 번째 활성 징후일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전의 임상
시험에서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면 시험 계획서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주요 활성 측정 방법으로 객관적 반응률(ORR)과 종양 진행까지의 시간(TTP)을 사용할
경우 종양/약력학적 표식자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양 진행 시 임상시
험 중단 등과 같은 치료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 전통적 측정법 사용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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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배정 디자인이 적절하다고 고려되고 맹검이 가능하다면, 삶의 질 또는 증상 조
절의 평가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능적 종양 영상 등과 같이 약리학적 활성에 대한 민감한 측정법이 있고, 종양이 그
측정법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표적 집단의 경우와 기회시험의 경우, 하나 또는 되도록
이면 그 이상의 시험 약물 용량에 대한 위약 대조 시험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민감
한 측정법이 객관적 반응률(ORR)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
라도, 규정상의 관점에서 탐색적 목적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엄밀한 용량 비교
뿐 아니라 활성 부재의 경우 조기 종료(early

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렇지만 복

escape)

합변수(예를 들어, 생물학적 표식자나 영상,또는 증상) 사용여부를 포함하여, 병의 진행
에 대한 기준을 계획서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권고된다.
종양 조직 생검 자료는 항종양효과 및

차 또는

1

2

차 내성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3. 병용요법, 제 1/2상 임상시험
전통적인 세포독성 약물은 항암 작용을 높이기 위하여 독성이 부분적으로 중복되지
않고 활성/내성의 필수요소가 부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약물과 병용하는 병용 요법이
사용되어 왔다.
학계와 허가당국은 이러한 접근법을 인정하였으며, 이론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비세포
독성 약물을 포함한 병용요법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3.1 전통적인 세포독성물질의 병용

대체요법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병용요법을 구성하는 개개 약물활성
이 입증되어야 한다.
탐색적 단계는 병용요법의 최대내성용량(MTD) 및

2

상 권장용량을 결정하고, 객관적

반응률(ORR) 및 무진행생존률(PFS)/종양 진행까지의 시간(TTP)을 이용하여 항암활성
의 예비 평가를 포함한다. 새로운 병용요법의 항종양효과는 가정에 근거하지만, 병용요
법의 독성은 종종 개별약물의 독성에 근거하여 예상할 수 있다.
약동학적 상호작용을 배제할 수 있고, 용량-반응/독성양상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용량
결정 시험은 각 약물의 단독요법 권장용량의

1/2

용량에서 시작할 수 있다. 또한 한

약물의 단독요법의 최대 권장용량과 다른 약물의 단독요법의 용량을 줄여서

(50%

이

하) 용량 결정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
약물의 투여 순서가 잠재적인 약동학적 상호작용과 항암 활성의 관점에서 중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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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시험 설계에서 투여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각 용량에서 환자 수는 단독요법의 용량결정시험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더 많은 환
자수가 요구된다.
개별 환자에서 유의한 독성이 관찰되지 않거나 단독요법의 임상 및 비임상 자료에서
누적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환자 내에서 용량 증량이 적절할 수 있다. 이
런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서에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
유익성-위험성을 최적화하는 병용요법의 약물 간 용량 강도(dose

의 균형을

intensity)

이루는 실제적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요법 항암 활성이 가장 높은 약물
에 용량 강도(dose

intensity)

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약물 중 하나가 단독 요법 치료로 인정된 경우, 확증적 임상시험 시작 이전에 단독요
법과 병용요법을 비교하는 무작위배정

2

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모든 무작위배정 임상시험에서 만약 맹검이 가능하다면, 인정된 삶의질 또는 증상조절
에 대한 평가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3.2 세포독성 및 비세포독성 물질을 포함한 병용

이들 약물의 병용요법 임상시험을 설계하려면 전임상 시험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들
병용요법의 항암 활성에 대하여 비임상시험 자료가 유익하다기 보다는 왜곡을 초래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 화학요법 처방에 실험적인 비세포독성 약물이 부가적 활
성을 나타내는 지 입증하기 위한 탐색적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
선정된 화학요법 처방이 "가용한 최선"이고 화학요법 처방의 용량 강도가 변경되지 않
는다면, 모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
점에서 피험자 적합성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전의 비임상 및 임상적 경험에서 약력학 지표 등이 항암 활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
우, 이는 탐색적 시험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비세포독성 약물의 표
적 발현이 세포독성 약물 치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가 포함될 수 있다.
비임상 모델에서 부가 활성(add-on

의 예측성에 대한 현황을 고려할 때, 시험

activity)

하려는 병용 처방을 화학요법 단독 처방과 비교하는 무작위배정 제2상 임상시험이 권
장된다. 이러한 시험에서, 전통적인 항종양효과 지표(객관적 반응률(ORR) 및 종양 진행
까지의 시간(TTP))는 종양표지자 및 종양 대사활성 등의 민감한 측정 등으로 적절히
보조하는 것이 권고된다.
그 대안으로, 무작위 제2상 임상시험은 신중하게 설계된 제2/3상 병용요법 시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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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될수 있다. 화학요법 처방에 대한 비세포독성 약물의 부가 활성이 임상시험에서
증명된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적응증에 대하여 임상시험을 수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무작위 제2상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비세포독성 약물에 대한 표적 발현이
화학요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

add-on

study

를 실시하기 전에 새로운 화

학요법 처방에 대한 표적 발현을 시험하는 것이 권장된다.
부가적 효과에 대한 기전과 전제조건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장려한다. 이후 시험에
서 표적 집단의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몇몇 비세포독성 약물의 경우, 병용 요법은 항암 활성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실제로 활성을 얻기 위해서 요구된다. 이러한 약물의 경우, 예를 들면, 단독 요
법에서의 표적 포화 및 중요하게는 병용 요법에 대한 비임상적 독성이 적절한 시작 용
법용량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독 요법 처방과 마찬가지
로 용량/용법의 탐색적 및 치료적 탐색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Ⅲ. 제 3상, 치료적 확증시험 (Phase III, Therapeutic Confirmatory Studies)
3

상 시험은 실제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정의된 대상환자군에서 (보조적 치료를

포함한) 시험 약물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
러한 임상 시험은 기본적으로 무작위 배정 대조군 비교 연구이어야 한다. 대조군에서
의 치료법 (경우에 따라 최적지지요법)은 물론 대상환자군의 암종, 병기 및 이전에 받
은 치료 등이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병리학적 또는 해부학적 분류이외의
적응증을 시험 대상으로 삼고자 할 때는 식약처와 사전 협의할 것을 권장한다.

1. 설계
1.1. 시험대상 등 선정기준
3

상 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상환자군에서 주어진 용법 및 용량의 시험약물의

항암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해야 한다.

3

상 시험의 목적은 실제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상시험에 포함될 환자군은 물론 향후 임상에
서 치료를 받게 될 환자들의 관점에서 연령, 수행능력, 장기 기능의 손상, 종양 부위
등을 포함한 모든 제외 기준은 충분히 정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실제 임상에서
시험 약물로 치료받을 환자들을 임상시험에 피험자로 선정할 것을 권장한다. 수행 능
- 18 -

력 등의 제한사항은 추후 허가사항에 반영되어야한다.
병기, 분화도(grade), 표적단백의 발현, 그리고 예후나 종양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다른
생물학적 표지자 등의 종양관련 특성, 이전에 받은 치료 (필요시 치료효과가 반응, 불
응, 및 내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행능력, 다른 질환의 유무, 주요 장기 의 기능 등
환자관련 특성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미 알려진 주요 예후 인자에 따른 무
작위 배정전 층화(stratification)도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탐색적 시험 결과 종양의 표현형 또는 유전자형이 항암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알려졌다면 이러한 사항은 대상환자의 선정조건 또는 제외기준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며, 나중에 허가 사항(labeling)에 반영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에서 특정
표지자를 발현하지 않는 종양을 가진 환자가 포함되었더라도, 임상시험 결과 이들에서
항암효과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허가사항이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
다.
1.2. 무작위 배정 및 맹검

무작위 배정 및 층화는 널리 인정되는 일반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많은 경우 비교
되는 치료간 명백한 독성의 차이, 혹은 안전성에 관한 우려 때문에 이중 맹검 디자인
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임상시험계획서에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서술되어야 한다. 만약 임상
시험이 공개 시험으로 수행될 경우, 시험의 평가변수 선정과 감수성 분석의 실시 및
기타 공개 시험자체가 갖는 가능한 비뚤림(bias)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고려되
어야 한다.
1.3. 임상시험 평가변수

치료의 목적이 삶의 질 개선 및 생존 연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임상 시험 수행에 관련된 많은 제한들로 인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
다. 그러므로 연구자, 환자 및 윤리위원회는 종양의 진행 시점에서 선택적 교차 치료
(cross-over)

등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음 단계의 효과가 입증된 치

료의 시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 생존(OS) 및 종양 진행에 수반된
증상 등 임상시험 평가변수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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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일차 평가변수 (Primary endpoints)

확증적 임상시험에서는 시험약의 임상적 유익성(clinical

benefit)

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상시험의 일차 평가변수가 선정기준에 타당한 대상 피험자군에 대하여 임상
적 유익성을 확실하고 유의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입증되어야 한다
(ICH

E8 and

E9).

타당한 일차 평가변수로 전체 생존 과 무진행 생존(PFS)/무질병 생존 이 선정될 수 있
다. 무진행 생존(PFS)/무질병 생존(DFS)이 일차 평가변수로 선정될 경우 전체 생존
는

(OS)

차 평가변수로 설정되어야 하고, 전체 생존(OS)이 일차 평가변수인 경우는 그

2

반대로 적용된다. 전체 생존(OS)이 이차 평가변수인 경우는, 필요한 사망의 숫자나 추
적관찰의 기간은 일차 평가변수의 종류, 다음 단계 치료의 존재 여부 및 활성 정도, 진
행 이후의 예상 수명, 시험치료와 대조치료의 안전성 비교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되어
야 한다. 그러나, 시험 치료가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생존(OS)에 미치는 시험치료의 영향은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 만약 무진행 생존(PFS)에 대한 효과가 크고, 진행 이후에도 예상 생존기간이 긴
경우, 혹은 명백히 우월한 안전성을 보여주는 경우는 전체 생존(OS)의 정확한 측정이
허가승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무진행 생존(PFS)을 이차 평가변수
로 설정할 경우, 전체 생존(OS)에 대한 치료효과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
적이다.
만약 시험군에 비하여 대조군의 독성이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생각되면, 전체 생존
을 일차 평가변수로 설정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만약 입증된 다음 단계 의 치료

(OS)

방법이 없고, 질환 진행으로부터 사망에까지 이르는 시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전체 생존(OS)이 가장 적당한 평가변수로 간주된다 (이는 대체적으로 임상시험계획서
에 교차 치료가 예정되어 있어도 적용된다). 다른 평가변수가 환자의 이익을 적절히 찾
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선택한 평가변수의 타당함이 입증되어야 하며 학술적
조언을 받을 것이 권장된다. 만약 다음 단계의 치료법이 전체생존(OS)에 영향을 미쳐,
임상시험 치료의 전체 생존(OS)에 대한 영향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진행
생존(PFS)이 타당한 시험 평가변수가 될 수 있다. 유사하게, 시험 목적이 비열등성
을 증명하는 것이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다음 단계의 치료 방법이 있

(non-inferiority)

는 경우, 과거 자료(historical
있는 범위(non-inferiority

의 질이 충분히 높아 적절한 비열등 비교를 할 수

data)

margin)

가 확보된다면 무진행 생존(PFS)/무질병 생존(DFS)이

- 20 -

일차 평가변수로 선정될 수 있다.
무진행 생존(PFS)이 일차 평가변수인 경우에는 최대 종양반응 및 병의 진행을 판단함
에 있어 독립된 검토 및 확인(independent
response

and

progression)

review

and

confirmation

best

tumor

과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병이 진행될 때까지의 시간(TTP), 치료 실패까지의 시간(TTF) 또는
survival)

of

EFS(Event

free

등은 일차 평가변수로 사용하기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평가

변수를 사용할 경우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수행 전 식약처와의 사전 협의가 권
장된다.
임상시험 시작 시점에서 종양 관련 증상을 지니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증상
조절이 항암 활성과 연관되어 있다면 증상 조절 여부가 유효한 치료 활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또한, 시험이 적절한 이중 맹검 상태에서 시행되고 다른 비뚤림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조건하에서 기존에 많은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서는
증상의 조절이 시험의 일차 평가변수가 될 수 있다. 몇몇 경우 증상이 동반된 종양 진
행까지의 시간(time

to

symptomatic

tumour

progression)

역시 환자 유익성에 대한 적

절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종양 반응과 연관된 상황들, 예를 들어 사지 보존 수술

(limb-saving

surgery)

등이 적

절한 환자 유익성 평가의 일차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임상 시험
의 주요 목적인 치료 전략의 전체적 성공에 대한 초점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특정 부위 혹은 특정 원인과 관련된 사건(event)들의 분석은 피해야 한다.
객관적반응률(ORR)은 추가적인 근거 없이는 확증적 임상 시험의 일차 평가변수로 받
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골수 이식을 목표로 하는 급성 백혈병 환자의 경
우, 성공적 골수이식에 관한 자료(백혈병 없는 생존,

leukemia-free

survival

등)를 뒷받

침하는 경우에 한하여 완전반응(CR)이 적절한 일차 평가변수가 될 수 있다.
종양 크기와의 연관성이 확실히 입증된 종양 표지자(예: 다발성 골수종과

는

M-component)

다른 종양 크기의 지표들과 함께 총체적 종양 반응/진행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
나, 새로운 계열의 물질에 대해서는 그 표지자가 종양 크기 측정의 적절한 지표이며,
평가에 이용 시 비뚤림이 발생하지 않음(예를 들어 종양 표지자의 선택적 억제에 의한
현상이 아님)을 입증하여야한다.
시험약 사용 중에 종양 진행이 발생한 경우, 이후 최초 투여된 치료제들은 반드시 기
록되어야하고 가능하다면 그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도 기록하도록 한다. 병의 진행 이
후 환자들에게 추가된 치료가 향후 후기 사건(event)들에 대해 미치는 추정 효과도 시
험보고서에 기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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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이차 평가변수 및 탐색적 분석

전체 생존(OS)이나 무진행 생존(PFS) 중 어느 것이 일차 평가변수이든 간에 객관적
반응률(ORR)과 특정 기간(예

3

개월)의 종양 반응 안정화 비율은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

다. 이중 맹검시험, 특히 고식적 요법(palliative

setting)

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

는 측정방법을 이용한 증상 조절 및 삶의 질 평가가 유용할 수 있다. 임상시험계획서
에 따라 시작시점에서 측정하는 다른 공변량

(covariates)

중, 문헌에서 관련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평가항목이 있다면 그러한 변수들이 임상 시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되어야 한다.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탐색적 시험 결과에서 밝혀진 경우, 표
적 발현의 다형성(polymorphism
(tumor mutation)

for

target

expression)

혹은 특정 종양의 돌연변이

의 중요성 등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1.4. 대조 요법

대조 요법의 선정은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현존하는 최고의 입증된
available,

evidence-based)

(best

치료 방법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종양 평가 시점을 통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유사한 주기 길이를 가진 치료 요법들을 비교하
도록 한다. 현존하는 최고의 입증된 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무작위 시험을 통해 확신할
만한 좋은 유익성-위험성(benefit-risk) 성향이 입증되어 허가 받은(licensed) 요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소한 증명된 다른 치료 방법보다 동등
이상의 장점을 갖고 있어야 함을 말한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선호되는
(standards)

표준

치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우월성 검증 시험(시험요법 대 대

조요법)에서는 대조요법이 근거가 충분한 치료법이기만 하면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문
제가 되지 않는다.

Add-on studies

대조요법+시험요법 대 대조요법)는 지역에 따라 선

(

호하는 몇몇 개의 대조치료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경우 타당한 임상적/약리학
적 근거가 필요하며 식약처와의 협의가 권장된다.
대부분의 진행된 질병의 경우 치료 지속 기간은 질병 진행시까지, 또는 허용 불가능한
독성/내약성이 나타나는 시점까지로 한다. 그러나 몇몇 치료 분야에 있어서는 실제 임
상 현황을 바탕으로 고정 주기 수만큼 투여하는 것이 인정될 수도 있다. 활성을 가진
대조군과의 비교 임상시험에서는 치료 기간이 비슷하면 평가가 더 적절해질 수 있으므
로, 치료기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
다.
만약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 유익성-위험성 관계 상 유익함이 입증된 치료법이 없는
경우,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요법 중 잘 정립되고 양호한 안전성을 가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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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대조 치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요법들(최적의 지지 치료,

BSC

.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선별된 몇몇 치료

포함 가능) 중에서 연구자가

최선의 선택”으로 결정한

“

요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조군에 포함되는 치료법의 결과를 총괄
한 것(pooled

results)

보다 우월한 유효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 입증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은 환자가 이미 다수의 요법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질환이 덜 진행된 환자들에서 적절하게 수행된 무작위
배정 시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승인 신청을 하고, 다수요법에 실패한
경험 있는 환자에서 시행된 최적의 지지요법/연구자의 최선의 선택(=last

등과 비

line)

교한 무작위 배정 임상 시험 자료로 뒷받침 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다.
최적지지요법 혹은 활성 기존 치료에 위약을 추가해 대조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핵심
임상시험(pivotal

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유의성을 갖기 위

study)

해서는, 이상반응에 의한 맹검 해제가 빈번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적지지요법 혹은
선택한 활성 기존 치료가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위약 추가 방
법(placebo

은 일반적으로 비뚤림을 줄이고 증상 조절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성

add-on)

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
허가 관점에서 보면, 비열등성 시험 결과는 대조 요법에 대한 기존의 시험 자료들을
근거로 비열등성 범위(non-inferiority

를 적절히 정의할 수 있을 때만 인정할

margin)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료들로부터 대조 치료법이 생존상의 이익 등을 보이는 경우
라도 그 신뢰 구간이 지나치게 넓어 의미가 없다면(null) 신뢰할 만한 비열등성 구간을
설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약처와의 상의가 고려되어야 한다.
1.4.1. 단일 요법과 복합 요법

시험약이 단일 제제로 사용되거나, 혹은 복합 요법으로 사용될지라도 시험 요법은
현존하는 가장 적절한 요법과 비교되어야 한다.
만약 시험약

A

를 기존 요법인

B

에 추가할 경우,

AB

대

B

비교 시AB의 우월성과 유익

성-위험성에 대하여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우월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doseintensity)

B

의 용량 강도

와 유익성-위험성에 관련된 가용한 자료에 근거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만

약 독성에있어 주요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대부분의 경우 생존 이득을 보일
수 있도록 임상시험을 계획하는 것이 추천된다.
대체 시험(substitution
A

로 대체하고,

BC

대

의 경우, 예를 들어 기존 요법의

study)
BA

의 비열등성 입증이 목적인 경우에는

기여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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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약물

BC

를시험약

C

의 활성에 대한

BC

C

의

드물게는 완전히 새로운 조합인

AB

가 대조요법과 비교 시험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새로운요법(AB)이 비임상시험 및 제

1/2

상 임상시험의 자료를 근거로 설명되어야 한

다.
1.5. 약제 내성 조절제, 방사선/화학요법 감작제 및 화학요법 보호제

원칙적으로 약제내성 조절제 및 방사선/화학요법 감작제에 해당하는 시험약(A)에 대
한 확증적 임상시험 디자인은 기존에 확립된 요법인

B

보다

AB

가 항암 활성 및 유익성

위험성 성향에서 유익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약동학적 상호작용 또는 항암활성과 관련

-

없는 약력학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경우, 유사한 독성 수준에서
위해

AB

의 병용요법 중

B

(B

와

B

를 비교하기

의 용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약동학적 상

호작용과 관련된 전체 효과들이
화 없는 경우)

AB

B

의 혈중 농도 변화에 따라 측정된다면(즉, 분포에 변

의 노출 정도가 유사한 시점에서)

AB

대

B

를 비교하기 위하여

B

에

대한 용량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다.

화학요법보호제의 경우, 정상 조직이 종양 조직에 비해 독성으로부터 더 보호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세포독성 화합물의 경우, 용량과 관련된 효과의
차이보다는 용량과 관련된 독성의 차이를 관찰하는 것이 용이하다. 화학요법 보호제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항암 활성의 감소 없이 정상 세포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짐을
입증하기 위하여, 항암 활성과 관련된 측정 항목에 대해 좁은 신뢰성 구간을 설정한
대규모의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안전성이 개선되고 동시에 항암활성에 대하
여 비열등하다는 가설을 입증할 공동 일차 평가변수들이 필요하다. 몇몇 경우 시험군
에 투여하는 세포독성 화합물의 용량을 증가시켰을 때 독성증가 없이 항암활성이 증강
됨을 입증함으로써 조직 보호의 차이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더 쉬운 방법일 수 있
다.
그러나 약동학적 상호작용이 없고, 화학요법보호제가 종양과 상호작용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종양 보호에 대한 공식적인 비열등성의 입증 대신 독성 감소만을 입증하는
것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식약처와의 협의가 권장된다.
1.6. 선행화학요법/수술후 보조화학요법

선행화학요법의 목적에는 전반적인 치료 결과 개선과 장기 보존(더 보존적인 수술)
등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장기 보존이 주요 목적이라면, 최소 비열등한 무질병 생존/무
진행 생존(DFS/PFS)이 입증되어야 한다.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의 경우처럼 흔히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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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주기 수가 투여된다. 시험의 목적에 따라서는 지정된 치료 기간 이후 종양 축소가
관찰되지 않을 경우 치료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보조요법의 경우 무질병 생존(DFS)에 대한 영향은 각 환자 개인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보조요법의 사용이 재발 시 선택할 수 있는 치료 요법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전체 생
존(OS) 자료가 보고되어야 한다. 유방암이나 대장암의 경우처럼 보조요법이 확립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무질병 생존(DFS) 및 가용한 안전성과 생존 자료에 근거해서 유익성위험성 결과가 유효하다고 생각되면, 허가를 취득한 후에 추가로 완전한 생존 자료를
보고할 수 있다. 독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몇몇 경우 에는 전체 생존(OS)에
대한 유익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
1.7. 종양 예방

이에 대한 허가 경험은 제한적이나, 개념적으로는 보조요법 상태와 유사하다. 그러므
로 관찰된 종양 발생 위험의 감소가 예방 요법의 부작용을 상회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종양 발생 위험이 있는 대상군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종양 예방이 변경된 생물학
적 양상을 나타내는 종양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생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시험 계획 시에는 식약처와의 협의가 권장된다.

2. 방법론적 고려사항
흔히 하나의 적응증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개의 임상 시험이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하나의 핵심 임상시험을 근거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표준적으로 적용되
는 통계학적 유의성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초과하는 을 입증하는 수준의 유효성 입증
이 필요하다. 이 사항은 비열등

(non-inferiority)

시험이나 최적의 지지요법

(BSC)/

연구

자의 최적의 선택과 비교할 때 특히 중요하다. 다른 적응증에 대해 시행된 확증적 임
상시험으로부터 얻어진 보조적 증거들이 평가에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
다. 이러한 시험들의 보조 자료로서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 결과들
이 새로운 적응증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2.1. 중간 분석

중간 결과 분석은 임상III상 시험에서 흔히 실시되지만, 무익성(futility) 또는 차이의
발견으로 인한 조기 종료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만약 장기간 시험에서 기대되는 사
건 수의 대부분이 관찰되었고, 차이가 나타났다면, 이러한 상황은 이 임상시험이 충분
히 완성도(mature)가 있고 훨씬 더 긴 관찰기간을 갖더라도 시험 결과가 바뀌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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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시사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좀 덜 완성된 자료로부터 얻어진 중간 분석을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시험의 계획 단계에서 치료 효과를 너무 낮게
예상한 경우, 전체 생존기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너무 일찍 증명되어버
리면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병의 진행 례를 기준으로 중간 분석을 시행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2.2. 사건까지의 시간 분석과 치료반응/병의 진행의 분석

무진행생존/무질병생존(PFS/DFS)이 일차 평가변수인 임상시험에서는 영상 기법이나
시험 방문에 관한 균형유지와 시험계획서에 정해진 일정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며 위
반사항은 보고되어야 한다. 계획된 종양평가 일정(scheduled

tumor

assesments)

중간에

사건(event)들이 발견되면 가능한 효과들을 검토하기 위한 감수성 분석(sensitivity
수행이 권장된다.

analyses)

상기(2.2.2 시간 관련 결과변수가 포함된 탐색적 시험)에서 논의되었듯이, 주로 종양을
줄이는 물질과 주로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간의 무진행생존(PFS)에 관하여 비교하는 경
우, 병의 진행시점에서의 종양 크기에 있어서는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유리하다. 현
재까지는 객관적반응율(ORR)과 무진행생존(PFS) 간의 결과에 있어서 명백히 불일치하
고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전체생존(OS)과 같은 다른
평가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시험치료와 대조치료 간에 작용 기전의 차이가 있으면 종양 크기(tumor

burden)

및 항

종양활성의 측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다룬 치료 초기의 종양
부종(early

제라도 표준적인 계측법
study)

이 한 가지 예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언

tumor swelling)

(RECIST,

을 변형할 필요가 있는데, 핵심 연구(pivotal

WHO)

가 시작되기 전에 식약처와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마찬가지로, 종양 측정 기술

이 독립적 판단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식약처와 가능한 다른 방법에 대해 논의하
는 것이 권장된다.
2.3. 시간-고정 평가변수 (Fixed-time endpoint)

공개 임상 시험이고, 반복적으로 평가된 무진행 생존/무질병 생존(PFS/DFS) 대신,
정해진 시점에서 사건의 발생이 없는(event-free) 환자들의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우월성
시험에서는 유효성 을 평가하기 위한 일차 지표로서 어느 정도 장점이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병의 진행 례의 예상 분포에 대해 어느 정도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병의 진
행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신뢰성 있게 정의할 수 있다면 정해진 시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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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 판단의 대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 만약 시험 물질의 치료효과가 과거의 시험에
서 관찰된 것과 다른 경우, 어느 할 시점에서의 분석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작은 치료
이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방법은 각 치료군 간 사건 발생까지의 시간 분포의 차
를 찾아내는 감수성은 감소시키지만,

발견 비뚤림(detection

“

bias)”

에 대한 여지가 적

고 자원의 낭비 및 빈번한 영상기법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준다. 이 경우

“

발견 비뚤

림”은 연구자 및 환자가 임상 증후 및 증상을 해석하는 차이와 진단행위를 해야하는지
의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차 평가변수로 무진행 생존/무질병생존
(PFS/DFS)

역시 고전적인 사건 발생까지의 시간(TTE(time

to

event))

분석 항목으로 제

시되어야 하고, 이는 임상 현장에서 시행되는 종양진행의 평가에 근거하여야 한다.
2.4. 비열등성 시험

시험군과 대조군에서의 유사한 활성을 가정하는 비열등성 시험의 평가에서는 차이를
검출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이는 시작 시점에서 나쁜 예후 인자 (예를 들어 나쁜 수행
능력, 병발 질환 등과 같은)를 갖고 있는 환자들을 제외한 소집단(subgroup) 분석에 대
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환자들에서는 치료 방법 간의 활성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찾아내기 더 어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per

protocol

분석도 시험 계획서의 위반, 순응도 문제 등이 차이를 검출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
이 없도록 잘 정의되어야 한다.
2.5. 치료 결과에 따른 환자군 간의 분석

치료 결과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여 사건 발생까지의 시간(TTE) 변수 (전체 생존(OS)
혹은 무진행 생존(PFS) 등)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종양 반응, 용량 강도(dose
intensity),

독성 혹은 순응도 등의 결과들은 치료, 환자, 종양 간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

므로 치료 자체의 효과는 따로 떼어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성으로 인해 용
량을 감량하였음에도 명백하게 생존이 향상되거나, 반응이 있는 환자에서 생존이 향상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어떤 예상치못한 결과들은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예상치 못
했던 결과들을 찾아내는 것이 이와 같은 탐색적 분석을 시행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서로 다른 치료를 받는 환자 군간에 반응 지속 기간을 비교하는 것은 유용한 자료로
간주된다.
반응지속기간은 각 시험군에 대한 신뢰구간과 함께 보고되어야 하나, 이 비교는 무작위
배정군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각 군간의 통계학적 유의성에 대한 분석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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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작은 인구집단 및 매우 드문 종양에 대한 시험

종양의 표현형이나 표적물질 발현과 관련한 제한점으로 인하여 종양 자체가 드물거
나 적응증이 매우 협소한 경우가 있다. 이 때는 항종양 활성의 차이를 검출하기 위한
적절한 규모의 무작위배정 시험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환자 수를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어떤 경우에는 소규모, 무작위배정, 대조군 비교 임상 시험이 가장 최선책이지만,
다른 경우에는 환자 내 종양진행까지의 시간(TTP) 분석 (또는 무작위 대조군 비교와의
동시 진행)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직전 치료 요법의 종양진행까
지의 시간(TTP)TTP을 시험약의

TTP

종양진행까지의 시간(TTP)과 비교한다.

유익성-위험성 관련 기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해결책이 없으므로, 식약처와
의 협의가 권장된다.
2.7. 외부 대조군의 사용

외부 대조군(문헌 상 대조군 포함)은

“

비뚤림(bias)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치

료효과가 현저하고 질병의 일반적인 경과를 충분히 예측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
도록 제한한다. 현저한 효과는 암 치료 분야에서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나, 그러한 효
과가 종종 발견된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특히 고도로 숙련된 관찰자에게 잘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무작위배정, 대조군 비교 시험을 통한 전향적 확증 시험은 연구
자, 환자 및 윤리위원회가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

3. 특수 인구군
3.1. 고령자 및 허약 환자군

많은 적응증에 있어 고령자들은 환자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이러한 환자
군이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몇몇 화합
물은 저하된 장기의 기능에 대해 감수성이 낮은 등 약동학적 특성 때문에 특히 고령자
치료에 적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 권장된다.
이러한 경우 중 일부에서는 적절한 대조 요법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무진
행 생존/전체 생존(PFS/OS) 이외의 다른 측정 지표가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
려져 있다. 이러한 경우 개발 계획에 대해 식약처와의 협의가 권장된다.
고령 여부와 별개로 명백히 수행능력이 나쁜 허약한 환자군은 전형적인 확증 시험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는 취약군이다. 허가 관점에서는 이러한 환자군에서의 임상 시험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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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별

몇몇 종양 및/또는 치료 요법의 경우 성별에 따른 항암 활성 간 차이가 보고된 바
있다. 성별에 따른 치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는 그 점이 시험 디자인
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실제 질병의 유병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의뢰자
는 성별에 따른 소그룹(subgroup) 분석(효과 및 안전성)을 실시하도록 권장된다.
3.3. 장기 기능이 저하된 환자

간기능 부전 환자에 대한 임상 시험은 거의 요구되지 않으나, 간전이가 있는 환자들은
정상적으로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간에 의해 대사되는 화합물들의 경우
효소 수치, 빌리루빈치 증가 등과 약물 노출 정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적절한 약동학
시험이 권장된다.
종양 치료의 뒷 단계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화합물의 경우 이전의 화학요법/방사선
요법으로 인해 골수이 저하된 환자에서 용량 감소의 필요성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악성 복수 및 다른 내강(third

의 병변을 지닌 환자에 대한 약동학을 포함한 탐

space)

색 시험이 권장된다.
적절하다면 신기능 손상의 영향에 대해 연구하여야 한다.
목표 적응증에 비추어 타당하다면, 상기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시판 허가 후 시행 될
수 있다.

4. 안전성
표준적인 이상반응 보고 외에도 항구토제나 성장인자(growth

factors)

의 사용 등 예

방적 수단의 효과가 서술되어야 한다. 급성, 아급성 및 지연 독성도 기술되어야 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안전성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체 임상 시험 프로그램에서 별
도로 요약, 제시되어야한다.
흔한 이상반응의 경우 치료 주기(첫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와 관련된 안전성이 중
요하다. 마찬가지로 오심, 구토 또는 혈구감소증 등과 같은 이상반응의 발생 시점과 지
속 기간 역시 보고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약물유전학(pharmacogenomics)을 이용하여 심각한 독성의 위험도가 증가
하는 환자군을 찾아낼 수 있다.
축적 독성은 항상 조사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이차 종양 발생에 대한 조사는 시판
후 약물감시 활동

(post

licensing

pharmacovigilance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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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에 지속적으로

activities)

Ⅳ. 항암제 허가를 위한 고려사항
치료적 탐색 임상 시험 결과, 현존하는 치료를 능가하여 환자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이익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적 확증 임상 시험을 종양 반응율 등과 같은 대리
결과 변수를 이용한 임상 시험으로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시판 후 장기 생
존율 등의 최종 임상적 결과 변수를 이용한 치료적 확증 임상 시험 자료 제출을 조건
으로 하여 추후 임상적 유용성 및

상 임상 시험 성적을 토대로 한 승인의 타당성을

2

검증 받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자 수가 많은 암종(예 위암, 비소세포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에 대
해 품목 허가를 위하여

상 시험으로 무작위 비교 시험이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인

3

식하여야 하고, 상기의 암종이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신청 효능효과의 대
상 환자가 현저하게 한정된 경우와 치료적확증임상시험으로 현존하는 치료를 능가한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심장혈관 질환에서의 혈압 또는 콜레스테롤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대리 평
가변수들인 반면, 항암제의 대리평가변수들은 상대적으로 잘 확립되어있지 않다. 또한
의뢰자들이 실질적인 임상 유익성을 입증하고 기술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후 시판 후 임상시험이 임상 유용성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신청자가 필요한
시험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은 신속한 절차 하에서 허가사항 조정 혹은 퇴출될
수 있다.
사용한 대조약물이 확립된 치료법인 경우, 비열등성 시험으로 충분하다. 확립된 치료법
은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치료법으로 정의한다. 확립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을 대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우월함을 보여주는 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비열등성 디자인은 의미있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은 환자를 요구되
며, 비열등성 시험의 디자인, 수행, 및 분석의 어려움 등 복잡한 이슈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열등성 시험을 디자인하는 의뢰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기 협의를 권고한
다. 단일 비열등성 시험은 의약품의 허가를 위한 유효성의 충분한 증거를 거의 제공하
지 않는다.
국내 항암제는
수 있어,

3

상 임상시험 성적을 제출을 조건으로

상 임상시험으로 승인을 얻을

2

상임상 시험성적으로 승인을 얻은 것이나, 또는

3

여 기 조건부가 삭제된 품목과 차별을 두어
용상의 주의사항에 두고 있으나,

3

3

상 임상시험 성적을 제출하

상 임상시험성적 유무에 대한 정보를 사

3

상 임상시험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임상적 유

․효과에 이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항

용성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아직 없으므로 효능

암제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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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력

연번

제·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내용

1

B1-2006-2-001

2006.01.

제정

2

B1-2015-2-017

2015.12.

가이드라인 명칭변경, 법적효력 문구 통일,
양식표준화, 연락처 현행화

항암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발

행

일

2015

년

발

행

인

손 여 원

편집위원장

이 선 희

편 집 위 원

(

12

월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한의식, 김소희, 윤경은, 엄정윤, 박소라, 전설희, 김미지
발

행

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 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