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규제 동향 브리프는?
1. 이 동향 브리프는 식약처 내부 참고용으로 작성, 제작한 것이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과제
<의약품 주요국(미국)의 주기적 규제·산업 동향 분석 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습니다.
2. 이 동향 브리프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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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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Oncology Center of Excellence의
주요 프로그램

‐ Oncology Center of Excellence(OCE)는 FDA의 항암 의료제품 중심조직으로 2017년
설치되었으며, CDER, CBER, CDRH 등 기존의 제품별 심사조직을 연계, 지원하고 시너지를
추구한다.
‐ OCE는 항암제 연구개발 향상, 심사제도 발전, 항암제 근거의 개선, 항암제 접근성 제고, 항암제 인식
확대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산업계, 보건의료 공급자, 환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서론
Oncology Center of Excellence(이하 OCE)는 FDA의 항암 의료제품 중심조직(focal
point)으로,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에 따라 2017년 1월 설치되었다.
OCE는 항암 의료제품의 연구개발 향상, 심사·평가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FDA 내 항암제품에 관련된 부서들을 연계,
지원하고 협력을 촉진한다.
이 글은 OCE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2021 Annual Report)와 홈페이지, 학술논문 등을
참고하여, OCE 조직 현황과 OCE의 규제과학연구 관심 분야, OCE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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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CE 조직과 업무
OCE과 비전과 미션은 다음과 같다.
 비전: 암 환자를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과 규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이고 통합된

환경을 창조함
 미션: 혁신과 협력을 통해 환자 중심의 규제 의사결정을 이루어냄

OCE는 FDA Office of the Commissioner 하의 부서로서 FDA 조직표 상에서 CDER, CBER
등과 동일한 레벨에 위치한다. OCE의 주요 조직과 인력은 다음과 같다.
[표 1] Oncology Center of Excellence 주요 조직과 인력
구분

담당자

Center Director

Richard Pazdur, MD

Deputy Center Director

Paul G. Kluetz, MD / Marc R. Theoret, MD

Chief of Medical Oncology

Julia Beaver, MD

Director for Regulatory Affairs and
Regulatory Policy

Tamy Kim, PharmD

Associate Directors

2

- Pediatric Oncology

Gregory Reaman, MD

- Oncology Devices

Dorian M. Korz, MD (also Chief Medical Officer, Office
of Surgical and Infection Control Devices, CDRH)

- Oncology In vitro Diagnostics

Wendy Rubinstein, MD, PhD (also Director of
Personalized Medicine, CDRH)

- Cell and Gene Therapy

Ke Liu, MD, PhD (also Chief of Oncology Branch,
CBER/OTAT)

- Research Strategy and Partnership

Julie Schneider, PhD

- Global Regulatory Outreach

Dianne Spillman, BS

- Communications

Kirsten Goldberg, MA

- External Outreach and Engagement

Rea Blakey, BS

- Education

Jennifer Gao, MD

- Patient Outcomes

Vishal Bhatnagar, MD

>>>>>>>>>

구분

담당자

- Oncology in Older Adults and Special
Harpreet Singh, MD
Populations
- Global Clinical Sciences

Angelo de Claro, MD

- Science & Policy to Address Disparities

Lola Fashoyin-Aje, MD, MPH

자료: FDA. (2020). Who We Are – Oncology Center of Excellence.

OCE는 FDA 내 다음의 조직과 협업한다.
 CDER(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Office of Oncologic Diseases
 CBER(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OCE는 암 치료 의료제품의 임상평가에 관하여 CDER, CBER, CDRH 등 FDA 내 관련 부서의
전문가와 심사자, 규제과학자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추구한다.
 항암 의료제품의 허가신청자는 제품에 해당하는 센터(CDER, CBER, 또는 CDRH)에

허가신청을 하고 각 센터는 신속심사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신속심사 대상
제품으로

결정되면

OCE는

관련

센터의

전문가,

종양학

전문가

등으로

임상종양학심사평가팀(Medical Oncology Review and Evaluation team, MORE
team)을 구성한다. MORE 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암제품의 개발 촉진을 위해 임상에 대한 통합된 심사를 진행한다.
- 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심사 프로그램 하에서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에

인풋을 제공한다.
- 모든 항암치료제품에 대해 신속절차(fast track) 및 획기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지정의 공통된 의사결정 기준을 적용한다.
 임상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제품의 센터로 이송하고, 센터는 임상 및 비임상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 허가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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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는 규제심사에서 제기되는 과학적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과학연구를 수행한다.
 규제과학연구는 FDA 내부의 전문가가 수행하기도 하고 외부 조직의 전문가와

협력시스템을 통해 수행하기도 한다.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Broad Agency Announcement(BAA)
- Centers for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CERSI)

3. OCE의 규제과학연구 주요 관심 분야1)
OCE는 내부 교육, 미팅, 공개 워크숍, 심포지엄, 학술논문 게재, 외부 연구 의뢰 및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항암 의료제품에 관한 규제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OCE가 2017~2019년 동안 개최한 공개 워크숍과 미니 심포지엄의 주제 영역은 다음과 같다.

2017~2019년 OCE의 공개 워크숍의 주제 영역
- 질환의 상세 정보(disease specific)
- 임상시험 디자인, 효과지표, 통계 방법론(trial design, endpoints, and statistical methodologies)
- 정밀 종양학(precision oncology)
- 환자 중심 의약품 개발(patient-focused drug development)
- 면역항암 분야(immuno-oncology)
- 항암제 안전성(oncology safety)
- 희귀암(rare cancers)
- 소아 종양학(pediatric oncology)
-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

1) Schneider, J. A. et al. (2021). The FDA oncology center of excellence scientific collaborative: charting a course
for applied regulatory science research in oncology. Clin Cancer Res, 27, 5161–5167.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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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OCE의 미니 심포지엄(내부 교육 목적)의 주제 영역
- 질환의 상세 정보(disease specific)
- 정밀 종양학(precision oncology)
- 면역항암 분야(immuno-oncology)
- 항암제 안전성(oncology safety)
- 환자 중심 의약품 개발(patient-focused drug development)
- 임상시험 디자인, 효과지표, 통계 방법론(trial design, endpoints, and statistical methodologies)
- 희귀암(rare cancers)
- 소아 종양학(pediatric oncology)
- 세포치료제(cell therapies)
-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

OCE는 Broad Agency Announcement(BAA), Centers for Regulatory Science and
Innovation(CERSI) 등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규제과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다음과 같다.
[표 2] OCE의 규제과학 관심 분야
규제과학 관심 분야

내용

암 관련 세포/유전자 치료제,
신생항원 기반 맞춤 치료제

- 고형 및 혈액암의 유전자 편집기술, 세포치료제, 신생항원 기반 항암 치료제 등
혁신적 접근에서의 임상 개발, 안전성 평가, 제조, 품질관리를 지원함

항암제 임상시험에서 특수
환자집단과 건강 형평성

- 최대한 많은 암 환자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암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연구를
지원함

면역항암 분야

- 면역항암제의 허가신청에 관련된 고유한 과학적, 임상적 이슈를 분석함
(예. 면역관문억제제에 대한 비정형적 반응과 부작용)

환자 중심 항암제품 개발

- 증상과 기능을 계량화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견고한 임상 결과 측정 방법을 지원함.
표준 임상 효과지표, 분석 및 시각화 방법,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더 특정화하는
디지털 헬스 기술의 활용방안을 개발하고 창출함

암 치료제의 안전성

- 암 치료제의 전주기에서 안전성 시그널을 일관성 있고 견고하게 분석하고
환자집단에서 나타나는 독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을 개발함. 시판 후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실사용 데이터(real-world data, RWD)”의 활용
방안을 탐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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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과학 관심 분야

내용

소아 종양학

- Research to Accelerate Cures and Equity(RACE) for Children Act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기반하여 소아 항암제의 개발을 촉진함

정밀 종양학

- 암 치료제의 규제심사를 촉진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고
사용함

희귀암
항암제 임상시험 디자인,
효과지표, 통계 방법론

- 희귀암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험해 봄
(예. 약물재창출, 원격의료, 혁신적 임상시험 디자인, 실사용 데이터(RWD))
- 항암제 임상시험 통계분석의 혁신적 접근법을 개발함. 허가신청을 위한 임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효과지표(real-world endpoints)를 밝혀내고 정교화함

자료: Schneider et al. (2021).

4. OCE의 주요 프로그램
OCE는 항암제 연구개발 향상, 심사제도 발전, 항암제 근거의 개선, 항암제 접근성 제고,
항암제에 대한 인식 확대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다음에서
일부 주요 프로그램을 고찰하였다.
실시간 항암제 심사 프로그램(Real-Time Oncology Review Program, 이하 RTOR) (2018~)
 RTOR 프로그램은 항암제 허가신청을 위한 eCTD(electronic common technical

document) 자료 전체가 준비되기 전에 신청자가 개별 섹션의 자료를 제출하여 FDA가
일찍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제품이 시장에 일찍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8년 2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다.
- 기존의 신속심사 프로그램에서는 동반심사(rolling review)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eCTD의 전체 모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와 달리 RTOR 프로그램에서는
eCTD의 핵심 섹션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FDA는 자료를 미리 검토함으로써 심사에 관련된 이슈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고 허가

신청자는 전체 허가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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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OR 프로그램의 대상 항암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존 치료제에 비해 상당한 개선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획기적 치료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이하 BTD) 또는 다른 신속심사
프로그램의 대상인 약은 RTOR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임상시험 디자인이 분명하여 효과지표(endpoint)가 쉽게 해석 가능해야 한다.
 RTOR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기존 약의 적응증 추가 신청에만 적용하다가 2018년

12월부터는 신물질 신약 허가신청과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CDx)을
포함하는 허가신청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2021년 5월까지 총 10개의 신물질 신약이 RTOR 프로그램 하에서 허가되었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신속심사 프로그램(예. 우선심사, BTD)의 대상이기도 했다.
- 동반진단을 포함하는 항암제는 CDER와 CDRH에서 심사하는데 RTOR 대상 여부는

CDER, CDRH, OCE가 함께 결정한다.
 RTOR 프로그램은 항암제 허가신청에서부터 심사 과정에서 FDA 심사자와 허가신청자의

상호소통 기회를 증가시킨다. 허가신청자는 FDA 심사자가 우려할 만한 사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최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20년 허가된 항암제 신약에서 RTOR 적용 신약과 비적용 신약의 심사기간을 비교했을

때, RTOR 적용 신약의 심사기간이 약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RTOR 및 non-RTOR 항암제 신약의 심사기간 비교
구분

개수

허가심사기간 중간값 (범위)

허가심사기간 평균

RTOR NMEs

5

5개월 (4 ~ 8개월)

6개월

Non-RTOR NMEs

11

6개월 (5.25 ~ 10개월)

6.48개월

주: NMEs: new molecular entities
자료: Gao et al. (2022).

 RTOR 프로그램은 OCE의 다른 프로그램(Project Orbis, Assessment Aid 등

허가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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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까지 총 31개 제품이 RTOR 프로그램 하에서 허가되었는데 그중 21개가

Project Orbis를 동시에 적용받았다.
 RTOR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신물질 신약과 동반진단 포함 제품까지 확대되었으나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OCE는 항암제
허가신청자들이 OCE와 일찍 만나서 RTOR 프로그램 적용 가능성을 파악할 것을
권장한다. RTOR 프로그램 적용 시 허가신청자는 그에 맞는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자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Project Renewal (2019~)
 Project Renewal은 오래된 항암제의 첨부문서(labeling)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상전문가, 과학자들과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의약품 첨부문서는 FDA의 허가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며, FDA는 제품에 관한

새로운 근거가 확인되면 첨부문서를 업데이트하도록 한다. 그러나 미국 의료보험에서는
항암제의 허가 외 사용도 급여하며 제약사들은 기존 항암제의 허가 적응증을 신속히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허가 외 사용은
임상진료지침이나

의약품집(drug

compendia)에

포함되기도

하여,

항암제의

첨부문서와 임상진료지침 간의 갭이 존재한다.
- FDA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전문가, 과학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오래된

항암제에 관한 임상진료지침, 의약품집 등 자료를 검토하여 첨부문서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용도, 용량, 약물상호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고 첨부문서를 업데이트한다.
 Project Renewal은 모든 가능한 또는 보고된 용도를 첨부문서에 업데이트하려는 것이

아니라, FDA의 유효성에 관한 근거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며 출판된 연구로 뒷받침되는
근거로서 현재 첨부문서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둔다.
 Project Renewal은 수십 년의 임상 경험과 시판 후 안전성 데이터가 축적된 항암제를

우선 대상으로 하며, 허가된 지 15년 이내의 제품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Project Renewal은 네 개의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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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roject Renewal 운영 절차
절차

내용

- 특허 만료된 시판 항암제 중에서 FDA가 후보 약물의 목록과 우선순위를 정함
후보 약물 목록 작성과 - 대조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 기업을 접촉하여 프로젝트 참여의 동의를 얻음
허가 외 사용 파악
- 선정된 각 약물에 대해 외부 전문가(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와 함께 첨부문서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확인함
임상 종양 전문가, 과학자 - 외부의 종양학자, 혈액학자, 각 종양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 임상약리학자, 과학자
등의 참여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 조직
첨부문서 근거 평가

- 수개월 동안 FDA와 연구팀의 연속 회의 개최
- 확인된 허가 외 사용에 관하여 출판된 연구의 임상 데이터 검토와 평가
- 문헌 검토와 연구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FDA에 제출

기록과 마무리

-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중요한 교훈과 의사결정을 기록하고 색인을 작성하여 향후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게 함

자료: Kluetz et al. (2021).

 FDA는 연구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재의 첨부문서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추가 근거를 확인하여 누락된 정보가 없도록 한다. 그리고 수정된 첨부문서의
안을 대조의약품 판매 기업에 보내서 허가 적응증 추가(supplement) 신청서 제출을
요청한다.
 제도 시행 첫 두 해 동안의 대상 약물은 다음과 같다.
[표 5] Project Renewal 운영 절차
약물명

허가 연월

Fluorouracil

1962. 4.

Cisplatin

1978. 12.

Capecitabine

1998. 4.

Daunorubicin

1979. 12.

Oxaliplatin

2002. 8.

Temozolomide

1999. 8.

Fludarabine

1974. 8.

자료: Kluetz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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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에는 3개의 항암제에 대해 25건 이상의 적응증과 잠재적 허가 외 사용을 평가한 바

있다.
 한편 2020년 12월 Making Objective Drug Evidence Revisions for New

(MODERN) Labeling Act가 통과되었으며, 이를 통해 ANDA(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절차로 허가된 제네릭 의약품의 첨부문서를 업데이트하는 FDA의 규제
틀이 마련되었다. Project Renewal은 Office of Generic Drugs와 협력하여
대조의약품(reference listed drugs) NDA(New Drug Application) 허가권자가 없는
항암제 제네릭 제품의 첨부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MODERN Labeling Act에 의한 권한을
이용하고자 한다.

Project Catalyst (2021~)
 Project Catalysts는 초기 약물 개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지식, 창의적 생각, 의료

전문가를 연결하는 규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OCE는 소규모
제약사, 대학 인큐베이터 등이 항암제 개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와
교육자원을 제공한다.
 2021년 교육 목적의 웹페이지와 초기 개발 단계의 기업에 개발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플랫폼 OREEG(Oncology Regulatory Expertise and Early Guidance)를
구축하였다.

Project Optimus (2021~)
 Project Optimus는 항암제 용량 최적화(dose-optimization), 용량 선택(dose-selection)의

개선을 목적으로 (효능, 안전성, 내약성을 최대화하는 용량 선택) 기업, 학계, 전문가 사회,
해외 규제당국, 환자와의 협력, 교육, 혁신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목표로 한다.
- 가이던스, 워크숍, 공개 회의 등을 통해 용량 결정(dose-finding), 용량 최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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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치를 소통한다.
- 항암제 개발자가 개발 초기 임상시험 수행 전에 FDA 항암제 심사부서를 만나 용량 결정,

용량 최적화를 논의하도록 장려하고 기회를 제공한다.
- 용량 선택에서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량 결정 및 용량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FDA는 용량 최적화 연구를 시판 후 의무사항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시판 후 연구로 수행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환자에게도 그리 이롭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다고 판단한다.
 FDA는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용량 최적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FDA는 이를

위해 임상시험 전(pre-IND) 단계에서 개발자를 만나고, 인간 대상 최초 임상시험을
착수할 때 FDA의 문제의식과 질문사항을 개발자와 공유해왔다. 모든 항암제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처음부터 용량 결정 및 용량 최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FDA는 특히 항암제 개발 연구 초기에 환자보고결과(patient-reported outcomes, 이하

PROs)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용량 결정과 용량 최적화에 중요하다고 본다.
- 일반적으로 PROs는 개발 후기 임상시험에서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용량 최적화

단계에서 PROs를 측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유용하다.
- 임상가가 보고하는 데이터(clinician-reported data)와 PROs를 결합하여 노출-반응

분석을 하는 것이 주요 이상사례에서 안전성 및 내약성의 관계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

Pediatric Oncology Program
 Pediatric Oncology 프로그램은 소아 항암제 개발 촉진을 목표로 하며, 성인 암에 대해

개발된 신약에서 개발 단계의 초기에 소아 대상 연구를 요청하는 서면요청(Written
Requests) 건수를 늘리고자 한다. OCE는 이를 위해 Best Pharmaceuticals for
Children Act(BPCA)에 의한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한다.
 2017년

Pediatric

Research

Equity

Act(PREA)가

개정되면서

소아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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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의약품(precision medicine)의 개발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FDA는 이에 부응하여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소아암연구조직과 함께 소아분자타겟목록
(Pediatric Molecular Target List)을 개발하였다. 2018년 목록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소아분자타겟목록(Pediatric Molecular Target List)
- 관련성 있는 분자타겟목록(Relevant Molecular Target List):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소아암 진행과 잠재적
관련성을 보이는 근거 또는 생물학적 타당성(공개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동료심사문헌에서 얻은 비임상 또는
임상데이터, 유전자발현 데이터, 유전자 변형)을 보이는 분자 타겟
- 관련성 없는 분자타겟목록(Non-Relevant Molecular Target Leading to Waiver List): 소아종양의 성장 또는
진행과 연관성이 없다는 근거가 있는 분자 타겟. 이러한 타겟에 대한 의약품 또는 생물제품은 초기 소아 평가(early
pediatric assessment)의 요구사항이 면제됨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 소아암 치료제 개발자의 개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소아항암제품개발조기자문회의(Pediatric Oncology Product Development Early
Advice Meeting)를 개최한다. 그 외 항암제자문위원회(Oncologic Drugs Advisory
Committee) 하의 소아 소위원회, 소아심사위원회(Pediatric Review Committee) 하의
항암제 소위원회 등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들과의 다양한 미팅을 개최한다.
 소아암의 희귀성, 항암제 개발의 글로벌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임상시험 디자인, 시험

수행에서 국제 협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FDA는 개발자가 소아임상시험에 관해
FDA와 EMA(European Medicines Agency)로부터 동시에 과학적 자문을 받을 수 있게
권고하고 있다.
- 성인암 치료제로 개발된 신약을 소아 대상으로 개발하려는 개발자는 FDA의 Office of

Pediatric Therapeutics가 조정하는 Pediatric Cluster Calls를 통해 FDA와 EMA에
각각 initial Pediatric Study Plans(iPSPs), Pediatric Investigation Plans(PIPs)에
관한 자문을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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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Significant (2020~)
 Project Significant는 항암제 임상시험 디자인과 분석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목표를 추구한다.
- 항암제 임상시험 디자인의 과학을 발전시키고 논의, 참여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 항암제 임상시험 디자인 및 분석에 관해 물질과 관계없는(non-product), 특정한 과학적

주제에 관한 토의를 촉진한다.
- 임상시험 디자인이 개선된 항암제 개발 촉진을 위해 규제당국(미국 및 국제), 전문가조직,

산업계, 학계, 환자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2020년 항암제 임상시험의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관계자들과 과학적 토의를 나누기 위하여 미국통계학회(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의 생물의약품 섹션(Biopharmaceutical Section)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항암제의 pivotal 임상시험이 국제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고 국제 임상이

항암제의 안전성, 유효성 연구에서 중요해지면서 Project Significant에서는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규제자들과 협력하고자 한다.

Project Confirm
 Project Confirm은 항암제 적응증에 대해 조건부허가(Accelerated Approval) 절차로

시판승인된 제품의 현황을 FDA 웹페이지에서 공개한다. 제품별로 확증 임상시험 의무와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허가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가 및 시판 후
절차에서의 논의와 혁신, 연구를 촉진하는 틀을 제공한다.
 Project Confirm에서는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
- Ongoing Accelerated Approvals: 확증 임상시험 이행 의무 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제품의 목록으로 제품명, 성분명, 조건부허가 적응증, 조건부허가 일자, 확증 임상시험의
내용과 의무 기한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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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lerated Approvals with verified clinical benefit: 확증 임상시험을 완료하여

정규 허가로 전환된 제품의 목록으로 제품명, 성분명, 조건부허가 적응증, 조건부허가
일자, 정규 허가 전환 일자를 보여준다.
- Accelerated Approvals that have been withdrawn: 조건부허가에 의한 적응증이

취하된 제품의 목록으로 제품명, 성분명, 조건부허가 적응증, 조건부허가 일자, 허가
취하(또는 해당 적응증 취하) 일자를 보여준다.

Project Facilitate
 Project Facilitate는 더 이상의 치료 대안이 없는 암환자가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임상시험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가 환자를 위해 Expanded Access(동정적
사용, 응급 IND, 단일 환자 IND, Pre-Approval)를 신청하는 FDA의 단일한 연락
포인트이다.
- 일부 종양전문 의사는 임상시험이나 Expanded Access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고 그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OCE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암환자를 위한 Expanded
Access 신청과 문의를 받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panded Access가 적합한 조건
- 환자는 심각한 질환 또는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이 있는 질환을 앓고 있음
- 질환을 진단, 모니터, 치료할 수 있는 대안의 치료방법이 없음
-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함
- 그 약으로부터 환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위험을 정당화할 만큼 큼

 Project Facilitate에서는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560건의 Expanded Access

문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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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Patient Voice
 Project Patient Voice는 임상시험에서 환자가 보고하는 증상(patient-reported

symptom) 데이터를 수집하여 FDA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환자와 치료약물에 관해 논의할 때 이 정보를 참고, 활용할 수
있다.
- 임상시험에서 의사가 보고한 이상사례는 제품 허가 후 첨부문서에 반영되지만 동일한

시험에서 환자가 보고하는 증상 데이터는 첨부문서에 수록되지 않는다.
- FDA는 이 프로그램에서 임상시험의 첫 6개월 동안 환자가 보고한 증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한다.
 FDA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정보 제공의 활용도에 대해 대중의 피드백을

얻고자 한다. 현재는 한 개 항암제(Tagrisso)에 대한 임상시험(AURA3)에서 수집된 환자
보고 증상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 FDA는 더 많은 항암제 임상시험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Project Community
 Project Community는 암에 대한 환자, 가족, 지역사회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암환자와 가족, 케어 제공자, 의학적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사회를 찾아가는
활동(outreach)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소수인구집단의 임상시험 참여를 높인다.
-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소수집단의 참여를 늘리고 관련 지식을 향상시킨다.
- National Black Family Cancer Awareness Week를 주도한다.
 OCE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미팅을 개최하며, 2021년 첫 번째

National Black Family Cancer Awareness Week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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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Livin’ Label
 Project Livin’ Label은 의료공급자와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항암제 첨부문서에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고 최근 FDA 허가 항암제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대상은 의사, 보건의료공급자, 암 생존자, 환자, 가족, 대리인, 기업
등이다.
 OCE는 FDA 심사자, 임상시험 수행자, 환자, 기업 간의 미팅을 주도하며, 항암제 개발의

이면 이야기, FDA 심사 절차 등의 주제를 다룬다. OCE는 개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팅에서 다룰 제품을 선택하며, 각 제품의 개발과 심사의 핵심 이슈를 논의한다.
여기서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

5. 시사점
항암제는 신약개발 및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이고, 환자와 의료체계에서도
항암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최신의 의약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혁신적 항암제
연구개발 활동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임상시험에서 환자 중심성을 높이고 개발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FDA OCE는 의약품 개발의 첨단 기술의 확산과 이에 부응한 규제 제도의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적 배경에서 설치되었다. 2017년 조직 설립 후 항암제 개발 지원에서부터 환자의 항암제
접근성 제고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행하고 있다.
 현재 이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파일럿 프로그램이며 아직 그 성과가 평가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일부 프로그램은 몇 년 동안의 실적과 이행 경과가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암제는 신약 허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국내 기업의 개발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FDA OCE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국내 항암제 연구개발, 항암제 관련 규제제도
발전, 보건의료 전문가의 항암제에 대한 이해 향상, 환자의 항암제 인지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이며, 향후 OCE 프로그램의 이행 과정과 성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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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를 위한 품질 평가 시
유익성 및 위해성 평가 사항

‐ 이 글은 FDA에서 2022년 5월 발간한 가이던스를 번역, 요약한 내용으로, 신약 품목허가 신청 시에
제출된 품질관련자료(CMC)를 평가할 때 FDA가 적용하는 유익성-위해성 평가 원칙을 설명한다.
‐ 제품 품질과 연관된 유익성과 위해성 평가 시에 제품의 임상적 사용 맥락,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영향, 위해성 완화 전략 등이 고려된다.
‐ 미해결 품질 문제가 있으나 유익성이 위해성을 초과하는 경우 품질 시판 후 계약(Quality
Postmarketing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다.

1. 서론
이 글은 2022년 5월에 FDA에서 발간된 가이던스 「Benefit-Risk Considerations for
Product Quality Assessments」를 번역 및 요약한 것으로, 신약 품목허가 신청(New Drug
Application, NDA) 목적으로 FDA에 제출된 품질관련자료(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CMC)를 평가할 때 FDA가 적용하는 유익성-위해성(benefit-risk) 평가 원칙을
설명한다.
 제품 품질 평가(Product Quality Assessment)는 의뢰자의 제품 개발 연구, 제조 공정 및

관리 전략이 일관되게 수용 가능한 품질의 완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신약 품목 허가(NDA) 및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Biologics License Application, BLA)

시에 제품 품질 문제와 관련하여 잔존 위험을 포함하여 제품의 전반적인 유익성과
위해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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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규제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제품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2. 배경
제품 품질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자료
[표 1] 제품의 종류에 따른 품질 관련 자료의 내용
제품의 종류

제품 품질을 보일 수 있는 자료

신약 품목 허가 대상

의약품의 조성, 농도, 품질 및 순도

생물학적 제제 품목 허가 대상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 순도 및 역가를 보장하고 보존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일반적으로 FDA에서 요구하는 제품 품질 관련 자료는 위와 같으나, 약물과

공정(process)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유연하게 적용된다.
 제품 품질 평가는 의약품의 전체 품질을 결정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과 제형, 제조 및 관리

전략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
- 예) 저분자 완제의약품에 대한 평가는 순도를 보장하고 돌연변이 유발성(mutagenic)

불순물을 포함한 분해 산물(degradation products)의 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원료의약품의 합성 및 분리 방법을 조사한다.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제품 품질 평가는 사용된 발현(expression) 시스템, 세포주의

품질, 제조 공정, 미생물 오염 물질의 제어, 잠재적 공정 관련 불순물 및 제품 관련
변이체를 조사할 수 있다. 완제품 또는 출하 시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미생물
관리(원료의약품의 경우), 무균 시험(완제의약품의 경우)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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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품질 관련 불확실성
 제품 품질 관련 불확실성의 원인 중 하나로는, 저분자 의약품의 안정성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유효기간 이후 효능 예측에 외삽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즉 ‘가용 데이터의
부족’이 있다.
제품 품질에 관한 불확실성의 예시
예1) (저분자 의약품의 경우) 상업적으로 제조한 경험이 제한적이어서 새로운 기술 또는 제형의 영향을 알 수 없거나,
소규모 공정에서 관찰된 문제가 대규모 공정에서 어떤 빈도로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예2) 공정에 대한 이해의 차이, 변동성의 원인, 문제 발견 가능성에 따라서도 불확실성이 비롯될 수 있음

 ICH 가이드라인 Q9 품질 위해 관리(Quality Risk Management)에 언급된 많은 원칙과

개념이 일반적으로 FDA의 제품 품질 평가 중에 적용 가능하며, 제품이 조성, 농도, 품질 및
순도 또는 생물학적 제품의 안전성, 순도 및 역가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품 품질 평가 과정

FDA가 제품 품질 평가 시 수행하는 작업
1) 제형, 제조 공정 및 포장 구성 요소와 관련된 제품 품질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검토
2) FDA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된 위험 감소
전략(mitigation plan)을 평가
3) 반복적인 평가도 가능함
4) 의뢰자가 불확실성의 문제 또는 영역을 더 잘 이해하고 완화하기 위한 가능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뢰자와 논의함

 FDA가 보는 제품 품질 문제는 통제 전략이 위험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해결되지 않은 제품 품질 문제가 남아있는 경우, FDA는 제품 품질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잔여 위험을 의사 결정 과정에 고려한다. FDA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청 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4. 제품 품질 평가 결론 및 미해결 품질 문제 처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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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품질 평가자는 치료적 맥락 및 유익성 평가에 다학제(interdisciplinary) 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가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정할 때 FDA는 “의뢰자가 제출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 및 다른 많은 요인을 고려하는 전반적인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수행한다. 유익성-위해성 평가는 허가사항에 정의된 사용 조건에서
제품의 유익성(불확실성도 포함)이 잠재적 위해성(불확실성 및 위험 관리 방식을 포함)을
능가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 FDA는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유익성-위해성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2)

3. 제품 품질 평가에 적용되는 원칙
A. 치료 맥락, 잠재적 이점 및 제품 품질 관련 위험 간의 관계
 약물의 전반적인 임상적 유익성에 대한 결정은 제품 품질 평가의 범위를 벗어나며 이

지침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치료적 맥락과 임상적 유익성은 제품 품질 평가와 그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제품 품질 평가 시에, 평가자는 다음을 위해 다학제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학제팀 의견 청취 목적
- 제품이 사용될 질병과 환자 집단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함
- 해당 약물이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필요를 해결하는지 확인함
- 관리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품질 위험의 잠재적 원인을 식별함

 환자 집단, 질병 또는 상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전체 치료 옵션 내에서 제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2) 유익성-위해성 프레임워크(Benefit-Risk Framework)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
FDA. (2021.9.). Benefit-Risk Assessment for New Drug and Biological Products. https://www.fda.gov/
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benefit-risk-assessment-new-drug-and
-biological-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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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유해 사례는 제품의 약리학적 활성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제품 품질 결함으로

인해 제품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예) 방출 조절 제품의 용량 덤핑; 약물의 방출 메커니즘의 실패
- 예) 의도된 사용자에게(예. 소아) 크기가 너무 커서 질식 위험을 초래하는 고체 경구 투여 의약품

B. 제품 품질 문제 또는 일련의 문제로 인한 위험 평가
 각 품목허가 신청 시 포함된 제조품질관리 전략에 대해 품질 문제를 평가할 때 FDA는

일반적으로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① 치료 맥락과 관련된 위험 기반 고려사항
- 치료 맥락 및 임상적 유익성을 이해하면 제품 품질 평가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평가는

특정 제품 품질 특성이 특정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고려한다.
제품의 품질 특성 예시
예) 약물만 있는 것과 항체를 접합하여 항체약물접합체(Antibody-Drug Conjugate)를 형성한 것 비교
예) 연속적인 약물 전달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 건강한 개인에서 사용되는지, 치료 기간은 어떠한지, 취약한 인구 집단에게 사용되는지도

고려대상이 된다.
- 위험 평가는 이러한 고려사항의 조합에 따른다. FDA는 환자 모집단의 취약성, 중증도,

투여 요법(예: 노출 기간 및 빈도)에 따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치료 대상/의약품의 성질에 따라 위험 평가가 달라지는 예시
예) 동일한 불순물이 유사한 수준으로 여러 약물에서 발견되지만 치료적 맥락이 다른 경우
(예: 소아 집단의 만성 사용 vs. 성인의 급성 사용)
예) 약물이 좁은 치료 지수(Therapeutic Index, TI)를 갖는 경우 (즉, 약물의 유효농도와 독성농도 간의 차이가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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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영향의 정도
- 모든 경우에 의약품은 의도된 환자 집단의 요구를 충족하고 의도한 제품 성능을 일관되게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품 품질 목표 프로파일(Quality Target Product
Profile)은 제품 개발의 기초가 된다. 이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하여 원하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상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의약품의 품질 특성에 대한 요약
예상치이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특성 예시
예) 비경구 제품의 무균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제조 공정 및/또는 용기 개폐 시스템: 안전성 문제 야기
예) 의약품의 일정하지 않은 함량 : 효과 및/또는 안전성 문제 야기

③ 제품 품질 정보 전체
- 제품 품질을 평가할 때, FDA는 제품과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개발 과정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예. 임상시험용 의약품 허가 심사시 제출된 자료). 기타 관련
정보에는 강력한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일관된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
시스템의 효율성, 핵심 임상시험(pivotal study) 중 임상적 경험, 과학적 문헌 및/또는
특정 약물군에 관한 FDA의 지식 등이 포함된다.
④ 사전 조사(Preapproval inspection) 결과
- FDA는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사전 조사(preapproval or prelicense

inspection)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 후 알린다. 신약 품목 허가에 대한 사전
조사에서는 시판용 제조를 위한 준비, 신청 내용에 대한 일치도, 신청 내용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를 확인한다.
- 생물학적 제제 품목 허가의 사전 조사에서는 다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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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제제 품목 사전 조사 중 품질 관련 평가 내용
1) 시설이 생물학적 제제 품목허가 신청에 제시된 기준을 계속해서 준수하는지
2) 시설이 현재의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준수하는지
3) 제품 및 제조 공정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는 신청서에 기술된 내용을 뒷받침하는지

- 제조 또는 품질 문제가 사전 조사 중에 식별되면 관찰된 문제의 성격과 규모,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 관리 전략이 결정된다.
⑤ 제품 품질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고려사항
- 각 품목 허가 신청은 위에 언급된 원칙을 사용하여 제품에 관계없이 동일한 유형의 평가를

거친다. 약물의 고유한 측면이나 관련분야 지식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 FDA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고려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추가시험 또는 새로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예시
예1)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새로운 조합 제품
예2) 제조 공정 또는 분석 시험 방법에 새로운 기술 도입
예3) 새로운 공정서 표준의 개발 또는 개정

⑥ 위해성 완화 전략
- 관찰된 또는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할 때 의뢰자가 제품 품질 문제와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품질 관련 이슈 예시
예1) 새로운 블리스터 덮개 재료의 수증기 투과율 확인
예2) 정제가 라벨에 지시된 대로 쉽고 일관되게 분할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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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에 따라 의뢰자의 개발과정이 의도한 제품 성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각 제품 고유의 특성에 따라 위 내용 이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4. 제품 품질 평가 결론 및 미해결 품질 문제 처리
A. 제품 품질 평가
 제품 품질 평가는 궁극적으로 약품의 품질과 제안된 약품이 안전성, 순도 및 역가, 농도,

품질, 순도에 대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의뢰자가
제품의 유효기간 동안 의도한 제품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적절한 품질 속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제품, 제조 및 공정관리 전략을 개발하였는지를 검토한다.
 평가가 끝나면 제품 품질 평가팀은 제품 품질 관점에서 시판 허가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B. 해결되지 않은 품질 문제
 드문 경우지만 특정 미해결 품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제품을 더 빨리 시장에 출시하는 유익성이 해결되지 않은 품질 문제로 인한 잔여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에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아래 ① 및 ②)에서 FDA는 승인 이후에
자료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① 승인 이전에 제품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위험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허가 승인 이후 품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FDA가 허용하는 경우
- 예) 필름 코팅 색상의 음영에 영향을 미치는 필름 코팅 구성의 변화를 다루기 위해 승인

후 광안정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② 완제 의약품이 전반적으로 유익성을 제공하여, 승인 후 합의된 특정 기간에 확증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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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심각한 질병이나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와 같이 미충족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미충족 의학적 요구는 사용 가능한 치료 옵션이 있지만, 추가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점(예: 현재 치료 옵션보다 우월하거나 보다 유리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갖는 유사한 효능)이 관찰된 경우도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전체 이익(관련
불확실성 포함)은 잔여 위험을 포함하여 전체 위험보다 커야 하며 이는 사례별로
고려된다.
 이러한 경우 FDA는 품질 시판 후 계약(Quality Postmarketing Agreement, QPA)을

사용할 수 있다. QPA는 승인 또는 허가에 대한 법적 및 규제 요건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의뢰자의 개발 계획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QPA는 시판승인 후 특정 기간 내에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FDA와 의뢰자 간의 합의이다.
- 데이터 또는 정보는 승인 후 사전에 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합의된

보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출하고,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연차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C. 제네릭 품목 허가(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
 대조의약품(Reference Listed Drugs, RLD)은 FDA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유익성이

위해성을 능가한다고 결정한 것이며, 제네릭 품목 허가는 대조의약품(RLD)을 참조한다.
 제네릭 품목 허가에서 승인된 완제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FDA에서 대조의약품(RLD)과

치료학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치료학적으로 동등하다고 분류된 제네릭 제품은
허가 사항에 지정된 조건에서 대조의약품(RLD)과 동일한 유효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생성한다.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질 시판 후 계약(Quality Postmarketing

Agreement, QPA)을 적용할 수 없다. 드문 경우지만 FDA는 긴급한 임상적 필요(예: 공중
보건 비상사태 또는 의약품 부족)를 해결할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질 시판 후
계약(QPA)이 적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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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의약품의 허가 후 제조과정의 품질관리를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지속적인 확보는 중요하다.
약의 특성, 치료 맥락에 따라 제품 품질에 대한 고려사항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시판허가 이후에도 의약품의 제조과정에서 의약품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체의 자율적 관리
및 규제당국의 실사 방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시판허가를 위한 제조품질과정의 안전성 자료가 다소 불충분하더라도 시판에 따른 사회적
유익성을 감안하여 조기 시판허가를 하는 조건을 특정하고, 이 경우 시판후 관리 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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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 인공지능 활용 사례

‐ 인공지능은 신약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어,
인공지능의 활용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인공지능 활용의 사례는 신약 탐색과 임상시험의 시간 단축 효과를 주로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1. 서론
신약개발 인공지능 활용 사례 분석의 필요성
 최근 컴퓨팅 파워의 비약적 향상,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기반 학습

알고리즘 이론의 발전과 함께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학습에 사용되는 대규모 빅데이터
축적으로 인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접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지능이 신약개발에 적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보고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활용이 신약개발 기간과 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량적 자료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신약개발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 자료가 매우 적은

상황이나, 적은 자료라도 일관되게 정리하여 인공지능의 효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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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방법
 인공지능의 효과에 대한 사례 분석을 위해 우선 논문, 기업자료를 검색하여 인공지능

도입의 효과를 제시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순히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언급한 자료를 제외하고, 인공지능의 효과를 정량적인

수치로 제시한 자료를 선정하였다.
 인공지능 도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 문서가 있는 사례를 수집한 결과 다음 표와

같이 5건의 사례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1] 신약개발 인공지능 활용 사례
사례

인공지능기업

적용신약

제약기업

적용 단계

1

Insilico Medicine

DDR1 Kinase Inhibitors

WuXi AppTec

후보물질

2

Exscientia

DSP-1181

Sumitomo Dainippon

후보물질

3

Recursion

TAK-733

Takeda

후보물질

4

Watson

n/a

n/a

임상단계

5

AiCure

ABT-126

AbbVie

임상단계

2. 신약개발 인공지능 적용 효과 사례
Insilico Medicine GENTRL 사례
 Insilico Medicine은 2014년에 설립한 생명공학 회사로서, 홍콩 중문대학교 인근 홍콩

사이언스 파크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유전체학, 빅데이터 분석 및 딥
러닝을 결합하여 생물 및 화학적 실험이 아니라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컴퓨터상에서의
가상 실험인 인실리코(in silico) 차원에서 약물 탐색을 수행한다.
 신경망(neural networks)에 기반한 머신러닝 인공지능으로 기존 문헌, 화합물 정보, 실험

결과, 특허 등을 학습하고 기존 물질과 차별되는 후보물질 창출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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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인공지능 GENTRL의 적용 대상은 DDRI inhibitor 유효물질(hit)의 도출이었다.
Discoidin domain receptor1은 섬유증 등 여러 질병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폐섬유증(pulmonary fibrosis)에 적용하는 유효물질 발굴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공지능

GENTRL은

신약개발의

Target-to-hit

과정에

활용되었다.

우선

WuxiAppTec에 의해 DDR1 kinase 타겟을 선정하였고, 이어 데이터검색 → 인공지능
GENTRL 적용 → 물질합성 → 생물학적 효능 평가(Biological evaluation)를 진행하였다.
 2019년도에 Insilico Medicine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紙에서 GENTRL을 사용하여 46일 만에 새로운 DDR1 inhibitor를 찾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obes 紙와의 인터뷰(Fobes, 2019. 09. 02.)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15만
달러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그림 1] 인공지능 GENTRL 적용 시 신약개발 소요 기간

자료: Zhavoronkov et al. (2019).

 일반적인 신약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에 대한 Paul et al.(201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Target-to-hit 과정은 1년이 소요되고 비용은 1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인 신약개발 Target-to-hit 과정의 소요 기간과 비용과 비교 시 인공지능
GENTRL의 적용은 소요 기간은 87.4%, 비용은 85%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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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약개발에서 인공지능 GENTRL의 효과
구분

일반적인 신약개발
Target-to-hit 과정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Target-to-hit 과정

증감율

소요 기간

1년

46일

-87.4%

비용

100만 달러

15만 달러

-85.0%

자료: Paul et al. (2010), Zhavoronkov et al. (2019)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scientia-Sumitomo Dainippon 社 사례
 엑센시아(Exscientia)는 2012년 영국 옥스포드에 설립돼 미국과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다. CENTAUR CHEMIST™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신약 탐색
기업으로, 현재 인공지능 전문가 24명을 포함해 7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CENTAUR CHEMIST™ 플랫폼은 저분자 화합물의 설계를 자동화하고 우선순위를

계산하여 최상의 화학 구조를 선택함으로써 신약 발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엑센시아(Exscienti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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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safety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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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scientia의 CENTAUR CHEMIST 플랫폼

자료: Exscientia 홈페이지

 엑센시아(Exscientia)는 처음으로 임상 단계에 진입한 AI 신약을 개발한 회사이다.

엑센시아(Exscientia)는 일본 스미토모 다이니폰(Sumitomo Dainippon) 社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강박장애(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치료제 후보물질인
DSP-1181을 발굴했으며, 2020년 1월 임상 1상을 시작했다. 임상 진입 전 약물의 발굴
기간은 12개월 미만이었다. Paul et al.(2010)의 연구에 따른 기존의 방식으로는 평균
4.5년이 걸리는 일이다.
[표 3] 통상적 신약개발과 DSP-1181 개발 소요 기간 비교
구분

통상적 소요 기간

Hit to lead

1.5년

Lead optimization

2년

Preclinical

1년

합계

4.5년

인공지능 활용한
DSP-1181 개발 소요 기간

증감률

1년

-77.8%

자료: Paul et al. (2010), Exscientia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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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rsion Pharmaceuticals-Takeda 社 사례
 2013년에 설립된 리커젼 파마슈티컬스(Recursion Pharmaceuticals)는 현미경

이미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프로그램인 CellProfiler와 딥 러닝 프로그램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의 조합을 사용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후보물질을 발견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2020년 다케다(Takeda) 社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리커젼 파마슈티컬스

(Recursion Pharmaceuticals)가 전임상 단계 후보물질을 제공하는 방식의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리커젼 파마슈티컬스(Recursion Pharmaceuticals)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18개월 만에 전임상 후보물질 60개의 적응증 후보를 도출했으며,
다케다(Takeda)는 이 중 2개 후보물질의 개발에 착수했다. 후보물질 중 하나였던
TAK-733은 현재 혈액암 환자에 대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
 리커젼 파마슈티컬스(Recursion Pharmaceuticals)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Target-to-hit부터 Lead optimization까지의 소요 기간을 4.5년에서
1.5년으로 낮추었다고 보고하였다.
[표 4] 통상적 신약개발과 인공지능 Recursion 적용 시 소요 기간 비교
구분

통상적인 소요 기간

인공지능 Recursion 적용 시
소요 기간

Target-to-hit

1.0년

0.33년

Hit-to-lead

1.5년

0.50년

Lead optimization

2.0년

0.66년

합계

4.5년

1.5년

증감률

-66.7%

자료: Paul et al. (2010), Recursion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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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Watson CTM 사례
 2015년 IBM은 Watson Health 사업부를 설립, 의료 AI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Watson for Oncology’를 시작으로 ‘Watson for Clinical Trial
Matching’, ‘Watson for Genomics’를 개발했다.
 Watson for Oncology는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성공률의 치료법을 제안하는 소프트웨어로, 2016년 국내 최초로 가천대 길병원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성능이 기대치를 밑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17년부터 매출이
하향세로 돌아섰다. 실제로 Watson을 도입한 국내의 일부 대형병원은 Watson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을 중단하였다.
 이어서 2016년에 IBM은 비정형 전자의무기록(EMR)과 임상시험 프로토콜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에게 적합한 임상시험을 추천해주는 Watson for Clinical Trial Matching
(이하 Watson CTM)을 출시했다. Watson CTM은 IBM Watson 자연어이해 기술을
적용하여 임상시험 프로토콜, 환자의무기록을 학습하여 특정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임상시험을 추천하는 것이다.
 환자 적격성 결정에서는 기존 방식의 스크리닝보다 Watson CTM을 사용한 경우 소요

기간이 약 78% 감소하였다. 18개월 동안 환자 등록수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Watson
CTM을 사용한 경우 환자 등록수가 80%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임상시험
현장에서 Watson CTM이 소요 시간은 단축하고, 등록 환자 수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표 5] 임상시험에서 Watson CTM 적용의 효과
통상적인 방법

Watson CTM 활용 시

증감률

암 환자 적격성 결정 시간

1시간 50분

24분

-78%

18개월간 유방암 환자 등록

3.5명/월

6.3명/월

80%

자료: Haddad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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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ure-AbbVie 社 ABT-126 적용 사례
 AiCure는 환자 행동 모니터링과 임상시험에서 원격 환자 참여를 지원하는 AI 및 데이터

분석 회사이다. AiCure는 안면인식 인공지능으로 약물 복용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그림 3] AiCure 인공지능 플랫폼

자료: AiCure 홈페이지

 AiCure 인공지능 플랫폼을 적용하여, AbbVie 社 조현병치료제 ABT-126의 임상2상

시험에서 안면인식 인공지능으로 약물복용 여부를 모니터링 하였다. 기존의 약물 순응도
측정법은 mDOT(Modified Directly Observed Therapy)라 하여 환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AiCure가 개발한 이미지 안면인식 시스템을 이용하면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약물을 복용했는지에 대한 약물 순응도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다.
 그 결과 mDOT(Modified Directly Observed Therapy)로 모니터링한 그룹은 임상시험

약물 복용 준수율이 71.9%로 나왔으며, 인공지능 AiCure 플랫폼으로 모니터링한 그룹은
89.7%로 나왔다. 이는 AiCure 기반 플랫폼을 사용한 참가자 그룹에서 약 25% 더 높은
약물 순응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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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iCure 인공지능 적용의 효과

자료: Bain et al. (2017).

3. 결론 및 시사점
결론
 신약개발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신약 탐색과 후보물질 도출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약개발 인공지능 적용 효과에 대해서는 후보물질 단계에서 3개, 임상 단계에서 2개 총

5개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 조사한 결과 후보물질 발굴 시간 단축, 비용 단축, 임상시험
환자 관리 개선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활용 5개 사례는 개발 소요 기간 영향이 가장 많았으나, 성공확률의 변화를

제시한 것은 없었다. 인공지능 활용이 신약개발 성공확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사례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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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신약개발 인공지능 활용 효과
사례

인공지능기업

적용단계

영향 요소

효과

1

Insilico
Medicine

Target-to-hit 과정

기간,
비용

기간 1년→46일
비용 100만 달러→ 15만 달러

2

Exscientia

Hit to lead부터 임상진입전
기간

기간

4.5년→1년

3

Recursion

Target-to-hit부터 Lead
optimization 기간

기간

4.5년→1.5년

4

Watson

임상시험

임상시험 환자
등록 속도

3.5명/월→6.3명/월

5

AiCure

임상시험

임상시험 약물 복용
준수율

71.9%→89.7%

시사점
 신약개발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신약 탐색과 후보물질 도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약개발에서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개발 단계에서 소요 기간의 단축은 신약개발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더욱 빠르게

개발을 완료하여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의미가 있다.
 임상시험 단계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여겨지나, 그 효과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임상시험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환자 모집, 효과 측정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인공지능 활용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안전성, 윤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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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단신
◇ FDA의 의약품 품질 등급제 추진: Quality Management Maturity
 CDER OPQ(Office of Pharmaceutical Quality)는 2022년 4월 의약품 품질관리성숙

(Quality Management Maturity, 이하 QMM) 추진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였다.
- 2019년 미국의 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보고서에서3) 의약품 공급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제조 및 품질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FDA는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를 공급 중단 관리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 QMM은 의약품 제조시설이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CGMP)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조시설의 제조품질관리를 개선하고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을 추구한다. CDER는 제조자가 제조시설의 QMM을 달성하도록 품질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백서에서는 의약품 공급 불안 문제를 언급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공급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CGMP에서 QMM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 주요 내용과 전략을 설명하였다.
[표 1] 의약품 품질 개념
개념 구분

CDER의 신뢰 정도

신뢰 영역

제품 품질
(product quality)

높음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모든 약을 신뢰함: 모든 dose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오염되지 않았음

공정 품질
(process quality)

높음

제조자가 자신이 출고하는 모든 배치를 신뢰함: 제조상의 리스크가
통제되어 품질 좋은 제품이 공급됨

품질 관리
(quality management)

낮음

제조자가 모든 배치가 출고될 것임을 신뢰함: 약의 성능
(performance) 및 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할 영역을 찾아내고
변화를 단행함

 백서에서는 품질관리성숙(QMM)의 품질 등급제 추진에서 고려할 사항을 열거하고 품질 등급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를 제시하였다.
3) FDA. (2019). Drug Shortages: Root Causes and Potenti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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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MM 품질 등급제 추진 시 CDER가 고려할 사항
1. CDER는 QMM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현재 여러 이해당사자는 “의약품 품질”이라는 용어를 제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FDA는 QMM이 제품이나
제조과정의 질이 아니라 제조시설의 질 관리임을 밝히고 이해당사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2. CDER는 의약품 구매자가 구매 의사결정에서 QMM을 고려하도록 이해시켜야 한다.
CDER는 현재 의약품 구매 의사결정에서 품질을 고려하지 않는 구매자들에게 QMM 등급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용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3. CDER는 QMM 평가와 규정 준수(regulatory compliance)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QMM 평가와 등급화는 CDER의 감독 기능이며, 규제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구분된다. 규정 준수는
QMM 등급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4. CDER는 의약품 구매자가 의약품 공급체인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 구매자가 구매 의사결정에서 QMM 등급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급체인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 FDA가
제품의 공급체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구매자가 입찰이나 협상 과정에서 그러한 정보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해야 할 것이다.
5. CDER는 높은 QMM의 제조시설이 시장에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구매자들은 높은 QMM이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구매 결정에서 QMM 등급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품질의 향상을 촉진해야 한다. 한 번에 제대로 제조하는 것은 제품 부적합이나 리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제품 공급 중단에 의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6. CDER는 의사결정에서 QMM 등급을 활용하는 것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 진료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QMM 등급을 활용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게 될 것을
우려한다. 또 다른 의료 전문가들은 제약사들이 제품 마케팅에 QMM 등급을 활용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

- QMM 품질 등급제의 핵심 요소
1. 품질성숙관리(mature quality management)를 위해서는 품질 문화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품질 문화란 제조를 감독하고 통제할 책임을 갖는 사람이 품질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환경을 말한다. 품질 문화는
품질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의해 실현된다. 이러한 조직에서 비즈니스와 품질 목표는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2. QMM 평가 도구는 제조 사이트에서 일관성 있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제품 또는 작업 규모에 무관해야 한다.
QMM 평가는 FDA 또는 제3자가 수행한다. QMM 평가의 범위와 함의는 CGMP 준수를 결정하는 것과 구분되어야
한다. 현장 QMM 평가 사이에 품질 메트릭스 같은 정보가 일상적으로 FDA에 제출되어 시설의 QMM 등급을
지속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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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준화된 QMM 평가 도구가 검증되어야 한다.
QMM 등급은 신뢰성 있어야 하고 평가자 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제조소의 평가 결과만으로 QMM 등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내부 또는 외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 결과를 보완하고 최종 QMM 점수가 부여된다.
4. 산업계에서는 높은 QMM을 얻으려는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
제조자는 QMM에 관련하여 명백한 규제 및 경제적 인센티브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실사(inspection) 횟수를
줄이거나 허가 후 변경에서 규제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 결정에서 QMM 등급을 고려하고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을 가져야 한다. 의료 전문가와 약국, 환자들은 제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겪은 경험이
있으므로, 이들은 의사결정에서 QMM 등급의 활용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지가 없다면 구매자들은 낮은
QMM 등급의 제품을 구매하여 단기 비용을 줄이려 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의 사고가 요구된다.
5. QMM 등급체계 구축에서 투명성은 필수적이다.
의약품 제조자들이 QMM 등급체계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의도를 잘 알리고 그것이 의약품 공급 안정과 환자
치료 결과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QMM 등급의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으면 대중이 QMM을
인식하는 것이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약은 지시대로 사용하면 안전하고 유효하며
품질이 적절한 수준임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출처
FDA. (2022). Quality Management Maturity: Essential for Stable U.S. Supply Chains of Quality
Pharmaceuticals. https://www.fda.gov/media/157432/download (2022. 4. 1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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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CDER, 희귀질환 치유촉진(ARC) 프로그램 개시
 FDA CDER는 2022년 5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희귀질환 치유촉진

(Accelerating Rare Disease Cures, 이하 ARC)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외부의 이해관계자 그룹에서는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촉진을 위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FDA는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경직된(rigid) 구조로 인해 기능을 향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존 조직의 변화 없이 결합된 조직으로 구성한 ARC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ARC 프로그램은 CDER의 희귀질환팀(Rare Disease team)이 관리하고, Office of the

Center Director, Office of New Drugs, Office of Translational Sciences가 함께 지휘한다.
- 현재 희귀질환팀(Rare Diseases Team)의 인원은 5명이며 2배로 늘릴 계획이다.
- ARC 프로그램은 각 심사부서의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협력 가능한 가상의 Center of

Excellence의 개념과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ARC 프로그램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문제에 주목하고 특히 ① 임상시험

디자인, ② 효과지표(endpoint)의 선택, ③ 임상시험 데이터 해석의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ARC 프로그램의 첫해에는 FDA 내부와 외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찾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출처
FDA. (2022. 5. 12.). CDER Launches New Accelerating Rare disease Cures (ARC) Program
https://www.fda.gov/drugs/drug-safety-and-availability/cder-launches-new-accelerating-r
are-disease-cures-arc-program (2022. 5. 19. 인출)
FDA. (2022. 5. 10.) CDER’s ARC Program. https://www.fda.gov/about-fda/center-drug
-evaluation-and-research-cder/cders-arc-program (2022. 5. 20. 인출)
Gingery, D. (2022. 5. 12.) Don’t Call It A Center Of Excellence: Accelerating Rare Disease
Cures Program Launched By CDER. Pink Sheet.
https://pink.pharmaintelligence.informa.com/PS146171/Dont-Call-It-A-Center-Of-Excelle
nce-Accelerating-Rare-Disease-Cures-Program-Launched-By-CDER (2022. 5.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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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공급 중단 위험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던스 발표
 FDA는 2022년 5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가 의약품 공급 중단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가이던스 초안을 발표하였다.
- 가이던스에서는 의약품 공급 중단 위험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유형과 위험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를 제시하였다.
 의약품 공급 중단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 된다.
- 연방 의약품 공급 부족 위원회(Drug Shortages Task Force)는 2019년 의약품 공급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위험관리계획의 채택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의회에서는 2020년
제조업체가 의약품 공급 중단 위험 관리 계획을 적절하게 개발, 유지,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CARES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통과시켰다.
- FDA는 의약품 공급 중단 위험 관리 계획을 개발해야 하는 의약품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 관리 계획의 개발, 유지, 관리 및 구현을 돕기 위한 가이던스 초안을 발행하였다.
 FDA는 의약품 공급 중단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약품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고,

7가지 범주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위험 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의약품 공급 중단 위험 관리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의약품
- 생명을 유지, 지속시키는 처방의약품 또는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처방의약품(응급 상황 또는 수술 중에
사용되는 의약품, 공중보건 또는 공중보건 위기에 중요한 의약품 포함)
- 위의 의약품에 포함된 모든 활성 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
- 위의 의약품을 준비하거나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drug-led, drug-device combination,
biologic-led, biologic-device combination product 포함)
자발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위험 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의약품
- 희귀질환 의약품
- 다른 적절한 치료 방법이 없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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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로 인한 잠재적인 공중보건 위기를 종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 1개 회사에서만 생산하는 의약품
-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1개인 의약품
- 한 가지 용량의 완제의약품만 있는 의약품
- 지난 5년간의 실사에서 부적격 등급(Official Action Indicated, OAI)로 분류된 시설에서 제조된 의약품

 위험 관리 계획은 ① 위험 평가, ② 위험 관리, ③ 위험 검토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①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각각의 위험을 평가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결과를 추정해야 한다.
- ② 위험 관리(risk control): 제조업체가 의약품 공급 중단의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단계로, 복수의 제조공정 마련, 공급 경로 통제, 공급업체와의
관계 강화, 대체 가능 공급업체 확인 등이 포함된다.
- ③ 위험 검토(risk review): 위험 평가 및 관리 전략을 문서화 하는 것으로, FDA는 제조 업체가

매년 의약품 공급 중단 위험 관리계획에 대한 내부 검토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출처
FDA. (2022. 5. 19.). FDA Urges Drug Manufacturers to Develop Risk Management Plans to
Promote a Stronger, Resilient Drug Supply Chain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urges-drug-manufacturers-de
velop-risk-management-plans-promote-stronger-resilient-drug-supply (2022. 5. 20. 인출)
FDA. (2022. 5. 19.). Risk Management Plans to Mitigate the Potential for Drug Shortages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risk-manage
ment-plans-mitigate-potential-drug-shortages (2022. 5. 20. 인출)
RAPS. (2022. 5. 20.). FDA asks manufacturers to develop risk management plans to avert
shortages https://www.raps.org/news-and-articles/news-articles/2022/5/fda-asksmanufacturers-to-develop-risk-management (2022. 5. 23.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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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 관련 가이던스 발표
 FDA CDER에서는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위험과 편익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 개발에 대한 가이던스 초안을 2017년 12월에
발표하였으며, 2022년 4월 20일에 최종 확정하였다.
- 나노물질(nanomaterial)은

의약품의 제조시 활성 성분(active ingredients) 또는

운반체(carriers)로 활용되는 비활성 성분(inactive ingredients)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나노
물질이 포함되면 다른 제품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FDA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나노물질을
포함하는 의약품을 개발할 때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취하고 나노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첨가제(excipients) 공급업체를 변경하기 전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 가이던스에서는 FDA에서 규제에 활용하는 나노물질의 정의와 가이던스에서 적용되는 26개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타 기관에서 정의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
FDA에서 적용하는 나노물질에 대한 정의
- FDA는 ‘나노물질’과 ‘나노기술’을 엄격하게 정의하지는 않지만
1) 나노물질 또는 최종 제품(material or final product)의 외부 차원(dimension) 중 하나의 치수 혹은 내부 혹은
표면이 나노 범위(약 1nm~100nm)에 해당하거나
2) 나노물질 혹은 최종 제품의 치수가 나노 범위를 벗어나 최대 1마이크로미터(1,000nm)에 해당하더라도 물리적,
화학적 특성 또는 생물학적 효과가 나노 특성이나 현상을 나타내도록 설계된 경우 나노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이던스에서 정의한 용어(Glossary)
- Agglomerate, Aggregate, Bioavailability, Bioequivalence, Biological Products, Carrier, Core-shell,
Colloids, Critical Quality Attribute, Dendrimer, Drug Product, Emulsion, Excipient, Free Drug,
Immunogenicity, Inactive Ingredient, Liposomes, Micelles, Nanocrystals, Nanoemulsion,
Nanomaterial, Nanomaterial-associated Drug, Nanoparticle, Nanoscale, Premarket application,
Therapeutic moiety.

 FDA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1) 나노물질의

적절한 특성화(adequate characterization), 2) 나노물질의 계획된 용도에 따른 사용과 적용 및
나노물질이 제품의 질, 안전성, 효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적절히 이해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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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던스에서는 나노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을 평가할 때 11개의 요소를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나노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
- 나노물질의 구조와 기능 특성화의 적절성
- 나노물질 구조의 복잡성
-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생물학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 나노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른 인체 내 방출 메커니즘 이해
- 시험관 내 방출 방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체 내 방출 예측 가능성
- 물리적 및 화학적 안정성
- 나노기술의 성숙도(제조 및 분석 방법 포함)
- 공정관리를 포함한 제조 과정 변경의 잠재적 영향과 주요 품질 속성(CQAs) 관리 전략
- 투여 시의 물리적 상태
- 투여 경로
- 물리 화학적 특성 및 동물실험에 기반한 용출, 생체이용률, 분포, 생분해, 축적과 예측

 이와 함께 나노물질을 포함한 의약품의 품질 권장사항(Quality Recommendations), CMC

고려사항, 비임상 및 임상 연구를 위한 권장 사항,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출처
FDA. (2022. 4. 20.). Drug Products, Including Biological Products, that Contain Nanomaterials
- Guidance for Industry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drug-products-i
ncluding-biological-products-contain-nanomaterials-guidance-industry (2022. 4. 22. 인출)
RAPS. (2022. 4. 25.). FDA finalizes guidance for drugs and biologics containing nanomaterials
https://www.raps.org/news-and-articles/news-articles/2022/4/fda-finalizes-guidance-fordrugs-and-biologics-con (2022. 4. 28. 인출)
Cox, B. (2022. 4. 28.). US FDA adds generic insights on how to demonstrate nanomaterials quality. Pink Sheet.
https://pink.pharmaintelligence.informa.com/PS146083/US-FDA-Adds-Generic-Insights-O
n-How-To-Demonstrate-Nanomaterials-Quality (2022. 5. 1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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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세균질환 치료를 위한 항생제 개발 관련 가이던스 발표
 FDA는 중증 세균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항생제의 임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5월

25일 「Antibacterial Therapies for Patients With an Unmet Medical Need for the
Treatment of Serious Bacterial Diseases – Questions and Answers」 가이던스의 개정된
초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2017년 8월 2일 발간된 가이던스 초안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미충족 의료 필요가 있는 중증 세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 가지 종 또는 소수의 종(species)에

대해서만 활성이 나타나는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으며, 미충족 의료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개발 촉진을 위해 보다 유연한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다.
- 중증 세균 감염 환자 대상으로 항생제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임상시험

이전에 투여한 항생제가 효과적일 수 있고, 급성질환자의 중증도로 인해 사전 동의에 따른
임상시험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기저질환의 병인에 대한 불확실성, 활성
스펙트럼이 동일한 약물 요법의 필요성에 의해 효능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 중증 세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의 개발이 시급함을 감안하여, FDA에서는 안전성,

유효성을 적절히 보장하면서 폭넓은 유연성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하였다.
- 유연한 개발 프로그램은 더 짧거나 적은 수의 임상시험을 포함하여 안전성 데이터가 적게

생성될 수 있으므로 비임상 연구가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하다.
 가이던스에서는 유연한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항생제의 범위와 비임상 단계에서의

주요 고려사항,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PK/PD 데이터 제출 시 중요한 점, 시판 전 안전성
평가 자료의 크기와 안전에 대한 규제적 요구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출처
FDA. (2022. 5. 25.). Antibacterial Therapies for Patients With an Unmet Medical Need for the
Treatment of Serious Bacterial Diseases – Questions and Answers (Revision 1)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antibacterial-therapies
-patients-unmet-medical-need-treatment-serious-bacterial-diseases-questions (2022. 6. 13. 인출)

51

미국 의약품 규제 동향 브리프
제7호 2022. 6.

◇ 조기 고형암 치료제 개발 시 혈액 순환 종양 DNA 활용에 관한
가이던스 발표
 FDA는 2022년 5월 조기 고형암에 관한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시에 바이오마커로

ctDNA(circulating tumor DNA, 혈액 순환 종양 DNA) 활용에 관한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
- 이 가이던스에서는 암이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진단 또는 전이 상태 스크리닝 목적으로

ctDNA를 사용하는 것은 다루지 않았다.
 ctDNA는 종양에서 유래한 DNA 조각으로 세포에 속하지 않고 혈액을 따라 순환한다. ctDNA는

개인에 따라, 종양의 종류, 위치 및 단계, 치료에 대한 반응 정도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진다.
 ctDNA를 조기 고형암 치료 약물 개발에 바이오마커로 사용할 수 있다. 예시는 아래와 같다.
- 분자 변이(Molecular alteration)에 기반하여 임상시험 포함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치료를 마쳤으나 미세 잔존질환(molecular residual disease4))이 있어 질병에 대한 위험,

재발 위험, 또는 사망의 위험이 높은 환자를 피험자로 등록할 수 있다.
- 초기 임상시험에서 약에 대한 반응성을 측정하여 개발 계획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 현재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약에 대한 반응으로 ctDNA의 양이 변화하는 것을 조기 평가

변수(early endpoint)로 사용할 수도 있다.
 시험법에 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미세 잔존질환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된 패널(MRD panel)의 성능(민감도, 특이도) 및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 ctDNA 표본 채취 시기, 종양 단계 및 크기, 종양의 종류에 따라 ctDNA의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FDA와 이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

4) 수술, 수술 전후의 보조요법(neoadjuvant or adjuvant therapy), 또는 표준 치료 후에도 남아 있는 종양을 미세 잔존
질환(minimal residual disease)이라고 함. 본문에서는 minimal residual disease와 molecular residual
disease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molecular residual disease를 ‘미세 잔존질환’으로 번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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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법의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정밀도 및 기타 성능 관련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연구용 ctDNA 기기에 관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ctDNA 기기는 FDA의 연구용 기기 심사면제(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이하 IDE)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IDE의 적용 여부는 기기의 위험성- 상당한
위험, 상당하지 않은 위험, 면제-에 따라 다르다.
- 의뢰자는 Q-제출 프로그램(Q-submission program)에 따라 연구 위험성 결정 사전

제출(Study Risk Determination pre-submission)을 고려할 수 있다.

출처
FDA. (2022. 5. 2). Use of Circulating Tumor Deoxyribonucleic Acid for Early Stage Solid
Tumor Drug Development: Guidance for Industry.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use-circulat
ing-tumor-deoxyribonucleic-acid-early-stage-solid-tumor-drug-development-draft-guida
nce (2022. 5. 26.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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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에서 과소 대표되는 인종 및 민족 피험자의 등록 개선을 위한
다양성 계획(Diversity Plan) 가이던스 발표
 FDA는 2022년 4월 성별, 성 정체성,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임신 상태, 수유 상태, 그리고

동반질환과 같은 인구집단 내 다양성 확보에 관한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
 FDA는 의뢰자가 과소 대표된 인구집단의 적절한 참여와 임상적으로 관련된 하위 모집단에서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지침서는 2016년 10월 발간된 「Collection of Race and Ethnicity Data in Clinical

Trials」를 확장한 것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모두에서 ‘인족 및 민족 다양성 계획(Diversity Plan)’ 제출을 권장하며,

안전성 및 유효성의 잠재적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제품 개발 중에 가능한 한 일찍 FDA와 논의할 것을 권장하며, 의약품의 경우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할 때까지(주로 임상2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논의되어야 한다.
 인종 및 민족 다양성 계획 내용으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의뢰자의 계획과 의료 제품의

전체 개발 주기에 걸쳐 안전성 및 유효성의 잠재적 차이를 조사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FDA. (2022. 4.). Diversity Plans to Improve Enrollment of Participants From Underrepresented
Racial and Ethnic Populations in Clinical Trials; Draft Guidance for Industry.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diversity-pl
ans-improve-enrollment-participants-underrepresented-racial-and-ethnic-populations
(2022. 5. 2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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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의약품 제조시설 평가·실사 관련 2021년 이행실적 발표
 2022년 6월 FDA는 2021년 수행한 의약품 제조시설의 평가·실사와 관련하여 주요한 이행실적

지표(performance measures)를 발표하였다.
- 이 발표는 2017년 CDER(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와 ORA(Office of

Regulatory Affairs)가 합의한 운영개념(Concept of Operation, ConOps)에 의한 것이다.
 운영개념(ConOps)에 따라 발표하는 의약품 제조시설 평가·실사에 관한 이행실적 지표는 두

가지이며, 2021년 실적은 과거 2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의약품 제조시설 평가·실사에 관한 이행실적 지표 (ConOps 관련)
이행실적 지표

2021년

2020년

2019년

실사 종료 후 90일 내에 해당 시설의 평가 결과에 대한 서신을 발행한 비율*

70%

78%

87%

실사 종료 후 6개월 내에 OAI 시설에 대한 규제 액션을 완료한 비율

48%

63%

74%

주: * 평가 결과는 NAI(no action indicated), VAI(voluntary action indicated), OAI(official action indicated)로 구분됨

 이들 지표는 의약품 제조시설 평가·실사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FDA가

제조시설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하여 제조시설의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고 의약품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이행실적이 미비한 것은 의약품 제조시설의
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임을 의미한다.
 FDA는 이러한 실적이 코로나19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팬데믹 대응 업무로 인하여 시설

실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ORA의 compliance staff는 지난 2년 동안
32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55

미국 의약품 규제 동향 브리프
제7호 2022. 6.

출처
FDA. (2022. 6. 3.). Integration Of FDA Facility Evaluation And Inspection Program For Human
Drugs: A Concept Of Operations FY 2021 Summary.
https://www.fda.gov/media/158918/download (2022. 6. 16. 인출)
FDA. (2022. 6. 3.). Questions and Answers: Integration of FDA Facility Evaluation and
Inspection Program for Human Drugs: A Concept of Operations.
https://www.fda.gov/drugs/pharmaceutical-quality-resources/questions-and-answers-integrati
on-fda-facility-evaluation-and-inspection-program-human-drugs-concept (2022. 6. 16. 인출)
Silverman, E. (2022. 6. 15.). FDA oversight of pharma manufacturing facilities plunges during
the pandemic. STA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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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기술 및 데이터 현대화를 위한 Enterprise Modernization
Action Plan 발표
 FDA는 기술 및 데이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19일 엔터프라이즈 현대화 실행

계획(Enterprise Modernization Action Plan, EMAP)을 발표하였다.
- 기술과 데이터 현대화 노력은 2019년의 기술 현대화 실행 계획(Technology Modernization

Action Plan), 2021년 데이터 현대화 실행 계획(Data Modernization Action Plan)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3월에는 기존 계획들의 진행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구분

기술 현대화 실행 계획
(Technology Modernization
Action Plan, TMAP)

데이터 현대화 실행 계획
(Data Modernization Action
Plan, DMAP)

엔터프라이즈 현대화 실행 계획
(Enterprise Modernization
Action Plan, EMAP)

발표 시기

2019. 9.

2021. 3.

2022. 5.

구성 요소

 Infrastructure and
 Driver Projects
Operations Modernization  Data Practices
 Agile and Product Culture  Talent Development
 Collaborations among the
FDA,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Stakeholders

 Create the Infrastructure
to Support Change
 Develop a Common
Operational Approach
 Ensure strategic
Alignment

 기술 현대화 실행 계획(Technology Modernization Action Plan, TMAP)
- Infrastructure and Operations Modernization: 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FDA 전 직원의

원격근무를 지원하고, 다양한 온라인 회의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였다. 효과적인 현대화를 위해 인적 자원과 조직 문화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보기술(IT) 인재의 확보와 강화를 위한 조직인 Office of Digital Transformation(ODT)을
구성하였다.
- Agile and Product Culture: 사이버 보안 기능 현대화와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하면서 개발,

보안, 운영(Development, Security, Operation, DevSecOps), 정보 기술 인프라
라이브러리(IT Infrastructure Library) 프로세스 등 산업 표준 및 모범사례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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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aborations among the FDA,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Stakeholders:

내부 및 외부 기관과 의사소통하고 협업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데이터 현대화 실행 계획(Data Modernization Action Plan, DMAP)
- Driver Projects: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개선안을 구상하고 기술 및 데이터 전문가가 구현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 Data Practices: 데이터 수집을 단순화하고 주기를 단축하여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데이터

사용을 위한 보안과 확장성을 제공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FDA는 지난 1년간 공중보건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서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 Talent Development: 교육, FDA 지식 및 연구 포털의 인공지능 지원, 데이터 전문가 모집과

유치를 위한 이니셔티브 구축 등을 수행하고, 탄력적인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엔터프라이즈 현대화 실행 계획(Enterprise Modernization Action Plan, EMAP)
- Create the infrastructure to support change: Office of Commissioner 내에

Enterprise Transformation Operation(이하 ETO)을 구성하여 주어진 과제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최적화된 업무 과정을 구현한다.
- Develop a Common Operational Approach: ETO는 FDA Center/Office의 업무

과정에서 데이터 사용을 최적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 Ensure strategic Alignment: FDA의 전략적 목표와 세부 프로그램 간 조정을 통해 자원의

투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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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략적 조정을 위한 ETO의 업무 모식도

주: ETO Steering Committee는 기관의 시니어 리더십이 참여하는 coverning council인 FDA Excutive Committee의 멤버로 구성됨
자료: FDA. (2022. 5.). Enterprise Modernization Action Plan(EMAP), p.4

 EMAP는 공중보건 사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업무 과정을 최적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둘 이상의 FDA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할 예정이다.
 FDA의 현대화는 지속적인 여정으로, 기관의 모든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FDA는 EMAP, TMAP, DMAP를 통해 운영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프레임워크를 갖추었으며,
포괄적이고 통일된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공중보건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출처
FDA. (2022. 3. 30.). FDA’s Technology and Data Modernization in Action in 2022
https://www.fda.gov/news-events/fda-voices/fdas-technology-and-data-modernization-ac
tion-2022 (2022. 4. 15. 인출)
FDA. (2022. 3. 30.). Modernization in Action 2022
https://www.fda.gov/about-fda/reports/modernization-action-2022 (2022. 4. 15. 인출)
FDA. (2022. 5. 19.). FDA's “All-in” Approach to Enterprise Transformation
https://www.fda.gov/news-events/fda-voices/fdas-all-approach-enterprise-transformation
?utm_medium=email&utm_source=govdelivery (2022. 5. 2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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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2023년 예산 요구 관련 주요 내용
 FDA는 회계연도 2023년 예산 요구액으로 $8.4B를 제시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4%($2.1B)가 증액된 금액으로, 국가 예산(budget authority) $3.7B, 신청자 수수료(user
fees) $3B, 향후 5년간의 팬데믹 대비 자금 $1.63B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 신청자 수수료(user fees)는 전년 대비 $153M 증액을 요청하였는데, 여기에는 담배 사용과

피해를 줄이는 FDA의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100M의 신청자 수수료 인상이 포함된다.
- FY 2023년 예산 요구안에서 새롭게 포함된 팬데믹 대비 자금 $1.63B는 FDA가 규제 역량,

정보 기술 및 실험실 인프라를 확장하고 현대화하여 미래의 전염병 또는 중대한 생물학적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지원될 예정이다.
[그림 1] FDA의 FY2021-2023 예산 구성
단위: $ in millions

자료: FDA. (2022). FY 2023 FDA Budget Summary, p.1 그림

 FY 2023년 국가 예산(budget authority) 증액의 주요 내역은 [그림2]와 같다.
- 조직의 핵심 기능에 대한 투자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158M 증액을 요구하였다. FDA는 이

예산으로 공중보건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글로벌 식품 및 의료제품 기술과 공급망의 발전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기술, 역량 및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 전반의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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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95M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공급망 모니터링

및 회복력 계획(resilience planning)의 지속적인 개발과 시판된 제품에 대한 의약품 안전 감독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인프라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40M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여기에는 FDA

소유 건물과 현장 인프라(site infrastructure)의 기능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FDA의 임무
수행 능력을 지원하는 시설 프로젝트(facilities projects)의 진전을 위한 실험실과 건물의 유지
및 임대 비용이 포함된다.
- 또한 식품 안전과 영양 증진을 위한 신규 예산 $76M를 요청하였으며, 식품 매개 질병의 식별

및 재발 방지와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제거하기 위한 최신 기술의 사용, 식품 첨가 화학물질에
대한 접근방식의 업데이트 등에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그림 2] FDA의 FY2023 국가 예산(Budget authority) 증액의 주요 내역

자료: FDA. (2022). FY 2023 FDA Budget Summary, p.3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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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DA. (2022). FY 2023 FDA Budget Summary. https://www.fda.gov/media/157193/download
(2022. 4. 11. 인출)
FDA. (2022. 3. 28.). FDA Seeks $8.4 Billion to Further Investments in Critical Public Health
Modernization, Core Food and Medical Product Safety Programs.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seeks-84-billion-further-inve
stments-critical-public-health-modernization-core-food-and-medical (2022. 5. 9.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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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2023년 예산 요구 관련 법령 개정 제안 사항
 FDA는 회계연도 2023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FDA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령 제안 사항을

제시하였다. 그중 의약품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건부허가 제품의 확증시험 이행 요구 및 허가 취하를 위한 FDA의 권한 강화
- 현재의 FD&C Act 하에서 FDA는 조건부허가(accelerated approval) 의약품의 확증시험이

제때 수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법적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 FDA는 해당 법령 개정을 통해
(1) 조건부허가 시 신청자에게 시판 후 확증시험이 적절히 계획되고 제때 수행될 것임을 분명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2) 조건부허가 취소 시 FDA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며, (3) 조건부허가
취소 시 적용하는 기준을 전통적 허가 취소 시의 기준과 유사하게 하고자 한다.
 핵심 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 완화를 위한 유효기간 연장 표시 요구
- 생명을 유지하거나 심각한 질환의 예방,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표시된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공급 중단 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FDA는 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허가 신청자에게 최대한 연장
가능한 유효기간을 평가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자 한다. 또 기업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퍼스트 제네릭의 시의적절한 판매를 위한 180일 독점권 규정 개정
- 특허 도전에 성공한 퍼스트 제네릭이 허가 후 즉각 판매를 개시하지 않거나 최종 허가가

지연되어 180일 독점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FDA는 퍼스트 제네릭 허가권자가 제품의
시판을 개시하지 않을 때 후속 허가신청 제네릭을 허가할 수 있게 FD&C Act의 180일 독점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수년 이상 독점기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다수
제네릭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통해 약가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FDA. (2022). Executive Summary of FY 2023 Legislative Proposals.
https://www.fda.gov/media/157194/download (2022. 4. 1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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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Guidance (2022. 4. ~ 2022. 6.)
Guidance

Issue
date

Topic

Guidance
Status

Bladder Cancer: Developing Drugs and Biologics for Adjuvant
Treatment: Guidance for Industry

06/28

Premarket,
Clinical Medical

Final

Renal Cell Carcinoma: Developing Drugs and Biologics for Adjuvant
Treatment: Guidance for Industry

06/27

Premarket,
Clinical Medical

Final

Clinical Pharmacology Consider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Oligonucleotide Therapeutics: Draft Guidance for Industry

06/27

Clinical Pharmacology

Draft

Assessing the Effects of Food on Drugs in INDs and NDAs – Clinical
Pharmacology Considerations

06/24

Clinical Pharmacology

Final

Considerations for Rescinding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06/24

Administrative
/ Procedural

Draft

Providing Regulatory Submissions in Alternate Electronic Format
Guidance for Industry: Guidance for Industry

06/24

Electronic
Submissions,

Final

Non-Penicillin Beta-Lactam Drugs: A CGMP Framework for
Preventing Cross-Contamination: Draft Guidance for Industry

06/24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Pharmaceutic
al Quality

Draft

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Recognition Program for
Regenerative Medicine Therapies: Draft Guidance for Industry

06/15

Tissue

Draft

Q9(R1) Quality Risk Management

06/14

ICH-Quality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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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opic

Guidance
Status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of Medical Devices: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

06/06

Investigational
Device
Exemption
(IDE),
Radiological
Health,
Radiology,
Safety Issues, Errors,
and Problems

Final

Advanced Prostate Cancer: Developing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 Analogues Guidance for Industry: Clinical/Medical

05/27

Clinical Medical

Final

Importation of Prescription Drugs Final Rule Questions and
Answers;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05/25

Import

Final

Antibacterial Therapies for Patients With an Unmet Medical Need
for the Treatment of Serious Bacterial Diseases – Questions and
Answers (Revision 1)

05/24

Clinical Antimicrobial

Draft

Recommendations to Reduce the Possible Risk of Transmission of
Creutzfeldt-Jakob Disease and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by Blood and Blood Components: Guidance for Industry

05/23

Blood
Products

Final

Blood Pressure and Pulse Donor Eligibility Requirements –
Compliance Policy: Draft Guidance for Industry

05/23

Blood
Products

Draft

Compliance Policy Regarding Blood and Blood Component
Donation Suitability, Donor Eligibility and Source Plasma
Quarantine Hold Requirements: Draft Guidance for Industry

05/23

Blood
Products

Draft

Risk Management Plans to Mitigate the Potential for Drug
Shortages

05/19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Pharmaceutic
al Quality

Draft

Safety Considerations for Container Labels and Carton Labeling
Design to Minimize Medication Errors

05/18

Safety Issues, Errors,
and Problems

Fina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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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Issue
date

Topic

Guidance
Status

Assessing User Fees Under the Generic Drug User Fee
Amendments of 2017

05/17

User Fees,
Generic Drugs

Final

05/16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CGMP),
Pharmaceutic
al Quality

Final

Benefit-Risk Considerations for Product Quality Assessments

05/09

Chemistry,
Manufacturing
, and Controls
(CMC),
Pharmaceutic
al Quality

Draft

Clinical Pharmacology Considerations for Human Radiolabeled
Mass Balance Studies

05/04

Clinical Pharmacology

Draft

Supplements for Approved Premarket Approval (PMA) or
Humanitarian Device Exemption (HDE) Submission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Revised):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

05/04

HUD/HDE,
Premarket
Approval
(PMA)

Final

Use of Circulating Tumor Deoxyribonucleic Acid for Early-Stage
Solid Tumor Drug Development; Draft Guidance for Industry;
Availability

05/02

E2B(R3) Electronic Transmission of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
Implementation Guide — Data Elements and Message
Specification; and Appendix to the Implementation Guide —
Backwards and Forwards Compatibility

04/29

ICH-Efficacy

Final

E2B(R3) The Electronic Transmission of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 Implementation Guide —Appendix to the Implementation
Guide — Backwards and Forwards Compatibility

04/29

ICH-Safety

Final

FDA Regional Implementation Guide for E2B(R3) Electronic
Transmission of Individual Case Safety Reports for Drug and
Biological Products

04/29

ICH-Safety

Final

Electronic Submission of IND Safety
Conformance Guide : Guidance for Industry

04/29

Electronic
Submissions,

Final

Investigating Out-of-Specification (OOS) Test Results for
Pharmaceutical Production - Level 2 revision: Guidance f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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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opic

Guidance
Status

Crohn’s Disease: Developing Drugs for Treatment

04/28

Clinical Medical

Draft

Ulcerative Colitis: Developing Drugs for Treatment

04/28

Clinical Medical

Draft

Providing Submissions in Electronic Format — Postmarketing
Safety Reports

04/27

Electronic
Submissions,

Final

04/21

Chemistry,
Manufacturing
, and Controls
(CMC),
Pharmaceutic
al Quality

Final

Refuse to Accept Policy for 510(k)s: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

04/21

Premarket,
510(k),
Administrative
/ Procedural

Final

Bioavailability Studies Submitted in NDAs or INDs – General
Considerations

04/15

Clinical Pharmacology

Final

Celiac Disease: Developing Drugs for Adjunctive Treatment to a
Gluten-Free Diet

04/15

Clinical Medical

Draft

Considerations for Waiver Requests for pH Adjusters in Generic
Drug Products Intended for Parenteral, Ophthalmic, or Otic Use:
Draft Guidance for Industry

04/14

Generic Drugs

Draft

Guidance

Drug Products, Including Biological Products, that Contain
Nanomaterials - Guidance for Industry

Diversity Plans to Improve Enrollment of Participants From
Underrepresented Racial and Ethnic Populations in Clinical Trials; 04/13
Draft Guidance for Industry; Availability: Draft Guidance for Industry

Draft

Providing Regulatory Submissions in Electronic and Non-Electronic
Format—Promotional Labeling and Advertising Materials for Human
Prescription Drugs

04/11

Electronic
Submissions,

Final

E8(R1) General Considerations for Clinical Studies

04/08

ICH-Efficacy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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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Issue
date

Topic

Guidance
Status

Chronic Hepatitis B Virus Infection: Developing Drugs for
Treatment

04/07

Clinical Antimicrobial

Final

Use of Whole Slide Imaging in Nonclinical Toxicology Studies:
Questions and Answers: Draft Guidance for Industry

04/07

Pharmacology
/Toxicology

Draft

M7(R2) ADDENDUM: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ICH M7 GUIDELINE TO CALCULATION OF COMPOUND-SPECIFIC
ACCEPTABLE INTAKES: Draft Guidance for Industry

04/06

ICH-Multidisci
plinary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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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PP(Manual of Policies & Procedures) (2022. 4. ~ 2022. 6.)
Title

Date Posted

Category

Policy and Procedures for Creating an Interest Group in the
Office of Biostatistics

06/23

Regulatory Review and
Innovation

Assessment of the Appropriate Net Container Content for
Injectable Drug and Biological Products

06/13

Regulatory Review and
Scientific Policies

Assessment of the User Interface of a Drug-Device
Combination Product Submitted in a Pre-ANDA
Communication or an ANDA

06/07

Generic Drug Review

CDER Master Data Management

04/15

Information Technology

Classifying Approved New Drug Products and Drug-device
Combination Products as Complex Products for Generic Drug
Development Purposes

04/13

Generic Drug Review

Equal Voice: Collaboration and Regulatory and Policy
Decision-Making in CDER

04/12

Staff Resources &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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