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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코로나19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항체의약품을 개
발하시는 분들께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관련 고려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
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
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안내서는 2021년 6월 30일 현재의
과학적· 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
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전화번호 : 043-719-3508 / 3501
팩스번호 : 043-7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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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제정

I. 서론
새로운 호흡기 바이러스인 ‘중증 급성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COVID-19)’의 전 세계적 대
유행이 WHO에서 ‘20.3.11에 선포된 이후 COVID-19는 ’21. 5. 20일 현재
1.6 억명의 감염자, 341 만명의 사망자를 내며 지속적으로 창궐하고 있다1).
COVID-19의 치료를 위해 중증의 환자에 대해선 렘데시비르가 허가2)
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경증 및 중등증의 환자에 대해서는 SARS-CoV-2의
단클론항체의약품들이 미국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3)
이나 유럽의 허가 전 사용 권고(Article 5(30))4)를 통해 가용한 치료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 가용한 단클론항체들은

SARS-CoV-2의 스파

이크 단백질에 직접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사람 수용체를 통해 세포로
감염되는 것을 방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COVID-19 공중보건 위기 중 새롭게

출현한 변이체의 영향을 포함하여 SARS-CoV-2를 표적으로 하는 단클
론항체의약품의 임상시험 진입 혹은 허가를 목표로 하는 개발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II. 배경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지역에서 보고된 SARS-CoV-2 바이러스는 전
세계 인구에게 전파되면서 진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영국, 브라질, 캘
리포니아, 인도 등 다수의 변이체가 출현하게 되었다.

SARS-CoV-2의

변이체는 RNA 유전체에 돌연변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돌연변
1) covid19.who.int ;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2) 미국 ‘20.10.22, 유럽 ’20.7.6, 한국 ‘20.7.24
3) www.fda.gov/emergency-preparedness-and-response/mcm-legal-regulatory-and-policy-framework/
emergency-use-authorization#coviddrugs
4) www.ema.europa.eu/en/human-regulatory.overview/public-healths-threats/coronavirus-dissease-covid19/
treatment-vaccines/treatments-covid-19/covid-19-treatments-article-53-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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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바이러스 단백질에는 아미노산 치환 및/혹은 삽입, 결실에
따른 구조적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치료제가 표적으로 하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체 영역에 발생한 돌연변이는 단클론항체의
약품의 치료 효과를 감소 혹은 소실 시킬 수 있으므로 특별히 우려의
대상이다.
본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변이체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SARS-CoV-2를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항체의약품의 개발 중 품질, 비임상, 임상자료에
대한 식약처의 권고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과 같은 공
중보건 비상상황 시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자료의 간소화가 가능한 부
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생물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기존의 규정 및 가이드라
인들과 더불어‘코로나19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20. 5. 식품의약
품안전처)을 기본으로 이에 보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III. SARS-CoV-2 단클론항체의약품 개발 시 고려사항
SARS-CoV-2

단클론항체의약품은

바이러스의

인간숙주세포

수용체

(ACE2)로의 부착을 매개하는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하여 이
를 통해 바이러스 침입을 입체적으로(sterically) 억제하거나 혹은 감염된
숙주세포의 막에 발현된 바이러스 외피단백질에 결합함으로써 Fc 매개 작
용기 기능(Fc-mediated effector function)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단클론항체의약품을 개발 시, 새로운 변이체에 대한 역가 소실의 위험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항원결합부위(epitope)5)와 결합하는 1 개 이상의 단
클론항체의약품과 병용을 고려하며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필요한 경우 개별
단클론항체 개발자들간의 협업을 권장한다.
5) 본 지침서의 목적상, epitope라는 용어는 항체가 결합하는 항원의 일부를 지칭하며, 이 경우에는 바
이러스 단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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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Quality)
SARS-CoV-2 표적 단클론항체의약품 개발자들은 다음의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Ÿ

신속한 개발을 위하여 개발자가 기존에 품목허가 혹은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득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의 제조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제조공정을 확립하기를 권고한다. 예를 들어,
- 특성이 잘 밝혀지고 품목허가나 임상시험계획 승인 경험이 있는
숙주세포 및 원료물질 등을 이용
- 바이러스 제거 검증이나 공정관련 불순물 제거 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 받은 경험이 있는 확립된 공정 경험을 토대로 계획 및
수행
- 사용 중 안정성 및 용기 적합성(compatability)을 뒷받침하기 위하
여 관련된 제품의 품질 자료를 활용(예: 제형화 개발, 용기는 이미
허가된 것 사용 등)
- 최상의 제형 및 투여경로, 제형화(조성) 선택을 예측하기 위하여
이전의 개발 경험을 적용
- 품질 시험법도 이미 적격성(qualification)이나 시험법 검증(validation)이
확인된 것을 사용
- 역가시험의 경우 미국 FDA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6)을 참고하여
적용 가능
- 경험이 많지 않은 개발자는 허가 경험이나 GMP 실사경험이 풍부한
위탁제조소(해외포함) 활용을 고려

Ÿ

품질자료 중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평가자료는 제조공정 검증,
비교동등성 평가, 특성분석, 안정성 시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자는 식약처와 선제적으로 진행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6)

CPOVID-19: Potency Assay Considerations for Monoclonal Antibodies
Therapeutic Proteins Targeting SARS-CoV-2 infectivity (US FDA Ja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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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ther

이에 따라 정확한 계획서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제조방법 개발에 대한 전체 계획 (생산규모 확대 등 제조방법 변경 포함)
- 제조공정 변경이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비교동등성 시험계획서
- 단클론항체의약품의 유효기간 확립을 위한 안정성 시험계획서
Ÿ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이 중요한 경우 초기
임상 단계의 품질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초기 임상 배치 생산을 위하여, 단클론 유래 생산세포주로 확립된
세포은행 대신, 안정적인 세포 풀(pool)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적인 품질 변동성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
려하여 타당한 수준의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계획을 통한 품질
프로파일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대한 빨리 단클론 유래
생산세포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확립 계획 및 이에 따른 비교
동등성 평가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최초 인체 투여(First-in human) 임상시험을 신속히 시작하기 위하여
생산세포주 유래 바이러스 안전성 평가시험(예; 세포은행, 미가공 원
액)에 대해 사용되는 숙주세포주, 원료물질 및 제조공정과 함께 구체
적인 평가계획을 제출하고, 항목별 제출 시점을 식약처와 논의해야
한다.
· 제한적이긴 해도 바이러스 안전성 시험의 주요 결과는 임상시험
개시 전 제출해야 한다. 전체 시험결과 보고서(full study report)의
구체적인 제출 계획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함께 보고한다.
· 바이러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2개 이상의 상호 보완
적인 바이러스 제거(orthogonal virus clearance) 결과를 최초 임상
시험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2. 비임상 (약리⦁독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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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SARS-CoV-2를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항체의 비임상시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ICH S6 가이드라인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2020.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먼저 참조한다.
- 조직교차반응성(tissue cross reactivity; TCR)) 시험자료7)
조직교차반응 연구에서 단클론항체가 인체조직에 결합하는 경우,
독성 시험을 위한 동물종 선택을 위해

비임상 종으로부터 선별한

조직에 대한 단클론항체의 결합을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임상적
우려 가능성이 있는 결합을 관찰한 경우(예: 세포막 결합), 잠재적
인 위해성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형(formulation) 및 투여경로를 사용한 단일 종,
단기(예: 4주 투여) 반복 독성 시험자료 : 독성동태학 분석을 포함한
모든 표준 독성 평가변수를 설정·평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사항
은 ICH S6 등을 따를 수 있다.
Ÿ

SARS-CoV-2 표적 단클론항체에 대해서는 다른 단클론항체와 병용에
대한 독성 연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개별 독성 연구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단클론항체 제품의 병용요법에 대한 독성시험을 실
시할 계획이 있다면 임상 투여 시 사용할 병용 비율과 동일한 비율
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Ÿ

임신부에 대한 단클론항체 투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된 인체
조직을 사용한 조직교차반응성(TCR) 연구 혹은 대체 단백질 반응
(alternative protein reaction) 기술을 활용한 연구를 적절한 근거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반복독성시험 및 조직교차반응성 시험 결과
특정한 우려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생식발생독성연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3. 바이러스 평가
7) US FDA Points to Consider in the Manufacture and Testing of Monoclonal Antibody

Products for Human(1997년 2월)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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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CoV-2를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항체의 경우 다음의 바이러스 평가
(Virology)를 고려한다
Ÿ

단클론항체 결합이나 활성에 특이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위를 확인
하기 위하여, 단클론항체가 결합하는 표적 단백질 부위 전체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해야 하고, 아미노산 변이(대체,

삽입, 결실 등)

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Ÿ

새롭게 출현하는 SARS-CoV-2 변이체에 대비하여 표적항원 결합부위
혹은 그 주변 부위에 변이가 있는 유행 변이체에 대하여 표현형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동일한 아미노산 위치에 다른 아미노산 변이체가
포함되도록 분석한다.

Ÿ

결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형성(polymorphism)을 동정하고, 다른
단클론항체와 병용요법 여부 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해 단클론항체가
결합하는 항원결합부위의 특성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Ÿ

단클론항체 의약품의 항원결합부위 결합에 관하여 결합친화도 평형
해리상수(affinity equilibrium dissociation constant; Kd) 결정, 비경쟁적
결합(noncompetitive binding) 등과 같은 특성분석을 실시한다.

Ÿ

SARS-CoV-2 중화를 위한 작용기전에 대해 특성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예: 스파이크 단백질/수용체 결합 부위와 ACE2와의 상호작용을 차단).

Ÿ

개발자는 단클론항체가 결합하는 표적 단백질 및 항원결합부위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다수의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임상
시험용

단클론항체의약품들의

개별,

혹은

병용시의

중화능

(neutralizing activity; 최대효과 50%의 농도값(EC50))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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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존의

제품에

대해

감수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SARS-CoV-2 변이 바이러스 자체 혹은 이에 해당하는 가짜바이러스
(pseudovirus)를 이용하여 단클론항체 (개별 혹은 병용 시) 중화능을
평가해야 한다.
Ÿ

임상시험계획서에는 (1)SARS-CoV-2의 유전적 변동성이 임상 및 바
이러스학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성분석(예: 기저 내성 분석)
및 (2)치료제와 관련된 SARS-CoV-2의 유전적 변화 확인(예: 치료제
에 대한 새로운 내성)을 위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4. 임상
SARS-CoV-2 표적 단클론항체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해서 개
발자는 다음을
Ÿ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COVID-19의 치료 혹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단클론항
체의약품은 질환의 임상적으로 유의한 측면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한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경증~중증도 질환이 있는 외래 환자에 대한 임상의 경우 1차 평가
변수로 최소 28일까지 COVID-19와 관련된 입원이나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이 발생한 환자의 비율이 될 수 있다.
- 바이러스 변이체로 인해 항체 병용요법 등으로 추가적인 임상을
고려할 경우 대리 평가변수(예: 바이러스 약력학 평가변수)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식약처와 초기에 상의할 것을 권고한다.

Ÿ

개발자는 3상 시험을 위한 용량 선택 및 투여방법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Ÿ

치료적 유익성을 증명하기 위한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의 규모 및 구성은
단클론항체 제품이 표방하는 사용 목적(예: 치료 vs. 예방), 대상 환
자군, 해당 제품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이전의 임상 경험과 같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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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Ÿ

시험모집단 및 시험설계, 유효성 평가변수, 안전성, 통계적 고려사
항에 대한 추가적인 권고사항에 관해서는 ‘코로나19치료제 개발시
고려사항(’20.5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참조 한다.

- 8 -

Ⅳ. 참고문헌
· Guidance for industry : Development of monoclonal antibody products
targeting SARS-CoV-2, including addressing the impact of emerging
variant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US FDA,
February 2021)
·Guidance

for

industry

:

COVID-19.

Developing

drug

and

biological

products for treatment or Prevention (US FDA Revised in February
2021)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5.)

- 9 -

발

행

일

2021년

6월 30일

발

행

인

서 경 원

편집위원장

박 인 숙

편 집 위 원

정지원, 김은경, 도희정, 백대현, 김진아, 최민정, 권오석, 최예진,
권도연, 최경민, 김지원

발 행 부 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락

처

전 화 번 호

043-719-3501

팩 스 번 호

043-7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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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