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규제 동향 브리프는?
1. 이 동향 브리프는 식약처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 제작한 것이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과제
<의약품 주요국(유럽)의 주기적 규제·산업 동향 분석 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습니다.
2. 이 동향 브리프는 유럽·일본 의약품 안전관리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식약처의 현안 과제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동향 브리프에는 특정 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작성된 기획 원고와 최근 의약품 규제소식(동향
단신)을 담았으며, 모든 원고는 이 브리프를 위해 최초로 작성되었습니다.
4. 기획 원고의 본문은 모두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고, 서론 및 시사점은 본문의 내용과
관련한 연구진의 소견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5. 동향 단신은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를 요약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 각 원고의 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원고별 참고자료 또는 출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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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의 소아용 의약품 연구개발과 허가 지원
‐ 2007년 유럽에서 발효된 Paediatric Regulation은 소아용 의약품의 연구개발과 허가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의약품 제조업체가 EMA와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을 동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의 의무와 보상은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나 소아질환
치료를 목표로 하는 소아용 의약품 개발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1. 들어가며
 2007년 유럽에서는 Paediatric Regulation, Regulation((EC) No 1901/2006)이

발효되고

Paediatric

Committee가

만들어져

소아

임상연구계획(paediatric

investigation plans, PIP)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제공하였다.
- Paediatric Regulation이 발효되기 전 유럽에서 허가된 많은 의약품이 소아에서 적절히

연구되거나 허가되지 않아 아이에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1980년대까지 윤리적인 이유로 소아를 임상 연구에서 배제하였으며,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 과정은 소아용 의약품 개발과정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Paediatric Regulation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소아에 특정적인 치료 니즈에 대한

의약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소아용 의약품 개발과 시판에 대한 의무,
보상,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양질의 윤리적인
연구를 거쳤는지, 소아에게 적절히 허가되었는지, 소아 인구집단의 다양한 소집단에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 규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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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ediatric Regulation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소아용 의약품(paediatric medicines)을 개발할 수 있는 양질의 연구를 권장하고

가능하도록 한다.
-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이 연령에 적절한 제형과 제제로 사용이 허가되는

것을 보장한다.
-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양질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킨다.
 이 글은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을 중심으로 EMA의 소아 대상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허가

지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소아 임상연구계획(paediatric investigation plan, PIP)
 Paediatric Regulation은 의약품 제조업체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소아 임상연구계획

(PIP)에 대해 EMA와 동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대상
 2008년 7월 26일 이전에 EU에서 허가되지 않았던 의약품에 대해 EMA에 시판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동의된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의

연구결과

또는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의 연기‧면제에 대한 사항을 허가 신청 자료에 포함해야 한다.
기허가제품의 적응증, 제형, 투여경로 추가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네릭, 하이브리드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잘 확립된 활성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은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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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임상연구계획(PIP) 연기와 면제
 소아용의약품위원회(Paediatric Committee, 이하 PDCO)는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연기를 승인하여 허가 신청자가 소아에서 의약품 개발을 연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이 성인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까지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이 연기된다.
 어린이에게 효과적이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의약품, 기존 치료법에 비해 치료적 편익이

뚜렷하지 않은 의약품, 성인에게만 사용되는 의약품은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이
면제된다.
- 2007-2016년 EMA는 몇몇 약효군과 486개 제품에 대해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을

면제하였다.
- EMA는 2015년 작용기전의 측면에서 약효군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면제 결정을

검토하고 약효군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다.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결과 제출
 소아 대상 연구 결과가 제출될 경우 임상적 개요(clinical overview)에 제품 정보 변경을

지지하는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이 완료되고 모든
연구결과에 접근이 가능하면 생성된 자료가 소아 적응증을 지지하는지 또는 지지하지
않는 지를 명백하게 논의해야 한다.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관련 보상(reward)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규정을 수행한 경우 추가 보호 증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1)가 6개월 연장된다(SPC reward). 2016년 말까지 40개 이상의
의약품이 SPC 보상을 받았다.
 희귀의약품이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규정을 수행한 경우 희귀의약품법에 의한 시장

1) SPC는 기본 특허의 존재와 연결된 자체적인 독특한 권리로 특허 소유자에게 상업적으로 특허를 이용할 수 없는 시판허가
를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보상을 제공한다.(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State of Paediatric Medicines in the EU- 10 Years of the EU Paediatric Regulation. 2017,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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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 10년에 2년이 추가 된다.(orphan reward) 2014년에 처음으로 orphan
reward가 부여되었고 2016년 말까지 7개 제품이 orphan reward를 받았다. SPC
reward는 다양한 치료적 적응증에 걸쳐 특정 화합물의 전체 제품군을 보호하고, orphan
reward는 희귀질환 사용에 국한되기 때문에 몇몇 사례에서 SPC reward를 받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을 철회하였다.
 소아를 대상으로

특별히 개발된 약(PUMA 승인)은 10년의 자료보호‧시장독점

(data/market protection) 기간이 제공된다.
paediatric use marketing authorisation (PUMA)
Paediatric Regulation 제 30조에 소아 사용 시판 허가(paediatric use marketing authorisation, PUMA)가
규정되어 있다. PUMA는 기존 특허만료(off-patent) 화합물에서의 연구를 촉진하고 알려진 허가외 사용(off-label
use)을 시판 허가를 통해 더 안전하고 더 좋게 프레임된 허가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UMA 승인을 받으면 제조업체에게 허가 후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10년의 시장보호기간이
제공된다. 2006-2017년 3건의 PUMA가 승인되었다.

3. Paediatric Regulation의 성과
State of Paediatric Medicines in the EU- 10 Years of the EU Paediatric Regulation.
(2017), 2007-2016년
 2017년 유럽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제시한 Paediatric Regulation의 주요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2007-2016년 소아에게 사용되는 260개 이상의 의약품이 신약 허가와 적응증 추가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동의된 소아 임상연구계획(PIP)는 1000건 이상으로
131건이 2016년 말에 완료되었다.
 Paediatric Regulation에 규정된 의무와 보상이 소아용 의약품 개발로 포커스를

전환하기 위해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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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ediatric Regulation은 안전하고 윤리적인 경우에만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에 포함된 모든 조치 또는 일부 조치의 시작 또는 종료를 연기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아 연구의 지연된 종료가 소아용 의약품의 시기적절한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동의된 소아 임상연구계획(PIP)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치료영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감염병(12%),
두드러지게

종양학(10%),
나타나지는

내분비질환/대사질환(9%)이

않았다.

그러나

완료된

소아

많았으나

특정

영역이

임상연구계획(PIP)에서는

면역/류마티스 분야(14%), 감염병(14%), 심혈관계 질환(10%), 백신(10%), 종양학과
내분비질환/대사질환(7%) 순이었다.
 동의되고 완료된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이 소아의 질병부담과 일치하지 않았고 소아용

의약품 개발이 성인용 의약품 개발에 종종 영향을 받았다. 소아용 종양학은 발전이
불충분한 대표적인 소아 니즈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소아에 대한 연구와 소아 적응증이 있는 신약 수가 증가하였으나 몇몇 치료분야에

집중되었다. 어린이보다 성인에 연구 우선순위가 있는 분야가 포함되어 Paediatric
Regulation이 성인 환자와 소아 환자의 니즈가 중첩되는 분야에서 가장 잘 작동된 것으로
평가된다.
- 소아용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뚜렷하게 개선된 치료영역은 류마티스 질환과

감염병이었다.
- 2형 당뇨병 치료제는 성인 환자는 많으나 소아 환자는 적어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연구에 등록될 수 있는 소아 환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연구 수행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Paediatric Regulation은 전반적인 신약 개발에 소아용 의약품 개발을 결합시키는

데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제약회사가 특정 소아질환에 대해 어린이만을 위한
의약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데에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았다.
②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의 비용과 효과
 Paediatric Regulation은 제약회사에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소아 연구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동시에 보상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소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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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최종적으로 해당 화합물의 소아 사용을 지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약회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07-2016년 평가에서 모든 회사가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보상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된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의 55%만이 보상을 받았으며 대부분이 SPC
연장에 해당되었다. SPC 연장은 종종 가장 가치 있는 보상으로 간주되었다.
- SPC 보상의 금전적 가치는 SPC 보호기간에 발생하는 제품의 수익에 따라 다르며 성인

대상 사용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에 대해 제네릭 경쟁이 지연된다.
 소아용 의약품 연구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R&D 투자는 일자리 창출, 여러 분야의 성장과

혁신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2017-2021년 현황
 동의된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건수는 2017년 86건에서 2019년 95건, 2020년 141건,

2021년 14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면제 건수 또한 2017년 83건에서 2019년 117건,
2020년 122건, 2021년 118건으로 증가하였다.(그림 1)
 2021년 동의된 141건의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중 항종양 의약품이 18건,

Immunology-rheumatology

transplantation이

15건,

백신이

12건이었으며

항종양의약품은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면제건수도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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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승인 현황(2017 ~ 2021)

자료: EMA(2022). EMA Annual Report 2021.

4. 소아용의약품위원회(Paediatric Committee, PDCO)의 2022년
활동 계획
치료영역 전략 개발
 특정 치료영역 또는 소아용 개발에 대한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의 접근방법에 대한

전략을 정의하기 위해 Multi-stakeholder paediatric oncology strategy forum에
참석하며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모델 개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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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용 근거
 실사용 근거가 소아용 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확인하고 실사용 근거의 유용성을 평가하며 단계별 연구방법을 개발한다.
임상시험촉진그룹(Clinical Trials Facilitation Group, CTFG)과 협력
 EMA/EC 활동계획에 따라 PDCO와 임상시험촉진그룹(CFTG)의 의견 교환을 강화하고

상호작용 절차를 확립한다. joint adolescent-adult early phase clinical trials 기준을
개선한다.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연구에 대한 CHMP 절차 모니터링
 더 조직적인 참여를 위해 현재 접근법을 검토하고 PDCO rapporteurs가 관련 절차를

따르고 소아 데이터 평가시 확인된 이슈에 대해 PDCO/CHMP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파트너 및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작용을 늘리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PDCO 미팅 시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PDCO 관련 주제에 대한 HTA 기관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

5. 시사점
 어린이의 질병 치료를 개선하고 의약품의 허가 외 적응증 사용 등을 줄이고자 유럽에서는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제도를 통해 소아용 의약품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에게 의약품이 사용되기 전에 제품의 질, 안전성, 효능에 대한 근거가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Paediatric Regulation에서는 소아 임상연구계획(PIP)의 운영, 연기, 면제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EMA와 PDCO에 부여하고 있으며 소아 임상연구계획(PIP) 시행 후
어린이를 포함한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소아용 의약품의 접근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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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 실제 소아 임상시험의 참가자 모집이 어렵고 치료제가 없는 미충족 의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병원이 설립되는 등 소아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아용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유도하는 유럽의
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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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의 프라임제도와
PMDA의 사키가케 지정의 성과
‐ 지난 5년간(2016. 3. ~ 2021. 6.) 95개 제품이 EMA의 PRIME(PRIority MEdicines) 품목으로
승인되었고 이 중 18개 의약품이 EU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EMA는 PRIME 품목에 대해 신속하
게 연구 개발과 시판허가 심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미충족 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개선되었
다고 평가하였다.
‐ 사키가케 지정제도가 도입된 5년간(2015. 4. ~ 2020. 8.) 25개 의약품과 12개 재생의료 등 제품이
사키가케 품목으로 지정되었고 이 중 8개 의약품과 2개 재생의료 등 제품이 일본에서 허가되었다. 항
암제, 신경질환 치료제 등 일부 약효군에 편중된 경향이 있으나 7개 품목이 활성신물질(NAS)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

1. 들어가며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U, 미국, 일본의 의약품 규제기관은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허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RIME(PRIority MEdicines)은 EMA에서 의학적 미충족을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사키가케 지정(Sakigake Designation)은
혁신적인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PMDA에서 2015년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 EMA는 치료제가 없는 환자에게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의약품 또는 기존 치료법보다

주요한 치료학적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PRIME(PRIority MEdicines)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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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키가케 지정(Sakigake Designation)은 우선 심사 지정제도라고도 하며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개발되고 현저한 효과가 기대되는 의약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약품 허가에
대한 상담‧심사를 제공한다.
 이 글은 혁신적인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허가를 지원하는 EMA의 PRIME 제도와 일본

사키가케 지정(Sakigake Designation)을 통해 허가된 의약품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2. EMA의 PRIME(PRIority MEdcines)제도의 성과
 PRIME(PRIority Medcines) 제도는 2016년 3월 시작되었으며 환자의 뚜렷한 미충족

의료 해결을 위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조기에 과학적 규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MA는 올 해 PRIME(PRIority Medcines) 제도의 5년간(2016. 3. 1. ~ 2021.
6. 30.) 성과를 평가하는 보고서2)를 발표하였다.

제도 개요
 PRIME(PRIority MEdicines) 제도는 미충족 의료 해결에 유망한 신약들이 신속하게

연구‧개발되어 의약품 시판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EMA가 지원하는 것이다.
PRIME(PRIority MEdicines) 제품으로 지정되면 시판허가 신청 시 신속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PRIME(PRIority MEdicines)으로 지정되면 EMA는 인체용의약품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CHMP) 또는 첨단치료위원회(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CAT)에서 rapporteur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판 허가 신청 전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구축되도록 돕는다.
- EMA는 의약품 개발자와 CHMP/CAT rapporteur, 다학제 전문가들과의 시작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의약품 개발 계획과 규제적 전략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 EMA에서의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2) EMA(2022). PRIME: Analysis of the first 5 years’ experience findings, learnings and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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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단계에서 과학적 조언을 제공한다.

PRIME(PRIority MEdicines) 승인
 5년 간 95개 제품이 PRIME(PRIority MEdicines)으로 승인되었다. 이 중 44개 품목이

첨단의료제품(advanced therapy), 25개 품목이 생물학적 제제, 22개 품목이
화학의약품, 4개 품목이 면역학적 제제였다. 56%가 희귀의약품이었다.
 PRIME(PRIority MEdicines) 승인률은 2016년 21%, 2017년 21%, 2018년 25%,

2019년 30%, 2020년 29%, 2021년 24%로 평균 25%였다.
 2021년 12월 학계 주도로 개발된 의약품이 처음으로 PRIME(PRIority MEdicines)

승인을 받았으며 이 의약품은 2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림프모구백혈병(lymphoblastic leukemia)을 치료하는 ATMP였다.

[그림 1] PRIME(PRIority MEdicines) 승인 현황(2016. 3. 1. ~ 2021. 6. 30.)

자료: EMA(2022). PRIME: Analysis of the first 5 years’ experience Findings, learnings and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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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PRIority MEdicines) 승인 품목의 시판 허가
 2016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PRIME(PRIority MEdicines) 승인을 받은 95개 제품

중 18개 의약품이 EU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 이 중 10개 품목이 조건부
시판허가(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 CMA)로 허가를 받았고 7개 품목은
첨단 치료 의약품(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TMPs)이었다. 89%가
신속심사로 허가를 받았다.
 시판 허가를 받은 18개 PRIME(PRIority MEdicines) 의약품 중 16개 의약품(89%)가

희귀의약품이었으며, 3개 중 1개 품목이 중소기업(SMEs)에 의해 개발되었다.
- 18개 의약품 중 7개 품목이 항종양제였고 3개 품목이 신경계 질환 의약품이었다.
 PRIME(PRIority MEdicines) 승인 품목은 시판허가까지의 기간이 단축되어 필요한

환자가 조기에 의약품에 접근하는데 기여하였다.
- PRIME(PRIority MEdicines) 품목은 EMA 허가기간 중 허가신청자가 EMA의 질문에

대답하는데 필요한 시간(clock-stop)이 일관되게 단축되었고 이는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PRIME(PRIority MEdicines) 승인이 시판 허가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가속평가 대상이나 PRIME(PRIority MEdicines) 승인을 받지 않은 23개 제품과
PRIME(PRIority MEdicines) 승인을 받은 16개 제품을 비교하였을 때 활동 평가기간은
166일로 차이가 없었으나 clock-stop 시간은 PRIME(PRIority MEdicines) 지정
제품이 평균 49일 더 짧았다. (그림 2)
- PRIME 혜택을 받고 허가를 받은 7개 선진치료제(ATMPs)는 2020년 모든 신약보다 활성

평가기간이 더 짧았다.
 과학적 조언에 대한 순응, 가속화된 평가 유지, 긍정적인 시판허가 절차 성과 간 상관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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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RIME(PRIority MEdicines) 승인 품목과 가속평가 품목의 평가 기간 비교

자료: EMA(2022). PRIME: Analysis of the first 5 years’ experience Findings, learnings and recommendations.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과 미충족 의료에서의 진전
 PRIME(PRIority MEdicines)을 통한 의약품 규제기관과 의약품 개발업체와의 향상된

상호작용은 복잡한 제품 개발과 소규모 데이터 세트에 의존하는 허가 신청에 특히
유용하였다.
- 첨단 치료 의약품(ATMPs)과 희귀의약품의 상당수는 소규모 데이터에 근거하여

허가되었는데, 7개의 첨단 치료 의약품(ATMPs) PRIME(PRIority MEdicines) 품목의
평균 평가기간이 2020년 신약의 평균 평가기간보다 더 짧았다.
 PRIME(PRIority MEdicines) 승인 품목에 CAR T-cell 치료법, one-time curative

유전자 치료제(gene therapies), 희귀질환 치료제, 에볼라 백신 등 혁신적인 기술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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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MDA의 사키가케 지정(Sakigake Designation)의 성과3)
제도 개요
 이미 승인된 약물과 다른 작용 기전으로 중증 질환에 매우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의약품으로 일본에서 조기 개발된 의약품을 사키가케(Sakigake) 품목으로 지정한다.
 PMDA에서 우선 시험 상담과 종합 평가 상담, 우선 심사를 제공한다. 또한 PMDA에서

지정하는 심사 파트너가 품목 개발을 지원한다.
사키가케 지정(Sakigake Designation)과 시판 허가
 사키가케 지정제도가 도입된 2015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64개 품목(의약품 200개

품목, 재생의료 등 제품 64개 품목)이 사키가케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25개 의약품과 12개
재생의료 등 제품이 사키가케제도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사키가케제도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25개 의약품 중 8개 의약품과 12개 재생의료 등 제품

중 2개 재생의료 등 제품이 일본에서 허가되었다.
- 의약품은 6개 품목이 활성신물질(viltolarsen, baloxavir marboxi, gilteritinib

fumarat, borofalan, tepotinib hydrochloride hydrate, entrectinib)이었으며, 1개
품목(tafamidis meglumine)이 적응증/용량 추가, 1개 품목(sirolimus)이 투여경로
추가에 해당하였다.
- 2개 재생의료 등 제품은 human autologous bone marrow-derived mesenchymal

stem cells(STR01)과 onasemnogene abeparvovec이었다.
- 7개 품목이 활성신물질(NAS)로 세계 최초 시판 허가를 받았다.
- 4개 품목이 일본에서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고 7개 품목이 일본과 미국/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3) 2015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사키가케 지정 품목의 성과를 분석한 PMDA의 Tanaka 등의 논문(2021)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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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개 사키가케(Sakigake) 지정 품목 중 28개 품목(75.7%)은 스폰서가 일본에 있었고,

지정 후 시판 허가를 받은 10개 품목 중 7개 품목의 스폰서가 일본에 있었다.
 사키가케(Sakigake) 지정 품목과 허가 품목의 약효군은 [그림 3]과 같다. 사키가케

지정품목의 40.5%가 항종양제, 24.3%가 신경질환 치료제, 10.8%가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이었고 허가받은 품목 또한 항종양제가 40.0%, 신경질환 치료제가 30.0%였다.
[그림 3] 일본 사키가케 지정품목과 허가 품목의 약효군
사키가케 지정품목

허가 품목

자료: Tanaka M, Idei M, Sakaguchi H, Kato R, Sato D, Sawanobori K, Kawarasaki S, Hata T, Yoshizaki A,
Nakamura M, Ikuma M.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Sakigake designation system in Japan. Br
J Clin Pharmacol. 2021 Oct;87(10):4027-4035. doi: 10.1111/bcp.14807.

사키가케(Sakigake) 지정 품목의 BTD, PRIME 지정
 37개 사키가케(Sakigake) 지정 품목 중 8개 품목이 미국의 Breatkthrough

Therapy(BTD) 또는 PRIME(PRIority MEdicines)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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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키가케(Sakigake) 지정 품목 중 Breatkthrough Therapy(BTD) 또는 PRIME(PRIority MEdicines)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사키가케
(Sakigake)
지정일

종류

제품명

스폰서

적응증

BTD,
PRIME
지정

시판 허가
여부

2017/04/21

의약품

Olipudase alfa
(genetic
recombination

Sanofi

Acid
sphingomyelinase
deficiency

BTD,
PRIME

개발 중

Biogen

Treatment and
prevention of
Alzheimer's
disease

PRIME
(철회)

시판허가
취소
(2019
/09/19)

Pfizer

Transthyretin
cardiac
amyloidosis

BTD

시판허가
(2019
/03/26)

Merck
biophar
ma

Unresectable
advanced or
recurrent
MET exon 14
skipping
mutationpositive
non-small cell lung
cancer

BTD

Daiichi
Sankyo

Previously treated
HER2-positive
unresectable
advanced or
recurrent gastric
cancer

BTD

개발 중

Chugai

NTRK fusion gene
positive advanced
or recurrent solid
tumours

BTD,
PRIME

시판허가
(2019
/06/18)

2017/04/21

의약품

2018/03/27

의약품

2018/03/27

의약품

Aducanumab

Tafamidis
meglumine
/Vyndaqel
Tepotinib
hydrochloride
hydrate/
Tepmetko

시판허가
(2020
/03/25)

의약품

Trastuzumab
deruxtecan

2018/03/27

의약품

Entrectinib
/Rozlytrek

2018/03/27

재생
의료
제품

Onasemnogene
abeparvovec/
Zolgensma

Novartis

Spinal muscular
atrophy

BTD,
PRIME

시판허가
(2020
/03/19)

2019/04/08

의약품

TAK-925

Takeda

Narcolepsy

BTD

개발 중

2018/03/27

자료: Tanaka M, Idei M, Sakaguchi H, Kato R, Sato D, Sawanobori K, Kawarasaki S, Hata T, Yoshizaki A,
Nakamura M, Ikuma M. (2021).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the Sakigake designation system in
Japan. Br J Clin Pharmacol. 87(10), 4027-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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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EMA의 PRIME(PRIority MEdicines)제도와 PMDA의 사키가케(Sakigake) 지정제도는

유망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신속한 허가 심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미국의 Breatkthrough Therapy(BTD)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CAR T-cell 치료제,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 등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한 의약품이

PRIME(PRIority MEdicines)제도를 통해 EU에서 허가되었으며 일본의 사키가케
(Sakigake) 지정을 받은 7개 품목이 활성신물질(NAS)로 세계 최초 시판 허가를 받는 등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과 신약을 개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 EMA에서는 2022년 3월 PRIME 제도가 환자의 미충족 의료에 대한 신약 허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하였다.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새로운 의약품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EU와 일본의

유망한 의약품 연구개발에 대한 규제적 지원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과 함께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가 안전한 시판 후 사용과 미충족 의료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EMA. (2022). PRIME: Analysis of the first 5 years’ experience Findings, learnings
and recommendations.
EMA 홈페이지. PRIME enables earlier availability of life-changing medicines.
https://www.ema.europa.eu/en/news/prime-enables-earlier-availability-lif
e-changing-medicines (2022. 5. 23. 인출)
Hwang T. J., Ross J. S., Vokinger K. N., Kesselheim A. S. (2020). Association
between FDA and EMA expedited approval programs and therapeut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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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A의 임상시험의뢰자를 위한
임상시험 감독과 모니터링 가이던스
‐ 영국 MHRA는 GCP 지침의 부속 자료로 임상시험의뢰자가 해야 하는 임상시험 감독과 모니터링에
대한 가이던스(Guidance: Oversight and monitoring of investigational medical product
trials)를 발표하였다.
‐ MHRA는 이 지침의 발표를 통해 제약회사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감독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에 기반한 시험의뢰자와 시험책임자
의 임상시험 관리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임상시험 감독과 모니터링 전략의 중요한 요소
 모니터링은 임상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 절차의 세부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근거

문서와의 일관성과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점검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은
오랫동안 이용되어왔고, 자원이 많이 소요되지만, 감독과 모니터링의 핵심 목표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가 보장되고, 임상시험의 최종 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시험의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험 평가(risk assessment)에 기초하여 위험에

비례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대상자의 안전과 시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과 데이터를 확인하는 위험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전략과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기반 접근법은 ICH GCP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임상시험 의뢰자가 모니터링의 정도와 특성을 결정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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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


MRC/DHSC(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MHRA의 위험 적용 접근법에 따른 임상시험 분류
A= 표준 의료 (standard medical care) 위험 이하
B = 표준 의료 (standard medical care) 위험에 비해 다소 (somewhat) 높음



C = 표준 의료의 위험보다 현저히 높음 (markedly)
임상시험 계획서와 절차의 복잡성. (ex. 일부 임상시험에는 여러 가지 다른 객관적, 폭넓은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는 복잡한 임상시험 계획이 있을 수 있음)



임상의 신규성 (novelty) (ex. 방법/장비의 사용)



평가지표 측정(endpoint measurement) (ex. 실험실 기반인 경우 컴퓨터로 지표를 수집 또는 전송가능)



규모, 다기관 (multicentre), 다국적 (multinational), 피험자 수, 데이터의 수량



취약한 (vulnerable) 피험자(ex. 부모, 보호자, 법적 대리인이 관련된 피험자 동의 절차)



시험관 및 현장직원 경력



전자 데이터 캡처 사용 여부 – 전자증례기록지(eCRF, electronic Case Report Form) 를 통해 누가 언제
데이터를 입력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감사 추적 (audit trail))



평가와 관련된 상업적 또는 학술적 계약 조직의 활용



증례기록지 이용의 복잡성과 용이성



모니터링요원, 시험자, 연구팀에 대한 교육



중앙 모니터링 방식(central monitoring approaches)의 유형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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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 Oversight(감독): 임상시험의뢰자(이하 시험의뢰자, 예를 들어 제약회사가 이에 해당함)가 시험책임자나
CRO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 임상시험계획서(protocol),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s: CRFs), 표준업무절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s), 분석계획, 데이터 관리 계획
등을 문서와 수행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뢰자가 승인해야 함
- Monitoring(모니터링): 의뢰자는 임상시험이 규정과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해야 함. 질 관리를 위한 시험기관의 현장 모니터링 방문은 중요하며, ICH GCP에도 규정됨
- Audit(점검): 임상시험 감독이나 모니터링 활동에서 발견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례에 기반하여
평가함. 점검은 모니터링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고, 프로토콜/모니터링계획/SOP에 제시된 대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함.

2. 임상시험 감독과 모니터링 전략의 문서화
 위험 평가는 임상시험 위험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문서화하는 일이고,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임상시험의뢰자가 결정한다.
모니터링 전략에 요구되는 문서


표준업무절차서 (SOP)



데이터 관리 계획



임상시험 계획서 (protocol)



데이터 유효성 검사 계획



모니터링 계획



의학적 모니터링 계획



위원회 규정 (committee charters)



약물 감시 (pharmacovigilance) 계획

 감독 및 모니터링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와 이를 설명하는 문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한다. 다른 국가의 CRO에게 임상시험의뢰자의 권한과 의사결정을 위임할
때, 문서는 일의 일관성을 지켜준다. 수탁 기관들이 이러한 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및 절차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문서에 대한 검토는 의뢰자 조직(sponsor organization) 내에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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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수행해야 하며, 다른 영역에서 작성된 여러 문서가 있는 경우에는 일관성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상시험

수행

및

모니터링을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설명하는
committee,

추가적인

문서를

REC)에

보낼

MHRA
필요는

또는
없지만

시험계획서는 GCP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여러 개의 다기관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필요한 문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수의 다기관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요구되는 문서


임상 결과에 대한 신뢰성, 피험자의 안전, 권리 및 임상시험 관련 법률 준수 등에 대한 위험 평가의 근거



비상업적 임상시험책임자와 공급업체(vendors) 등의 업무 분담



모니터링 유형(중앙 통제(central), 원격/현장)



표준업무절차서 및 문서 서식(template)



모니터링 전략을 구현하는 문서들에 대한 교차 참조(cross-refrences) (예: 의료 모니터링 계획, 안전 계획,
데이터 관리 계획, 헌장 위원회 등)



시험기관 평가(site assessment) 및 시작 절차(initiation procedures)



직원, 임상시험의뢰자(sponsor), CRO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점검, 데이터 관리 등의 교육



모니터링 활동 빈도(예: 현장 방문, 데이터베이스 질문 보고서 (database interrogation reports))



공급업체 및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자원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최대 시험기관 수



시험기관 방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검토할 데이터(근거자료 검증(SDV, Source Data Verification))



데이터 유효성 검증(Data validation specifications)



데이터 수집 및 전송 방법



컴퓨터 시스템 검증/연구 설계에 대한 검증 – 데이터 전송, eCRF, IRT 사용 등



중앙 통제 실험실(central laboratories), 전문가 서비스(영상, ECGs 등)의 사용과 모니터링 절차



비맹검(unblinded) 모니터링 및 검토자(reviewer)에 대한 고려 사항(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책임자가 모니터링에 실제로 참여하는지 여부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non-compliance) 임상시험에 대한 해결과 이에 대한 기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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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와 보조 부서(ancillary department) 파일에 대한 관리



상위단계 점검요구(Escalation)에 대한 절차:
- 점검을 위해 시험기관 모니터링 방문 또는 중앙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경우
- 중앙(central) 및 시험기관 모니터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공급 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임상시험용 의약품(IMP, Investigational Medicinal Product) 및 보조 자재,
협력업체(subcontractors), 자격(QP, Qualified Person) 인증 등



심각한 이상반응(SAE, Serious Adverse Event) 보고 절차가 포함된 관련 모니터링



이상반응(AE, Adverse Event) 및 심각한 이상반응(SAE, Serious Adverse Event) 에 대한 검토, 신호 감지
(signal detection), 의료 모니터링



쿼리(query) 관리: 데이터 관리 활동, 시험기관 모니터링, 의학적 모니터링에 대한 프로토콜 쿼리, 임상시험용
의약품(운송 기준 온도 이탈 관리 포함)



모니터링에 대한 문서화 및 검토: 보고서 유형(모니터링 방문 보고서, 중앙 모니터링 지표, 통계 모니터링 등),
보고서 형식, 보고서 검토 책임, 보고서 준비 및 검토 일정



검토자의 역할과 절차, 데이터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의 관리



중간 분석(interim analysis) 절차(데이터 수집, 분석 및 보고)



임상시험의뢰자, 임상시험 등록파일(TMF, Trial Master File) 관리



규제와 연구윤리위원회(REC, Regulatory and research ethic committee)의 승인, 조항수정, 긴급시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한 보고 및 평가



계약 및 보험에 대한 검토 및 유지 관리



점검 계획



무작위화(randomisation) 절차 점검

 모니터링은 임상시험계획서상 절차(예: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구성) 및 표준 운영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는 문서화 되고,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임상시험의 질(quality)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작성된 모든 문서는
유지‧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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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과 모니터링 전략의 적용
 감독과 모니터링 전략의 적용은 임상시험의 위험 평가에 근거하여 분류된 유형 A/B/C와

임상시험별 특이적인 위험 평가(trial specific risk assessment)에 기반하여 수행된다.
 이외에도 시험기관의 규정 준수에 대한 정보 또는 임상시험 외부의 데이터나 정보(예: 새

법률) 등을 반영하여 유연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모니터링/관리/방문의 강도가 초기에는 높으나 준수가 확인되면 낮춤
- 새로운 임상시험기관인 경우 다른 시험기관에 비해 높은 강도의 모니터링 실시
- 중앙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현장의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예: 심각한 위반(breach) 이

발생한 경우) 시험기관 방문
- 유형 A로 분류된 일부 시험에서는 시험의뢰자의 관리를 줄일 수 있음
 허가와 관련되지 않은, 작은 규모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인 경우 기관 방문이나 광범위한

중앙 모니터링을 요하지 않으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권고된다.
 모니터링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Type A(일반적인 임상 관행에 따라 기허가된 임상시험용약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취약한 피험자 또는 응급 연구(emergency research)를 수반하는 임상시험
- 약물동태학적 분석이 일차 지표이거나 중요한 목표인 임상시험
-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Type C에 해당하는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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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시험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위원회의 역할
 임상시험 수행 시 위험 평가에 기반하여 필요한 경우 위해 관리/모니터링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임상시험관리위원회(Trial Management Committee, TMC), 임상시험운영위원회(Trial

Steering Committee, TSC)는 지역, 국가, 글로벌 단위에서 설립될 수 있는데, 이
위원회들은 임상시험에 적절한 시스템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임상이 적절하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임상시험의 진행이 궤도에 올랐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데이터모니터링 위원회(data monitoring committee, DMC)는 독립심사위원회로서

정기적으로 안전성 자료를 검토하여 임상시험의 중단이나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시험기관 모니터링 방문
 가이던스에서는 시험책임자의 시험기관 방문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다양한 목적에 따른

시험기관 방문을 설명하고 있다. ICH GCP는 “일반적으로 시험 전, 시험 중, 시험 후 현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시험 현장 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시험 수행 중 확보된 정보를 통해 방문의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험에 대한 예방적 목적의 방문 평가가 필요할 경우 조기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 임상시험 시험기관 방문의 목적과 내용
목적
시험기관 평가 방문
연구 시작 방문

시험기관 모니터링 방문

주요 내용



시험기관이 시험수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방문
시험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전화 또는 화상 회의도 가능



시험기관의 연구팀이 임상시험 시작 전에 적절히 훈련 및 교육되었는지 입증하는 근
거 확인, 재교육 수단 확보



환자 의무 기록 검토를 통한 근거자료 검증, 원본 문서 존재와 품질 확인, 피험자 확인,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 확인
기관연구팀과 시험책임자의 만남을 통해 교육 및 동기부여
대면 인터뷰를 통해 시험기관의 실제 프로세스 확인
시설 및 장비 검토
임상시험 수행에서 시험자의 역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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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연구 종료 방문

주요 내용






시험기관 방문을 통해 품질 개선을 위한 사전 조치
임상시험용의약품 보관상태 및 필수 점검에 대한 책임 확인
시험기관 등록파일 검토 및 보관 시설 검토
신입 직원/시험자 멘토링
피험자에 대한 확인과 동의 절차 확인




모든 시험 문서 및 데이터의 보관, 시험 자료 및 시험용의약품의 반환 또는 손실 확인
필요한 모든 시험 데이터 및 문서의 수집 여부, 해결되지 않은 모니터링 문제 또는 데
이터 쿼리가 없는지 확인
이러한 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음



6. 임상시험의 중앙모니터링(central monitoring)
 임상시험의 중앙모니터링은 여러 임상시험기관의 다양한 부서에서 수행하는 여러

업무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임상시험의뢰자의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되거나 중요한 모든 의사소통은 감독과 모니터링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전화,
이메일 또는 서신을 문서화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는 시험자와의 정기적인 연락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임상시험기관으로부터 중앙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 환자 동의/자격 서류
- 상태 보고서(모집/철회 등)
- 자체 평가 조사지/체크리스트
- 약국 기록
 시험의뢰자는 맹검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중앙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모든 근거

문서들이 중앙으로 전달되고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규정과 시험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모든 증례기록서도 중앙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시험자는 원본 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인증된 복사본이 전달되도록 한다. 시험의뢰자가 근거 문서를 배타적으로 관리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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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원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
- 데이터 제출의 적시성
- 완료 시간을 조사하기 위한 증례기록서
- 데이터 쿼리 속도 및 응답
- 심각한 이상 반응 보고율
- 다른 데이터베이스(예: IRT, Central Labs) 및 다른 사이트의 데이터와의 비교
 시험자는 문서 또는 인증된 사본을 보관해야 하며, 시험의뢰자가 원본 문서에 대한 독점적

통제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데이터 유효성 검증은 문서화가 되어야 한다. 데이터 유효성 검증은 시험의 품질, 참가자의

안전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가 아닌 위험 평가로 확인된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에 중요한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위험에 비례한
근거자료 검증과 유사한 방식이다.
 중앙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중 확인된 문제 및 데이터 쿼리를 처리하기 위한 공식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며, 문제의 식별, 검토 및 토론, 후속 조치에 대해 생성된 근거의
보관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전략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문서화 해야 한다.

7. 통계적 모니터링
 통계적 모니터링은 중앙 모니터링의 한 방법으로 증례기록서의 임상 데이터에서 얻은

정보들을 통계적 방식 또는 모델링을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험기관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데이터 내에서 특이한 패턴/분산/분포를 식별하며
"이상치(outlier)"로 보이는 시험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통계적 모니터링은 다양한
변수의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하여 시험기관들을 식별할 수 있는 다변량 방법을 사용한다.
통계적 정보를 통해 현장 방문, 전화 통화, 교육 등과 같은 잠재적인 심층 모니터링 대상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통계적 모니터링의 결과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통계적
모니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는 아래와 같다.

29

─
M
H
R
A
의
임
상
시
험
의
뢰
자
를
위
한
임
상
시
험
감
독
과
모
니
터
링
가
이
던
스
─

유럽·일본 의약품 규제 동향 브리프
제7호 2022. 6.

통계적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지표


모집 비율



보고된 심각한 이상반응 보고율



스크린 실패율 (screen failure rates)



누락된 방문/데이터 수



환자의 임상시험 진행에 대한 증례기록서
제출/완료 시간



환자 드롭아웃



보고된 프로토콜/GCP 규정 미준수에 대한 수



증례기록서 – 방문 또는 예상 기간과 관련된
완료 시간에 대한 추적 정보표준업무절차서
(SOP)



쿼리 비율



쿼리에 대한 답변 시간과 주요 쿼리 갯수(현장
레벨)

통계 모니터링 사례 (Example of Statistical Monitoring)4)
 CluePoints의 SMART™ 엔진은 수집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참여한 시험기관들과는 상당히 다른 시험기관을 찾아내는 통계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다. 이 도구는 이상치(outlier)를 보이는 시험기관을 탐지하는 데는
강력하지만, 임상시험의 모든 사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인 문제를 탐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변량 접근 방식을 사용하며,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분석이 수행되어, 검정 결과로서 수천 개의 p-값을 생성한다(단일 p-값은 관측치가
우연에 의해 발생할 확률).
 점수화 알고리즘(scoring algorithm)을 통해 검정 결과를 이상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이나 데이터를 표시하는 요약 지표 또는 DIS(Data Inconsistency Score)로
제시한다. 계산된 모든 개별 p-값은 기관별 점수를 처리하고 그에 따라 모든 점수를
매기는 데 사용된다. 특정 기관에서의 DIS가 유의하게 나타날수록 해당 기관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자료원: Where Centralised Statistical Monitoring detected mis-calibrated thermometersin a clinical trial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
1044545/ Cluepoints_Example_1.pdf)
L. Desmet, D. Venet, E. Doffagne, T. Burzykowski, C. Legrand and M. Buyse Signal detection andpower
in central statistical monitoring of multicenter trials. Statist. Med. 2010; 00: 1-16.
D. Venet, E.Doffagne, T. Burzykowski, F. Beckers, Y. Tellier, E. Genevois-Marlin, U. Becker, V. Bee,
V.Wilson, C. Legrand and M. Buyse A statistical approach to central monitoring of data quality inclinical
trials. Clinical Trials 2012; 9: 7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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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참여하는 시험기관 수에 따라 이상치를 식별할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SMART™

엔진은 다중성을 고려한 조정 가능한 FDR(False Discovery Rate %)도 제공한다. FDR은
중심이 이상치가 아닐 때 이상치로 탐지될 확률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FDR이
작을수록 중앙이 정말로 이상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출력은 이상치를 보이는 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차트로 제시된다.

8. 규정 미준수(non-compliance)의 처리
 임상시험계획이나 GCP, 또는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문제의 식별, 평가 및 문서화에 대한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규정
미준수 사항은 MHRA에 보고해야 하며, 심각한 위반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현장 모니터링 강도/빈도 증가
- 시험의뢰자의 현장 방문, 감사 실시
- 규정 미준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긴급조치로 피험자 등록을 보류하거나 종료

9. 임상시험 자료 정확성 확보의 중요성
 개별 데이터의 정확성보다 중요한 것은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과 견고성이다. 관리,

모니터링 및 데이터 관리 활동은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에 중요한 자료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일차임상지표 또는 중요한 시험설계 요소(예를 들어
무작위화)에는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목표로 하고, 덜 중요한 영역에서는 오류에 대한
잠재적인 허용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권고된다.
 1차 임상지표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보고되지 않은 심각한 이상반응을 감지하기 위한 환자

기록 검토가 없었거나, 증례기록서에 제출된 데이터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같은 문제는 모든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며 어떠한 오류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모니터링 접근 방식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임상시험의 설계는 누락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의 영향을 줄이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은
검정력을 가진 큰 무작위 맹검 연구 결과는 오류와 누락이 발생하기 어렵고, 또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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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군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임상시험 데이터의 정확도와 임상시험의 적절한 수행 여부는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의

탐지, 오류에 대한 사후 수정, 오류의 사전 예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10. 근거자료 검증
 근거자료 검증은 임상시험 결과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모니터링이 근거자료의 100% 검증에 맞추어져 있다면
일반적으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시간이 거의 없으며, 모니터링의 초점이 좁다면 더 중요한
문제를 놓칠 수 있다. 위험 평가 및 시험계획서를 통해 핵심 데이터가 확인되어야 하며,
특정 시험기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근거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가 필요하다.
 표본검사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 검증된 표본이 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위단계에서의 감독이나 모니터링으로 전달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필요한 근거자료에 대한 검증절차는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업무절차서 또는 모니터링

전략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시험의뢰자가 시험자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시험과 그 자료 공유는 디지털 전환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서 근거자료

검증은 사용된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올바른 자료를 얻도록 보장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 검증에 더 중점을 두게 되며, 근거 문서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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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사점
 본 원고에서 소개한 임상시험의뢰자를 위한 감독 및 모니터링 가이던스의 발표는 영국의

MHRA가 2021-2023 사업 계획에서 발표했던 임상연구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국의 독자적인 임상연구 생태계 구축에 요구되는 임상연구
지원체계의 일환으로서 임상시험의뢰자에게도 임상시험 수행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단지 법령이나 GCP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닌, 가이던스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강화된 규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도 올해 2월 임상기관 실태조사 기본계획에서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정기

실태조사에서 위험도를 기반으로 점검하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활동을 위한 위험도 기반 관리는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 가이던스는
규제기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의뢰자(기업)의 임상시험 감독과 모니터링에도
위험평가에 근거한 관리 지침을 개발하여, 세부 활동 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참고자료
MHRA 홈페이지. Oversight and monitoring of investigational medical product
trial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versight-and-monitoring-o
f-investigational-medical-product-trials/oversight-and-monitoring-activiti
es (2022. 4. 28 인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시행 2009. 12. 2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009-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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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주요 바이오벤처기업 동향

‐ 유럽의 바이오벤처기업은 미국에 비해 활발하지는 않으나, 높은 기초 과학 역량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을 배출하고 있다.
‐ 유럽의 주요 바이오벤처 기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서, 이러한 기업들이 신약개발의 미래 모습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서론
유럽 바이오벤처 산업의 중요성
 유럽은 전통적으로 기초 과학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연구 및 산업 전문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바이오 산업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유럽에는 과학 및 임상 혁신을 소싱하고 개발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기관, 의료 센터 및 병원이 있다. 이 지역에는 세계 상위 50대 생명과학 대학
중 16개가 있으며 상위 10개 저널에 미국과 거의 같은 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미국
FDA에서 승인한 신약의 13%를 유럽 기업이 생산했으며 미국 기업은 78%를 담당했다.
 향후 세계 신약개발의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주요 바이오벤처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 방법
 유럽의 주요 바이오벤처기업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업가치가 높은 바이오벤처기업을

선정하였다. 바이오벤처기업은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거나, 총자산의 규모도 작은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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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시가 총액 기준 기업가치가 높은 바이오벤처기업 10개 사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의

설립과정과 사업 분야, 그리고 현재까지의 개발단계와 성과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표 1] 유럽의 주요 바이오벤처기업 (시가총액 상위 10위)
(단위:10억 달러)

순위

기업명

본사 소재

시가 총액

1

Genmab

덴마크

27.8

2

argenx

네덜란드

13.7

3

Ascendis Pharma

덴마크

8.5

4

CureVac

독일

5.5

5

CRISPR Therapeutucs

스위스

4.6

6

Idorsia

스위스

3.4

7

Exscientia

영국

2.4

8

ADC Therapeutics

스위스

2.3

9

Atai Lifesciences

독일

2.2

10

Nykode Therapeutics

노르웨이

1.9

주: 시가총액은 2021.11 기준
자료: Torreya Report (2021)

2. 유럽의 주요 바이오벤처기업
Genmab
 Genmab은 1999년 2월 미국 생명공학 기업 Medarex 社의 유럽 분사로 설립됐다.

덴마크 투자 회사 BankInvest는 초기 투자를 제공하여, BankInvest Biomedical 벤처
펀드의 전무이사였던 Florian Schönharting이 주도하여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Medarex와 마찬가지로 Genmab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개발을 중점 분야로 추진했다. 회사의 초기 R&D 위치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Utrecht
Science Park의 9층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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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mab은 많은 투자자, 특히 벤처 캐피털 회사를 끌어들였는데, 이 회사는 2000년

10월에 상장하여 2억 2,0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
 2008년에는 PDL BioPharma 社에서 미네소타 Brooklyn Park에 있는 22,000리터,

36에이커 규모의 항체 제조 공장을 구매했다. 그러나 회사는 여러 분기에서 재정적 문제에
봉착했고 Genmab이 해당 시설에서 개발 규모 배치를 생산하기 시작한 후인 2009년
말에 시설 매각을 결정했다. 2008년 전 세계에 금융 위기가 불어닥치며 시설의 매각조차
어려웠으며 결국 2013년이 되어서야 Baxter 社에 시설이 매각되었다. 이후 Genmab은
제조와 임상시험 수행 모두를 완전히 아웃소싱 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의 첫 번째 제품인 Arzerra(ofatumumab)는 2009년 난치성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로 미국 시장에 출시됐다. 그 외에도 다수의 임상 개발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다.
 2021년 기준 12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 이 회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두고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미국 프린스턴, 일본 도쿄에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argenx
 argenx는 2008년 네덜란드 브레다에서 Sanofi 社의 자회사인 Ablynx 社의 기술개발과

사업개발 임원이었던 Hans J. W. de Haard, Torsten Dreier와 Tim van
Hauwer-meiren가 공동 창업하였다. Hans de Haard와 Torsten Dreier는 항체
플랫폼과

항체기반

약물의

전문가로

Ablynx에서

개발한

항체기술

플랫폼인

NANOBODY 기술개발에 관여했다. 대부분의 항체는 하나의 표적에만 결합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은 기존 항체의 1/10 크기로 종양과 면역세포의 여러 부위에 부착하여 두 종류의
세포 사이에 다리를 만들 수 있다.
 자가 면역 질환과 암의 면역학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시작한 argenx는 2009년 SIMPLE

Antibody platform의 작동을 위해 주요 생명과학 투자자들의 신디케이트로부터
1,36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였다.
 2021년 12월, 첫 번째 제품인 VYVGART(Efgartigimod)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이

약물은 중증 근무력증(MG), 천포창(PV), 면역 혈소판 감소증(ITP), 만성 염증성 탈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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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신경병증(CIDP)을 포함한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서 평가되고 있다.
 argenx와 Janssen 社는 2018년에 Cusatuzumab을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과

골수형성이상 증후군(MDS)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최대 16억 달러 규모의 제휴 및
라이선싱 계약을 시작했다. 계약 조건에 따라 argenx는 선급금 3억 달러와 2억 달러의
지분 투자, 2,5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받았으나, 2021년 협력 계약은 중단되었다.
 argenx는 Euronext Brussels(브뤼셀 증권거래소) 및 미국 NASDAQ에 상장되어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및 프랑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argenx는 모든
지역에 총 186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2021년 7,721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Ascendis Pharma
 Ascendis Pharma는 2007년, LifeCycle Pharma, ProFound Pharma, Novo

Nordisk 등의 바이오 제약 기업의 CEO 및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던 Jan Møller
Mikkelsen에 의해 환자와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바이오제약 회사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TransCon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를 겪는 희귀

질환자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TransCon은 ‘Transient
Conjugation’을 의미하며 이 플랫폼은 효능, 안전성 및 투여 빈도를 포함한 치료 효과를
잠재적으로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치료법을 만드는 기술이다.
 2007년 12월, Sofinnova Partners(프랑스) 社와 Gilde Healthcare Partners(네덜란드)

社가 공동 주도했으며 Zweite TechnoStart Ventures Fonds GmbH & Co.
KG(독일)가 참여한 1,760만 유로의 시리즈 A 파이낸싱을 통해 개발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5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2018년 이 회사는 중국에서 TransCon 제품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Vivo capital 社와

50:50으로 합작투자를 진행해 VISEN Pharmaceuticals 社를 설립하였다.
 주요 개발제품인 Lonapegsomatropin은 충분한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는(성장

호르몬 결핍증) 3~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약물이다. 2019년 10월,
EMA에서 희귀의약품 판정을 받았으며, 2021년 FDA에서 SKYTROFA란 이름으로 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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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았다.
 현재 내분비학 희귀질환 제품 후보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양학을 두 번째

중점 치료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 회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두고 독일 하이델베르그와 베를린,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와 레드우드 시티, 뉴저지 프린스턴에 분사가 있다. 총 700여 명의 직원이 있으며,
2021년 기준 78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CureVac
 CureVac은 2000년에 mRNA백신 초기 기술 개발로 유명한 Ingmar Hoerr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는 독일 튀빙겐 대학교 연구실 동료들인 Günther Jung, Hans-Georg
Rammensee와 함께 CureVac을 시작했다.
 Dievini Hopp Biotech 社는 CureVac의 장기 투자자이며, 2015년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CureVac의 독점 mRN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예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약 5,2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IAVI(International AIDS Vaccine Initiative)와 협력 관계를 맺고, AIDS 백신 개발을
가속화 했다.
 Tesla 社의 CEO Elon Musk는 Tesla와 CureVac이 COVID-19 백신 후보 제조를 위한

휴대용 RNA 마이크로팩토리를 생산하기로 2020년 7월 합의했다. CureVac은
바이오프린터가 약 2주 이내에 10만 회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 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를 출원했다.
 CureVac과 GSK는 2020년부터 전염병에 대한 다양한 mRNA 백신과 여러 질병에 대한

차세대 복합주사를 생산하기 위해 협력하는 중이며, 현재 1세대 COVID-19 백신보다
효과가 크고 단점을 보완한 2세대 COVID-19 mRNA 백신 후보 CV2CoV를 공동으로
개발 중이다. 동물실험에서는 CV2CoV의 면역원성이 최대 1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시작으로 2022년 백신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CureVac은 2020년 8월 나스닥에 상장되었으며, 2020년 기준 4억 8,9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는 프랑크푸르트, 튀빙겐, 보스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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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900명이다.

CRISPR Therapeutics
 CRISPR Therapeutics는 2012년 CRISPR 유전자 편집 개발 및 기술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Emmanuelle Charpentier 등이 설립한 스위스 추크에 본사를 둔 스위스-미국
생명공학 회사로 주력 개발제품은 변형 유전자 기반 의약품이다.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Emmanuelle Charpentier는 2020년 CRISPR 유전자 편집 개발

및 기술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이 기술은 CRISPR/Cas9이라고 불리며, 이는 DNA를
정확하게 절단한 다음 자연적인 DNA 복구 과정으로 유전자가 편집되도록 한다. CRISPR
Therapeutics는 이 신기술을 상업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6년 나스닥에 상장한 CRISPR Therapeutics는 2014년 Versant Ventures 社의

2,500만 달러 투자를 시작으로 시리즈 A에 대해서는 Versant, Celgene 등으로부터
6,000만 달러를 확보했다. 시리즈 B에 대해서는 Bayer, Franklin Templeton
등으로부터 6,700만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총 1억 2,700만 달러의 자금을 마련했다.
 CRISPR Therapeutics는 2016년 8월 Bayer 社와 혈액 장애, 실명 및 심장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CRISPR/Cas9 기반 획기적인 치료제의 발견, 개발 및 상용화에
중점을 둔 합작법인인 Casebia Therapeutics 社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Casebia
Therapeutics는 혈우병, 안과 및 자가면역 질환의 파이프라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Vertex Pharmaceuticals 社와 공동으로 개발한 CTX001은 2020년 5월

FDA로부터 수혈 의존성 베타 지중해빈혈에 대해, EMA로부터 겸상적혈구병 및 수혈 의존
베타 지중해빈혈에 대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2021년 기준 수익은 약 9억 1,400만 달러, 자산은 약 11억 6,000만 달러이다. 회사는

추크 본사를 필두로 R&D를 운영하는 케임브리지와 샌프란시스코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약 3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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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rsia
 Idorsia는 2017년 1월 Johnson & Johnson이 Actelion 社를 인수하면서 신약 개발 및

초기 임상 개발 부서에서 분사된 바이오 제약 회사이다. Actelion의 설립자 Jean-Paul과
Martine Clozel이 스위스 알슈빌의 Actelion 본사 바로 건너편에서 Idorsia를 시작했다.
 Idorsia는 Actelion의 compounds collection으로부터 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진 약물을

탐색한다. 지금까지 표적이 되지 않은 단백질을 포함하며, 인공지능과 같이 신기술을
이용해 신약 개발에 접근하는 것 또한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다.
 회사의 첫 번째 상용화 제품인 PIVLAZ(Clazosentan)은 일본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PIVLAZ는 뇌혈관 경련의 근본 원인을 표적으로 하는 Selective endothelin 수용체
길항제로 관련 뇌경색 및 뇌허혈 증상의 예방에 사용된다.
 미국과 EU에서 각각 2022년 1월, 5월에 처음으로 승인된 약물로 불면증 치료제

QUVIVIQ(Daridorexant)이 있다. QUVIVIQ은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의 약물이다.
 이외에도 파브리병, 루푸스병, 폭식증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해 총 11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상 1~3상이 진행 중이다(2022년 1월 기준). 2021년 기준 700만
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였으며, 총직원 수는 1,200명을 웃돈다. 흑자 전환 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한다.

Exscientia
 2012년 7월 영국 던디 대학교 Andrew Hopkins 교수는 Nature 紙에서 발표한

‘인공지능을 사용한 자동화된 약물 설계 연구’를 기반으로 Exscientia를 설립했다.
 Exscientia가 개발한 저분자 화합물 발굴을 위한 AI 기반 플랫폼 CENTAUR

CHEMIST™는 First-in-class 약물 발굴과 Best-in-class 약물 발굴에 서로 다른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데. First-in-class 약물은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규모
데이터(small data)를 활용한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이미
많은 정보가 있는 Best-in-class 약물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해 리스크가 적은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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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safety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약물 발견 및 개발 시간을 약 70%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Exscientia는 이를 통해 25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했다. 이들의 성과는 전임상 약물
발견 단계를 가속화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2017년 처음으로 Evotec 社로부터 1,8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A에 대한 투자를

유치했다. 2019년 1월 시리즈 B에 대해서는 Celegene, Evotec, GT Healthcare
Capital Partners로부터 2,600만 달러를, 2020년 5월 시리즈 C에 대해서는
Bristol-Mayers Squibb, Novo Holdings 등으로부터 6,0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2021년에는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으로부터 코로나 및 전염 가능성이 있는
신종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한 3,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2020년 1월, 일본의 Sumitomo Dainippon Pharma 社와 제휴하여 개발한 강박증

치료제 후보물질 DSP-1181은 AI-designed 분자 최초로 임상시험에 진입했다. 후보물질
탐색에 소요된 시간은 12개월 미만으로, 기존엔 5년가량 걸리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본사는 영국 Oxford에 있으며 미국 마이애미, 오스트리아 비엔나, 일본 오사카 등에

지사를 두고 있다. 최근 매출액은 2020년 1,310만 달러에서 2021년 3,700만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총직원은 170여 명이다.

ADC Therapeutics
 ADC Therapeutics는 2011년 스위스 로잔에서 Chris Martin이 Spirogen 社의

분사로서 설립했다. 총직원 수는 약 310여 명으로, 런던(R&D), 뉴저지(임상 및 상업),
샌프란시스코 베이(CMC)에 지사가 있다. 2020년 5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회사명의 ADC는 항체 약물 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를 의미하며, ADC

연구를 통해 혈액암 및 고형 종양 치료제를 개발한다.
 회사의 주력 제품인 재발성 또는 불응성 확산성 대형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제인

ZYNLONTA®는 2020년 11월 BLA가 승인, 우선 심사에 선정되었다. 2021년 4월 FDA
시판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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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지킨 림프종 치료제 후보물질인 Camidanlumab Tesirine의 2상 시험에서 12개월

환자 추적이 완료되었고, BLA 제출을 위해 FDA와의 미팅을 계획 중이다.
 2022년 1월, 일본에서 ZYNLONTA®를 개발 및 상용화하기 위해 Mitsubishi Tanabe

Pharma 社와 3,000만 달러의 선급금과 최대 2억 5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조건으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제품 출시 시 순 매출을 기준으로 약 10 % 후반~20 %
초반대의 비율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ADC Therapeutics는 2022년 5월 ZYNLONTA® 출시 이후 2021년 한 해 동안

3,390만 달러의 순 매출을 기록했다. 2019년의 수익이 234만 달러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성장했다.

Atai Life sciences
 Atai Life sciences는 2018년 독일에서 설립된 생명공학 스타트업이다. 창립자인

Christian Angermayer는 기업가 및 투자자로, 2003년 상장된 US SPAC Alnylam과
합병한 Ribopharma를 공동 설립했으며, 수많은 성공적인 회사를 설립, 공동 설립 및
투자했으며 50건 이상의 성공적인 IPO 및 M&A 거래에 참여했다.
 Atai Life sciences는 Nimble Ventures로부터 360만 달러의 초기 자금 조달을 통해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환각 요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점
기술을 활용하여 약물 발견을 가속화하고, 빅데이터 접근 방식으로 기존 분자를
재배치하며, 디지털 치료제로 환자 결과를 개선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을 구축하였다.
 주로 독버섯에 추출한 실리시빈(psilocybin), LSD 및 MDMA 유도체를 이용해 중독 및

우울, 불안장애, 조현병, 외상성 뇌 손상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Atai Life sciences는 2021년 6월에 IPO되었으며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총 4번의 투자를

받았는데, 4번째 투자에서 1억 5,7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였다.
 주요 제품 후보인 PCN-101/R-ketamine이 2021년 9월 임상 2상에 진입했는데, 이

약물은 Perception Neuroscience에서 치료 저항성 우울증(TRD)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설치류에 대한 전임상연구에 따르면, R-케타민이 S-케타민보다 더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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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강력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의 뉴욕, 샌디에고에 분사가 있다. 직원 수는

100명 미만이며, 2020년까지는 매출이 없었고, 2021년 매출은 200만 달러이다.

Nykode Therapeutics
 Nykode Therapeutics는 200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회사로, 초기 사명은

Vaccibody였다. 회사의 설립자 Bjarne Bogen은 DNA 백신, 자가면역 질환 및 암
면역학에 관해 연구하는 의사였다. 그는 University of Oslo에서 감염성 질환 및 여러
암에 대한 전임상 DNA 백신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백신 분자(vaccibody)를 개발,
2019년에는 특허까지 신청했다. 이를 기점으로 동료들과 Vaccibody를 설립했다.
2021년 5월 Euronext Growth에 상장했다.
 2012년 11월, 노르웨이연구위원회로부터 2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받아 새로운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의 개발에 착수했다. 후보물질명은 VB.10.16으로, 2019년 2월
발표된 임상 2상 결과에 따르면 VB.10.16와 PD-1억제제 atezolizumab 병용요법을
사용했을 때 객관적 완화율(ORR)은 21%이고 질병통제율(DCR)은 64%이다.
 2020년 10월, Roche의 자회사 Genentech 社에게 신생항원 항암백신에 대한 독점적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의 Vaccibody는 계약금 2억 달러와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 5억 1,500만 달러를 확보했다. 출시 후 로열티는 별도이며 후기임상, 제조,
상업화 활동에 따른 모든 비용은 Genentech이 부담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Regeneron 社와 암 및 감염병 백신 개발에 대한 라이선스 및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사명을 Nykode Therapeutics로 변경했다. 두 회사의 협력은 5개의 개별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며 3개는 암, 2개는 전염병에 관한 연구이다.
 총영업이익은 2020년 2억 1,570만 달러에서 2021년 3,580만 달러로 감소했지만,

총자산은 2020년 2억 3,000만 달러에서 2021년 2억 6,560만 달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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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결론
 유럽의 기업가치 상위 10대 바이오벤처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적으로는 스위스가

3개로 가장 많고, 덴마크와 독일이 각각 2개이다.
 설립 시기는 2010년대 이후가 5개 회사로 상당수의 회사가 약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 상위 바이오벤처기업의 창업자 유형은 대학교수 창업이 4개로 가장 많고, 기존

바이오기업에서 분사(spin-off) 되어 나온 경우도 3개나 되었다.
 기술분야는 항체 관련 분야, RNA/DNA 백신 등이 많았으며, 이미 시판단계에 이른

기업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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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럽 주요 바이오벤처기업의 현황
순위

기업명

본사 소재

설립

창업자
유형

기술
분야

개발
단계

1

Genmab

덴마크

1999

바이오텍
분사

항체치료제

시판
(2009년)

2

argenx

네덜란드

2008

기업연구원
창업

항체치료제

시판
(2021년)

3

Ascendis Pharma

덴마크

2007

기업경영인
창업

내분비계 희귀질환

시판
(2021년)

4

CureVac

독일

2000

대학교수
창업

mRNA백신

임상3상

5

CRISPR
Therapeutucs

스위스

2012

대학교수
창업

CRISPR
유전자편집

임상 중

6

Idorsia

스위스

2017

바이오텍
분사

희귀질환

시판
(2022년)

7

Exscientia

영국

2012

대학교수
창업

인공지능
신약탐색

임상1상

8

ADC
Therapeutics

스위스

2011

바이오텍
분사

Antibody-Drug
Conjugate

시판
(2021년)

9

Atai Lifesciences

독일

2018

투자자
창업

정신질환

임상2상

10

Nykode
Therapeutics

노르웨이

2007

대학교수
창업

DNA 백신

임상2상

자료: 각사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시사점
 최근 바이오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신기술의 등장으로 신약개발에 있어서, 대기업 뿐 만

아니라 바이오벤처기업의 역할이 증가되었다.
 유럽의 주요 바이오벤처기업들은 항체 관련 분야, RNA/DNA 백신 등을 시판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신약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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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약품 규제 소식 •

유럽의 최근 의약품 규제 소식
◇ EMA, 박테리아 감염 치료를 위한 인체용 의약품 평가에 대한 최종
개정지침 발표
 EMA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대한 세계적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박테리아 감염 치료를 위한

인체용 의약품 평가’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 의제인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이하
AMR)’은 인체와 동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유럽연합(EU)에서만 연간 33,000명이
사망하는 질환으로, 연간 15억 유로 상당의 의료비용과 생산성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MA는 현재 치료법이 없는 다제내성 박테리아 감염 환자를 위한 새로운 의약품 및 치료법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AMR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MR 방지를 위해 EU,
미국, 일본은 여러 규제기관의 근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임상시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각국의
데이터 요건을 최대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개정된 지침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 충족되지 않은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권장되는 항생제 임상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 요로감염 및 임질 치료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한 지침
- 제품 특성 요약에 미생물 및 임상적 효능 데이터 표시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
 지침은 소아 세균 감염 치료의 의약품 승인을 위해 필요한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내용의

부록과 함께 발행되었다.

출처
EMA(2022.05.24.): EMA guidance supports development of new antibiotics.
https://www.ema.europa.eu/en/news/ema-guidance-supports-development-new-antibioti
cs (2022.05.2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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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주요 성과지표 보고서 발간
 2022년 1월 31일부터 임상시험 규정(EU No.536/2014-Clinical Trial Regulation, 이하

CTR)에 근거한 임상시험 정보 시스템(Clinical Trial Information System, 이하 CTIS)이
시작된 바 있으며, 해당 규정 97조에 따라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규정의 과학적 및 기술적 절차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2022년 5월에 CTR 구현과 관련된 핵심 성과지표를 설명하는 ‘임상시험 규정 지표(Clinical

Trials Regulation Metrics)’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매월 발간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EC, 유럽 의약품 안전관리기구(Head of Medicines Agencies, HMA), EMA가

참여한 Accelerating Clinical Trials EU(ACT EU)의 일부로 발행되었다.
- ACT EU의 목적은 임상 연구의 중심점으로서 EU를 개발하고 양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며 유럽의 헬스 시스템에 임상 연구를 더 잘 결합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제시된 지표 결과는 2022년 1월 3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CTIS 및 EudraCT

홈페이지에 제출된 임상시험 신청서 상태를 반영하며, 지표별 상세한 결과는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임상시험 규정 지표 목록 및 주요 결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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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건수

1

CTR에 근거하여 제출된 임상시험 신청서(CTAs) 건수

총 56건

2

임상시험 지침(Clinical Trials Directive, 이하 CTD)에 따라
EudraCT 홈페이지에 회원국이 제출한 임상시험 신청서의
개별 프로토콜 총계

총 590건

3

CTIS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건수

없음(22.5.2. 기준)

4

프로토콜 연장 여부에 따라 CTR에 근거한 시험 건수

없음(22.5.2. 기준)

5

CTR에 근거한 회원국별 단일 국가-다국가 시험 건수, 스폰서
유형별 및 평균 회원국 건수

상업: 0건, 비상업: 4건(단일국 3건,
다국가 1건)

6

CTD에 근거한 회원국별 단일 국가-다국가 시험 건수, 스폰서
유형별 및 평균 회원국 수

상업: 48건(단일국 41.6%, 다국가
20.8%), 비상업: 29건(단일국 35.1%,
다국가 2.6%)

7

CTR에 근거한 단계별 시험 건수

치료적 목적(1건), 치료적 확증(2건),
치료적 탐색(1건)

• 최근 의약품 규제 소식 •

구분

지표명

건수

8

치료 영역별 CTR에 근거한 시험 건수

바이러스질환(1건), 신생물(1건),
심혈관계질환(2건)

9

치료 영역별 CTD에 근거한 시험 건수

총 81건(27개 치료영역)

10

CTR에 근거한 첨단 치료 의료제품(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TMP)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시험
건수

없음(22.5.2. 기준)

11

CTR에 근거하여 첨단 의료 제품을 사용한 유전자 치료, 체세포
치료, 조직 공학 치료의 시험 건수

없음(22.5.2. 기준)

12

CTD에 근거하여 첨단 의료 제품을 사용한 유전자 치료, 체세포
치료, 조직 공학 치료의 시험 건수

2건

13

스폰서 유형별 CTD에 따른 적용 가능한 임상시험 신청 건수:
비상업적/상업적

비상업: 28건, 상업: 28건

14

CTR 5조에 근거하여 적용 가능한 임상시험 신청서 건수

총 56건

15

CTR 11조에 근거한 제출, 만료, 검증, 승인, 거부, 철회된
임상시험 신청서 건수

없음(22.5.2. 기준)

16

임상시험 신청서를 CTIS에 제출한 이후 초기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

17

스폰서 유형별 신청서가 제출, 검증, 승인, 거부, 철회된 상당한
수정(Substantial Modification, SM)을 거친 신청서 건수

없음(22.5.2. 기준)

18

CTR에 근거한 활성 물질(active substances, ASs) 수

없음(22.5.2. 기준)

19

안전성 평가 회원국 수

없음(22.5.2. 기준)

평균 50일

출처
EMA(2022.05.22.).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 to monitor the European clinical trials
environment.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other/key-performance-indicators-kpis-monit
or-european-clinical-trials-environment_en.pdf(2022.05.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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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 약물 감시 활동의 영향을 측정하는 전략 개정안 발표
 안전성관리위원회(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이하 PRAC)는 약물

감시 활동의 영향 측정에 대한 전략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략은 약물 감시 활동 규제 조치에 대한 건강 결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격차를

좁혀 약물 감시의 초점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변화를 주는 활동과 규제 도구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략은 2016년 처음 출범하여, 아래 4가지 활동 영역을 통해 구현되었으며, 영향 연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설정과 지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 위험 최소화 조치의 효과성 평가(effectiveness evaluation of risk minimisation
measures)
② 약물 감시 과정의 효과성(effectiveness of pharmacovigilance processes)
③ 효과적인 약물 감시 및 이해관계자 참여(enablers of effective pharmacovigilance and
stakeholder engagement)
④ 영향 연구를 위한 분석 방법(analytical methods for impact research)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의 4가지 활동 영역 이후 5년간의 성과를 통합하고, 환자건강 결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 사항이 제시되었다.
- 전략의 우선순위 주제를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 또는 약물 역학 연구를 위한 EMA 프레임워크의
영향 연구를 발주하여 약물의 규제 영향을 평가하거나, 유럽연합(EU) 의약품 규제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 EU 네트워크 내에서 진행 중인 약물 감시 활동에서 약물 감시 활동 영향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한다.
- 규제 조치의 영향을 측정하고, 위험 최소화 조치(Risk minimization measures, RMM)를
위해 환자 및 보건의료전문가(의사, 간호사, 약사)와 협력한다.
- 약물 감시 평가자에게 규제 조치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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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MA(2022.04.19.). PRAC Strategy on Measuring the Impact of Pharmacovigilance Activities
(Revision 2).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other/prac-strategy-measuring-impact-pharm
acovigilance-activities_en.pdf(2022.04.22. 인출)

53

유럽·일본 의약품 규제 동향 브리프
제7호 2022. 6.

◇ EMA와 EUnetHTA 21 컨소시엄, 2023년까지의 공동 작업 계획 발표
 EMA와 유럽 의료기술평가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EUnetHTA*)21 컨소시엄**은 2023년까지의 공동 작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 EUnetHTA: 유럽 전역에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 기술 평가(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이하 HTA)를 위해 설립된 네트워크
** EUnetHTA21 컨소시엄: EUnetHTA에서 나타난 성과와 교훈을 기반으로 HTA 규정에 따라 미래
EU HTA 시스템을 지원함. 컨소시엄은 네덜란드가 주도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됨.
 EMA와 EUnetHTA는 고위급 제약 포럼(High-level Pharmaceutical Forum, 2005-2008)

권고사항에 따라 2010년부터 공동 협력을 시작했다. 이 협력은 의약품 수명 주기에 따른 규제
평가와 HTA 간의 큰 시너지 효과를 입증했으며, EU에서 환자가 의약품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EMA와 EUnetHTA의 첫 번째 공동 작업 계획(2012-2015년)과 두 번째 공동 작업
계획(2017-2020년)에 이어서, 이번 세 번째 공동작업 계획(2021-2023년)의 초점은 3년의
시행 기간을 거친 후, 2025년 1월 새로운 HTA 규정(2021/2282)의 적용을 방법론 및 운영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번 세 번째 공동 작업 계획의 우선순위 영역에는 강력한 증거 생성을 위한 공동 과학 협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환자 맞춤형 데이터 생성, 환자 및 의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론 등이
포함된다.

출처
EMA(2022.04.12.). EMA and the EUnetHTA 21 consortium set priorities for their collaboration.
https://www.ema.europa.eu/en/news/ema-eunethta-21-consortium-set-priorities-their-co
llaboration (2022.04.2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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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MP, 유럽연합(EU) 외 지역의 당뇨병 치료제 보관 조건 완화
 EMA의 인체용 의약품위원회(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이하

CHMP)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당뇨병 치료제인
액트라피드(Actrapid®)와 인슈라타드(Insulatard®)에 대한 보관 조건을 완화한다는 권장
사항을 제시하였다. 두 개의 당뇨병 치료제는 ‘모두를 위한 EU 의약품(EU Medicines for all
(EU-M4All))’으로 알려진 절차에 따라 EMA 권장 사항을 받은 13번째, 14번째 의약품이다.
 2002년 EU 승인을 받은 액트라피드와 인슈라타드 당뇨병 치료제는 EU 판매 승인 절차에 따라

개봉하지 않은 치료제를 냉장 보관(2-8°C) 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보관 조건으로 인해 전쟁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국가나, 냉장 시설 접근이 제한된 국가는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이러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는 추가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
 이에 CHMP는 두 가지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 안전성 평가를 통해 EU 이외의 국가에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예비품으로 운반하기 전에 최대 30°C 이하 온도에서 최대 4주 동안
보관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CHMP의 이러한 긍정적 의견으로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모두를 위한 EU 의약품(EU-M4All)
EMA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하여 EU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의견을 제공하는데, 이는 저소득 또는 중간 소득 국가의 필수의약품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절차에 따라 평가되는 의약품은 EU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평가 후 EMA가
제품의 유익성-위해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WHO에 의한 의약품 사전 적격성 평가 및 대상 국가에서의 등록
촉진에 활용한다.

출처
EMA(2022.04.22.). Facilitating global access to diabetes treatments for non-EU patients.
https://www.ema.europa.eu/en/news/facilitating-global-access-diabetes-treatments-noneu-patients(2022.04.24. 인출)
EMA. EU Medicines for all (EU-M4All).
https://www.ema.europa.eu/en/human-regulatory/marketing-authorisation/medicines-use
-outside-european-union(2022.04.2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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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 활동 위반 사항에 대한 외부자 보고 정책 시행
 EMA는 EMA의 권한 내에서의 인체 및 동물 의약품 또는 기타 의약품의 승인, 감독, 유지, 관리에

대한 활동의 위반 사항에 대해 외부자(EMA 직원이 아닌 자)가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EMA가 기관의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 중인

기존 EMA 직원에 적용되는 내부 고발 정책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부자가 EMA 활동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밀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부자에 의한 보고 사항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 EMA가 무단 공개 또는 접근했거나, 불법적 또는 우발적으로 손실(loss)한 개인 정보
- 인체 및 동물 의약품 또는 기타 의약품의 승인, 감독, 유지, 관리 등 EMA 활동 영역에 있어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예: 의약품 판매 허가 신청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데이터 신뢰성 의심, 우수
제조과정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 약물 감시 보고서 지체, 낮은 품질의 안전성 보고서 등)

출처
EMA(2022.04.01.). EMA's handling of information from external reporting persons about
alleged breaches related to the authorisation, supervision and maintenance of human and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or other EMA activities.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other/policy-72-european-medicines-agencypolicy-handling-information-external-sources-disclosing-alleged_en.pdf (2022.04.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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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EMA, HMA, 우크라이나 전쟁이 임상시험에 미치는 영향과
스폰서의 대처 방식에 대한 성명서 초안 발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 EMA, 유럽 의약품 안전관리기구(Heads

of Medicine Agency, 이하 HMA)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스폰서가 임상시험 수행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성명서 초안을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임상 현장, 시험 참가자, 제품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있어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방해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예정된 임상 현장 방문이 불가하거나,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하는 참가자 발생, 진행
중인 임상시험을 지속하면서 참가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임상시험에서 생성된
데이터 품질 관리도 필요하다. 이에 스폰서들은 전쟁 상황에서의 데이터 기록, 수집, 누락된
데이터 처리 방식과 프로토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요청한 바 있다.
 성명서에 의하면, 현 상황에서 임상시험 참가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이고,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가능한 경우 임상시험을
지속하기 위해 참가자(환자)에게 정기적인 치료 지원과,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임상시험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스폰서는 윤리적, 의학적, 방법론적 관점에서
임상시험의 지속적인 수행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참가자의 이익(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 데이터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누락된 데이터는 적절한 추정치 가정을 세우는 통계 방식으로
처리할 것, 누락된 데이터 가정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추후 민감도 분석이 필요할 수
있는 점, 전쟁의 ‘영향을 받은 데이터’와 ‘영향을 받지 않은 데이터’ 식별을 위해 스폰서는
프로토콜 위반(deviation) 사항을 기록하고 확인해야 하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또한 임상시험 도중 프로토콜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간주 되는 경우, 프로세스 초기에
과학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편 임상시험 조정 그룹(Clinical Trials Coordination Group, CTCG)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스폰서를 위한 추가 권장 사항을 개발 중이며, EMA 또한 전쟁 영향을 받은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추가 권장 사항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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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MA(2022.3.30.). Advice to sponsors on managing the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on
clinical trials
https://www.ema.europa.eu/en/news/advice-sponsors-managing-impact-war-ukraine-clin
ical-trials (2022.4.20. 인출)
EMA (2022.4.13.). Points to consider on the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on methodological
aspects of ongoing clinical trials
https://www.ema.europa.eu/en/documents/scientific-guideline/points-consider-impact-w
ar-ukraine-methodological-aspects-ongoing-clinical-trials_en.pdf (2022.4.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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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 비만 치료제 암페프라몬에 대한 허가 취소 권고
 EMA의 안전성관리위원회(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이하

PRAC)는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암페프라몬(Amfepramone)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 암페프라몬은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식욕억제제로 분류되며, 비만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로
독일, 덴마크, 루마니아에서 다양한 상표명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PRAC의 안전성 검토 결과 최대 권장 기간인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이나

약물 의존성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약물
의존성으로 인해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된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고, 심혈관 질환이나 정신
질환자, 임신부에게도 사용되어 심장 및 정신과적 문제, 태아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PRAC는 독일과 덴마크의 암페프라몬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검토하고, 내분비학자,

심장학자 및 환자 대표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조언을 고려하여, 해당 의약품의 이점보다 위해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유럽연합(EU)에서 해당 의약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출처
EMA(2022.06.10.). EMA recommends withdrawal of marketing authorisation for amfepramone
medicines.
https://www.ema.europa.eu/en/news/ema-recommends-withdrawal-marketing-authorisati
on-amfepramone-medicines (2022.06.23. 인출)
Pink Sheet(2022.06.13.). Inappropriate Use Of Amfepramone Prompts EU Withdrawal Of
Weight-Loss Drug.
https://pink.pharmaintelligence.informa.com/PS146317/Inappropriate-Use-Of-Amfepram
one-Prompts-EU-Withdrawal-Of-Weight-Loss-Drug (2022.06.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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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 ICMRA와 WHO가 공동 개발한 보건의료 전문가를 위한
COVID-19 백신 관련 성명서 지지
 EMA는 국제 의약품 규제 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ies, ICMRA)과 WHO가 보건의료 전문가를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COVID-19
백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 규제 방법’이라는 성명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 성명서의 목표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COVID-19 백신을 관리함에 있어 규제 기관의
역할에 대한 질의 사항과 백신의 안전성 등을 설명하여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다.
 성명서에는 COVID-19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 및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 백신이 어떠한 과학적

평가를 거쳤으며, 승인 후 어떻게 안전성이 모니터링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COVID-19 백신 관련 최신 정보와 질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
- COVID-19 백신 승인 후 안전성 및 유효성 모니터링 수행 절차
- COVID-19 백신 유형별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부작용 사례
- COVID-19 백신 관련 질의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백신이 빠르게 개발 및 승인된 근거, 백신의
효과, 1차 백신과 추가 백신은 동일 유형으로 접종해야 하는지, 어린이 및 임신부에게 백신 접종이
안전한지, 규제기관이 백신을 승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고 있는지 등)

출처
EMA(2022.05.17.). International regulators and WHO: support healthcare professionals to
enhance public confidence in COVID-19 vaccines.
https://www.ema.europa.eu/en/news/international-regulators-who-support-healthcare-pr
ofessionals-enhance-public-confidence-covid-19 (2022.05.24. 인출)
ICMRA(2022.5.17.). Statement for healthcare professionals: How COVID-19 vaccines are
regulated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https://www.icmra.info/drupal/covid-19/icmra_who_vaccines_confidence_statement_for_
hcps_2 (2022.05.2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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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 COVID-19 대응을 위한 주요 의약품 목록 채택
 EMA의 의약품부족조정위원회(Medicines Shortages Steering Group, MSSG)는 2022년

6월 7일 COVID-19 대응을 위한 주요 의약품 목록을 채택했으며, 해당 의약품은
유럽연합(EU)에서 승인된 COVID-19 백신 5개, 치료제 9개이다.
- Regulation(EU) 2022/123에 따라 의약품부족조정위원회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중요하다고 간주 되는 의약품 목록을 채택할 책임이 있다.
 EMA는 해당 의약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부족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급 및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해당 목록에는 우리나라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Regkirona)’도 포함되었다.
 해당 의약품 품목 허가권자(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는 의약품의 잠재적 또는 실제적

부족과 가용 재고, 공급 및 수요 예측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EMA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표] COVID-19 주요 의약품 지정 목록
구분

종류

회사 및 제품명

1

화이자 ‘코미나티(Comirnaty)’

2

얀센 ‘제이코브든(Jcovden)’

3

백신

노바백스 ‘뉴백소비드(Nuvaxovid)’

4

모더나 ‘스파이크백스(Spikevax)’

5

아스트라제네카 ‘백스제브리아(Vaxzevria)’

6

덱사메타손을 포함한 의약품(Dexamethasone-containing medicines)

7

아스트라제네카 ‘이부실드(Evusheld)’

8

소비 ‘키너렛(Kineret)’

9

화이자 ‘팍스로비드(Paxlovid)’

10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Regkirona)’

11

로슈 ‘로악템라(RoActemra)’

12

로슈 ‘로나프레브(Ronapreve)’

13

길리어드 ‘베클루리(Veklury)’

14

GSK ‘제부디(Xevudy)’

자료: EMA. (2022.6.7.). List of critical medicines for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PHE)
under Regulation. pp. 3~4를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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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MA(2022.06.08.). EMA adopts first list of critical medicines for COVID-19. .
https://www.ema.europa.eu/en/news/ema-adopts-first-list-critical-medicines-covid-19.
(2022.06.1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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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 Comirnaty와 Spikevax의 COVID-19 변이용 백신에 대한
수시동반심사(rolling review) 시작
 EMA는 새로운 COVID-19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Comirnaty(코미나티,

Pfizer社)와 Spikevax(스파이크백스, Moderna社)의 변이 대응용 백신(Variant-Adapted
Vaccine)에 대한 수시동반심사(rolling review)를 시작했다.
 EMA는 우선 백신제도 및 CMC 자료를 먼저 심사할 예정이며, 이후 회사로부터 COVID-19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 데이터와 오미크론 하위변이체에 대한 효능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 자료가 확보되고 제출되는 대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사는

공식적인 허가 신청을 위해 충분한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지속된다.
수시동반심사(rolling review)
공중보건위기 기간 동안 EMA가 유망한 의약품과 백신을 신속히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의약품 규제 정책
중 하나이다. 정상적 상황에서는 모든 시판 허가신청 자료가 평가 절차 시작 시점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수시동반심사에서는 개발 중인 CHMP rapporteur가 지정되고 자료가 생산될 때마다 EMA가 자료를 검토한다. 여러
번의 수시동반심사 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으며 각 사이클은 평가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지나 약 2주가 소요된다.
데이터 패키지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되면 개발자는 정식 시판 허가 신청을 EMA에 하고 EMA는 단축된 일정으로
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출처
EMA(2022.06.15.). Start of rolling review for adapted Comirnaty COVID-19 vaccine
https://www.ema.europa.eu/en/news/start-rolling-review-adapted-comirnaty-covid-19-va
ccine (2022.06.17. 인출)
EMA(2022.06.17.). Start of rolling review for adapted Spikevax COVID-19 vaccine
https://www.ema.europa.eu/en/news/start-rolling-review-adapted-spikevax-covid-19-vac
cine (2022.06.1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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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 2021년 연례 보고서 발간
 EMA는 2022년 6월에 2021년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매년 발간되는 연례 보고서에는

EMA의 인체용 및 동물용 의약품 평가 및 모니터링 내용과 함께 그간의 주요 활동 및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 EMA는 2021년에 총 92개의 인체용 의약품 판매 허가를 권고했으며, 이 중 54개는 이전에
유럽연합(EU)에서 승인된 적 없는 새로운 활성 물질을 포함한다. 이는 2020년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높은 수치이다.
 특히 COVID-19 대응은 2021년에 EMA와 유럽 의약품 규제 네트워크의 최우선 과제였으며,

보고서에 관련 주요 활동과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다.
- EMA는 2021년에 COVID-19 백신 4종과 치료제 5종의 판매 승인을 권고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제조 확산을 지원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2022년 1월에 시작된 임상시험 정보 시스템(CTIS)과 관련된 기관 차원의 준비 과정과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2020년 12월에 발생한 EMA 사이버 공격에 따른 IT 보안 강화 활동, 디지털 변화 이니셔티브
내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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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MA 2021년 연례보고서 소개

자료: EMA(2022.6.17.). EMA publishes annual report 2021.
https://www.ema.europa.eu/en/news/ema-publishes-annual-report-2021. (2022.06.17. 인출)

출처
EMA(2022.06.10.). EMA publishes annual report 2021.
https://www.ema.europa.eu/en/news/ema-publishes-annual-report-2021. (2022.06.1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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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RA, 외부 자문위원의 윤리강령에 대한 공공의견조회
 외부 자문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이해관계가 저촉되는 경우에 관한 강건한 절차를

도입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MHRA는 외부 자문위원 윤리강령(Code of Practice)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2022년 4월 12일부터 5월 24일까지 공공의견조회를
실시하였다.
 본 개선안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이해 관계 저촉과 선물, 접대, 기타 현금 지급 등의

영향력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2) 자문위원들에게 허용되는 범주를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하고, (3) 대중에게 자문에 관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진행사항을 볼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질의도 가능하게 하며, (4) 자문위원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 필요시 징계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본 개선안은 환자 및 환자 대표가 자문위 토론에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개인의

경험이 자문위 토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MHRA의 주요 자문위원단은 다음 박스와 같다. 개정안에는 각 자문단의 의장과 멤버들에 대해

자문에 참여하는 분야와 관련된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분야를
특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체의약품위원회(Commission on Human Medicines)는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금하고, 의료기기위원회(Committee on Medical Devices)는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금한다.
MHRA의 주요 자문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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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 on Human Medicines (CHM): 의약품의 안전성, 효능, 품질에 대한 자문



Committee on Medical Devices (CMD):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및 도입 관련 광범위한 자문



British Pharmacopoeia Commission (BPC): 영국약전 위원회



Herbal Medicines Advisory Committee (HMAC): 생약 관련 안전성 및 품질 자문



Advisory Board for Registration of Homeopathic Products (ABRHP): 동정요법제 안전성 및 품질 자문



UK Stem Cell Bank Steering Committee (UKSCBSC): 영국 줄기세포 은행 및 인간배아줄기세포주 관련
연구 감독



(MHRA) Review Panel: MHRA의 제안, 의사결정, 가결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비법적 검토 전반 수행

• 최근 의약품 규제 소식 •

 또한 개선안에서는 MHRA의 주요 자문위원단 이외에 소수의 전문가 자문 그룹에 대해 기존에는

“Expert for the Day”만 두고 있었으나, 새롭게 3종의 전문가 그룹을 도입하여 총 4종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 기존의 “Expert for the Day”는 “Co-opted member”로 용어를 변경하고, “Invited
Expert”, “Patient Experts”, “Observer” 전문가 자문 그룹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MHRA의 소수 전문가 그룹별 이해관계 수준


전문가 자문 그룹(Co-opted member): 기존에는 ‘Expert for the Day‘ 용어로 사용하였다. 주요
자문위원단의 멤버 및 위원회(commission)와 같은 수준으로 모든 조항의 이해관계에 대해 선언해야 한다.



초빙전문가(Invited Expert): 개선안에서 새롭게 추가하였다. 관련성 있는 일부 조항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만
선언한다. 따라서 자문과 관련성 없는 일부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참여 가능하다.



환자전문가(Patient Experts): 개선안에서 새롭게 추가하였다. 초빙전문가처럼 일부 조항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만 선언하고, 일부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참여 가능하다.



옵서버(Observer): 미팅의 일부 또는 전체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기관의 직원(ex. DHSC 직원)이 해당되며
개선안에서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들은 비밀 유지에 서명하고 관련된 일부 조항의 이해관계에 대해 선언한다.

출처
MHRA (2022. 4. 12.). Consultation on a new Code of Practice for the Expert Advisory
Committees.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onsultation-on-a-new-code-of-practice-f
or-the-expert-advisory-committees (2022. 4. 1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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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RA, GMP 및 GDP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 대상 기준 이행 모니터링
제도(CM 루트) 시범 도입
 MHRA는 GMP와 GDP 현장점검 후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가 제출한 기준

이행계획(Compliance Protocol, CP) 진행을 감독하는 기준 이행 모니터링(Compliance
Monitors, 이하 CM 루트) 시범제도를 2022년 4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본 기준 이행 모니터링 시범제도는 위험 크기에 비례한 감독 및 모니터링 방식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공급의 잠재적인 부족 가능성 문제를 줄이고자 한다. 또한 MHRA가 일상적인 위험기반
실사 프로그램 제공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안전을 더욱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CM 루트의 독립적인 감독을 통해 업체는 시정조치 개선에 집중할 수 있고 MHRA는
규제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점검 결과 GMP 및 GDP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행정처분을 요하는 수준의 위반이 아닌 경우

CM 루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본 시범사업 이전에는 기준 이행계획(Compliance
Protocol, CP) 실행을 돕기 위해 MHRA는 점검조치팀(Inspection Action Groups, 이하
IAG)에 해당 건을 의뢰하여 기준 이행 단계적 수행 절차(compliance escalation process)에
따라 기준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었다.
기준 이행계획(Compliance Protocol, CP)


기준이행계획(CP)은 개선계획으로, MHRA, 기준이행모니터링 그룹 및 업체에서 합의하여 승인된
계획서이다. CP에는 합의한 조치사항, 기준이행 완료기간, 기준이행모니터링 요원 등록부(CM resource to
be applied), IAG 보고 빈도를 포함한다.

기준 이행 단계적 수행절차 (Compliance escal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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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미흡하지만 행정처분을 요하는 수준의 위반이 아닌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 업체의 기준준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업체는 다시 일상적인 위험기반 점검프로그램(routine risk-based inspection
programme)에 따르고 여전히 개선이 없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1) 기준 이행 개선을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대한 권고, (2) 지속적인 불이행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회사 경영진과 미팅 및 서신 등이
진행될 수 있다.

• 최근 의약품 규제 소식 •

 반면 본 시범사업에서는, MHRA가 IAG로 의뢰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의뢰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업체에게 CM 루트에 대한 선택권이 제공된다. 이때 업체가 CM 루트로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일상적 IAG 루트로 진행된다.
- 이행모니터링 요원은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적어도 5년) 지원자로 훈련을 거쳐(교육비
£300) 선발되고 MHRA CM 목록(CM 등록부)에 등록된다. 등록 후 이행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 3년마다 재교육을 요한다.
- 업체가 CM 루트를 원하는 경우, 이 등록부에서 원하는 이행모니터링 요원을 선택한다. 이후
MHRA에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ex. 업무 적절성, 이해관계 등) 최종 결정한다.
- 이행모니터링 요원이 기준이행계획 이행이 완수되었다고 판단하면 MHRA는 다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IAG에 이전 종료를 권고한다. 필요 시 기준이행계획이 완전히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재실사를 진행하여 종료할 수 있다.
MHRA 점검조치팀(Inspection Action Groups, IAGs)의 역할


IAG는 비법정(non-statutory) 다학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HRA에 현장점검, 행정처분 집행,
허가조치의 권고사항 기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IAG1과 IAG2의 두 가지 그룹이 있다. IAG1은 GMP, GDP, 혈액허가(blood establishment
authorisations, BEAs)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IAG2는 GCP와 GPvP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 IAG1, IAG2 둘 다에 참여하는 구성원: 규제팀 팀장 또는 아래 직급(의장직), MHRA 허가부서 의료 심사자 및
의약품 심사자(각각 적어도 1인), 보건법률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Legal Services) 변호사, IAG
사무국 회원, IAG에 의뢰하는 모든 현장감시 점검자(실사관), MHRA를 대표하는 사람, 훈련 목적으로 MHRA
직원 참여 가능
- IAG1에만 참여하는 구성원: GMP 실사관(전문가), GDP 실사관(전문가), 혈액 및 혈액제제 전문가(필요시),
동물용 의약품 담당관(필요시)
- IAG2에만 참여하는 구성원: GCP 실사관(전문가), GPvP 실사관(전문가), 임상시험팀 팀장 또는 아래 직급,
약물감시 위험관리 팀장 또는 아래 직급

출처
MHRA (2022. 4. 29.). Compliance Monitor (CM) Overview and Application Proces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mpliance-monitor-cm-overview-and-appl
ication-process (2022. 5. 3. 인출)

69

유럽·일본 의약품 규제 동향 브리프
제7호 2022. 6.

◇ MHRA, 의약품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던스 발표
 MHRA는 2022년 5월 23일 공급망 붕괴에 따른 의약품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던스(Medicines shortages: regulatory processes to manage
supply disruptions)를 발표하였다.
① 신속 평가 대상으로 지정
– 공중보건 위기 응급상황에서 편익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거나, 영국의 보건사회
복지부(DHSC)에서 검증한 필수의약품의 공급부족의 있는 경우 신규 허가 신청 및 변경에 대해
신속 평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일시 면제
– 타 국가로 공급하기 위한 의약품을 영국에 공급하고자 할 때 허가된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제조번호 단위를 대상으로 포장의 표시기재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면제 가능하다.
다만, 포장을 제외하고는 영국에서 허가받은 사항과 동일하여야 한다.
③ 허가된 의약품 수입
- 허가된 의약품은 검사가 종료되는 동안 적절한 품질관리와 함께 검역 중인 승인된 타
검역소(alternative authorised site)5)를 통해 수입될 수 있다.
④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 수입
- 환자 개인의 사용을 위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영국으로 들여올 수 있다. 다만 도입 의도를
MHRA에 알려야 한다.
⑤ 현장실사
-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공급차질(supply disruptions)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지역사회 약국 및 도매상

5)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Licensed medicines may be imported to an alternative authorised site
under quarantine with appropriate quality controls whilst testing conc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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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약국은 도매업 신고 없이 개별 환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타 약사(국)에게 적은
양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
- 도매상은 공급 차질을 완화하고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할당제(quotas)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⑦ 공급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절차에 관한 추가 가이던스(활동)
- 2022년 5월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HSC)는 호르몬 요법제 지속적인 제공 보장 실무팀의
업무를 지원을 위해 기존 규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출처
MHRA (2022. 5. 23.). Medicines shortages: regulatory processes to manage supply disruption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edicines-shortages-regulatory-processes-t
o-manage-supply-disruptions/medicines-shortages-regulatory-processes-to-manage-supp
ly-disruptions (2022. 5. 2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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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 및 IMDRF와 MHRA 파트너십 체결
 MHRA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국제기준 마련에서 영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분야

ICH(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의료기기
분야 IMDRF(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 및 MDIC(Medical
Devices Innovation Consortium)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022년 6월 16일 발표하였다.
 ICH와 IMDRF는 국제 규제의 조화 및 융합에 초점을 둔 조직이고, MDIC는 미국에 기반을 둔

의료기기의 개발, 평가 및 새로운 기술 심사를 위한 규제기관, 비영리기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직이다.

출처
MHRA (2022. 6. 16.). MHRA joins international partnerships to set global standards for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regulation.
https://www.gov.uk/government/news/mhra-joins-international-partnerships-to-set-globa
l-standards-for-medicines-and-medical-devices-regulation--2 (2022. 6. 1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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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근 의약품 규제 소식
◇ 의약품 승인신청 등의 전자데이터 제출에 대한 지침 발표
 후생노동성은 4월 1일 의약품 승인신청 등의 전자데이터 제출에 대한 통지문(승인 신청 시 등의

전자데이터 제출에 관한 기술적 가이드에 대해서(承認申請時等の電子データ提出に関する
技術的ガイドについて)을 발표하였다.
 PMDA가 전자 데이터로 제출받은 임상시험 성적을 심사과정에서 다양하게 해석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품목에 관한 시험 데이터를 동일하게 축적함으로써
다수의 품목에 대한 횡단적 검토 및 Modeling & Simulation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성적의 전자 데이터는 승인 신청뿐만 아니라, 승인 신청 관련 모든 프로세스(재심사,

조건부 승인 의약품의 중간 평가 등)에서 제출되는 데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신청 전자
데이터’라고 총칭한다.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전자 데이터 제출

- 유효성, 안전성 및 용법·용량의 주요 근거가 되는 평가 자료, 그리고 용법·용량 설정의 일부로
생각되는 유효성, 안전성 또는 약물동태의 평가가 중요한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다.
- 허가사항의 일부 변경 승인 신청 등의 경우, 이전의 허가 취득 시 이미 신청전자데이터를
제출한 임상시험 등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승인사항 일부 변경
승인신청 등과 관련하여 해당 임상시험 성적이 종합해석의 부분이거나 새로운 해석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하는 신청전자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허가 신청 시 첨부 자료로 제출하는 자료 중 다음의 자료는 피험자별 전자데이터를
제출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시험으로 데이터가 전자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등
신청전자데이터 준비가 곤란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신청전자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 일반적으로 제출되는 평가자료 : 유효성, 안전성 및 용법·용량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제Ⅱ상 시험 및 제Ⅲ상 시험(장기 투여 시험 포함) 성적에 관한 모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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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Ⅰ상 시험 및 임상약리시험 중 항악성 종양제의 제Ⅰ상 시험,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실시된 제Ⅰ상 시험(국제공동임상시험이나 bridging 시험 등), ICH E14
가이드라인에 따른 QT/QTc 시험


항악성 종양제의 제Ⅰ상 시험은 제Ⅲ상 시험의 용법·용량의 설정 근거가 되는 제Ⅰ상
시험이 대상이다.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에 대해 실시된 제1상 시험의 경우,
국제공동임상시험이거나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전자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ICH E14 가이드라인에 따른 QT/QTc 시험의 경우, QT/QTc 시험을 대체하여 실시한
임상 약리 영역의 해석(약물 농도-반응해석 등)에 대한 (다)항 자료를 제출한다.

(다) 기타 자료


제Ⅰ상 시험 및 임상약리시험 및 참고자료 등: 기타 제Ⅰ상 시험 및 임상약리시험, 모집단
해석, 생리학적 약물 속도론 모델 해석의 경우, 그 내용이 용법·용량 설정의 일부로
고려되고, 유효성, 안전성 또는 약동학 평가가 중요한 시험 또는 해석에 관한 자료일 경우
신청전자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의 시험 또는 해석에 관한 신청전자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법·용량의 주요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는 참고 자료 등 PMDA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유효성 또는 안전성 종합 해석(Integrated Summary of Safety (ISS)): 특별한 집단의
평가나 드문 유해 케이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특정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의
다수 임상시험에 대한 종합해석이 신청 품목의 유효성, 안전성 및 용법·용량의 평가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 신청전자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재심사 또는 중간 평가 신청 시 신청전자데이터 제출

- 재심사 또는 중간 평가 신청 시 제출되는 제조판매 후 임상시험의 성적에 대해서도 신청 시에
신청전자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004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전자데이터를
첨부해 승인 신청된 품목이며, 심사 과정에서 제조판매 후 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요구된 경우,
승인 조건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재심사 또는 중간평가 신청 시 신청전자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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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제출된 제조판매 후 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해 재심사 또는 중간 평가 신청 전, 의약품 첨부
문서 개정 상담, 승인 조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시에 신청전자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당분간 제조판매 후 조사데이터는 신청전자데이터의 제출 대상이 아니다.
 승인신청 전 실질적 시험 결과 평가가 행해지는 품목의 신청전자데이터 제출

- 승인신청 이전에 실질적인 시험 결과 평가가 행해지는 품목(선구적 의약품 지정 제도 대상
품목, HIV 감염증 치료약 등)의 경우 평가 실시 시점에 신청전자데이터가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후생노동성 통지문(2022. 4. 1). 승인 신청 시 등의 전자데이터 제출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
(承認申請時等の電子データ提出に関する取扱い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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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P 사례집(2022년 판) 발간
 후생노동성은 4월 28일 GMP 사례집(2022년 판)을 발간한다는 통지문을 발표하였다.

이 사례집은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 및 약국 등 구조
설비 규칙(GMP 관련)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전에 발간된 GMP
사례집 (2013년 판)은 폐지되었다.
 제1부 「약국 등 구조 설비 규칙」(GMP 관련) 관련 사례와 제2부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 관련 사례를 Q&A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출처
PMDA 홈페이지. GMP 사례집(2022년도 판).
https://www.pmda.go.jp/files/000246306.pdf (2022. 5. 20. 인출)

76

• 최근 의약품 규제 소식 •

◇ PMDA, GMP 조사 지적 공표 시작
 PMDA는 2022년 4월부터 의약품 등 제조소의 품질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GMP 조사에서의 지적 사항 중 업계에 알리면 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에 대하여
주의 환기 및 기술적 참고로서 공표한다고 발표하였다.
- 공표 대상이 되는 조사 범위: PMDA가 조사 권한을 행사하여 실시한 GMP 조사
- 운용 시작 시기: 2022년 4월부터
- 공표 형식: PMDA 홈페이지에 게재
- 공표 내용(예): 구체적인 지적 사례, 관련 GMP 성령 조항, 제조소의 개요 등(제조소의 구별,
해외/국내의 구분 등)
[표] GMP 조사 지적 공표의 세부 내용
공표의 종류

정기 공표

임시 공표

빈도

1회/년

수시

개요

해당 연도에 발표된 지적 사항
(Annual Report의 일부 ‘지적 사례집’으로서)

업계 전체에 대한 신속한 주지 및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적 사항
(조직적인 부정이 인정된 경우 또는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

공표 사항

임시 공표를 포함한 전체를 총괄
(중복되는 내용은 하나로 정리)

개별 업체에 한정되지 않고,
업계 전체에서 참고가 되는 사안
(지적 사항 발표 시에 선정)

공표 시작
시기

최초 공표는 2023년 6월 목표
(첫 회는 2021년 8월(성령 개정 후)
~ 2023년 3월까지의 1년 6개월분)

202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적 발표 후 신속하게)

출처
PMDA. (2022. 3. 22.) GMP 조사의 지적사례에 관한 공표를 시작합니다.(GMP 調査における指摘事例の公
表を開始します).
https://www.pmda.go.jp/files/000245524.pdf. (2022. 4. 1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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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DA, GMP 지적 사례속보 발행
 PMDA는 2022년 4월과 5월에 GMP 지적사례속보(Observed Regulatory Attention/

Notification of GMP Elements, Orange Letter)를 발행하였다.
 4월 GMP 지적사례속보에서는 ‘의약품 원료에 대한 적정성 확인의 중요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의약품 원료 용기에 부착된 라벨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원래 사용해야 할 원료가 아닌
다른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의약품의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그림] GMP 지적사례속보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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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GMP 지적사례속보에서는 ’약리 작용‧독성이 불분명한 물품을 취급할 때의 리스크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의약품 제조 작업실에서 약리 작용, 독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임상
시험약을 제조한 사례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그림] GMP 지적사례속보 5월호

출처
PMDA 홈페이지. GMP 지적사례속보(2022. 4.)
https://www.pmda.go.jp/files/000246311.pdf (2022. 4. 18. 인출).
PMDA 홈페이지. GMP 지적사례속보(2022. 5.)
https://www.pmda.go.jp/files/000246593.pdf (2022. 6. 17.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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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 Regulatory and Procedure Guidance
(2022. 4.~ 2022. 6.)
Title

Issue date

Guidance Status

List of centrally authorised products requiring a notification of a
change for update of annexes

06/18

updated

Compilation of quality review of documents (QRD) on stylistic
matters in product information

06/09

updated

Article 57 user interface (UI) installation guide: Installation of
Article 57 UI components and initial set up

06/07

updated

Annex VII to procedure for conducting GCP inspections
requested by the CHMP: Bioanalytical part, pharmacokinetic and
statistical analyses of bioequivalence trials

05/05

updated

Annex VI to procedure for conducting GCP inspections
requested by the CHMP: Record keeping and archiving of
documents

05/05

updated

Annex IV to procedure for conducting GCP inspections
requested by the CHMP: Sponsor and Contract Research
Organisations (CRO)

05/05

updated

Annex I to procedure for conducting GCP inspections requested
by the CHMP: Investigator site

05/05

updated

Annex II to procedure for conducting GCP inspections requested
by the CHMP: Clinical laboratories

05/05

updated

Qualification opinion on IMI PREFER

05/03

new

Deadlines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s for orphan medicinal
product designation to the EMA and corresponding COMP
timetable for valid applications - 2022-2023

04/25

updated

List of centrally authorised products requiring a notification of a
change for update of annexes

04/25

updated

Procedural advice on the accelerated assessment of marketing
authorisation applications pursuant to Article 44 (3) of Regulation
(EU) No 2019/6

04/22

updated

Compilation of Union procedures on inspections and exchange
of information

04/20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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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ssue date

Guidance Status

Detailed guidance on ICSRs in the context of COVID-19 Validity and coding of ICSRs

04/13

updated

IRIS guide for applicants - How to create and submit scientific
applications, for industry and individual applicants

04/11

updated

European Medicines Agency guidance for applicants seeking
scientific advice and protocol assistance

04/04

updat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297/95 on fees payable to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and
other measures - Revised implementing rules to the Fee
Regulation as of 1 April 2022

04/01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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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 Scientific Guidelines (2022. 4. ~ 2022. 6.)
Title

Issue date

Guidance Status

Draft procedural advice for vaccine platform technology master
file (vPTMF) certification

05/20

new

Reflection paper on data required in confirmatory studies of
medicinal products for the treatment of type 2 diabetes Revision 2

05/20

updated

Lanreotide acetate, prolonged-release solution for injection in
prefilled syringe 60, 90 and 120 mg product specific
bioequivalence guidance

05/17

new

Points to consider on the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on
methodological aspects of ongoing clinical trials

04/13

new

Draft ICH guideline E11A on pediatric extrapolation Step 2b

04/06

new

Draft ibuprofen oral use immediate release formulations 200 –
800 mg product-specific bioequivalence guidance - Revision 1

04/04

updated

Draft tadalafil film-coated tablets 2.5 mg, 5 mg, 10 mg and 20
mg product-specific bioequivalence guidance - Revision 2

04/04

updated

Draft paracetamol oral use immediate release formulations
product-specific bioequivalence guidance - Revision 1

04/04

updated

ICH guideline Q14 on analytical procedure development - Step
2b

04/01

new

ICH guideline Q2(R2) on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Step 2b

04/01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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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Regulatory and Procedure Guidance
(2022. 4. ~ 2022. 6.)
Title

Issue date

Guidance Status

Compliance Monitor (CM) Overview and Application Process

06/01

updated

The Northern Ireland MHRA Authorised Route (NIMAR)

05/24

new

Medicines shortages: regulatory processes to manage supply
disruptions

05/23

new

MHRA: policy for handling conflicts of interest

05/18

updated

Written Confirmations for export to EEA and Northern Ireland of
Active Substances manufactured in Great Britain

05/04

updated

Compliance Monitor (CM) Overview and Application Process

04/29

new

Consultation on proposal to make Aquiette 2.5mg Tablets
(oxybutynin hydrochloride) available from pharmacies

04/23

new

Consultation on a new Code of Practice for the Expert Advisory
Committees

04/12

updated

Exporting active substances manufactured in Great Britain for
use in EEA and Northern Ireland

04/04

updated

Medicines: reclassify your product

04/04

updated

Project Orbis

03/28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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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Scientific Guidelines (2022. 4. ~ 2022. 6.)
Title
Efgartigimod alfa - Public Assessment Report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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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Guidance Status

05/27

new

• 최근 의약품 규제 소식 •

일본 후생노동성, PMDA 통지문 등 (2022. 4. ~ 2022. 6.)
이름
가공세포 등 이상시험신고 입력 매뉴얼 갱신 Ver 3.0

날짜

담당부서

비고

06/01

PMDA

매뉴얼

05/31

후생노동성

통지문

05/31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

04/01

PMDA

통지문

04/01

후생노동성

통지문

04/01

후생노동성

사무연락

04/01

후생노동성

통지문

03/31

후생노동성

사무연락

(PMDA 加工細胞等治験届入力マニュアル)
의료용 의약품의 시판직후조사의 실시 방법 등에 대해서
(医療用医薬品の市販直後調査の実施方法等について)
의료용 의약품의 시판직후조사에 관한 Q&A에 대해서
(医療用医薬品の市販直後調査に関するＱ＆Ａについて)
승인 신청 시 등의 전자데이터 제출에 관한 기술적 가이드에 대해서
(承認申請時等の電子データ提出に関する技術的ガイドについて)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이용한 신 의약품의 승인 신청 등에 대해
(ゲートウェイシステムを利用した新医薬品の承認申請等につい
て)
「승인 신청 시 등의 전자데이터 제출에 관한 취급에 대해」에 관한 질의
응답집(Q&A)에 대해서
(「承認申請時等の電子データ提出に関する取扱いについて」に関
する質疑応答集（Q&A）について)
승인 신청 시 등의 전자데이터 제출에 관한 취급에 대해서
(承認申請時等の電子データ提出に関する取扱いについて)
특정 임상 연구에서 얻어진 시험 성적을 의약품의 승인 신청에
이용하는 경우의 유의점·사고방식의 예시에 대해서
(特定臨床研究で得られた試験成績を医薬品の承認申請に利用す
る場合の留意点・考え方の例示につい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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