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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ᆞ안내서 제ᆞ개정 점검표
명칭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등록된 지침서ㆍ안내서 중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지침서ㆍ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ㆍ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ㆍ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등록대상
여부

□ 법령(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ㆍ훈령ㆍ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
□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ㆍ명령에 해당하는 ■
내용입니까?
□
□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
정리한 자료입니까?
■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ㆍ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ㆍ안내서 제ㆍ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침서ㆍ안내서
구분

기타 확인
사항

□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 □ 예(☞지침서)
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아니오
□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 예(☞안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
□ 아니오
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ㆍ
안내서 제ㆍ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21년

06월

30일
담당자
확 인(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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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창준
김재옥

이 안내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처음으로 발행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안내서로서 추후 진전 또는
개량되는 기술 정보 등이 있는 경우 보완 및 수정할 방침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
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1년 06월 30일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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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3-719-3451
팩스번호 : 043-71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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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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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

·

·

·

·

·

·

기하평균농도(Geometric mean concentration, GMC) : 모든 값을 곱하고 이 수치의 n차
루트 값을 취해(여기서 n은 가용한 자료가 있는 시험대상자의 수), 시험대상자 집단에 대한
평균 항체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기하평균역가(Geometric mean titer, GMT) : 모든 값을 곱하고 이 수치의 n차 루트 값을
취해(여기서 n은 가용한 자료가 있는 시험대상자의 수), 시험대상자 집단에 대한 평균 항체
역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기하평균증가비율(Geometric Mean Fold Rise, GMFR) : 백신 접종 전 베이스라인 대비
백신 접종 후 기하평균농도 또는 기하평균역가의 증가비율
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RCT) : 데이터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험대상자를 무작위로 시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임상시험이다.
발병률(Attack rate) : 감염성 인자에 노출되어, 임상적으로 명백한 질환이 발생한 집단의
비율을 의미한다.
비열등성 시험(Non-inferiority Trial) : 시험군이 미리 정한 비열등성 마진의 범위 내에서
대조군보다 나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임상시험 설계로 비열등성 시험에서는 대조군이
위약에 비해 유의한 임상적 효과를 가지도록 설정되었다고 가정한다.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Data, RWD) : 무작위대조시험 이외의 방법으로 수집된
헬스케어 관련 각종 자료들로서 전자건강기록/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의 전자행정데이터,
건강보험 청구자료, 제품 및 질병 레지스트리, 환자가 생성하는 자료 등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 : 실사용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의약품의
사용현황 및 잠재적 유익성과 위해성에 관한 임상적인 증거이다. 또한 임상문헌을
분석하여 파생된 새로운 증거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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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월성 시험(Superiority trial) : 시험군이 1차 평가변수를 근거로 대조군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설계로 백신 개발의 측면에서, 1차
평가변수는 안전성 변수(예, 특이한 유형의 이상사례 발생), 임상적인 상태(예, 특정 감염성
질환의 발생) 또는 면역학적 변수(예, 백신의 하나 이상의 항원성분에 대한 면역반응의
측정)가 될 수 있다.
유용성(Effectiveness) : 백신 접종에 의한 예방에 대한 추정이다. 보통 특정 모집단에서
일상적인 사용 중에 백신에 의해 예방될 수 있는 질병을 모니터링하여 얻을 수 있다.
직접적인 예방과 간접적인 예방을 모두 측정한다(즉, 이 추정은 백신 접종 집단에서 백신의
사용 효과 다음으로 비접종자의 예방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유효성(Efficacy) : 백신 유효성은 직접적 예방(즉, 백신 접종군에서 백신 접종에 의해
유도된 예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험 중인 감염질환에 대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대조군(ARU)과 백신 접종군(ARV) 사이에서 질병 발병률(AR)의 비례 감소(proportionate
reduction)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척도이다. 백신 접종 군에서 질병의 상대
위험(RR)으로부터 ‘(ARU-ARV/ARU) 100’과 ‘(1-RR) 100’로 계산될 수 있다. 이 추정은
절대 백신 유효성(absolute vaccine efficacy)이라고 할 수 있다. 또는 시험 중인 감염질환에
대해 백신접종을 받은 대조군과 후보백신 접종을 받은 시험군과의 사이에서 질병
발병률의 비례 감소에 대한 척도로도 정의될 수 있다. 이 추정은 상대적 백신 유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의 특성에 맞는 안전성 중점 검토 항목(중요한
위해성)을 설정하고 시판 후 부작용 조사를 위한 의약품 감시방법 및 설정된 중요한
위해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종합적인 시판 후 안전관리
활동이다.
이상사례(Adverse Event, AE) : 임상시험 참가자에게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모든
의학적 반응이다. 반드시 백신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EHR) : 단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을
단일화하여 네트워크로 통합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EMR) : 의료기관에서 개별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는 진료기록부(Medical Chart)를 전산화 한 것이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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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상사례(Serious AE, SAE) : 사망, 입원, 입원 기간 연장, 지속적인 또는 상당한
장애나 능력 상실로 이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하거나 선천성 기형/선천성
결손증,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이상사례. 중대한 이상사례는
임상시험 중에 발생하는 사례이다.
증례정의(Case definition) : 백신 유효성 시험 또는 백신 유용성 시험에서 임상적으로
분명한 질병의 증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사전에 규정한 임상 및/또는
실험실 기준이다.
클러스터 무작위배정(Cluster randomization) : 임상시험 내에서 개별 시험대상자들의
무작위배정과 반대로 시험대상자들을 집단(예, 가정 또는 지역사회)으로 무작위배정하는
것이다.
특별 관심 대상의 이상사례(AE of special interest, AESI) : 시험 중인 백신의 유형을
투여한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예, 저긴장-저반응 에피소드, 열성경련), 또는 백신의
함량 그리고/또는 숙주 면역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가능한 위험으로
간주되는(예, 자가 면역 질환, 항체 의존 면역증강 임상질환) 임상적으로 중요한 예기치
못한 의학적 반응이다.
혈청반응률(Sero Response Rate, SRR) : 전체 시험대상자 중 특정 시험법을 사용하여
미리 정한 역치(Threshold)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면역반응(체액성 또는 세포성)을
나타내는 시험대상자의 분율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확립된 ICP(Immunological
correlate of protection)가 있든 없든 간에, 그리고 미리 정한 반응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것의 임상적 타당성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혈청방어율(Sero Protection Rate, SPR) : ICP가 확립된 경우 전체 시험대상자 중 ICP
역치(Threshold)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면역반응(체액성 또는 세포성)을 나타내는
시험대상자의 분율을 의미한다.
ADE(Antibody-Dependent Enhancement) : Enhanced diseas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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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ed disease :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이상반응을 보이는 현상으로 불활화 RSV 백신, 뎅기 백신 등의 개발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체액성 면역반응(ADE) 및 세포성 면역반응(ERD)이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ADE는 백신 항원에 의해 생성된 비 중화항체가 세포의 Fcγ receptors (FcγRs)를
통해 바이러스의 감염을 촉진하는 현상이며, ERD는 백신 접종자에서 과도한 Th2(Type 2
Help T) 세포반응으로 폐에서 염증세포(예, eosinophil)의 과도한 침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Smatti et al., 2018; Lambert et al., 2020).
ERD(Enhanced Respiratory Disease) : Enhanced disease 참고
ICP(Immunological correlate of protection) : 흔히 임상적으로 명백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 백신에서 유도된 예방과 상관관계가 있는 면역반응의 유형(type) 및
양(amount)이라고 정의되며, 임상 유효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부 백신 유형의
경우, ICP는 감염에 대한 백신 유도 방어와 상관관계가 있는 면역반응의 유형 및 양이 될 수
있다(예, A형 및 B형 간염 백신). ICP는 기전적(mechanistic)일 수도 있고(즉,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 또는 혈청 살균 항체와 같이 방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비기전적(non-mechanistic)일수도 있다(즉, 백신접종으로 예방된 사람들에게서 인과
관계가 없는(non-causative) 면역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면 대상포진의 방어
상황에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VZV)에 대한 혈청 면역글로불린 G(IgG)가 방어의
척도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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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1.

서론

1.1.

목적 및 배경

년 3월 11일, WHO가 홍콩독감(1968년), 신종플루(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2021년 6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7천만 명의 감염자와 380만 명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이 감염질환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의한 집단 면역력(herd immunity)을 높이는 것이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백신
제조사들은 mR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등 기존의 안전성이 검증된 플랫폼 기술과
축척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임상시험에 진입하고 있으며, 식약처를
비롯한 각국의 규제기관은 신속심사, 사전상담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시험 진입 시간을 단축 시켜 주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그간 식약처의 바이러스 백신의 심사 경험과 국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으며, 개발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임상 진입을 가속화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 기반해 작성되었고 새로운 과학적
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 및 참고문헌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전에 논의를 거쳐 적절한
평가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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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다른 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항원 물질에 대한 면역 기억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예방효과(active immunization)를 나타내는 물질이 아닌
면역 자극 등을 통해 몇개월 이내의 단기간의 감염을 예방하는 물질이나, 예방 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물질(예, 예방 목적의 단클론 항체 치료제), 코로나19
환자의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용 백신 등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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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품질 자료

2.1.

일반적인 고려사항

2.2.

일반정보와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핵산(DNA, mRNA) 백신, 재조합 백신(아단위 단백질), 불활화
백신, 약독화 생백신, (복제, 비복제) 바이러스벡터 백신, 바이러스유사입자(Virus like
particle, VLP) 백신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백신과 마찬가지로
시작 물질과 제조공정의 적절한 관리가 최종생산물의 관리만큼 중요하다.
코로나19 백신 또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조건하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포배양용 배지의 구성성분을 포함하여 생산에
사용된 모든 물질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역가, 함량, 무균, 엔도톡신, 불용성이물, 안정성 등 생물학적제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품질관리시험들이 코로나19 백신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원료의약품 단계에서 원료의약품의 명칭, 구조, 물리 화학적 특성뿐 아니라, 대상 유전자
및 벡터 선택이유, 재조합/불활화/약독화 방법, 제품개발 경위 및 선정된 투여경로/
투여방법의 타당성 등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관한 일반정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단계에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이 문서에는
주성분 및 첨가제 성분들의 배합목적, 성분명, 규격, 분량을 기재하고 주사제는
단위용기[1바이알, 앰플, 병 또는 프리필드시린지 등](용량 또는 질량 표기)중의 함량으로
작성한다.
국내 사용례가 없는 첨가제의 경우, 첨가제에 대한 물리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배합목적 및 용도에 관한 자료, 안정성에 관한 자료(완제품에 대한
시험자료도 가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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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조방법

제조원 자료로는 위약 및 대조약을 포함하여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제조원(위탁
제조원 포함)의 명칭, 주소, 책임범위의 정보를 작성한다. 또한 일부 공정(예,
마스터세포은행 구축)이나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위탁 제조원 자료로
작성한다.
제조방법은 세포은행으로부터 발효, 수확, 정제, 원액, 최종원액, 충전 및 포장까지
일련의 제조과정을 도표로 표시하거나 간략히 적어 제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제조단계(즉 단위공정) 별로 원료(원료약품, 출발물질, 용매, 시약, 촉매제 등), 주요장비,
공정별 품질관리 등의 정보를 적절히 작성한다.
특히 정제 단계는 핵산 백신, 단백질 백신 등에서 숙주 유래 핵산과 단백질, 잔류배지,
엔도톡신 등을 제거하고 목적 DNA와 단백질 등을 정제해주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재현성과 검증이 필요할 수 있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비임상시험에 사용한 로트가 임상에 사용될 로트와 다르게 제조되었다면 제조공정
변경에 대하여 명확히 문서화하여야 하며, 개발 중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우 비임상시험
또는 이전 단계의 임상시험에 사용한 제품과의 동등성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임상 단계에서는 공정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나, 무균공정, 최종제품의
멸균 과정과 세척 과정 검증(특히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생산에 이용된
경우)과 같이 중요한 단계들은 임상시험 개시 전에 임상시험 단계에 따른 수준으로
검증되거나 신중히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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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관리

품질관리 자료는 일반적으로 특성 분석, 공정 중 관리(In Process Control, IPC), 규
격시험으로 나눌 수 있다.
2.4.1.

특성분석

일반적으로 세포은행과 바이러스주의 특성 분석 시험은 세포 확인, 세포 형태, 무
균, 마이코플라스마, 외래성 오염인자 부정시험, 전자현미경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다양한 플랫폼으로 개발 중이므로 각 플랫폼마다 아
래 내용들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다.
DNA 백신의 경우, 확인시험, 함량(strength), 생물학적 활성과 순도를 포함한 주성
분의 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제된 플라스미드의 특성을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며 플라스미드의 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하여야 한다. DNA의 변형(비가역적인 변성분자 형성, 핵산분해효소에 의한 부분
적 분해 등)은 생물학적 및 면역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정제된 원액, 최종원액, 임상시험용의약품에 있을 수 있는 숙주세포 잔여
물, 잔여 RNA와 염색체 DNA 등 제조과정에서 쓰인 물질과 배지 구성물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변성된(denatured) DNA 백신과 핵산분해효소에 의한 부분
적인 분해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겔 전기영동, 액상크로마토그래피(HPLC)와 모세관
전기영동(capillary electrophoresis)과 같은 분석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조합 백신의 경우, 발현된 단백질의 확인시험, 함량(strength), 생물학적 활성과
순도를 포함한 주성분의 특성 분석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액상
크로마토그래피(HPLC), 모세관 전기영동(capillary electrophoresis), 형광분석, 질량분
석기를 이용한 분자량 분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초기 임상 단계의 세포은행 및 바이러스주에 대한 특성 분석 검증항목에 대해서는
규제기관과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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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공정 중 관리

2.4.3.

규격시험

제조 공정의 중요한 단계들에 대하여 공정관리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험과 허용기준이 개발되어야 한다.
제조공정의 중요한 단계들, 예를 들어 세포은행, 원액, 최종원액, 임상시험용
의약품(완제) 제조단계마다 기준 및 시험방법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분석된 배치의
시험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확정된 규격이 요구되지는 않으나 확인, 함량,
역가, 순도 등의 각각의 규격 설정의 근거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규격시험은 백신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DNA 백신의 경우,
규격시험으로 플라스미드 절편확인시험, 성상, 순도, mRNA 발현확인, 엔도톡신함량,
무균시험 등이 고려될 수 있고, 재조합 백신의 경우, SEC-HPLC, 함량, 역가, EIA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 모든 항목에
대한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으나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수행을
위한 허용한도와 파라미터(특이성, 직선성, 정밀성, 정확성 등)를 표 서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5.

표준품

국제 표준품 및 참조품이 제공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자사 표준품을
제조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국제 표준품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DNA 백신, mRNA 백신, 재조합 백신 등을
개발하는 경우, 자사에서 제품별 특성을 가진 재조합 벡터를 제조하기 때문에 시험법
표준화를 위해 자사 표준물질(표준품)을 확립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자사 표준물질(표준품) 확립을 위해서는 특성 분석을 실시하고 개발기간 동안 1개
이상의 표준물질(표준품)이 사용되었다면 표준물질(표준품)들 간의 관계가 적절히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 평가 이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표준물질(표준품)의
품질 평가 이력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단계간 배치 분석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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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안정성

적절한 안정성 평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임상시험계획 승인 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사용할 로트에 대해서 안정성시험
계획에 따른 실시간적으로 안정성 평가가 가능하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동일 플랫폼에 대한 백신의 안정성 자료 등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근거 및 안정성시험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안정성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될 용기에서 원액,
최종원액,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에 대해 장기보존시험을 실시하며, ‘의약품 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식약처 고시)’, ‘생물의약품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식약처,
2015년)’을 준수해야 한다.
수행된 시험법의 종류와 사용된 방법, 시험결과는 표, 그림, 서술과 같은 적절한
양식으로 저장조건, 재시험날짜(유효기간), 결론 등을 포함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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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비임상시험 자료

3.1.

일반적인 고려사항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람에게서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동물을 이용한 비임상 연구는 여전히 중요하다.
코로나19의 공중보건 위기사항에서 코로나19 백신은 미충족 의료 요구로서 빠른 임상
진입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자료의 수준은 전체적인 유익성/위해성에 기반하여
평가되는 것이 필요하다.
비임상 시험자료는 임상시험 진입 시 안전성 유효성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의 이론적인 위해성은 임상시험 진입 전에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비임상 프로그램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수준은 백신의 플랫폼
및 동일 플랫폼의 다른 백신에서 수행되었던 비임상 및 임상 데이터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플랫폼 기술 기반의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최초 임상시험
이후로 일부 비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이 유예될 수 있다. 이 경우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는
최초 임상시험 진입 전에 생략되는 비임상 시험 항목에 대한 과학적으로 타당한 사유 및
일정(타임라인)이 포함된 향후 수행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개발하고자 하는 코로나19 백신과 동일한 제조공정 및 plasmid backbone에 유사한 항원을
발현하는 Insert만 다른, 이미 안전성이 확인된 DNA 백신의 경우 과거의 임상 및 비임상
데이터를 제시함으로 코로나19 DNA 백신에 대한 일부 비임상시험(예, 반복독성시험자료,
체내분포시험 등)을 최초 임상시험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임상시험에서 투여경로(예, 피내, 근육, 비강) 및 기구(예, DNA 백신에서 DNA 백신의
세포 내 전달 장치인 전기천공기, Bio injector)는 임상시험과 동일하여야 하며,
임상시험에서 이를 변경할 경우 별도의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성별, 연령, 군 크기, 대조군, 관찰항목, 새로운 면역증강제 또는 첨가제가 포함된
경우 등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식약처, 2014)’을 참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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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효력시험

효력시험은 임상시험에서 사용할 가장 적합한 백신 후보물질 및 용법 용량을 선정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해 준다. 같은 백신 후보물질이라도 동물종에 따라 다른
면역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상시험 진입 전 여러 종에서의 효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력시험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임상시험에서의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효력시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있는 즉,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코로나
감염증의 증상을 보이는 동물에서 면역 후 공격시험을 통해 방어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능하다면 면역 후 공격시험 시 면역원성 결과와 방어효과와의
상관관계(ICP)를 파악하는 것이 권장된다. 면역 후 공격시험은 임상 예정인 특정 백신의
방어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동물 모델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hACE-2 형질전환 마우스, 햄스터, 페렛, 비인간 영장류 등에서 면역 후 공격시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 인정되는 적합한 모델동물이 없을 수
있으므로 최초 임상시험 진입 전까지 면역 후 공격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효력시험자료로 면역원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면역원성 시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결합항체가 뿐만 아니라 방어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적
면역반응(예, 중화항체 반응)에 대한 시험도 최초 임상시험 진입 전에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면역원성 시험의 종류는 해당 백신의 면역학적 작용기전(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세포의 종류 및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키는 항원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전물질이나 바이러스 형태로 인체에 접종되는 백신의 경우 T
세포반응에 대한 면역원성 시험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면역원성 시험법은
적절하게 밸리데이션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력시험에서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원성에 대한 평가 항목 및 수준은 해당 백신의
면역학적 작용기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전물질이나 바이러스 형태로
인체에 접종되는 백신의 경우 T 세포반응에 대한 면역원성 시험이 추가로 고려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표 1의 효력시험 항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다만,
예시를 제시한 것으로 이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시험방법 및 평가방법은
유사한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연구논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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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코로나19 후보 백신에 대한 효력시험 항목 및 시험방법(예시)
항목
시험방법(예시)
결합항체가
ELISA
면역원성 체액성 중화항체가
PRNT
시험
세포성
Cytokine ELISpot, Intracellular Cytokine Staining
감수성 있는 감염모델동물에서 후보 백신 접종 후
면역 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율을 확인
공격시험
(백신 미접종군 대비 배출되는 바이러스 수,
체중변화, 생존률 등 비교)
Enhanced disease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 코로나19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Ÿ 경증에 비해 중증 코로나19 환자에서 높은 항체가가 나타나며, 염증세포
침윤과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은 면역학적 병변을 보임(Kuri-Cervantes et al.,
2020; Xu et al., 2020)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사스, 메르스) 후보 백신에 대한 감염모델동물에서 백신에
의해 유도된 Enhanced disease와 연관된 증거가 있었음(Lambert et al., 2020)
동물실험은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Enhanced disease를 예측하는 데 여전히
중요하므로 비임상 프로그램에서는 Enhanced disease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연구와 문헌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후보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격했을 때 Enhanced disease의 증거로 제시되는 현상을 수집하기
위해서 표 2를 참고할 수 있다. Enhanced disease 평가 시험은 면역 후 공격시험의
일부로 수행할 수 있다.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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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면역 후 공격시험에서 Enhanced disease의 증거 및 시험방법(예시)
Enhanced disease의 증거
시험방법(예시)
중화항체가 대비
ELISA(결합항체가),
결합항체가 비율이 높음
PRNT(중화항체가)
Th1 세포반응(IL-12, IFNγ, TNFα, IgG ) 대비 Cytokine ELISpot, ELISA(IgG /IgG )
Th2 세포반응(IL-4, IL-5, IL-13, IgG )이 우세함 Intracellular cytokine staining
백신 미접종군 대비 백신 접종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격 후 염증반응 증가함 염증 관련 혈액학적 검사
백신 접종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격 후 폐 조직학적 분석검사, CT Scan
예측되지 않은 폐 병변 발생함
개발자는 코로나19 후보 백신의 체액성 면역반응 및 세포성 면역반응로 인한 Enhanced
disease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예, 구조적으로 정확한 항원의 설계,
높은 품질의 중화항체 생성, 면역증가제를 이용한 Th1 또는 CD8+ 세포반응의 유도 등).
2a

1

2a

1

3.3.

안전성약리시험

3.4.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반복독성시험 시 안전성 약리 지표를 포함함으로써 별도의 안전성약리시험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새로운 면역증강제 및/또는 첨가제가 포함된 경우 별도의 안전성
약리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
·

·

·

일반적 코로나19 백신에서는 약물동태연구가 필요하지 않으나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항원 백신이 아닌 새로운 제형의 백신(예, D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새로운 면역증강제 또는 투여경로(예, 경구, 비강), 감염성의 변형 및 조직 편향성(tissue
tropism)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체내분포시험이 고려된다. DNA 백신에서의
체내분포시험은 ‘치료용 DNA 백신의 품질 및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식약처,
2015년)’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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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독성시험

최초 임상시험으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독성시험은 반드시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후보 백신의 최초 임상시험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검수되지 않은(unaudited) 독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최소한 회복군의 조직병리학 검사가 완료된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고,
품질이 완전히 보장된(검수가 완료된) 최종 결과보고서는 다음 임상 단계 전까지
식약처에 제출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에서의 독성시험은 공정 중의 불순물, 제품 첨가제, 특히 항원물질로 인한
과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독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따라서 동물종,
투여량 등의 선택은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독성시험에서 동물종은 설치류, 비설치류 상관없이 코로나19 백신 항원에 대해
면역반응을 보이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있는 종으로 1종 이상 선택한다.
감수성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효력시험(면역원성시험)에서 사용된 동물종을
선택하거나 독성시험 시 백신 투여 후 확보된 혈청으로 면역원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독성시험에서 투여용량은 코로나19 백신 항원에 의해 최대 면역반응(예, 최대 결합
항체가)에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예비 용량-면역반응 시험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최고 투여용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동물종 및 투여부위에 따라 시험약의 총 부피로 인해
임상시험 최고용량을 투여하는데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부위를 나눠서 주입할 수
있다.
임상시험에서 단회 투여하는 백신의 경우에도 반복투여독성시험이 권장되며, 투여
횟수는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에서 적용되는 횟수 + 1’ 이상을 고려할 수 있다. 투여 간격은
예비 용량-면역반응 시험에서 결과를 고려하여 설정하거나 임상시험에서의 투여 간격
보다 짧게 설정할 수 있다. 독성 증상의 회복 및 지연성 독성을 파악하기 위해 회복군을
별도로 두는 것이 권장된다. 실험동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 종(예,
원숭이)인 경우 코로나 백신의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인 Enhanced disease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식 발생독성시험은 해당 임상시험 단계 시 가임기 여성이나 임부를 대상에 포함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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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려될 수 있으며 이와 상관없이 3상 임상시험 진입 전까지 수행되는 것이 권장된다.
유전독성시험 및 발암성시험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나 새로운 면역증강제
및/또는 첨가제가 포함된 경우 고려하여야 한다. 단회투여독성시험 및 국소내성시험은
반복투여독성시험의 일부(예, 투여 부위의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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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4.1.

일반적인 고려사항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GCP)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과 관련된 중대한(또는 Grade 4 이상) 이상사례, 아나필락시스 등의 발생에
따라 시험대상자의 탈락 및 임상시험의 중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상시험계획서에는 임상시험의 목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상시험의
목적에 따라 평가 변수 및 평가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식약처, 2017년)’을 참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개발 프로그램에서는 최적의 후보 백신과 용법 용량을
선정하는 단계 별(Phase) 임상시험의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적응적(adaptive)
및/또는 연속적(seamless) 임상시험 설계도 적용가능하다. 다만 적응적 임상시험
설계의 경우 후보 백신 또는 투여계획의 추가 또는 삭제에 관한, 연속적 임상시험
설계의 경우 다음 단계로의 진행 시 최적 용법 용량 군의 선정 등에 관한 명확한
안전성 및 면역원성 기준을 임상시험계획서 상에 사전 정의(pre-define)하는 것이
요구되며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한 결정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음 개발 단계로의 진행에 앞서 식약처의 검토와 동의를 위해 그 시점까지
활용가능한 중간분석결과를 제출하는 일정을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SARS-CoV-2 노출 이력이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안전성 및 유효성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증상 SARS-CoV-2 감염자가 많으며 허가된 코로나19 백신 보급
시에는 감염 이력에 대한 접종 전 선별검사를 실제로 진행할 가능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SARS-CoV-2 감염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 하위그룹 분석으로
안전성 유효성 면역원성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SARS-CoV-2 감염 이력이나 실험실 증거가 있는 임상시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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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에 대해 선별검사를 하거나 이들을 등록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급성
코로나19(또는 다른 급성 감염성 질환)가 발병한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백신의 안전성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백신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과정
중의 정확한 접종방법도 중요하다. 특히 세포 내로 백신물질을 전달하는 기구(예, DNA
백신에서 전기천공기)를 사용하거나 근육이 아닌 피내, 피하로 주사하는 경우 접종방법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임상시험자에 대한 접종법 교육, 기기 매뉴얼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임상시험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으로 국가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위약군이
포함된 눈가림 임상시험 설계에 있어서 시험대상자의 윤리적 측면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눈가림 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눈가림 해제로 인해 발생 되는 수집
데이터(특히, 장기 면역원성 및 장기 안전성 데이터)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Ÿ 최대한 눈가림을 유지하되 최소한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 결과가 수집되는
마지막 접종 후 4주 시점까지는 눈가림 유지
Ÿ 눈가림 해제를 희망하는 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개별적 해제
Ÿ 면역원성 분석수행 시험자는 눈가림 유지
Ÿ 눈가림이 해제되더라도 중도탈락 시키지 말고 임상시험 일정에 따라 최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 수집
Ÿ 눈가림 해제 이후 자료는 기존 결과와 분리하여 분석
초기 단계(1/2상) 또는 유효성을 평가하는 3상 단계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시 상세 작성요령은 각각 ‘[부록 10]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1/2상)’, ‘[부록 11]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3상, 유효성)’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사람 공격 접종시험(COVID-19 human challenge studies)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신중히 설계되고 모니터링되어야 하는 디자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을 WHO에서 발표하였다([부록 5] 참고).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위해 개발사는 임상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성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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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유효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효과가 낮은 백신이 허가될 경우
다음의 사유로 백신 도입 전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Kraus et al., 2020).
Ÿ 백신 이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단(예,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회피
Ÿ 유효성이 낮으면 위약과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더 많은 시험대상자수가
필요하여 백신 개발 기간이 길어짐
Ÿ 후발 백신들은 유효성이 낮은 백신과 비교 임상시험을 실시하므로 효과 낮은
백신들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음(Bio-creep)
4.2.

최초 임상시험(First in human clinical trial)

최초 임상시험(1상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약 10~100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국제적인(또는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코로나19 백신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비임상자료로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인체적용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대상자들이 불합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위해성 완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Ÿ 시험대상자를 건강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함(예, 만19세 ~ 50세)
Ÿ Enhanced disease 발생 시 중증도 감소를 위해 코로나19에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기저질환(예,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을 앓거나 병력이 있는 시험대상자를 제외기준에
포함하는 등 선정/제외기준을 강화함
Ÿ 시험대상자가 동의서를 통해 새로운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함
Ÿ 백신 접종 후 안전성에 대한 주의 깊은 추적조사 및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함
Ÿ 최고 투여용량에 도달하기 전에 단계적인 용량 증가 디자인을 고려함
Ÿ 동일 투여 코호트 내에서 초기에 일정 간격으로 소수 인원만 등록(예, 20명
코호트에서 최초 5명을 매일 1명씩만 등록)하여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해 투여 후 적절한 기간의 안전성을 먼저 평가한 후 동일 용량코호트의 나머지
시험대상자를 등록함(Sentinel군의 설정)
중증 코로나19의 높은 발생 위험과 관련된 의학적 동반질환이 없다면 고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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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85세)도 초기 임상시험에서 등록이 가능하나, 젊은 성인에서의 백신 접종 후
최소 7일 이상의 안전성 데이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초기
임상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참가자(예: 코로나19 감염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보건의료 근로자)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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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면역원성 평가

비임상 효력시험과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에서의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원성에 대한 평가
항목 및 수준은 해당 백신의 면역학적 작용기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전물질이나 바이러스 형태로 인체에 접종되는 백신의 경우 T 세포반응에 대한 면역원성
시험이 고려될 수 있다. 면역원성 평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결합 항체가뿐만
아니라 방어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적 면역반응(예, 중화항체 반응)에 대한
시험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역원성 평가변수에 대한 정의는 측정시점, 시험법 등을 포함하여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 혈청반응률 : OOO시험법으로 측정한 wildtype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가가 접종 전(베이스라인) 시점 대비 2차 접종 후 4주 시점에서 4배 이상
증가된 시험대상자의 분율. 베이스라인 시점에서 중화항체가가 정량한계 미만인 경우, 그
역가는 정량한계에 해당하는 역가의 절반 값으로 대체함).
유효성 임상시험(2상 또는/및 3상)에서 수행되는 면역원성 시험은 면역원성과
유효성(방어효과)과의 상관관계(ICP)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상시험에서 면역원성 평가 기간이 독감 백신 접종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면역원성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 시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험대상자의 독감 백신의 접종
허용 기간을 1차 면역원성 평가변수의 측정시점(예, 2차 접종 후 4주) 이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역원성 평가는 중화항체가의 감쇠현상(waning)을 탐지하고 예방 기간을
예측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추적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WHO 국제 표준품 및 참조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타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개발자가 확립한 면역원성 분석법으로
분석을 완료한 이후에 WHO 국제 표준품 및 참조품이 마련되는 경우, 원래의 분석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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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석법이 동일한 결과 혹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분석
동등성).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에는 임상검체분석기관, 실험 프로토콜 개요, 평가방법 등이
포함된 면역원성 분석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
4.4.

유효성 평가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비뚤림(Bias)을 최소화화기 위해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평행군 시험 디자인이 권장된다.
백신군과 위약군 사이의 1:1 무작위 배정을 통한 개별 무작위배정 대조군 시험은
일반적으로 백신 유효성 증명에 가장 효율적인 연구 설계이다. 실행의 용이성과
간접적 효과(예, 집단면역)에 대한 추정치를 확보하기 위해 군집 무작위 배정(Cluster
randomization)과 같은 다른 유형의 무작위 배정도 허용 가능하나, 개별 무작위배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피하게 되는 잠재적 비뚤림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은 면역원성과 유효성과의 상관관계(ICP)가 확립되지 않았고
허가된 백신이 없으므로 위약 대비 우월성을 평가한다.
1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중증도(Severity)와 상관없이 백신 또는 위약의 마지막
접종 14일 이후 실험실적으로 확인된 코로나19 발생률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률’로 정의될 수 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학적 방법(예, RT-PCR)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바이러스학적 방법 또는 백신 항원에 포함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예, SARS-CoV-2 Nucleocapsid Protein)을 타겟으로 하는
혈청항적 방법으로 확인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FDA 가이드라인[부록 8]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가 포함된다.
Ÿ 발열 또는 오한
Ÿ 기침
Ÿ 호흡 곤란 또는 호흡 장애
Ÿ 피로
Ÿ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Ÿ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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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약을 접종 받은 시험군과 동시에 무작위 배정된 위약을 접종 받은 위약 대조군과의
코로나19 발생률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률을 비교한다.
다수의 평가변수에 대한 가설 검정 및/또는 중간 유효성 분석에 있어 1종 오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평가변수에 대한 가설검정에 있어서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점추정치는
WHO 및 미국 FDA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소 50% 이상, 95% 신뢰한계의 하한 값은 최소
30% 초과가 요구된다([부록 2], [부록 3], [부록 8] 참고). 90% 검정력과 단측 1종 오류(α)가
0.025일 경우 우월성 검정을 위해 시험군 및 위약군에 대해 총 150명의 코로나19 증례 수가
필요하다.
2차 및 기타 평가변수로 중증의 코로나19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발생, 백신 또는
위약의 첫 접종 14일 후의 코로나19 발생, 1차 평가변수의 다양한 하위군(예, 연령군별)
분석, 백신으로 유도된 면역반응 및 ICP 탐색, 코로나19 발생 대상자의 가정이나 다른
집단 내에서 바이러스 전파 양상, 코로나19 발생 대상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형
등을 설정할 수 있다.
개발사는 코로나19 백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 코로나19 발생률을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설검증에 기반한 유효성 성공
기준(점추정치 50% 이상, 95% 신뢰한계 하한 30% 초과)을 만족하기에 충분한 검정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증례 수가 필요할 수 있다. 중증 코로나19 증례는
‘SARS-CoV-2 감염이 바이러스학적 방법으로 확인되고 FDA 가이드라인[부록 8]에 따른
다음의 코로나19 중증 증상 어느 하나 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Ÿ 중증의 전신 질환을 나타내는 안정기 임상적 징후(호흡수 ≥ 30회/분, 심박수 ≥
125회/분, SpO ≤ 93%(해수면 기준 실내 공기) 또는 PaO /FiO < 300 mm Hg)
Ÿ 호흡부전(고유량 산소, 비침습적 인공호흡 또는 기계호흡, ECMO가 필요한
상태로 정의)
Ÿ 쇼크의 증거(SBP < 90 mm Hg, DBP < 60 mm Hg, 또는 혈관수축제 필요)
Ÿ 상당한 급성 신장 또는 간, 신경학적 기능장애
Ÿ 중환자병동 입원
Ÿ 사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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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및 기타 평가변수에 대한 가설검정에 있어서 95% 신뢰한계의 하한 값은 0% 초과 ~
30% 이하도 통계적 성공기준으로 허용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바이러스 감염과 백신의
면역반응에 대하여 아직까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관련 자료가 축적되면서 해당
사항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백신의 효과는 유효성
임상시험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이 증명되어 국내에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이 있다면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 평가를 위해 위약 대조군을 설정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시험약과 위약과의
발병률을 비교하는 유효성 임상시험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에서는 이미 국내에 허가된 코로나19 백신과의 면역원성 비교를 통해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계 및 평가기준은 ‘5.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항을 참고한다.
임상시험계획서에는 백신 투여군과 위약군 간의 예상되는 효과 크기에 미리 규정하고,
이 크기가 임상적으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
유효성 평가를 위한 주기적 추적관찰은 시험대상자의 백신 접종 후 발병 시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백신의 방어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확인되더라도 추적관찰
기간은 안전성 추적관찰을 포함하여 적어도 1년 이상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유효성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추적관찰기간을 앞당기려면 이에 비례하여 모집하는 시험
대상자수를 더 늘려야 한다.
유효성 평가의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대상자 모집 지역은 코로나19 증례 수를
높일 수 있는 코로나19 발병 지역의 선택이 중요하다. 코로나19의 역학적 변화가
지역별이나 국가별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다기관 혹은 다국가 임상시험 시 코로나19의
발병률이 높은 지역이나 국가에 속한 임상시험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무작위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험대상자수의 산출 시 및 1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대한 우월성 검정 시 통계적인
가설의 근거가 되는 추정량(예, 예상되는 백신 및 위약의 효과크기, 검정력 등)은 서로 일치
시켜 시험계획서에 사전에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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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 대비 백신 접종군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에서 1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대한
분석은 배정된 대로 무작위배정된 모든 시험대상자군(ITT; Intent-to-treat)과 중요한
계획서 위반 등으로 중도 탈락한 시험대상자를 제외한 순응군(PP; Per-Protocol)을 모두
분석군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두 분석군간의 민감도 분석과 중도탈락 시 결과
값(결측치)을 처리하는 방법을 계획서 상에 미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된 코로나19 증례 수에 도달하기 전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독립적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는 중간분석결과를 근거로 향후
시험 계획, 무익성으로 인한 중단 또는 조기 성공으로 인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과학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른 독립적인 증례 판정 위원회에
의해 코로나19 증례가 사전에 정의된 유효성 평가변수의 증례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평가되고 확인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증례 판정 위원회는 눈가림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코로나19 또는 중증 코로나19 증례가 일차 평가변수로서 임상시험계획서에
정의된 임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실험실적 검사(예, RT-PCR)에 기반하여 증례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이었는지, 질병의 중증도 등을 판정할 책임을 맡고 있다.
유효성 분석을 위해 채택한 진단시험법(예: RT-PCR)은 감염 확증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민감도 및 정확도를 갖추어야 하며, 임상시료를 대상으로 한 안정성을 제외한
전항목 시험법 밸리데이션 시험을 임상시험 시작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법 밸리데이션의 시험항목 및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생체시료 분석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식약처, 2013)’을 참고한다.
4.5.

안전성 평가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모니터링 계획이 요구되며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집되는 안전성 정보는 코로나19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이상반응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백신 임상시험 이상반응 중증도 평가
가이드(식약처, 2011)’를 참고하고, 제조사는 이외에도 별도의 ‘특별 관심 대상의
이상사례(Adverse Event for Special Interest, AESI)'를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현재까지
코로나19의 병리기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유사한 호흡기 질환(예, RSV, MERS,
SARS)에 대한 백신 개발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안전성 고려항목 및 코로나19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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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을 보이는 기저질환을 특별 관심 대상의 이상사례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프로그램에 있어서 특별 관심 대상의 이상사례에 대한 예시는
Brighton collaboration(brightoncollaboration.us)이 체계적인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표
3(Priority List of Adverse Events of Special Interest: COVID-19)을 참고할 수 있다.
표 3. 특별 관심 대상의 이상사례 항목 예시
기관계
특별 관심 대상의 이상사례 항목
disease
면역 Enhanced
소아에서다기관계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호흡기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다음을 포함하는 급성심장손상(Acute cardiac injury)
미세혈관병증(Microangiopathy)
심부전 및 심인성쇼크(Heart failure and cardiogenic shock)
심혈관 스트레스성 심근병증(Stress cardiomyopathy)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부정맥(Arrhythmia)
심근염(Myocarditis), 심막염(pericarditis)
혈액응고장애(Coagulation disorder)
심부 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Pulmonary embolus)
혈액 폐색전증
뇌졸중(Cerebrovascular stroke)
사지허혈(Limb ischemia)
출혈성질환(Hemorrhagic disease)
길랑-바레증후군(Guillain-Barr Syndrome)
신경 후각상실(Anosmia), 미각소실(ageusia)
수막뇌염(Meningoencephalitis)
동상 유사 병변(Chilblain-like lesions)
피부 단일 기관 피부혈관염(Single organ cutaneous vasculitis)
다형홍반(Erythema multiforme)
(Acute kidney injury),
기타 급성신장손상
간손상(Liver injury)
·
·
·
·
·
·

·
·
·
·
·

é

특히 Enhanced disease는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 코로나19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이므로 이에 대한 평가계획이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2. 효력시험’ 참고). 임상시험에서 Enhanced disease 평가는 코로나19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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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코로나19 환자, 입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자 등을
대상으로 임상적 비교 평가와 실험실적 평가를 통해 증명될 수 있다. 현재 Enhanced
disease의 임상적 비교 평가 기준(증례정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연구(예,
Brighton collaboration의 SPEAC)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Enhanced disease와 관련된
파라미터(호흡수, 산소포화도, 수축기 혈압, 의식유무, 체온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이
필요할 수 있다. 실험실적 평가는 ‘3.2. 효력시험’의 ‘표 2. 면역 후 공격시험에서
Enhanced disease의 증거 및 평가방법(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이상사례 유형 별 최소 안전성 평가기간은 다음 표를 참고할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적어도 1년까지 모든 시험대상자에 대해 중대한 이상사례를 추적조사하고 모든 이상사례
발생 시 해결될 때까지 추적조사하는 것으로 안전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 이상사례 유형 별 백신 접종 후 최소 안전성 평가기간
이상사례 유형
안전성 평가기간
예측되는 국소/전신 이상사례(Solicited Local/Systemic Adverse Events)
7일
예측되지 않는 이상사례(Unsolicited Adverse Events)
4주
Enhanced disease를 제외한
중대한 이상사례(Serious Adverse Events),
6개월 이상
특별 관심 대상의 이상사례(Adverse Events of Special Interest),
의사가 검진한 이상사례(Medically-attended Adverse Events)
Enhanced disease
1년 이상
최초 임상시험 시 최고 투여용량에 도달하기 전에 단계적인 용량 증가 코호트
디자인에서 새로운 코호트 시작은 최종 접종 후 7일까지의 안전성 프로파일 자료로
가능하나, 새로운 단계의 임상시험 시작은 최종 접종 후 4주까지의 안전성 프로파일
자료로 가능하다. 또한 Enhanced disese에 대한 유효한 증거나 중중 이상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임상시험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지(Halting)할 수 있는 기준을
임상시험계획서에 미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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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후기 임상시험

후기 임상시험(3상)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후보 백신의 잠재적 유효성과 낮은
위해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임상시험에서의 면역 후 공격시험 자료,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에서 Enhanced disease 평가자료, 이전단계 임상시험(1~2상)에서의
안전성 자료(국소/전신 이상사례, 예측되는/예측되지 않는 이상사례, 심각한
이상사례, 의사가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 관심 대상 이상사례 등)와 중화항체가를
포함한 면역원성 자료가 요구된다. 또한 후기 임상시험에서 포함될 용량군 및
연령군에서 수집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의 적절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후기 임상시험은 수천 명~수만 명을 대상으로 면역원성, 유효성, 안전성을 평가하며
이들 각 항목에 대한 고려사항은 ‘4.3. 면역원성 평가’, ‘4.4. 유효성 평가’, ‘4.5. 안전성 평가’
항을 참고한다.
후기 임상시험에서는 품목허가 후 대규모 예방접종에서의 안전성을 예측하기 위해
중증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의학적 기저질환자, 고령자(65세~85세) 등 다양한
집단의 시험대상자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비율은 전체 시험대상자 수의 약 20% 이상이 고려될 수 있다.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를 등록할 경우 이전단계 임상시험에서 건강한 고령자에 대한 안전성 및
면역원성 자료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비율은 약 10%를
권고하나, 다른 통계학적 지침(예, ICH Guideline E17, General Principles for
planning and design of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MRCT), 2.2.5. Sample size
planning; Basic principles on global clinical trials(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등을 근거로 설정할 수 있다.
등록된 하위그룹들에서 전체 백신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검정력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나, 하위그룹별로(예, 연령군) 백신 유효성을 증명할 만큼의
검정력은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후기 임상시험에서는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를 통한 Enhanced disease
평가 및 무용성 평가를 위해 중간분석이 포함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Welfare of Japan, 2007))

35/350

5.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5.1.

일반적인 고려사항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의한 방어효과(유효성)와 면역원성 특히, 중화항체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증례 수집 보고, 유용성 연구 등의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Addetia et al., 2020; Jin et al., 2021; Khoury et al.,
2021; McMahan et al., 2021; Voysey et al., 2021. Yu et al., 202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기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으로부터 얻은 면역원성 결과와
시험백신 유효성에 대한 추정을 가교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유효성이 확인된 기허가 백신과의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3상 임상시험 진입 시
새로운 백신의 면역가교(Immunobridging)를 용이하게 할 ICP가 확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체 수준인 역치(Threshold)를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임상시험의 1차 목적(평가변수)은 ICP의 확립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ICP가 확립되더라도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은 이중 눈가림으로 무작위
배정된 대조군과 시험군 간에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비교한다. 무작위 대조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큰 가치가 있다.
Ÿ 이미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기허가 백신과의 비교를 통해 임상시험 절차와 방법
분석법 등 임상시험 전반에 대한 적절성을 보증함
Ÿ 기허가 백신은 표준화된 면역원성 시험법 및 표준물질이 없어 자체적으로
확립한 시험법으로 항체가를 분석하였기에 동일인 혈청이라도 제품별로 각기
다른 값을 나타낼 수 있음. 따라서, 동일한 시험법과 표준물질을 사용한
시험군과 대조군의 직접적인(Head-to-Head) 항체가 비교 분석이 필요함
Ÿ 동일한 집단에서 이상사례 별로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함으로써 빈도가
높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등 시험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용이하게 함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계획 수립 시 상세 작성요령은 ‘[부록 12]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3상, 면역원성 비교)’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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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예, 안전성 등)은 ‘4.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항목을 참고할 수 있다.
ICP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추정되지 않는 유용성 및 장기 면역원성을 확인하는
연구는 품목허가 후 이행조건으로 요구된다(5. 시판 후 고려사항 참고).
5.2.

대조백신의 선정

5.3.

평가변수

시험백신과 플랫폼, 제조공정, 면역학적 기전 등이 가장 유사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접종주기 및 접종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험백신과 다른 플랫폼의 대조백신을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면역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대조백신 및 비교하고자 하는 면역원성 평가변수 등의 타당성에
대해 식약처와 논의하여야 한다.
유효성이 낮은 대조백신과 비열등성 가설검증할 경우 실제 효과가 하향
이동(downward drift)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상설계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시험백신을 유효성이 60% 미만인 대조백신과 –10%의 비열등성 마진으로 비교하는
경우 실제로 효과가 유효성 기준인 50%를 만족하지 못하는 백신이 품목허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좀 더 엄격한 비열등 마진을 적용하거나
대조군과의 우월성 가설검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 확립된 경우, 1차 평가변수는 시험군과 대조군의 혈청방어율의 차이로
설정할 수 있다. 혈청방어율(Sero Protection Rate, SPR)은 ICP 방어항체가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는 시험대상자의 분율로 정의할 수 있다.
ICP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1차 평가변수는
대조백신 접종자에서 중화항체가의
기하평균증가율(Geometric Mean Fold Rise, GMFR) 대비 시험백신 접종자에서
중화항체가의 기하평균증가율에 대한 비율, 시험백신 접종자에서 중화항체가의
혈청반응률(Sero Response Rate, SRR)과 대조백신 접종자에서 중화항체가의
혈청반응률의 차이로 설정할 수 있다. SRR은 항체가가 접종 전(베이스라인) 대비 접종
후 배 이상 증가된 시험대상자들의 분율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접종 전 중화항체가가
정량한계 미만이면 그 값은 정량한계의 절반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값은
ICP

①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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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백신의 임상시험 자료 중 전체 시험대상자에서 특정 항체가 이상을 획득한
시험대상자의 비율을 그래프로 표시한 역누적분포곡선(Reverse Cumulative Curve)
등 시험대상자의 항체가 분포자료를 참고하여 개발사에서 타당하게 설정할 수 있다.
기하평균역가는 두 군간의 차이를 가장 민감하게 검출해내는 면역학적 변수 중
하나이다. 1차 평가변수 분석은 야생형 코로나19 바이러스(wildtype SARS-CoV-2)에
의한 중화항체 시험법(예, PRNT, Microneutralization, FRNT 등)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의 다른 중화항체 시험법(예, pseudotype virus에 의한 중화항체
시험)으로 설정할 경우 야생형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중화항체 시험법과의 높은
상관관계와 SARS-CoV-2 이외에 다른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반응(Cross reactivity)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1차 면역원성 평가변수 수집 시점은 최고 면역반응(peak immune response)에 대해
이미 알려진 데이터를 토대로 설정할 수 있다. 백신 플랫폼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2회 접종하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2차 접종 후 3~4주 시점에서 최고
면역반응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 면역원성 평가변수는 ICP의 확립 유무와 상관없이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각
분석 시점에서 중화항체 및 결합항체에 대한 항체양전률, 기하평균역가, 베이스라인
대비 기하평균역가증가율의 비교 및 세포성 면역반응 비교 등을 설정할 수 있다.
5.4.

시험대상자

시험백신에 대한 총 3,000명 이상에서의 안전성 데이터베이스가 요구된다. 표본
크기는 이상사례 발생률을 추정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총 3,000명 시험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는 1,000명 중 1명에게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한 건의 이상사례를
관찰할 가능성이 95%임을 보여준다. 안전성 프로파일의 비교를 위한 대조군의
시험대상자 수는 약 1,000명 이상이 요구된다.
기관방문 시 추가적인 채혈을 동반하는 면역원성 분석군은 전체 시험대상자 중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등록된다.
1차 면역원성 평가자료는 시험대상자 등록 스크리닝 시 면역학적 검사(예,
SARS-CoV-2 Nucleocapside 항체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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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이력이 없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이 없는 비노출 집단에서 수집된다.
면역원성 분석군의 군당 시험대상자 수는 ICP의 확립 유무 혹은 1차 평가변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대한 상세 정보는 ‘[부록 12]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3상, 면역원성 비교)’를 참고할 수 있다.
5.5.

가설검증

가 확립된 경우 시험군과 대조군의 최고 면역반응 시점(예, 2차 접종 후
4주)에서 분석한 혈청방어율 차이(시험군의 혈청방어율 - 대조군의 혈청방어율)의
95% 신뢰구간 하한이 비열등성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이 대조백신에
비하여 비열등하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비열등성 마진은 –10%, 검정력은 90%,
단측 1종 오류(α/2)은 0.025로 설정할 수 있다.
ICP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최고 면역반응 시점에서 분석한 중화항체가에 대한
기하평균증가율의 비율(시험군의 기하평균증가율/대조군의 기하평균증가율)의 95%
신뢰구간 하한이 0.67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이 대조백신에 비하여 비열등하다고
판단하고 1.00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이 대조백신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시험군과 대조군의 최고 면역반응 시점에서 분석한 중화항체가에 대한
항체반응률의 차이(시험군의 혈청반응률 - 대조군의 혈청반응률)의 95% 신뢰구간
하한이 비열등성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이 대조백신에 비하여 비열등하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비열등성 마진은 –10%, 검정력은 90%, 단측 1종 오류(α/2)은
0.025로 설정할 수 있다.
면역원성 평가에 사용된 분석법은 WHO 국제표준물질(International Standard,
IS)로 보정한 후 항체가를 국제단위(International Unit, IU)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분석법에 관한 SOP, 밸리데이션 보고서,
임상검체분석기관 목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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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판 후 고려사항

6.1.

일반적인 고려사항

팬데믹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프로그램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시판 후 초기 기간에 대규모의 접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품목허가신청 전 개발 단계에서 미리 위해성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위해성관리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 시 고려사항은 아래의 ‘5.2. 위해성관리계획의
수립’을, 관련 서류(위해성관리계획서, 위해성관리계획 이행 평가 결과, 정기적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서) 작성 시에는 ‘[부록 9] 코로나19 백신 위해성관리계획 작성법
표준안’을 참고할 수 있다.
·

위해성관리계획의 수립
6.2.1. 안전성 중점검토항목의 설정

6.2.

백신 제조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후보 백신의 임상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확인되었지만 중대하거나 빈도가 높아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이상사례를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백신제제에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Solicited) 국소 또는 전신 이상사례(예, 통증, 홍반, 부종 등)는 유사제제와 비교하여
특별히 중대하거나 빈도가 높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백신 제조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비임상 프로그램에서 확인되었거나 임상 프로그
램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사 감염병 백신에서 확인되어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이상사례를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4.5. 안전성 평
가’항에서 제시한 특별 관심 대상의 이상사례(표 3)를 참고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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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추가적인 감시계획의 설정

위해성관리계획에서 백신제제의 감시계획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
령) [별표 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및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국내외 안전성정보 신속 보고’,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시판
후 조사‘를 의무적으로 설정한다.
또한 개발하는 후보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감시계획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5.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감시계획
감시계획 종류 추가적인 감시계획 설정이 고려되는 경우 연구유형(예시)
접종 물질에 의해 인체 유전자 변형 등의
능동적 감시
안전성 지연성 이상반응(예, 종양) 발생의 가능성이
(Active
장기추적조사 있는 일부 플랫폼의 코로나19 백신(예, DNA
surveillance)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등)의 경우
ICP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대조군연구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의
가설검증이
유용성연구 유효성이 아닌 기허가된 코로나19 백신과의
(Case-control
study)
면역원성 비열등성 비교인 경우
임상시험 기간동안 수집된 면역원성 결과로는 핵심임상시험의
장기면역원성 접종 후 중화항체가의 장기 지속성(Long term
연장시험
연구
persistence)를 예측할 수 없어 추가 접종의
(Extension study)
유무 및 시기 설정이 어려운 경우
품목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포함되지 않았거나
특정인구집단의 그 수가 적은 특정인구집단(임부, 수유부,
환자등록프로그램
안전성 정보수집 가임기 여성, 산후 여성, 소아, 고령자 등)에 (Registry study)
대한 안전성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감시계획을 위한 연구는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처럼 무작위대조군시
험(RCT)을 통해 높은 수준의 증거가 수집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식약처는 전자건강
기록, 전자의무기록, 의료기관의 전자행정데이터 또는 실험실 검사 기록, 건강보험 청
구자료 등 실사용데이터 및 실사용증거(RWD/RWE)를 활용한 시판 후 연구도 적극
적으로 권장한다. 예들들면 우리나라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로 전 국민들의 의료데이
터(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코로나19 보험청구번호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
어 코로나19 발병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일 경우 건강보험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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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접종이력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 전 국민들을 대상
으로 하는 허가된 코로나19 백신들의 유용성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실사용 데이터 및 실사용증거를 활용한 연구는 편향적인 의사
결정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사전 정의한 연구계획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는 투명성(Transparency)과 다수의 연구자 및 연구방법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 재현성(Reproduci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 'ISPOR-ISEP Good Procedural Practices(Berger et al.,
2017)‘ 등을 참고할 수 있다.
6.2.3.

위해성완화 조치방법의 설정

위해성관리계획 ‘2.4.1. 안전성 중점검토항목의 설정’항에서 설정한 중요한 잠재적 및
규명된 위해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방법으로 첨부문서을 기본적으로 작성한다. 또한
첨부문서의 ‘경고’항,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의 내용을 파악하여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상자(백신접종자, 의사 등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감안하여 첨부문서 이외에
백신접종자용 사용설명서 또는/및 의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를 작성한다.
백신접종자용 사용설명서, 의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작성 시 ‘[부록 9] 코로나19
백신 위해성관리계획 작성법 표준안’의 ‘[붙임 1] 백신접종자 사용설명서 작성양식’과
‘[붙임 2] 의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작성양식’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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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7.1.

일반적인 고려사항

본 가이드라인의 ‘7.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구분
용어
정의
코로나19 초기주 팬데믹 초기의 변이가 일어나기 전의 초기 바이러스
바이러스 변이주 우려되는 변이 바이러스(Variant of Concern, VOC)
모체백신 초기주의 예방에 대한 유효성 결과로 허가된 백신
코로나19 변이백신 모체 백신에 대한 면역가교로 품목허가될 변이주 예방 백신
백신
신규백신 모체백신이 없이 품목허가될 변이주 예방 코로나19 백신
시험 비노출 집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및 감염이력이 없는 집단
대상자 노출 집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이 있는 집단
일반적으로 변이백신에 대한 유효성은 유효성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된
모체백신과의 면역가교(Immunobridging)를 통해 추정될 수 있다. 모체백신은
식약처에서 품목허가 되어야 하며, 변이백신은 타겟 항원을 제외하면 모체백신과
동일한 제조소 및 제조공정으로 개발된다. 모체백신이 없이 신규백신으로 개발하는
경우 ‘7.5. 신규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항을 참고한다.
본 가이드라인은 단가(Monovalent) 변이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포함한다. 이후
개발 가능한 다가(Multivalent) 변이백신에 대한 사항은 현재 각국 규제기관 간에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 규제적 입장에 대한 가변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국내 개발
진행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향후 개정판에서 마련될 것이다.

7.2.

품질자료

원료 관리 및 플랫폼(예: 바이러스 시드/구조체의 특성 분석)에 대한 자료와 역가
및 안전성 자료를 제시한다.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모두에 대하여 중요 단계 및
중간체의 관리, 공정 검증, 분석 절차 및 검증(새로운 변이주 특이적 시험)에 관한
자료 및 배치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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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주의 마스터, 제조용 바이러스 시드에 대한 표현형 및 유전형 특성 분석
연구의 전체 자료를 제시한다. 항원 부위의 서열과 관련하여 돌연변이 횟수의
측면에서 초기주로부터의 유전적 거리를 평가하기 위해, Nextstrain
계통도(Nextstrain phylogenetic tree) 상의 제조용 바이러스 시드(WVS) 서열분석
자료를 제시한다. 또한 유전체 서열분석을 제조공정 및 제품 전주기에 걸쳐 유지해야
한다. 유전체 서열은 발표된 변이주의 참조 서열에 상응해야 한다.
배치 간 품질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격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며, 이 사항은
자료에서 명확하게 문서화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7.3.

비임상 시험자료

7.4.

임상시험 자료

변이백신에 대한 독성시험은 일반적으로 모체백신 자료에서 유추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실시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지만 이러한 결정은 타당한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식약처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항원 변경이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는 요구된다. 효력시험 항목은
일반적으로 ‘3.2. 효력시험’ 항에서 제시된 면역원성 시험 및 Enhanced disease
평가가 포함된 면역 후 공격시험이 요구된다. 면역 후 공격시험은 임상시험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변이주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은 이중눈가림으로 무작위 배정된 변이주 백신
접종군과 모체백신 접종군에서 변이주 백신 접종으로 유도되는 중화항체반응이
모체백신 접종으로 유도되는 중화항체반응 대비 비열등함을 입증하는 직접
비교(Head-to-Head) 설계이어야 한다.
18~55세 연령층의 비노출 집단 및 노출 집단 각각에 대해서 결과가 수집되어야
하며, 모체백신의 다른 인구집단(예, 다른 연령층)에서 증명된 유효성 결과를 외삽할
수 있다. 비노출 집단의 선별을 위해 시험대상자 등록 스크리닝 시 면역학적
검사(예, SARS-CoV-2 Nucleocapside 항체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력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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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주가 우세하여 모체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윤리적이지 않거나 국가예방접종
등으로 SARS-CoV-2 혈청유병률(Seroprevalence)이 높아 비노출 집단에 대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경우 이전에 모체백신에서 수행한
임상시험에서 시험대상자로부터 추출한 혈청 검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일한 분석법으로 평가하며 비교 대상인 연구 모집단이 충분히 유사하고 용량 및
접종간격이 동일하여야 한다.
ICP가 확립된 경우, 1차 평가변수 및 성공기준은 변이백신 접종자에서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의 혈청방어율(Sero Protection Rate, SPR)과 모체백신 접종자에서
초기주에 대한 중화항체가의 혈청방어율의 차이에 있어서 95% 신뢰하한이 –10%를
초과해야 한다.
ICP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1차 평가변수 및 성공기준은
변이백신 접종자에서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의 기하평균증가율(GMFR, Geometric Mean Fold Rise) 대비
모체백신 접종자에서 초기주에 대한 중화항체가의 기하평균증가율의 비율에 있어서
95% 신뢰하한이 0.67을 초과해야 하며,
변이백신 접종자에서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의 혈청반응률(Sero Response Rate, SRR)과 모체백신 접종자에서 초기주에
대한 중화항체가의 혈청반응률의 차이에 있어서 95% 신뢰하한이 –10%를 초과해야
한다. SRR은 항체가가 접종 전(베이스라인) 대비 접종 후 배 이상 증가된
시험대상자들의 분율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접종 전 항체가가 정량한계 미만이면 그
값은 정량한계의 절반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값은 모체백신의 임상시험 자료 중
시험대상자의 항체가 분포자료(예, 전체 시험대상자에서 각 항체가 이상을 획득한
시험대상자의 비율을 그래프로 표시한 역누적분포곡선(Reverse Cumulative
Curve))를 참고하여 개발사에서 타당하게 설정할 수 있다. 정량한계는 시험법
밸리데이션 데이터(예, 직선성)를 통해 설정된다.
유효성이 50%가 되지 않는 변이백신이 품목허가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모체백신의 유효성 결과가 60% 미만이라면 –10%보다 더욱 엄격한 비열등성 마진을
사용해야 한다. 1차 평가변수 분석을 위한 접종 후 혈액 검체 수집 시기는
모체백신의 이전 임상시험에서 생성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또는 기타 평가변수로는 변이백신 접종자 및 모체백신 접종자 간에 변이주에
①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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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화항체가 비교, 초기주에 대한 중화항체가 비교가 있다. 개발사는 심사자료로
역누적분포곡선를 제출해야 한다.
변이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설계 개요(2회 접종 백신인 경우)
시험대상자 접종횟수
1차 평가변수 및 성공기준
미확립 시
(변이백신 접종자에서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
GMFR / 모체백신
접종자에서 초기주에 대한
중화항체가 GMFR)의 95%
-10%
신뢰구간 하한 > 0.67
(변이백신 접종자에서
모체백신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
1회
노출
SRR - 모체백신
집단
접종자에서 초기주에 대한
(18~55세) 변이백신
중화항체가 SRR)의 95%
1회
신뢰구간 하한 > -10%
안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기간은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식약처, 2017년)’을
참고하여 다른 예방백신과 동일하게 수행한다.
Ÿ 접종 후 7일간의 예측된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
Ÿ 접종 후 28일간의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Ÿ 접종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중대한 이상사례
등록 시 이전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따라 층화 분석한다.
모체백신
2회
비노출
집단
(18~55세) 변이백신
2회
×

×

확립 시
(변이백신 접종자에서
변이주에 대한 SPR 모체백신 접종자에서
초기주에 대한 SPR)의
95% 신뢰구간 하한 >
ICP

①

ICP

①

②

×

×

7.5.

신규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변이주 백신과 면역가교할 수 있는 모체백신이 없는 신규백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 혹은 유사한 플랫폼의 유효성 임상시험 결과로 기허가된 다른
제조사의 코로나19 백신과 면역가교를 통해 신규백신에 대한 유효성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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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백신과 타겟 항원만 다르고 동일한 제조소 및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된 초기주 예방백신으로 면역가교하는 경우
마진이 포함된 두 번의 비열등성 비교를 통해 실제 효과가 낮은 변이주 예방백신이
품목허가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발사는 이러한 접근법에 대한 타당한
근거(예, 유효성을 통해 허가된 백신보다 우월한 면역원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모체백신에 대한 면역가교 전략과 마찬가지로 신규백신과 타겟
항원만 다르고 동일한 제조소 및 제조공정으로 제조되어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을 통해 개발된 초기주 예방백신에서의 품질, 비임상 자료를 변이백신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타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고려사항은
각각 7.2, 7.3, 7.4항을 참고할 수 있다.
동일 제조사의 초기주 예방백신이 없는 경우 변이백신은 완전히 새로운 백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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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현재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개시 102 건]

* 출처: WHO, COVID-19 Vaccine tracker and landscape(‘21.06.11)

순번

개발사

플랫폼

제품명

임상단계

1

Sinovac Research and Development Co., Ltd

Inactivated virus

CoronaVac; inactivated SARS-CoV-2 vaccine (vero cell)

Phase 4

2

Sinopharm + China National Biotec Group Co +
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Inactivated virus

Inactivated SARS-CoV-2 vaccine (Vero cell)

Phase 3

3

Sinopharm + China National Biotec Group Co +
Beijing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Inactivated virus

Inactivated SARS-CoV-2 vaccine (Vero cell), vaccine name
BBIBP-CorV

Phase 3

4

AstraZeneca + University of Oxford

Viral vector
(Non-replicating)

ChAdOx1-S - (AZD1222)

5

CanSino Biological Inc./Beijing Institute of
Biotechnology

Viral vector
(Non-replicating)

Recombinant novel coronavirus vaccine (Adenovirus type 5
vector)

6

Gamaleya Research Institute ; Health Mini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Viral vector
(Non-replicating)

7

Janssen Pharmaceutical

8
9
10

Phase 4
Phase 4

Adeno-based (rAd26-S+rAd5-S)

Phase 3

Viral vector
(Non-replicating)

Ad26.COV2.S

Phase 3

Novavax

Protein subunit

SARS-CoV-2 rS/Matrix M1-Adjuvant (Full length recombinant
SARS CoV-2 glycoprotein nanoparticle vaccine adjuvanted with
Matrix M) NVX-CoV2373

Phase 3

Moderna +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RNA based vaccine

mRNA-1273

Phase 4

RNA based vaccine

BNT162b2 (3 LNP-mRNAs ), also known as "Comirnaty"

Phase 4

Pfizer/BioNTech

+ Fosun Pharma

Gam-COVID-Vac

11

Anhui Zhifei Longcom Biopharmaceutical + Institute
of Microbiology, Chinese Academy of Sciences

Protein subunit

Recombinant SARS-CoV-2 vaccine (CHO Cell)

Phase 3

12

CureVac AG

RNA based vaccine

CVnCoV Vaccine

Phase 3

13

Institute of Medical Biology + 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s

Inactivated virus

SARS-CoV-2 vaccine (vero cells)

Phase 3

14

Research Institute for Biological Safety Problems,
Rep of Kazakhstan

Inactivated virus

QazCovid-in® - COVID-19 inactivated vaccine

Ph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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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개발사

플랫폼

제품명

임상단계

15

Inovio Pharmaceuticals +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 Advaccine (Suzhou) Biopharmaceutical
Co., Ltd

DNA based vaccine

INO-4800+electroporation

Phase 2/3

16

AnGes + Takara Bio + Osaka University

DNA based vaccine

AG0301-COVID19

Phase 2/3

17

Zydus Cadila

DNA based vaccine

nCov vaccine

Phase 3

18

Genexine Consortium

DNA based vaccine

GX-19N

Phase 1/2

19

Bharat Biotech International Limited

Inactivated virus

Whole-Virion Inactivated SARS-CoV-2 Vaccine (BBV152)

Phase 3

20

Kentucky Bioprocessing Inc.

Protein subunit

KBP-COVID-19 (RBD-based)

Phase 1/2

21

Sanofi Pasteur + GSK

Protein subunit

22

Arcturus Therapeutics

RNA based vaccine

ARCT-021

Phase 2

23

Serum Institute of India + Accelagen Pty +
SpyBiotech

Virus like particle

RBD SARS-CoV-2 HBsAg VLP vaccine

Phase 1/2

24

Shenzhen Kangtai Biological Products Co., Ltd.

Inactivated virus

Inactivated SARS-CoV-2 vaccine (Vero cell)

Phase 3

25

ReiThera + Leukocare + Univercells

Viral vector
(Non-replicating)

26

Vaxart

Viral vector
(Non-replicating)

VXA-CoV2-1 Ad5 adjuvanted Oral Vaccine platform

Phase 1

27

University of Munich (Ludwig-Maximilians)

Viral vector
(Non-replicating)

MVA-SARS-2-S

Phase 1

28

Clover Biopharmaceuticals Inc./GSK/Dynavax

Protein subunit

SCB-2019 + AS03 or CpG 1018 adjuvant plus Alum adjuvant
(Native like Trimeric subunit Spike Protein vaccine)

Phase 2/3

29

Vaxine Pty Ltd./CinnaGen Co.

Protein subunit

COVAX-19® Recombinant spike protein + adjuvant

Phase 2

30

Medigen Vaccine Biologics + Dynavax +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Protein subunit

MVC-COV1901 (Spike-2P protein + adjuvant CpG 1018)

Phase 2

31

Instituto Finlay de Vacunas

Protein subunit

FINLAY-FR1 anti-SARS-CoV-2 Vaccine (RBD + adjuvant)

Phase 1/2

32

Instituto Finlay de Vacunas

Protein subunit

FINLAY-FR-2 anti-SARS-CoV-2 Vaccine (RBD chemically
conjugated to tetanus toxoid plus adjuvant)

Phase 3

VAT00002:

SARS-CoV-2 S protein with adjuvant

Phase 3

GRAd-COV2 (Replication defective Simian Adenovirus (GRAd) Phase 2/3
encodi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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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

플랫폼

제품명

임상단계

33

Federal Budgetary Research Institution State
Research Center of Virology and Biotechnology
"Vector"

Protein subunit

EpiVacCorona (EpiVacCorona vaccine based on peptide
antigens for the prevention of COVID-19)

Phase 3

34

West China Hospital + Sichuan University

Protein subunit

RBD (baculovirus production expressed in Sf9 cells)
Recombinant SARS-CoV-2 vaccine (Sf9 Cell)

Phase 2

35

University Hospital Tuebingen

Protein subunit

IMP CoVac-1 (SARS-CoV-2 HLA-DR peptides)

Phase 1

36

Vaxxinity

Protein subunit

UB-612 (Multitope peptide based S1-RBD-protein based
vaccine)

Phase 2/3

37

University of Hong Kong, Xiamen University and
Beijing Wantai Biological Pharmacy

Viral vector
(Replicating)

DelNS1-2019-nCoV-RBD-OPT1 (Intranasal flu-based-RBD )

Phase 2

38

Imperial College London

RNA based vaccine

LNP-nCoVsaRNA

Phase 1

39

Academy of Military Science (AMS), Walvax
Biotechnology and Suzhou Abogen Biosciences

RNA based vaccine

SARS-CoV-2 mRNA vaccine (ARCoV)

Phase 3

40

Medicago Inc.

Virus like particle

Coronavirus-Like Particle COVID-19 (CoVLP)

Phase 2/3

Shenzhen Geno-Immune Medical Institute

Viral vector
(Replicating) + APC

Covid-19/aAPC vaccine.
The Covid-19/aAPC vaccine is
prepared by applying lentivirus modification with immune
modulatory genes and the viral minigenes to the artificial
antigen presenting cells (aAPCs).

Phase 1

42

Shenzhen Geno-Immune Medical Institute

Viral vector
(Non-replicating) +
APC

LV-SMENP-DC vaccine.
Dendritic cells are modified with
lentivirus vectors expressing Covid-19 minigene SMENP and
immune modulatory genes. CTLs are activated by LV-DC
presenting Covid-19 specific antigens.

Phase 1/2

43

Adimmune Corporation

Protein subunit

AdimrSC-2f (recombinant RBD +/- Aluminium)

Phase 1

44

Entos Pharmaceuticals Inc.

DNA based vaccine

Covigenix VAX-001 - DNA vaccines + proteo-lipid vehicle
(PLV) formulation

Phase 1

45

Providence Health & Services

DNA based vaccine

CORVax - Spike (S) Protein Plasmid DNA Vaccine

Phase 1

46

Chulalongkorn University

RNA based vaccine

ChulaCov19 mRNA vaccine

Phase 1

47

Symvivo Corporation

DNA based vaccine

bacTRL-Spike oral DNA vaccine

Phase 1

48

ImmunityBio, Inc

Viral vector
(Non-replicating)

Human Adenovirus Type 5: hAd5 S+N bivalent vaccine
(S-Fusion + N-ETSD). E2b- Deleted Adeno.

Phase 1/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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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단계

49

City of Hope Medical Center + National Cancer
Institute

Viral vector
(Non-replicating)

COH04S1 (MVA-SARS-2-S) - Modified vaccinia ankara (sMVA)
platform + synthetic SARS-CoV-2

Phase 1

50

Israel Institute for Biological Research

Viral vector
(Replicating)

rVSV-SARS-CoV-2-S Vaccine

Phase 1/2

Dendritic cell vaccine AV-COVID-19. A vaccine consisting of
autologous dendritic cells loaded with antigens from
SARS-CoV-2, with or without GM-CSF

Phase 1/2

51

Aivita Biomedical, Inc.
Viral vector
NationalInstituteofHealthResearchandDevelopment,M
(Replicating)
+ APC
inistryofHealthRepublicofIndonesia

52

Codagenix/Serum Institute of India

Live attenuated
virus

COVI-VAC

Phase 1

53

Center for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CIGB)

Protein subunit

CIGB-669 (RBD+AgnHB)

Phase 1/2

54

Center for Genetic 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CIGB)

Protein subunit

CIGB-66 (RBD+aluminium hydroxide)

Phase 3

55

Valneva,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Research,
United Kingdom

Inactivated Virus

VLA2001

Phase 3

56

Biological E. Limited

Protein subunit

BECOV2

Phase 1/2

57

Cellid Co., Ltd.

Viral vector
(Non-replicating)

AdCLD-CoV19 (adenovirus vector)

Phase 1/2

58

GeneOne Life Science, Inc.

DNA based vaccine

GLS-5310

Phase 1/2

59

Nanogen Pharmaceutical Biotechnology

Protein subunit

Recombinant Sars-CoV-2 Spike protein, Aluminum adjuvanted

Phase 1/2

60

Shionogi

Protein subunit

Recombinant protein vaccine S-268019 (using Baculovirus
expression vector system)

Phase 1/2

61

Altimmune, Inc.

Viral vector
(Non-replicating)

AdCOVID, Adenovirus-based platform expresses the
receptor-binding domain (RBD) of the Sars-Cov-2 spike protein

Phase 1

62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 Akston
Biosciences Inc.

Protein subunit

SARS-CoV-2-RBD-Fc fusion protein

Phase 1/2

63

Erciyes University

Inactivated Virus

ERUCOV-VAC, inactivated virus

Phase 2

64

University of Saskatchewan

Protein subunit

COVAC-1 and COVAC-2 sub-unit vaccine (spike protein) +
SWE adjuvant

Phas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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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65

SK Bioscience Co., Ltd. and CEPI

Protein subunit

66

Razi Vaccine and Serum Research Institute

Protein subunit

GBP510, a recombinant surface protein vaccine with adjuvant
aluminium hydroxide or AS03
Razi Cov Pars, recombinant spike protein

67

Shifa Pharmed Industrial Co

Inactivated Virus

COVID-19 inactivated vaccine

Phase 2/3

68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Protein subunit

MF59 adjuvanted SARS-CoV-2 Sclamp vaccine

Phase 1

69

University of Sydney, Bionet Co., Ltd
Technovalia

DNA based vaccine

COVIGEN

Phase 1

70

Takis + Rottapharm Biotech

DNA based vaccine

COVID-eVax, a candidate plasmid DNA vaccine of the Spike
protein

Phase 1/2

71

Bharat Biotech International Limited

Viral vector
(Non-replicating)

BBV154, Adenoviral vector COVID-19 vaccine

Phase 1

72

Providence Therapeutics

RNA based vaccine

PTX-COVID19-B, mRNA vaccine

Phase 1

73

The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zation
(GPO); PATH; Dynavax

Inactivated virus

Inactivated (NDV-based) chimeric vaccine with or without the
adjuvant CpG 1018

Phase 1/2

74

GlaxoSmithKline

RNA based vaccine

CoV2 SAM (LNP) vaccine. A self-amplifying mRNA (SAM)
lipid nanoparticle (LNP) platform + Spike antigen

Phase 1

75

VBI Vaccines Inc.

Virus like particle

VBI-2902a. An enveloped virus-like particle (eVLP) of
SARS-CoV-2 spike (S) glycoprotein and aluminum phosphate
adjuvant.

Phase 1/2

76

SK Bioscience Co., Ltd.

Protein subunit

SK SARS-CoV-2 recombinant surface antigen protein subunit
(NBP2001) + adjuvanted with alum.

Phase 1

77

Gritstone Oncology

Viral vector
(Non-replicating)

Chimpanzee Adenovirus serotype 68 (ChAd) and
self-amplifying mRNA (SAM) vectors expressing spike alone, or
spike plus additional SARS-CoV-2 T cell epitopes.

Phase 1

78

Moderna +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mRNA-1273.351.
A
lipid
nanoparticle
(LNP)-encapsulated
mRNA-based vaccine
RNA based vaccine
that encodes for a full-length, prefusion stabilized S protein of
the SARS-CoV-2 B.1.351 variant.

Phase 2

79

Walter Reed Army Institute of Research (WRAIR)

Protein sub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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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FN (spike ferritin nanoparticle) uses spike proteins with a
liposomal formulation QS21 (ALFQ) adjuvant.

임상단계
Phase 1/2
Phase 2

Ph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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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단계

80

POP Biotechnologies and EuBiologics Co.,Ltd

Protein subunit

EuCorVac-19; A spike protein using the recombinant protein
technology and with an adjuvant.

Phase 1/2

81

Organization of Defensive Innovation and
Research

Inactivated virus

Inactivated SARS-CoV-2 vaccine FAKHRAVAC (MIVAC)

Phase 1

82

Meissa Vaccines, Inc.

Live attenuated
virus

MV-014-212, a live attenuated vaccine that expresses the
spike (S) protein of SARS-CoV-2

Phase 1

83

Sanofi Pasteur and Translate Bio

RNA based vaccine

MRT5500, an mRNA vaccine candidate

Phase 1/2

84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ouncil
of Turkey

Virus like particle

SARS-CoV-2 VLP Vaccine

Phase 1

85

Jiangsu Rec-Biotechnology

Protein subunit

Phase 1

86

Daiichi Sankyo Co., Ltd.
Kocak Farma

RNA based vaccine

ReCOV: Recombinant two-component spike and RBD protein
COVID-19 vaccine (CHO cell).
DS-5670a, mRNA vaccine

Phase 1/2

Inactivated Virus

Inactivated COVID-19 vaccine

Phase 1

88

Institute of Vaccines and Medical Biologicals,
Vietnam

Viral vector
(Non-replicating)

COVIVAC. Newcastle Disease Virus (NDV) expressing
membrane-anchored pre-fusion-stabilized trimeric SARS-CoV-2
S protein +/- adjuvant CpG 1018

Phase 1/2

89

Tetherex Pharmaceuticals Corporation

Viral vector
(Non-replicating)

SC-Ad6-1, Adneviral vector vaccine

Phase 1

90

Radboud University

Virus like particle

ABNCoV2 capsid virus-like particle (cVLP) +/- adjuvant MF59

Phase 1

91

Guangdong Provincial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Gaozhou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otein subunit

Recombinant SARS-CoV-2 Fusion Protein Vaccine (V-01)

Phase 2

92

SENAI CIMATEC

RNA based vaccine

HDT-301: Self-replicating mRNA vaccine formulated as a lipid
nanoparticle.

Phase 1

93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Council
of Turkey (TÜBITAK)

Inactivated Virus

Adjuvanted inactivated vaccine against SARS-CoV-2

Phase 1

94

ModernaTX, Inc.

RNA based vaccine

mRNA-1283

Phase 1

Recombinant SARS-CoV-2 Vaccine (CHO cell)

Phase 1/2

87

95

National Vaccine and Serum Institute, China

Protein sub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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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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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lixirgen Therapeutics, Inc

RNA based vaccine

97

KM Biologics Co., Ltd.

Inactivated Virus

Inactivated COVID-19 vaccine

Phase 1/2

98

Laboratorio Avi-Mex

Inactivated Virus

Live recombinant Newcastle Disease Virus (rNDV) vector
vaccine

Phase 1

mRNA COVID-19 vaccine

Phase 1

99

제품명

임상단계

EXG-5003; a temperature-sensitive self-replicating RNA vaccine
expressing the receptor binding domain of the SARS-CoV-2
Phase 1/2
spike protein.

Shanghai East Hospital and Stemirna Therapeutics RNA based vaccine

100

OSE Immunotherapeutics

Protein subunit

CoVepiT vaccine: SARS-CoV-2 multi-target peptide vaccine
(targeting Spike, M, N, and several non-structural proteins)

Phase 1

101

German Center for Infection Research

Viral vector
(Non-replicating)

Modified Vaccinia Virus Ankara (MVA) vector expressing a
stabilized SARS-CoV-2 spike protein

Phase 1/2

102

VaxForm

Protein subunit

CoV2-OGEN1, protein-based vaccine

Ph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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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WHO가 목적하는 코로나19 백신의 프로파일
(WHO Target Product Profiles for COVID-19 Vaccines, version 3, ‘20.4.29)

동 우선순위는 ‘20. 4. 29.에 발표한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이 문서는 신속한 면역을 위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 관계자 및 관련자들의
사용을 위해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높은 위험성에서 사람들의 지속적인 방어를 위한
사람 백신에서 바람직한 또는 최초한의 적합한 프로파일을 기술한다.
백신특성
·

적응증
·

금기
목적집단

·
·

·
·

안전성/
내약성

바람직한 기준
유행 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유행이 있는 지역에서
사람의 능동 예방; 유행을 축소 또
는 종식 시킬 수 있는 다른 조절
수단과 함께 사용
장기적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
험성 있는 사람의 능동 예방
없음
모든 연령(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에 투여
해야 함)
임산부에 투여 가능
백신의 유효성을 나타내면서 위해성
대비 유익성이 충분히 높은 상태의
안전성과 내약성 : 백신과 연관되어
경증이거나 일시적인 이상 사례는
보이나 심각한 이상사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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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최소 기준
유행 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유행이 있는 지역에서
사람의 능동 예방; 유행을 축소 또는
종식 시킬 수 있는 다른 조절 수단과
함께 사용
장기적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
험성 있는 사람의 능동 예방
일부 금기(예 : 면역 저하자)는 가능
노인층을 포함하는 성인
유행 시 : 안전성의 위해성보다 유익
성이 높은 안전성과 내약성(유익성/
위해성은 연령이나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짐. 유익성/위해성 평가시 질병
증강 현상을 고려해야 함)
장기적 : 백신의 유효성을 나타내면서
위해성 대비 유익성이 충분히 높은
상태의 안전성과 내약성, 백신과 연관된
심각한 이상사례가 없음

최소 70%(노인군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
질환, 심각한 질환
유효성 최종평가변수는
/또는 전파로 평가 가능
측정 그리고
유행 시 : 2주내 신속한 방어 효과
장기적 : 방어의 신속한 기작은 덜
중요함
유행 시 :1회 접종
장기적 : 추가 접종의 빈도가 적을
용법 수록 좋음
·

·
·

·

약 50%
최종평가변수는 질환, 심각한 질환
그리고/또는 전파로 평가 가능

·
·

·
·

방어기간

·

투여경로

·

안정성
및 보관
다른
백신과
병용투여

·
·

·

·
·

·

제형

·

의
긴급사용
승인/PQ

·

·

·

·

·

·

·
·
·

·
·

WHO

유행 시 : 2회 접종 이하(1회 접종 후
방어효과도 평가되어야 함)
장기적 : 추가 접종 허용(추가 접종
방법은 최초 접종 용법에 의한 방어
효과에 따라 설정됨)
최소 1년
최소 6개월(초기 임상 자료로 증명이
불가능할 수 있어 동물시험 자료
등으로 자료가 보완되어야 함)
유행 시 : 비주사제(주가기/바늘 또는 백신이 안전하고 유효하면 어떤 접종
비슷한 기구가 필요없는)
경로라도 가능
장기적 : 모든 투여 경로 가능
백신의 배송 및 접근성 때문에 높은 유행 시 : -60~70℃에서 최소 6~12
온도에서 보관하고 높은 열안정성을 개월의 유효기간과 2~8℃에서 최소
갖는 백신 선호
2주간의 안정성
Vaccine Vial Monitor(VVM) : 1차 장기적 : -20℃ 또는 그보다 높아야 함
용기에 VVM 부착
유행 시 : 단독 접종
단독 접종
장기 적 : 일반적인 백신 접종 캠페
인에 따른 다른 백신과 동시 투여
가능성이 있으면 좋음
유행 시 : 다회 접종 제형이 유리함 다회 또는 1회 접종 제형 모두 적합
장기적 : 1회용 또는 다회 접종 제형 최대 접종 용량 : 1mL
모두 가능
다회 접종 제형은 WHO의 정책에
최대 접종 용량 : 0.5mL
맞게 제형화되어야 함
다회 접종 제형은 WHO의 정책에
맞게 제형화되어야 함
유행 시 : WHO PQ 그리고/또는 유행 시 : WHO 긴급사용승인 기준에
긴급사용 승인 가능
적합
장기적 : WHO PQ
장기적 : WHO PQ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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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시 : 저 중개발국가를 포함해서
접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접종
량(가격/수량)만큼 신속히 제조량을
접근성 증가할 수 있는 능력
장기적 : 저 중개발국가를 포함해서
접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접
종량(가격/수량)의 이용 가능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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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행 시 : 저 중개발국가를 포함해서
접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접종
량(가격/수량)만큼 신속히 제조량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
장기적 : 저 중개발국가를 포함해서
접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접
종량(가격/수량)의 이용 가능성
·

·

[부록 3] WHO의 2b/3상 임상시험을 위한 백신의 우선순위
(Vaccine prioritization for WHO Phase IIb/III clinical trial)

여기서 제시된 속성과 기준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들 중 개발 진전을 위해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도록 WHO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공하고 있다. (동 우선순위는‘20. 5. 17.에 발표한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아래 표에서 진하게 표시한 기준이 보다 중요하게 평가됨
후보백신 비고
속성
최소 적합성 예/준수
기준
아니오
#1 점수
이상사례의 특성이
적절한 동물모델에서 얻은 비임상 자료 또는 임상 자료로부터
임상 2b/3상
중대한 질병 강화 위험성이 없음
진입 가능해야 함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만큼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발견(예 :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이 없음
안전성 동물 및 사람
프로파일 시험에서
다이어리 카드와 같은 안전성 추적 조사의 가능성 및 엄격성
25점
임상 2b/3상을 지원할만큼의 안전성 데이터베이스 크기
백신접종에 의해
질병이 강화되는
노인군,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집단 포함
분명한 위험성이
생식발생독성시험
없어야 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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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최소 적합성

준수
예/아니오
·

·

선정한 용량이
유효성의 사람에서
면역반응을
잠재성 적절한
유도해서
25점
방어할 수
있다는 증거

·

·

·
·

백신의 충분한
안정성 안정성 자료
10점

·
·
·

후보백신 비고
기준
#1 점수
특성화된 동물 모델에서 공격 시험으로부터 또는 다른 자료
(임상시험에서 얻은 surrogate marker 또는 환자에서의 자료)로 부터
폐렴과 같은 질병 방어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방어 수준과 비교하여
사람에서의 면역 반응의 규모
면역반응은 백신이 의도하는 중화항체 역가와 세포성 면역 반응
등과 같이 후보백신의 방어 기작과 관련성이 있어야 함
주요 면역원성 판독에 사용되는 시험법의 품질(가능하다면
국제표준품 사용, 중화항체가는 IC50 및 IC80 모두 평가,
pseudovirion을 이용한 중화항체 시험은 WT 과 상관성이 있어야
함. 세포성 면역을 측정하는 시험은 결과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험법이 보증되어야 함)
추정 방어 수준을 보증할 수 있는 자료의 품질(예를 들어, 동물
모델에서는 엄격한 시험기준, 사용 모델에 대한 특성분석의 정도.
사람 자료는 surrogate markers의 신뢰성 정도)
노인군에서 용량/반응 등을 포함하여 용량 선택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
최초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의 속도 및 수준
면역 반응의 지속성
백신은 적절한 안정성 보유
안정성 시험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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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백신
도입
가능성
15점
백신
접근성
25점
총점

최소 적합성 예/준수
아니오
자원을 고려했을 때
관리가 가능한 용법
접종에 특이 조건 여부
최대 주사 용량은 1mL
임상 및 많은 사용을
위해 쉽게 제조 크기를
증가할 수 있는 능력

·
·
·
·
·
·

기준
접종 스케줄 : 1회 접종이 바람직
투여 경로의 적합성
용량 : 주사제는 0.5mL이 바람직
도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특이 조건이 없어야 함
2상 /3상에 적합한 품질의 용법 ‧ 용량의 수
완충액 및 접종 장치를 포함하여 단계적 생산 능력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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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백신 비고
#1 점수

[부록 4] 코로나19 후보백신에 대한 국제적 무작위 임상시험(WHO 번역본)
An international randomized trial
of candidate vaccines against COVID-19
2020년 5월 28일(Version 2)

동 자료는 ‘20.05.28에 발표한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요약(Summary)

여기서 제안하는 임상시험 설계는 대규모, 국제적, 무작위 대조로 충분한 코로나19 발생
률(attack rate)을 확보하면서 여러 코로나19 후보백신들의 유익성 및 위해성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동시에 평가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코로나19 후보백신은 이 임상시험 수행
중간의 서로 다른 시점에 들어 올 수 있다. 임상시험 진입 후 3~6개월 이내에 각 후보백신
의 예비 유효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임상시험 설계는 서로 다른 다수의 집단에서 매우 많은 수의 성인 참가자를 신속하게
등록하고 개별적으로 무작위 배정하게 해 준다. 잠재적으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있는 증상
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시험대상자들에게 매주 연락을 취하며, 만일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등록자에 대해 실험실 검사를 실시할 것이다. 본 임상시험 설계에서는 다수의
코로나19 후보백신 평가를 위하여 공동의 위약 대조군 및 공통 핵심 시험계획서(Core
protocol)를 사용함으로써, 과학적 엄격성과 효율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확보하는 한편, 각
후보백신의 평가에 소요되는 임상시험 자원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본 임상시험 설계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있어서 의사결정(품목허가 그리고/
또는 WHO PQ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 유효성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본 임상시험 설계의 목적(Goal of the trial)

이 임상시험 설계의 목적은 개발 중인 다수의 코로나19 후보백신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
적이며 신뢰 가능한 평가를 조율하고, 이들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며, 코로나19 대유행
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백신을 발굴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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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임상시험 설계에서 적응적 특성(Adaptive design features of the trial)

본 임상시험은 충분한 수의 참가자를 신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표준 예방법 및 치료법의 변화, 시기가 다른 후보백신의 가용성, 서로 다른 지리학적 장소
및 집단에서 유행병의 진행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적응적 특성
(adaptive features)을 가지고 있다.
이 임상시험에서는 높은 등록률이 예상되며, 다양한 적응적 특성으로 인해 정해진 짧은
기간 내 시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 임상시험 설계의 적응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평가 중인 후보백신의 선택 - WHO 우선순위(WHO prioritization criteria) 후보백신으
로 선정되면 즉시 이 임상시험에 들어올 수 있다.
2) 성공 기준(success criteria) 및 백신의 유효성 분석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코로나19 증례수의
선택 – 처음 임상 시험 때는 현재의 공중 보건 사항에서 가치가 높은 백신을 신속히 선별
할 수 있는 성공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겠지만, 이 성공 기준은 임상시험 기간, 눈가림 발생
률(blinded attack rate), 임상시험 대상자 등록 속도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개시 후 변경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후보백신의 유효성 분석을 개시
하기 위해 필요한 코로나19 증례수도 상기의 요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사전 정의된 가
이드라인 및 백신 유효성을 평가하기에 코로나19 발생 속도가 너무 낮다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수행경계치(Operational boundary)에 따라 눈가림 코로나19 증례수를 모니터링할 것
이다. 만일 수행경계치에 도달하면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로 하여금 임상시험 설
계의 변경을 고려하도록 하며 연구의 목표를 적시에 달성하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3) 연구 집단의 선택 – 유효한 백신을 발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조정위원회는
임상시험기관 수, 시험대상자 수를 변경하거나 특정한 하위 모집단의 시험대상자 확보
에 재집중할 수 있다. 어떤 임상시험기관은 높은 코로나19 발생률을 보이는 집단으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
4) 유효성 모니터링 – 사전 정의된 가이드라인 및 수행경계치를 사용하여 각 후보백신에
대해 초기 유익성 및 유익성의 부족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특정 후보백신에 대한
추가적 무작위 배정을 중단케 할 수 있다. 초기 유익성 모니터링은 유효한 백신의 신속
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유익성의 부족 모
니터링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후보백신으로 자원을 집중하도록 해 준다.
5) 대조군의 선정 – 위약 대조군은 이 임상시험 설계의 핵심적 구성요소이다. 백신 시험군 및
위약 대조군의 모든 참가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그 지역의 현행 표준 예방법을 받게 될 것
이다. 대조군에 대한 무작위 배정은 이것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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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효하다고 증명된 백신 접종법은 현재 임상시험 진행 중이거나
이후에 추가될 후보백신의 평가 시 양성 대조군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유익성 및 유
익성의 부족 기준이 도입될 것이다.

본 임상시험 설계의 특성 및 장점(Features and advantages)

이 임상시험 설계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협력정신에 부합하며 공평한 백신 공급에 대한
국제적 개발을 지원한다. 각 후보백신별로 수행되는 개별 임상시험과 비교해서 공통된 위약 대조
군을 사용하여 평행하게 후보백신들을 평가하는 이 임상시험 설계는 다음의 특성 및 장점을 갖는다.
1. 다음의 과정을 통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결론에 도달한다.
a. 코로나19의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 확률이 높은 시험 대상자의 신속한 등록을 통해
성공적인 후보백신이 통계적으로 최저 신뢰한계 이상의 유효성 기준을 만족하게 한다.
b. 위약 대조군을 공유함으로 인해 높은 효율성을 가진다(각 후보백신을 평가할 때보다
적은 시험 대상자 수 필요).
c. 등록 집단, 시험 스크리닝, 추적조사, 평가변수 결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후보백신들
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일관성을 높인다.
d. 모든 후보백신은 그들 유효성에 대해 철저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성
공기준을 표준화한다.
2. 다음의 과정을 통해 수많은 백신 후보 중에 매우 효율적인 후보백신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a. 이 임상시험에서 여러 유망한 후보백신을 포함한다.
b. 효과가 별로 없는 후보백신이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서 수행되는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전 세계 임상시험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가속화한다.
3. 시험 대상자들이 위약보다는 후보백신 및 궁극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백신을 접종 받을
기회를 높일 수 있다.
4. 개발사에게 다음의 이점이 있다.
a. 그들 백신에 대한 신속한 평가 결과를 제공받는다.
b. 각 후보백신의 신속한 유효성 평가를 위해 모집되는 시험 대상자 확보 가능성을 높
임으로써 평가변수 수집률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인다.
c. 후보백신이 준비되었을 때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하다.
d. 별도의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비효율성을 없앨 수 있다.
e. 백신 평가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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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및 평가(Primary efficacy endpoint and its evaluation)

일차 목적은 중증도와 상관없이 각 후보백신이 바이러스학적으로 확증된 코로나19 발생
률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일차 평가변수는 임상적 타당성을 근거로 선정하며,
시험에 적합한 검정력을 제공해 주는 충분한 수의 일차 평가변수 증례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각 후보백신에 대한 코로나19 발생률을 동시에 무작위 배정된 공동 위약 대조군과
비교할 것이다.
일차 평가변수에 대해 사전에 정의한 1차 분석에는 최초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시점으
로부터 발생한 코로나19 증례를 포함할 것이다. 다회 접종 후보백신 개발자는 자료 모니터
링 위원회(Data Monitoring Committee)에 미리 전달된 1차 분석과 관련해서 규제당국과 별
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시험이 진행되면서 조정이 가능하며(상단 참조), 성공적인 백신은
백신 유효성에 대한 sequential-monitoring-adjusted 95% 신뢰구간 하한이 30%를 초과할 것
이다. 백신 유효성에 대한 점 추정치(point estimate)는 WHO Target Product Profile에서
제시한 최소 요건에 따라 최소 50%이어야 한다. 허용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 더 많은 평가
변수를 축적함으로써 통계적으로 귀무가설(하단 참고)을 기각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전파가 지속된다면 백신 유효성에 대한 더 높은 확실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러한 평가변
수를 축척하는 임상시험은 지속될 것이다. 백신 개발사가 공통 핵심 임상시험(common
core trial)에서 개별 백신을 평가하는 데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백신 유효성에 대
한 통계 분석 시 임상시험 중인 백신 요법(vaccine regimen)의 수를 기반으로 한 공식적인
다중성 보정(multiplicity adjustment)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러한 성공기
준을 설정함으로써, 유효성 추정치가 50% 이상인 백신은 타당한 규모 및 기간으로 계획한
임상시험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유익성 문제로 인한 조기 중단은
O’Brien-Flemming monitoring boundary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하단 참조).
예측보다 낮은 코로나19 발생률 혹은 시험 참가자 확보율에 기초해서 눈가림 자료에 대
해 접근할 수 있는 자(예, 조정위원회, 눈가림 임상 통계 전문가)에 의한 통합적 의사결정을
통해 임상 시험 중 귀무가설 백신 유효성 값(null hypothesis VE value)을 30% 미만으로
적응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귀무가설 백신 유효성 값을 30%로 시작한다면, 백신
의 제조와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규제적 승인 등 백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에 충
분한 정밀도로 백신 유효성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대한 유익성 부족 기준(lack of Benefit criteria) :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는 위약 혹은 다른 백신 대비 유익성 부족을 이유로 특정 백신으로의 무작위 배정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약과 비교하여, 유익성 부족에 대한 group sequ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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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최종 백신 투여 후 14일 이상 경과 이후 진단받은 증례를 기반으로
계산 시 ≥60%인 백신 유효성을 제외할 것이다. 다회 접종되는 후보백신이 이 기준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 충족 시 무작위 배정을 멈출 것
이지만, 150건의 사례를 확보할 때까지는 특정 백신에 대한 시험 결과의 발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후보백신이 몇몇의 다른 후보백신에 비해 유효성에서 열등하다는 통계적으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면,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는 유익성 부족으로 인한 중단을 권고하
겠다는 결정이 보다 수월해지며, 안전성, 효율적 사용의 용이함, 대량 생산력과 같은 기타
중요한 기준과 관련하여 이점이 있는 후보백신에 대해서는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앞의 경우보다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monitoring guideline

이차 및 보조 평가변수 및 평가(Secondary and supportive endpoints and
their evaluation)

모든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는(WHO 분류에 따라) 중증 코로나19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
한 사망을 모니터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증거가 없는 사망 역시 기록하지만, 이 복합 평가
변수(composite endpoint)의 일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중증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유효성
을 평가하기에 정식적인 통계적 추론에 따른 검정력이 부족할 수 있으나, 이 이차 평가변수
는 산출되고 보고될 것이다.
효과를 보이는 후보백신의 경우 유효성 기간 또한 사전 정의된 2차 평가변수에 따라
Standard alpha respend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정식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장기 유효성 무
작위 배정 후 가능한 기간만큼 평가될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통계분석계획(Statistical Analysis
Plan)에서 제공된다. 다른 기간에서의 유효성 또는 추가적인 분석항목으로 평가될 것이다.
다회 투여(multiple-dose) 백신의 경우 투여계획에 따른 최종 투여 14일 이후 발생한 코로
나19에 대한 백신 유효성 또한 분석하는데, 이는 일차 평가변수인 첫 투여 14일 이후 발생
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유효성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차 평가변수에 대한 다양한
하위군 분석도 수행할 것이다. 코로나19 사망률은 연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므로 백신 유
효성이 연령별로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할 것이다. 백신
의 유효성을 처음 확인했을 때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 특정 연령군의 증례 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후 추적관찰 연구를 더 장기간 지속하면서 보다 많은 수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백신 유효성에 대한 추가 하위군 분석을 통해 등록 당시 기록된 그리고 등록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기타 특성들이 백신 유효성에 대해 지닐 수 있는 관련성을 탐색할 것이
다. 그러나 하위군 분석은 백신 유효성이 실제로 하위군 간 차이가 있을 지라도 특정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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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관찰 증례의 부족으로(play of chance) 잘못된 음성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각 시험 실시기관의 선택사항이 되는 추가적인 2차 및 보조적 평가변수는 코로나19 바이
러스 감염 및 전염 그리고 코로나19의 발생위험 상관지표(Correlates of risk of COVID-19)
로서 면역학적 지표이며, 그림 1 및 첨부 2에서 요약하였다.
선택적으로 일부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는 검체의 보관 및 연구 목적의 사용에 대해 동
의서를 받고 백신 접종 전, 마지막 접종, 그리고 그 이후 혈액을 채취한다. 이러한 검체
는 후보백신에 대한 항체 수준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률 평가변수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에 대한 반응을
백신 접종에 대한 반응과 구분할 수 있는 혈청학적 시험 개발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결과는 공식적인 통계 분석의 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일부 시험 실시기관에서
는 추적관찰 기간 중 발생한 코로나19 증례로부터 바이러스 분리물(viral isolate)을 수집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체는 다음과 같이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Ÿ 백신으로 유도된 면역 반응의 특성분석, 그리고 코로나19의 발생위험 상관지표
(Correlates of risk of COVID-19)로서 면역학적 지표 평가
Ÿ 등록 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혈청 양성인 시험 대상자에서 코로나19 위험성
및 이것이 백신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여부를 판단
Ÿ 코로나19가 발생한 시험 대상자의 경우 백신이 바이러스 배출(viral shedding) 및 가
정 내 전파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Ÿ 백신 및 위약에 배정된 코로나19 증례로부터 획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분리물의 유
전형 분석 시행
그림 1.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매우 권장하는 보조적 평가변수
의심되지만 확인되지 않는 코로나19 증례(확인 검사에서 음성이거나 검사를 수행하지 않
은 경우), 코로나19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나 다른 약제의 사용 등도
추가적인 평가변수로 수집될 수 있다.

안전성(Safety)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평가는 이 임상시험 설계의 1차 목적 중 하나이다. 모든 임상시
험 실시기관에서는 백신 접종 후 모든 시점에서든 심각한 이상사례(SAE)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것이다.
안전성 모니터링은 모든 시험 실시기관에서 연속적인 과정이다. 특별 관심 대상 이상사례
(Adverse events of special interest, AESI)는 임상시험 연구자에 의해 보고되고 자료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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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 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할 것이다. 안전성 데이터는 전자문서로 수집되고 각 백신 접종
후 14일까지 예측된 이상사례(Solicited adverse event)가 평가될 것이다. 모든 시험 실시기
관에서 일률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성 평가변수에는 각 백신 접종 후 28일까지
예측하지 못한 이상사례, AESI 및 의료진이 진찰한 사례(medically-attended event, MAE)가
포함될 것이다. 임신에 대한 결과도 모니터링 될 것이다.
안전성 모니터링은 또한 일부 백신이 발생률 혹은 질환의 중증도를 높일 가능성에 대하
여 고려할 것이다(예: Enhanced disease). 만일 Enhanced disease의 발생이 유효성의 입증
을 무효화한다면 유익성 부족에 따라 추가적인 무작위배정이 중단될 것이다. 또한, 자료 모
니터링 위원회는 더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백신으로의 무작위 배정이 시험 중 적시에
중단되도록 충분히 잦은 빈도로 동시 위약 대조군에 배정된 시험 대상자들과 비교하면서
(WHO 기준을 기반으로) 백신 접종자 중 코로나19의 중증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이미 백
신을 접종 받은 시험 대상자는 계속적으로 추적조사되며 필요 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nhanced disease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분석계획에서 제공된다.

임상시험 실시기관(Participating sites)

본 임상시험 합류 시점에서 코로나19 전파율(transmission rate)이 충분한 임상시험 실시
기관은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시험 참가자들 중 코로나19 발생, 안전
성 추적관찰, 추적관찰 연구 지속 및 참가자의 참여 유지를 위하여 시험 대상자들과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다수의 방법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광범위한 국제적 참여 증진
을 위하여, 임상시험 실시시관은(지역의 규제적 제한, 제품 가용성, 혹은 기타 제한 요소로
인하여) 모든 백신을 평가하지는 못할 수 있으며(자원 제한 혹은 기타 제한 요소로 인하여)
모든 이차 목적을 평가하지는 못할 수 있다(그림 1). 코로나19에 대한 높은 발생률을 유지
하기 위해 새로운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추가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해 높은 발생률을 보
이는 지역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무작위배정이 이뤄진다. 우선 모든 임상시
험 실시기관은 시험에서 위약군을 포함한다. 어떤 임상시험 실기기관은 코로나19 대유행 상
황에 적응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이동식 구조가 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의 Site operation guide에서 제공한다.

시험대상자(Participating populations)

약물감시 자료 및 역학적 모델링을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상당히 높은 노출 위험에
있는 지역의 성인을 모집할 것이다. 연령(노령자 모집)과 같은 중요한 특성이 포함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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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상자 모집에 있어서는 일반화가 가능해야 한다. 시험대상자는 적어도 하나의 후보백
신에 대해 선정/제외기준을 만족하야 한다. 시험 대상자들은 추적관찰 및 참여 유지를 위
해 연락이 가능한 다수의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들의 소재 파악을 도울 수 있
는 제3자의 연락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전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하
였던 시험대상자는 본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다. 본 임상시험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험대상
자 등록을 실시할 것이다.

결과보고(Reporting of results)

모니터링 경계에 도달하거나 백신 접종군 및 위약 대조군에서 150 증례수에 도달했을 때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보고된다. 이 결과보고 이후에 추가적 평가변수에 대한 평가
는 계속 이뤄진다. 중증 질환에 대해 평가하는 2차 평가변수에 대한 유효성 결과는 1차 평
가변수 분석 결과가 보고되는 시점에 보고될 것이다. 만일 핵심적인 2차 평가변수(예를 들
면, 마지막 접종 14일 이후 평가된 유효성) 혹은 규제당국과 사전에 합의가 된 개발사가 사
전에 정의한 2차 평가변수를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쌓이면 이후 결과보고가 이뤄질 수
있다. 유효성 기간을 평가하는 2차 유효성 평가가 이뤄지는 동안 다른 유효성 결과보고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보고된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개발사와 함께 WHO에 의해 공유될
것이다. 위약 대조군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하나의 후보백신이 대조군이 되는 사항을 제외하
고 후보백신들 간의 통계적 비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후보백신이 초기에 Enhanced disease 안전성 평가변수에 대한 모니터링 경계치에
도달한다면, 이 후보백신에 대한 무작위 배정은 임시적으로 중지될 것이다(만일 그 시험대
상자의 추가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초기 잠재적인 발견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시험대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그러한 발견이 추가적인 추적조사
를 통해 확인되었을 때만 보고될 수 있다(통계분석계획 참고).
잠재적 면역 상관지표(Immune correlates), 바이러스 전염 및 배출에서 백신의 효과 혹은
감염(이는 혈청학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연구에 사용되는 샘플은 1차 평가변수가 공개되는
시점에 눈가림이 해제될 수 있다.
규제기관에 보고되는 이상사례는 개발자에게도 직접 보고될 것이다.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

무작위 배정 시점에서 후보백신의 가용 여부 및 해당 후보백신과 관련된 특이적 시험대
상자 선정/제외 기준에 따라 이 임상시험 설계의 참여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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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는 후보백신들(개수를 K로 표시) 중 하나 또는 후보백신에 대응하는(성상, 투여간격, 투
여경로에 있어서) 위약 대조군에 무작위 배정될 것이다. 따라서 무작위 배정 비율에서 위약
대조군으로 배정될 확률은 1/(K+1)이며, 이는 각 개별 후보백신에 대한 위약 대조군 배정
비율인 1/K(K+1)의 합이다. 무작위 배정을 단순화하고 임상시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보백신간의 선정/제외기준을 통일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 후보백신의 평가변수 결과는 해당 후보백신군에서도 등록될 수 있었던 모든 위약 대조
군의 평가변수 결과와 비교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눈가림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시간
및 공간에서 동일한 수의 위약 대조군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Time Window #1
A

Time Window #2
AA
BB

위약 대조군

PA

PA
PB

개별 후보백신
: 대응되는 위약 대조군

1:1

2:1
2:1

1:1

1:1

후보백신 시험군
(Vaccine arms)
(Placebo arms)

(matched- placebo)

개별 후보백신
: 공동 위약 대조군
(shared-placebo)
그림 2: 무작위

Time Window #3
AAA
BBB
CCC
PA
PB
PC
3:1
3:1
3:1
1:1

배정 전략. 후보백신 시험군 A와 대응되는 위약 대조군 P 가 Time
window #1부터 본 임상시험에 투입된다. 이 예시에서 후보백신 시험군 A는 전체 3개
Time window로부터 통합 위약 대조군(combined placebo arms)(P , P , P )을 사용한다.
후보백신 시험군 B와 대응되는 위약 대조군 P 는 Time window #2부터 본 임상시험에
투입된다. 이 예시에서 후보백신 시험군 B는 Time window #2((P , P ) 및 Time
window #3(P , P , P )로부터 통합 위약 대조군을 이용한다. 후보백신 시험군 C와 대응
되는 위약 대조군 P 는 Time window #3부터 본 임상시험에 투입된다. 이 예시에서 후
보백신 시험군 C는 Time window #3로부터 위약 대조군(P , P , P )만을 이용한다.
그림 2에 무작위 배정 전략을 나타냈다. 후보백신 시험군 A, B, C와 이에 대응되는 위약
대조군 3개는 서로 다른 시기에 본 임상시험에 들어온다. 이 설계는 후보백신 평가 시 동시
적으로 추적조사가 가능한 공통 위약 대조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접종 받
은 후보백신의 특이적 특성에 따라 시험대상자가 결정될 수 있고 눈가림이 유지될 수 있다.
A

A

B

C

B

A

A

B

C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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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B

눈가림(Blinding)

시험대상자와 평가자의 연구 눈가림(study blinding)이 유지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유사하게 설계된 시험을 통한 이전의 경험은 눈가림이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그
림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눈가림은 각 후보백신에 상응하는 위약을 투여 받도록 무작위
배정된 참가자의 동시 등록을 통해 강화될 것이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배정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적절한 연구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러
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중앙 자료 조정 담당자 및 기타 직원들에게 가능할 것이다. 자
료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들도 후보백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의 심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배
정에 대하여 눈가림을 해제할 것이다.
긴급 상황에 따른 맹검 해제 결정은 드물 것으로 예상하며, 이러한 정보가 해당 참가자의 향후
임상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맹검 해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위약 대조군을 확인하는 것은 효과가
증명된 백신의 일반적인 접종이 위약 대조군이 모집된 지역에서 실시될 때 시행될 수 있다.
중간 분석에서 1개 혹은 그 이상의 후보백신이 유익성 혹은 유익성 부족 기준을 충족한
다면 이 그룹에 대한 시험대상자의 추가 무작위배정을 중단할 수 있으나 연구 중인 모든
후보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타당성 있는 평가를 보장하고 후보백신 유효성의 지속성 평가를
위한 자료 보강을 위하여 모든 후보백신 시험군 및 공동 위약 대조군에 대하여 시험대상자
의 눈가림 추적관찰은 지속될 것이다. 이는 최소한 확립된 유효한 후보백신이 임상시험 실
시기관이 소재한 국가에서 표준 예방 요법이 될 때까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백
신(들)에 대한 유익성 혹은 유익성 부족의 결과가 공개적으로 보고된 경우일지라도 적용된
다. 유일한 예외는 현행 연구의 결과 혹은 다른 증거로부터 특정 후보백신이 예상치 않은
이상사례를 유발하였음이 확인되어 이미 이 후보백신을 투여한 이들을 추적하고 적절한 치
료를 탐색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해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추적관찰(Follow-up)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한 추적관찰에는 참가자에 대한 주 1회 적극적 자동 추적관찰이
포함될 것이며, 이때(WHO 증례 정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증상에 대한 보고에 따라 코
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관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후두/비강 면봉 검체채취를 실시할 것이
다. 이러한 주 1회 접촉은 시험 참가자 추적 손실을 줄이고 코로나19 검출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코로나19 진단 후 환자에 대하여 지역 표준 요법에 따라 필요 시 치료를 위해 타
기관에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코로나19 및 심각한 이상사례에 대한 눈가림 연구 추적관찰
은 최소한 1년 간 지속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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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상자 수(Study sample size)

각 후보백신 시험군 대( ) 공동(shared) 동시 위약 대조군에 대한 주요 분석은 이 두 그
룹에 걸쳐 총 150건의 증례 발생 시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결과를 보고하지만 눈
가림 추적관찰은 지속될 것이다. 이 150 증례수라는 확정된 숫자는 최초에 명시한 백신 유
효성이 30% 미만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면서 사전 정의된 백신 유효성의 목표 수준을
검출하기에 충분한 검정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예를 들어 백신 유효성 목표
수준이 60%이고 총 150 증례수를 pairwise comparison으로 진행 시, 참(true) 백신 유효성
이 60%라면, 단측 1종 오류 0.025인 log-rank test를 기반으로 30% 이하인 백신 유효성을
기각할 검정력은 90%가 된다. 이어서 각 후보백신 시험군 및 공동 동시 위약 대조군 전체
150 증례수로 진행 시 백신 유효성 추정치가 최소 50%이라면 백신 유효성에 대한 95% 신
뢰 하한은 30%를 제외할 것이다. 이러한 통계적 특성은 중간 결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약간
의 변경만을 거치게 된다. 더 쉽게 설명하면 참 백신 유효성이 60%라면, 총 150 증례수 분
석 시 실제 결과에서 최소한 증례수가 50건 대( ) 100건의 경우가 90%라는 의미이다. 이
경우 백신 유효성은 50%이다(95% 신뢰한계는 30%~65%).
유익성(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백신 유효성 >30%를 확립) 및 유익성 부족의 증명을 위한
기준은 두 중간분석에서 O‘Brien-Fleming monitoring boundary를 기반으로 할 것이다. 50
혹은 100건의 증례 발생 후 O‘Brien-Fleming monitoring boundary로 평가 시 유익성 부족
은 50 혹은 100건의 증례 발생 후 평가한 백신 유효성 추정치가 각각 ≤-14%, ≤32%일 때
확립되는 반면, 유익성은 각각 ≥76% or ≥59%로 추정되는 경우 확립된다. 두 경우 모두
최초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추적관찰을 지속할 것이다.
백신 유효성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연
구로 진행하게 될 것이므로 코로나19 발생률 및 증례수 확보에 대한 보수적 가정 하에 해
당 후보백신 시험군 : 공동 위약 대조군의 1차 평가변수 비교에 필요한 시험대상자 수는 백
신 투여 개시 후 3-6개월 이내에 확보될 것이다. 데이터 결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다. 무작위 배정 그룹은 결측치 발생과 그 사유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서술한 150 증례수 평가변수 설계에서, 만일 위약 대조군의 3개월 코로나
19 발생률이 1~2%이고 시험대상자가 3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등록되었다면, 후보백신 시험
군 : 위약 대조군의 50: 100 평가변수 분리(endpoint split)가 성공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는 동일한 수의 공동 위약 대조군과 함께 후보백신 시험군 당 약 20,000명의 시험대상자가
중앙(median) 등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평가변수 평가를 위해 요구된다. 이 연구에는 특정
기간 중 특정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예상 발생률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
對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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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리학적 장소에서 많은 수의 시험 실시기관을 포함하게 된다. 이것은 시험이 백신 유효
성에 대하여 적시에 답변을 제공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설계상의 중요한 이점이다.

임상시험 거버넌스(Study governance)

본 임상시험 설계는 WHO가 후원한다. WHO는 본 임상시험 설계를 조직하고 모든 임상시
험 실시기관이 제공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관리한다. WHO는 각 후보
백신의 평가변수가 산출되었을 때 규제기관에 제출할 데이터를 개발사에게 제공할 것이다.
개발사는 임상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동의할 것이며 본 임상시험 설계에
그들 후보백신이 참여할 경우 충분한 데이터와 후보백신 그리고 위약을 제공할 것이다. 개발사
는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역에서의 임상시험 실시에 대한 규제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발사
들은 추적관찰부터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무작위 배정 시 그들 후보백신을 본 임상시험 설계에
서 퇴출시켜야 할 수 도 있다. 개발사들은 본 임상시험 설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 사항은 WHO와의 동의하에 고려될 것이다. 만일 모든 후보백신이 WHO 우선순위를
만족한다면 하나의 개발사의 여러 개의 후보백신을 본 임상시험 설계에 참여시킬 수 있다.
임상시험 감독은 단일 조정위원회 및 단일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수행될 것이다.
본 임상시험 설계는 적응적 특성을 가지므로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사전 정의한 범위까지 조
정위원회가 관할할 것이며 조정위원회에는 맹검을 해제한 연구 자료에 대하여서는 접근권
한이 없을 것이다.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의 역할은 사전에(그리고 조정위원회) 정의한 유
익성 및 유익성 부족 기준을 백신에 적용하고 자료 완결성 문제 뿐 아니라 잠재적인 안전
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조정위원회는 임상시험 설계, 수행, 분석과 관련된 이슈사항에 대해 개발사와 협력할 것
이다. 조정위원회는 각 임상시험 실기시관에서 수행되는 중요한 사항(데이터 수집, 실험실
적 검사, 백신접종 수행)이 서로 조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개발사의 대표자는 조정위원
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는 유효성과 안전성 자료 및 연구 수행의 품질에 관한 정보에 대하
여 정기적인 접근권한이 주어질 것이다.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는 새로운 유효성 자료의 맥
락에서 안전성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통계센터가 제공하는 새로운 증거를 수시
로 검토할 것이다.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는 또한(상단에 서술한 바와 같이) 사전 명시한 유
효성에 대한 중간 분석을 위한 회의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추가로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는
필요 시 안전성 혹은 연구 수행 정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회의
의 공개 세션 중 조정위원회가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임시 원격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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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모니터링 위원회는 규제기관에 보고 및 임상시험자자료집 업데이트를 위해 필요한 정보
를 개발사에게 제공해야 한다(통상 심각한 예측하지 못한 의심되는 이상반응에 한정된다).
본 임상시험은 유익성 혹은 유익성 부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나 허용 불가한 안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백신군으로의 무작위 배정이나 전체 연구의 지속 혹은 중단과 관련하여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에게 방향성을 제공
하기 위하여 사전 정의한 공식적 통계 모니터링 경계(statistical monitoring boundaries)와
함께 설계할 것이다. 각 백신 투여계획의 안전성 프로파일의 허용 가능성 평가 시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는 유익성 및 위해성에 관한 총체적 정보를 고려할 것이다.
시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하여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는 또한 조정위원회와 공조하여 권
고사항을 수립할 것이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예를 들어, 참가자 모집률 및 적합성, 임상시
험계획서에서 명시한 투여계획의 준수 향상, 참가자 유지, 자료 포착의 적시성, 시험 평가변
수에 대한 판단에 관련될 수 있다.
새로운 증거로부터 도출한 통찰을 기반으로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는 시험에서의 무작
위 배정 지속이나 중단에 관한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에게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
이다.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는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필요 시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와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 진행, 연구 의뢰자(들)와
(과)의 권고사항에 대한 논의 진행, 권고사항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게 될 조정위원회에 자
문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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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추가서류 목록(List of supporting documents)
Criteria for COVID-19 vaccine prioritization Target Product Profiles

통계분석계획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헌장
조정위원회 헌장
중증 코로나19를 포함한 증례 정의
임상시험 실시시관 운영 가이드
증례기록서
동의서 양식
WHO와 개발자간의 합의서

첨부 2. 추가 시험을 위한 샘플의 수집 및 보관(Collection and disposition
of samples for supportive studies)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시험대상자 또는 그들과의 접촉자로부터의 혈액 혹은 바이러스 샘
플을 수집할 것이다. 시험의 1차 목적이 백신 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코로나19 발생률은
높으나 샘플 보관 시설이 미비한 곳이 있으므로 모든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샘플을 모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들 추가적인 평가변수가 중요하다면 이들 샘플을 수집하도록 독려하
여야 한다. 샘플은 수집되고 각각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보관될 것이다. 이 첨부문서는 다
른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수집된 샘플이 하나의 그룹으로 시험될 수 있도록 샘플 수집의
시기를 조화시키는 가이드라인이다. 샘플을 수집하는 임상시험 실시기관들은 개발사들이 밸
리데이션된 시험법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관련된 샘플(위약 대조군의 샘플 포함)을 공유하
는데 동의한다(다만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샘플의 일정량을 보관할 수 있다). 샘플의 보관
및 시험목적 사용에 대한 동의서가 요구된다. 1차 평가변수로서 바이러스학적으로 코로나19
로 확진된 샘플은 후속 시험을 위해 보관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A. 코로나19 감염 평가변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면역반응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반응을 구분할 수 있는 혈청학적 검사법이 있다면 이 방법은 2차 유효성 평가변수로
사용될 수 있다. 백신 접종 전, 최종 접종 14일 이후부터 이상적으로는 3개월 간격으
로(예, 3, 6, 9, 12개월) 채취된 샘플을 이용한 이 검사법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해 혈청
양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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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성 면역반응 지표. 이 샘플은 코로나19 발생위험 상관지표(Correlates of risk of
COVID-19)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후보백신들은 다른 시기에 최고 면
역반응을 유도하므로 여러 후보백신을 시험하는 본 임상시험에서는 표준화된 검체 채
취 시기의 설정이 필요하다. 체액성 면역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샘플은 백신 접종 전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대략 각 접종 14일 후에 채취되어야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시
기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샘플을 얻기 위해 추가적으로 좀 더 긴 간격의 샘플 채취(매
3개월 간격) 또한 필요하다.
C. 세포성 면역반응 지표. 이 지표 분석은 PBMC를 처리할 수 있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서 수행될 수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위험 상관지표를 분석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세포성 면역반응 평가를 위한 샘플 채취는 백신 접종 전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백
신 접종 7일 및 14일 후에 이뤄질 수 있다.
D. 베이스라인에서 코로나19 양성인 시험대상자의 백신 안전성 및 예비 유효성 평가. 이
평가변수를 분석하기 위한 샘플 채취는 백신 접종 전에 이뤄져야 한다.
E.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대상자에서 바이러스 배출에 대한 백신접종의 효과 평가. 바이
러스 배출을 평가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대상자의 초기 감염 시기를 파악
해야 한다. 초기 증상을 보인 후부터 21일까지 이틀간격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바이러
스 핵산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 샘플은 이상적으로는 중앙 실험실에 보관되어 존재
유무뿐만 아니라 그 함량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F. 가정 내 혹은 다른 그룹 내에서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감염 패턴에 미치는 영향 평가.
코로나19로 진단되었을 때 코로나19에 대해 음성인 가족 구성원은 하위그룹으로 등록
되어서 3주 동안 1주일에 2번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다.
G. 백신 접종군 및 위약 접종군에 배정된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대상자에서 분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형 분석. 코로나19로 진단되었을 때 염기서열 분석을 위해
바이러스 샘플을 보관한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하는지
평가하거나 특히 백신의 장기 예방효과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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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사람 공격 접종 시험 WHO 가이드라인 소개

백신 개발에 있어 사람 공격 접종시험은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시험자
원자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설계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SARS-CoV-2 공격 접종 시험은 현재까지 코로나19의 병인에 대한 정보 및 이해가 부
족하고,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으며, 젊은 성인에서 중증 질환이나 사망
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된 사람 공격 접종 시험(예, 인플루엔자) 보다 위
해도와 불확실성이 더 높다. WHO는 SARS-CoV-2 사람 공격 접종시험에서 고려하여
야 할 윤리적 기준 8개를 제시하였다(아래 표 및 WHO 가이드라인 참고). WHO는
SARS-CoV-2 공격 시험에 대한 8개의 윤리적 수용 기준은 완전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다른 연구 윤리기준 및 각 지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
기서는 8개의 윤리적 기준의 각 항목을 소개한다(동 기준은‘20. 5. 6.에 WHO에서 발
표한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음).
표 1. SARS-CoV-2 공격 시험에 대한 8개 윤리기준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평가(Scientific and ethical assessment)
정당성
SARS-CoV-2 공격 시험은 강력한 과학적 정당성
기준 1 과학적
(Scientific justification) 이 있어야 한다.
위해도와 잠재적
대한 평가 SARS-CoV-2 공격 시험의 위험을 초과하는 잠재
기준 2 유익성에
(Assessment of risks
적 유익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and potential benefits)

자문 및 협력(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자문 및 참여
SARS-CoV-2 공격 연구 프로그램에는 관련 전문가
기준 3 (Consultation and
및 정책 결정자 뿐 아니라 대중들의 자문의견 및
engagement)
참여에 의한 정보도 반영하여야 한다.
SARS-CoV-2 공격 연구 프로그램은 연구자, 자금
협력
기준 4 (Coordination)
지원자, 정책 결정자 및 규제기관 간의 밀접한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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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Selection criteria)
기준 5 기관 선정
(Site selection)

선정
기준 6 시험대상자
(Participant selection)

공격 시험은 최고의 과학적, 임상적,
및 윤리적으로 표준화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곳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SARS-CoV-2 공격 시험 연구자는 반드시 시험대상자
선정 기준이 위험을 제한하고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
다.
SARS-CoV-2

검토 및 동의(Review and consent)
검토
SARS-CoV-2 공격 시험은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
기준 7 전문가
(Expert review)
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동의서
SARS-CoV-2 공격 시험은 엄격한 시험대상자 동의
기준 8 시험대상자
(Informed consent)
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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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ICMRA1) 규제당국자 화상회의 합의안(1차, ‘20.03)
출처 : http://www.icmra.info/drupal/news/March2020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SARS-CoV2 전염병은
우리에게 유래 없는 도전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와 다른 기관에서는
RNA 백신, DNA 백신, 단백질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 등 여러 기술 및 플랫폼을
이용한 SARS-CoV-2 백신 후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SARS-CoV-2가 빠르게 전파되는
현 사항은 이러한 백신 후보의 빠른 임상 1상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RS-CoV-2 백신과 같은 미충족 의료수요에 있어서 백신의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 및 초기임상 데이터의 형태와 범위는 전체 위해성/유익성에 무게를 두
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18일에 ICMRA의 도움으로 EMA와 FDA에 의해 소집된 전세계 규제당
국자 화상회의에서는 SARS-CoV-2 백신 후보 개발과 관련된 규제적 고려사항과 최초
임상 진입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자료의 수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핵심 논의사항:
Ÿ 최초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 시험자료의 수준
Ÿ 최초 임상시험 진입에 앞서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위해성인 SARS-CoV-2 백신 유도
중중 호흡기 질환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다음 화상회의 시 참석한 규제당국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초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 시험자료의 수준
Ÿ 비임상 시험자료의 수준은 백신의 구조, 그 구조에 대한 근거자료, 그와 유사한 제
품에 대한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Ÿ 플랫폼 기술을 통해 축척된 지식이 동일한 플랫폼으로 생산된 SARS-CoV-2 백신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Ÿ 만일 허가용 백신이나 임상시험용 백신의 제조에 사용된 플랫폼 기술에 대한 특성
분석이 잘 되어 있다면, 이들 백신으로 부터 얻은 독성시험자료(예, 반복독성시험
자료, 체내분포시험자료)를 동일한 플랫폼으로 생산된 SARS-CoV-2 백신의 임상시
험 진입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International Coalition of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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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제조사는 임상시험 진입 전에 독성시험자료와 같은 어떤 비임상시험자료가
왜 수행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Ÿ 임상시험 진입 전에 SARS-CoV-2 백신 구조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Ÿ 모든 SARS-CoV-2 백신 후보는 동물에서의 면역반응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Ÿ 감염모델을 이용한 SARS-CoV-2 백신 후보의 유효성 평가 결과를 임상시험 진입
전에 제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초 임상시험 진입에 앞서 이론적으로 예측되는 위해성인 SARS-CoV-2 백신 유
도 중중 호흡기 질환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Ÿ 참석자들은 현재와 같은 대유행 사항에서 SARS-CoV-2 백신의 빠른 임상 진입 필
요성에 공감을 하였지만 임상시험대상자가 불합리한 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
는 위해성 완화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Ÿ 백신에 의해 유도되는 중중 호흡기 질환의 잠재성은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적절한
모델동물을 이용한 과학적 평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Ÿ 중중 호흡기 질환에 대한 현재의 지식과 이해에 대해 한계는 있지만 사람에게서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이들 동물을 이용한 연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Ÿ 임상 진입 전에 원숭이 연구가 제한될 수 있고 그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
하지 않고 백신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Ÿ 초기 임상시험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중 호흡기 질환의 평가 필요성은 백신 후보의
구조, 그것에 의한 면역반응(예, Th1 면역반응, 중화항체가) 그리고 초기 임상시험
의 디자인 등의 가용한 모든 데이터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Ÿ 비록 모두 합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동의한 사항은,
- 면역반응에 대해 밝혀진 지식이 있는 백신 구조에 대해서는 중중 호흡기 질환을
평가하는 비임상시험을 끝내기 전에 위해성 완화 전략이 마련된 초기 임상시험
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백신에 대해서는 초기 임상시험 시작 전에 비임상시험자료(예, 감염모델
동물시험, 면역병리학 시험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중증 호흡기 질환을 평가하는 동물시험과 초기 임상시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
고 이 경우 대규모 시험대상자들이 모집되는 2상 및 3상 임상시험 전에 데이터
가 나올 수 있습니다.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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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임상시험에서 위해성 완화 전략으로는 시험대상자로서 젊고 건강한 성인의
등록, 시험대상자들이 이론적인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적절한 동의서 작성, 주
의 깊은 안전성 추적관찰 및 주기적 모니터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Ÿ 참석자들은 동물시험 및 임상시험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적절한 수
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Ÿ

82/350

[부록 7] ICMRA 규제당국자 화상회의 합의안(2차, ‘20.06)
출처 : http://www.icmra.info/drupal/news/22june2020/summary

현재 전세계적으로 8,000,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은
공중보건에 대한 유래 없는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는
초기 임상 진행 중이거나 완료하여 유효성을 증명하는 임상 3상에 대해 각국 규제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2020년 6월 22일에 ICMRA의 도움으로 EMA와 FDA에 의해 진행된
각국 규제 담당자들과의 전화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의 3상 진입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자료 및 임상시험자료의 수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추가로 참석자들은
시험대상자, 평가변수, 통계적 고려사항 등 임상 설계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핵심 논의사항:
Ÿ 3상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자료 및 임상시험자료의 수준
Ÿ 3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다음 화상회의 시 참석한 규제당국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3상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자료 및 임상시험자료의 수준
Ÿ 3상 임상시험 진입을 위해 임상시험자료, 비임상안전성자료가 요구됩니다.
Ÿ 임상적으로 적절한 코로나19 백신 용량으로 접종한 동물에서의 면역반응 결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ERD 평가 결과가 포함됩니다(예, 중화항체가-결합항체가 비율,
Th1/Th2 balance).

원숭이에서 수행된 ERD 평가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3상 임상시험 시작 전에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 추가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동물시험에서 ERD 발생에 대한 위해성은 아직 관찰
되지 않았습니다.
Ÿ 참석자들은 3상 임상을 위해 원숭에서의 공격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3상 임상 진입 가능여부에 대한 결정은 코로나19 백신의 구조,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다른 동물모델(예, 햄스터, 페렛, 형질전환마우스)에서의 공격시험 결과는 보조적인
자료로 제공 가능합니다.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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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임상시험 진입 전 3상에서 포함될 각 용량군 및 연령군에서 수집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의 적절한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Ÿ 임상에서의 면역반응 분석 항목에는 ERD 평가(예, 중화항체가-결합항체가 비율,
Th1/Th2 balance)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일 3상에서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포함될
경우 이들 시험대상자군이 포함된 예비 안전성 및 면역원성 결과가 요구됩니다.
3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Ÿ 유효성을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에서는 핵심 목표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동반질환자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시험대상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Ÿ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감염력이 없는 시험대상자에게서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나, (무증상 등으로 인해) 향후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코로나19 감염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람에게서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도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차 유효성 분석은
코로나19에 감염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
하였습니다.
Ÿ 3상 임상에서는 등록된 하위그룹들에서 전체 백신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검정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위그룹별로(예, 연령군) 백신 유효성을 증명할
만큼의 검정력은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Ÿ 모든 사람에게 안전성 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에서는 다
양한 집단(인종, 민족)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Ÿ 3상 임상시험에는 동반질환을 가진 고령자(예, 55세 이상)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집단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1상 및 2상에서의 젊고 건강한 시험대상자에서 확보한
안전성 및 면역원성 결과를 참고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7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Ÿ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역학 자료를 고려했을 때, 소아에서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 및 유용성 결과가 성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들은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용성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최초 허가는 성인에 대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Ÿ 개발사들은 임신부에 대한 데이터를 축척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야 하며 3상 임상에서
다음의 선정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a) 임부, b) 적극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Ÿ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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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서 임신부를 포함할지에 대한 결정은 백신 구조, 해당 백신 혹은 동일
플랫폼의 다른 백신에서 수행된 생식발생독성 시험 등에 기반하여 개별적으로 이뤄
져야 하며, 초기 임상에서 임신 가능한 여성의 긍정적인 안전성 및 면역원성 자료가
요구됩니다.
Ÿ 3상 임상시험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 혹은 활성 대조군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설계인 경우 각 규제기관과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Ÿ 적응적 설계의 3상 임상시험인 경우 후보 백신 또는 용법 용량의 추가 및 탈락에 대한
사전 정의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Ÿ 안전성 평가, 면역반응의 유지, 감염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항체 감소현상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추적관찰이 이뤄져야 합니다.
Ÿ 3상 임상에서 사용하는 평가변수는 다른 코로나19 백신과의 유용성 및 안전성 결과
비교를 위해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Ÿ 1차 평가변수는 증증도와 상관없이 실험실적으로 확인된 코로나19 발생률입니다.
다른 중요한 평가변수로는 코로나19 백신에는 포함되지 않은 항원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바이러스학적 또는 혈청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여부 및 입원, 인공호흡기 사용, 사망으로 측정되는 증증도가 있습니다.
Ÿ 참석자들은 적절한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임상시험에서 엄격한
성공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백신 유효성의
점추정치, α 신뢰한계의 하한치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중간분석 및 최종분석에 적용
되어야 합니다.
Ÿ 효과가 낮은 백신이 허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재하기 위해 성공 기준에 대한
가장 보수적인 접근을 통해 가능한한 엄격하게 백신 유효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검
정력을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유효성 점추정치 및 신뢰하한에
대한 기준은 이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
른 데이터가 있다면 팬데믹 사항에서 역학 변화와 같은 요소 때문에 미리 정한 유
효성 신뢰한계 하한과 점추정치가 긍정적인 유익성-위해성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
게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Ÿ 3상 임상시험에는 Enhanced disease와 무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간분석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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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평가(Solicited/Sytemic AE, unsolicited AE, SAE, MAE,
자료수준, 추적관찰 기간 등)는 다른 예방백신과 동일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잠재적 VED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임상시험을 중지할 수 있는 기준은 임상시험
계획서에 미리 정의하여야 합니다.

Ÿ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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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미국 FDA 코로나19 백신 가이드라인

COVID-19

예방을 위한 백신의 개발 및 품목허가
업계를 위한 지침서

Development and Licensure of Vaccines to Prevent COVID-19
Guidance for Industry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2020년 6월

본 지침은 상기 주제에 관한 미 FDA의 현재 견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치침은 FDA 혹은 일반에게 어떠한 권리나 준수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접근법이 관련 법령 및 규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채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면 FDA의 본 지침서의 책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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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도입

는 SARS-CoV-2로 인한 코로나19 대유행을 포함하여 새로운 감염성 질환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DA는 이러한 대유행에
대한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적절한 지침서를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FDA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의 임상 개발 및 허가 시 의뢰자에게 도움을 제
공하고자 본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본 정책은 미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Service Act, PHS Act)의 section
319(a)(2)(42 U.S.C. 247d(a)(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이 실시한 갱신을 포함하여, 2020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선포하고 2020년 1월 27일로 소급 적용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중보건 위기 기
간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본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권고사항은 코로나19 예
방을 위한 백신이 임상 개발 및 품목허가 시 의뢰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안에 대한 FDA의 현재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고려 시, 그리고 “Process for Making Available
FDA

Guidance

Documents

Related

to

Coronavirus

Disease

2019(

라는 제목
의 2020년 3월25일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의 고시(Notice)에서 논하는 바와 같
이, FDA는 본 지침서에 대한 사전의 공공 참여가 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하였으므로, 본 지침서는 사전 공개의견 수렴 절차 없이 시행하고 있다(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section 701(h)(1)(C)(i) 및 21 CFR 10.115(g)(2) 참조). 본
지침문서는 즉시 시행 중이나, FDA의 우수지침서관리기준(GGP)에 따라 의견수렴이
가능하다. 그러나 FDA는 본 가이던스 개정본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은 현재 공중보
건위기의 맥락 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 공중보건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FDA는 본 지침서에 대한 의견과
FDA의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변경 사항을 반영 및 추가한 지침서로 본 지침
서를 개정 및 대체하고자 한다.
이 문서를 포함한 FDA의 지침서는 강제력 있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지침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FDA의 현재 시각을 제시하며, 특정한 규제 혹은 법
적 요구사항에서 명시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항으로 보아야 한다. FDA 지침서의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제안 혹은 권고한다는 의미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0-03-25/pdf/2020-062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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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경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다. 이 바이러스는
‘SARS-CoV-2’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질환을 ‘코로나19’라 지칭하
고 있다. 2020년 1월31일 HHS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중보건위기를 선포하고 HHS
의 Operating Divisions(운영부서)를 가동하였다 . 추가로 2020년 3월13일, 미 대통령
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
SARS-CoV-2 대유행은 세계 보건에 보기 드문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코로
나19를 예방할 FDA 허가 백신은 없는 실정이다. 상업적 백신 제조사 및 기타 단체에
서는 RNA, DNA, 단백질 및 바이러스 벡터 기반 백신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기술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다.
본 지침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의 임상 개발 및 품목허가를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관련하여 FDA의 현재 시각을 서술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적 유익성 예측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된 대리 평가변수는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발 프로그램은 SARS-CoV-2 감염 및/또는 임상적 질환으로부터 인간
을 보호하는데 있어 백신 안전성 및 유효성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한 전통적인 허가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본 지침서는 개발 및 허가 과정을 통한 특성분석, 제조, 품질관리(CMC) 및 비임상,
임상 자료,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허가 후 안전성 평가에 관한 21 CFR Part
312의 임상시험용 신약 허가신청(IND) 규정 및 21 CFR Part 601의 품목허가 규정에
서 제시하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핵심 고려사항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
다 . FDA는 코로나19의 임상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타당한 모든 접
근법을 뒷받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의 개발에 참여하는
의뢰자들은 업계 및 시험자를 위한 지침서,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에 관한 IND 사전 회의 요청에 관한 일반 고려사항(COVID-19
2)

3)

4)

Public Health Emergency: General Considerations for Pre-IND Meeting Requests for
2)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lex M Azar, Determination that a Public Health Emergency
Exists.(’20. 1.31, ’20. 4.21
).
(https://www.phe.gov/emergency/news/healthactions/phe/Pages/2019-nCoV.aspx).
3) Proclamation on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Concerning the Novel Coronavirus Disease (COVID-19)
Outbreak(’20. 3.13),
.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declaring-national-emergency-concerning-novel-c
oronavirus-disease-covid-19-outbreak/).
4)
19
.

갱신 아래 주소에서 문서 참조

아래 주소에서 문서 참조

코로나 백신 투여에 사용하는 새로운 기기는 본 지침서에서 다루지 않는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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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참조하도록 한다(참고문헌 1).
현재 많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이며, 본 문서에서 제시하는 고려사항이 코로나
19 예방 백신의 허가에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모든 고
려사항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백신의 특성 및 그 사용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의 필요성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FDA는 의뢰자가 구체적인 질문에 관하여
Vaccines Research and Review(OVRR)의 CBER Office와 연락을 취할 것을 독려한다.
COVID-19 Related Drugs and Biologic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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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특성분석, 제조, 품질관리 - 핵심 고려사항

A.

일반 고려사항

미국에서 허가되는 코로나19 백신은 품질 및 개발, 제조, 관리를 포함하여, 백신의
개발과 허가를 위한 법률 및 규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공중보건서비스법
(Public Health Service Act)(PHS Act)의 section 351(a)(42 U.S.C. 262)). 백신 제품
은 반드시 적절한 특성분석을 수행하고, cGMP를 포함한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
다(FD&C Act의 section 501(a)(2)(B)(21 U.S.C. 351(a)(2)(B)) 및 21 CFR Parts 210,
211, 610). 제조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백신을 위한 백신 생산 공정을 충실
히 정의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Ÿ 코로나19 백신은 특성분석이 충실하게 진행된 동일한 플랫폼 기술로 제조한 유사
한 제품으로부터 획득한 지식을 기반으로 법률 및 과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까
지 개발의 가속화가 가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제조 및
관리의 일부 측면은 백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 제품 특이적
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다. FDA는 백신 제조사들이 특성, 제조, 품질관리
정보의 종류 및 범위를 논하기 위하여 OVRR과 조기에 상의할 것을 권고한다.
Ÿ

B.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제조

예를 들어 세포은행의 이력 및 품질적합증명, 바이러스은행의 이력 및 품질적합증명,
세포 배양 및 바이러스 성장에 사용한 모든 동물 유래 물질의 확인시험을 포함하여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Ÿ 품목허가신청 시,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조공정의 전체
세부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21 CFR 601.2). 이에 따라, 의뢰자는 주요 공정파라
미터, 주요 품질특성, 배치 기록, 정의된 유지시간(hold time), 공정 중 시험계획을
명시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각 주요 파라미터에 대하여 규격을 수립해야
한다. 플랫폼 관련 제품의 제조에서 도출한 검증 자료는 특히 주요 파라미터의 확인
시험 시 유용한 보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Ÿ 모든 생산 단계에서 각 로트에 대하여 품질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정 중
관리 시험을 수립해야 한다(FD&C Act의 section 501(a)(2)(B)(21 U.S.C.
351(a)(2)(B)) 및 해당되는 경우, 21 CFR 211.110(a)).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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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검증 시험계획서, 연구보고서, 로트 구축에서 도출한 자료, 원료의약품 공정 성능
적격성 증명을 포함하여 제조 공정의 일관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Ÿ 공정 과정을 반드시 적절하게 검증해야 한다(FD&C Act의 section 501(a)(2)(B)(21
U.S.C. 351(a)(2)(B)),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21 CFR 211.100(a) 및 211.110). 검증에
는 일반적으로 사전 결정된 공정 중 관리, 주요 공정파라미터, 로트 출하 규격을
충족하면서 통상적으로 제조가 가능한 충분한 수의 상업 규모(commercial-scale) 배
치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최소 상업규모 3개 배치의 제조에 관한 자료
라면 제조 공정의 검증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참고문헌 2).
Ÿ 제형화 및 충진 공정을 통해 공정 중/중간 산물의 품질 및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잘 정의된 시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
러한 시스템에는 또한 출하를 위하여 원료의약품 품질 프로파일 및 완제의약품 품
질을 보장하도록 잘 정의된 테스트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품목허가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품목허가신청 시 모든 Quality indication assay에 관한 적격성 증명/
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Ÿ 백신 순도 및 확인, 역가에 대한 핵심적 시험을 포함하여 모든 품질-관리 출하 시
험을 검증하고, 이들이 의도한 목적에 적합함을 입증해야 한다. 출하 규격은 제품
특이적이며 품목허가 심사의 일부로서 의뢰자와 논의할 것이다.
Ÿ 적절하게 근거를 제시한다면, 제형화 및 충진 작업에 대한 최종 검증은 제품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되지 않는 한 제품 허가 후 완료할 수 있다. 제품 허가 후 제출하게
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이전에 합의해야 하며, 적합한 제출 범주를 활용하여
시판 후 이행 약속(postmarketing commitment)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Ÿ 백신 품목허가의 경우, 최종 용기에 담은 백신은 권장한 저장 온도에서 보관 시
안정성 및 유효기간을 각기 다른 백신 원액으로 제조한 최종 3개 로트로부터 최종
용기를 사용하여 증명해야 한다
Ÿ 용기마개 완결성을 포함한 저장 조건을 반드시 완전하게 검증해야 한다(21 CFR
Ÿ

211.166).

백신은 출하일로부터 유효기간까지 역가가 유지됨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21 CFR
601.2 및 610.10). 최대 유효기간을 제공하겠다는 시판 후 이행 약속은 적절한 근거
제공 시 수용 가능하다.
Ÿ 허가된 제품이 설정된 유통기한 중 품질을 유지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품 특이적
안정성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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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시설 및 실사

시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모 및 건축이 반드시 적절해야 하며, 오염 및 교차
오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설계해야 한다(FD&C Act의 section
501(a)(2)(B)(21 U.S.C. 351(a)(2)(B)) 및, 해당되는 경우, 21 CFR 211.42(a)). 모든 공
동시설(배관 및 위생시설 포함)을 반드시 검증하고, HVAC 시스템은 필히 기압, 미
생물, 먼지, 습도, 온도에 대해 적절한 관리하며, 필요 시 충분한 보호 및 차폐를
실시해야 한다(FD&C Act의 section 501(a)(2)(B) (21 U.S.C. 351(a)(2)(B)) 및 해당
시, 21 CFR 211.46(c))(참고문헌 3). 시설과 장비의 세척 및 유지 절차를 반드시 개
발하고 검증해야 한다(FD&C Act의 section 501(a)(2)(B)(21 U.S.C. 351(a)(2)(B)) 그
리고 해당되는 경우, 21 CFR 211.56(c) 및 211.67(b)).
Ÿ 제조 장비의 적격성을 입증하고 멸균여과 및 멸균공정을 검증해야 한다. 무균공정
은 배지 시뮬레이션(media simulation)을 사용하여 검증하고, 인력은 교육을 이수
하고 담당할 임무에 적격해야 한다.
Ÿ 반드시 품질관리 그룹(unit)을 수립하여, 제조에 대한 감독, 구성요소, 용기 및 마
개, 라벨링, 공정 중 물질, 최종 제품에 대한 검토 및 출하에 대한 책임을 필히 담
당하도록 한다(FD&C Act의 section 501(a)(2)(B)(21 U.S.C. 351(a)(2)(B)) 및, 해당되
는 경우, 21 CFR 211.22). 품질관리 그룹은 검증 시험계획서 및 보고서를 승인하고,
이탈 사항을 조사하며,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책임을 필히 수행해야 한다.
Ÿ 품목허가 심사의 일부로서 품목허가 전 제조소 실사를 고려하며, 일반적으로 BLA
접수 완료 이후 시행한다(21 CFR 601.20).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중, FDA는 코
로나19로 인한 FDA의 실사 수행 능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제조소가 포함된 신
청서에 대한 규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용가능한 도구와 정보 원천을
활용하고 있다. 이 임시 기간 중, FDA는 현장 실사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고 신
청서 평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업체의 이전 준수 이력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에
앞선 또는 현장 실사를 대신할 기록 요청, 또는 시설 및 제조소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록 제출과 같이, 사용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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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임상 자료 - 핵심 고려사항

A.

일반 고려사항

코로나19 후보백신에 대한 비임상 연구의 목적은 in vitro 및 in vivo 시험을 통해
면역원성 및 안전성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동물 모델 을 사용한 비임상 연구는
백신 관련 안전성 위험을 확인하고 임상연구 중 채택할 용량 및 투여계획, 투여경
로에 지침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최초 인체적용(First In Human, FIH) 임상시
험으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비임상 연구의 범위는 백신 구조체 그리고
이 구조체에 대하여 활용 가능한 보조 자료 및 관련성이 높은 백신에서 도출된 자
료에 따라 달라진다.
Ÿ 다른 코로나바이러스((SARS-CoV 및 MERS-CoV)에 대하여 특정 백신 구조체를 투
여하는 동물 모델을 사용한 연구에서 획득한 자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ERD
에 대한 이론적 위해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다른 코로나바이
러스들에 대응하는 백신 구조체를 동물 모델에 투여한 후, 각각의 야생형 바이러스
로 공격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포르말린으로 불활화한 호흡기
융합바이러스(Formalin-Inactivated Respiratory Syncytial Virus) 백신을 투여한 영
아와 동물이 이후 각각 자연적으로 혹은 공격시험에서 Respiratory Syncytial
Virus(RSV)에 노출된 경우, 이들에게서 앞서 서술한 ERD와 유사한, Th2(Type 2
help T cell)형 과민반응 특유의 면역병리학적 폐 반응의 증거가 나타났다(참고문헌
4~9). 후보백신은 이후 section D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연구의 관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Ÿ FDA는 백신 제조사가 최초 인체적용 임상시험과 이후 임상 개발로의 이행을 뒷받
침하기 위하여 특정 코로나19 후보백신에 대해 필요한 비임상 연구의 종류 및 범
위를 논의하도록 FDA와 조기 의사교환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Ÿ

5)

5)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위한 비임상 프로그램은 범위, 복잡성 및 전반적인 설계와 관련하여 개별화해야 한다. FDA
는 가능한 경우 시험 중 동물 사용을 줄이고, 개선하며, 대체하는(reduce, refine, and replace) “3R” 원칙을 지지
한다. FDA와의 의사교환을 위한 초기 회의 중 잠재적인 대체 접근법(예: in vitro 또는 in silico 시험)에 대한 근
거와 함께 제안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본 문서의 section VI 참조). FDA는 동물실험 방식을 대신하여 이러한 대
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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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독성 연구(참고문헌 10-14)

새로운 종류의 산물로 구성되었으며 이전의 비임상 및 임상 자료가 없는 코로나19
후보백신의 경우 FIH 임상시험으로의 이행에 앞서 비임상 안전성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21 CFR 312.23(a)(8)).
Ÿ 일부 경우에는 제품 안전성의 특성분석을 위한 적절한 자료가 다른 원천으로부터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FIH 임상시험에 앞서 비임상 안전성 연구 수행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후보백신이 허가받은 백신 또는 이전에 연구된
다른 임상시험용 백신을 제조하기 위하여 활용한 플랫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
졌고 특성분석이 충분히 진행되었다면, 코로나19 후보백신을 위한 최초 인체적용
임상시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일 플랫폼을 사용한 다른 제품으로 축적된 독성
자료(예: 반복 투여 독성연구, 생체분포연구) 및 임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Ÿ FIH 임상시험으로의 이행을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 독성 및 국소내성 연구를 포함
한 비임상 안전성 평가는 반드시 GLP 규정과 일치하는 조건 하에서 수행해야 한
다(21 CFR Part 58). 이러한 연구는 FIH 임상시험 개시 전에 완료 및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독성연구에서 위해성 특성분석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필요 시
추가적인 안전성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Ÿ 코로나19 후보백신의 FIH 임상시험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검수되지 않은
(unaudited) 독성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품질이 완전히 보장된(검수가
완료된) 최종 보고서는 FIH 임상시험 개시 120일 내에 FDA에 전달해야 한다.
Ÿ 임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의 사용은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FDA는 임부 및 적극적으로 피임 중이
아닌 가임기 여성의 임상시험 등록 이전에 의뢰자가 코로나19 후보백신에 대해 생
식발달독성 연구를 수행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FDA와의 상
담 이후 FDA가 유사한 플랫폼 기술을 사용한 유사한 제품으로 수행한 생식발달독
성 연구에서 생성된 자료가 과학적으로 충분하다는데 동의한다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Ÿ 백신 구조체가 특성상 신물질이며 현재 이 플랫폼 기술에서 도출한 생체분포 자료
가 없는 경우, 동물종을 사용한 생체분포 연구를 고려해야 한다. 감염성의 변형 및
조직 편향성(tissue tropism)의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새로운 투여경로 및 제형이
사용된다면 이러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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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동물 모델에서의 면역반응 특성분석

코로나19 후보백신의 면역학적 특성을 평가하고 FIH 임상시험을 뒷받침하기 위하
여 선택한 코로나19 백신 항원에 반응성이 좋은 동물모델을 사용하여 면역원성 연
구를 수행해야 한다. 측정하게 될 면역원성의 측면들이 백신 구조체 및 설정한 작
용기전에 적합해야 한다.
Ÿ 연구에서는 포함된 각각의 코로나19 항원에 대하여 해당되는 경우 체액성 및 세포
성, 기능적 면역반응을 평가해야 한다. 체액성 면역반응의 특성분석을 위하여
ELISA 시험을 고려해야 한다. 세포성 면역반응의 평가에서는 민감하고 특이적인
시험을 통해 CD8+ 및 CD4+ T 세포 반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면역반응
의 기능적 활성은 야생형 바이러스 또는 Pseudo 바이러스를 사용한 중화시험으로
in vitro 평가가 필요하다.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 채택한 시험은 의도한 목적에 대
하여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Ÿ

D.

백신 관련 ERD 발생 가능성 해소를 위한 연구

코로나19 후보백신과 관련된 ERD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현재의 지식과 이해는
인간에게 이러한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사용가능한 동물모델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동물모델(예: 설치류 및 비인간 영장류)을
사용한 연구는 백신 관련 ERD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Ÿ 접종 후 공격시험 그리고 특정 코로나19 후보백신으로 유도한 비임상 및 임상 면역
반응의 종류에 대한 특성분석은 백신으로 유도되는 백신 관련 ERD가 인간에게서 발
생할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Ÿ FIH 임상시험 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자는 잠재적인 ERD 결과에 대한 면역
지표를 평가하는 동물모델을 사용한 백신 유도 면역반응의 특성분석 연구를 수행
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능적 면역반응(예: 중화항체) 대( ) 총 항체반응 그리고 임
상적으로 타당한 용량의 코로나19 후보백신을 접종한 동물에서의 Th1/Th2 균형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Ÿ 높은 중화항체 역가 및 Th1 세포 양극화(polarization)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코로나19 후보백신의 경우 FIH 임상시험에서 위해성 완화 전략을 실행한다면 적절
한 동물 모델을 사용하는 접종 후 공격시험을 우선적으로 완결하지 않고서 FIH 임
상시험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2상 및 3상 임상시험에 많은 수의
환자를 등록하기에 앞서 백신 관련 ERD 발생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접종 후
Ÿ

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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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시험을 최초 인체적용 임상시험과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자료
에서 ERD에 관한 높은 우려를 제기하는 코로나19 후보백신의 경우 FIH 임상시험
진입 이전 방어효과 및/또는 ERD를 평가하기 위하여 접종 후 동물 공격시험 자료
및/또는 동물 면역병리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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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임상시험 - 핵심 고려사항

A.

일반 고려사항

면역학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어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백신 면역반응에 대한 이해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면역원성 평가
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중요한 요소인 한편, 이러한 시점에서의 개발 프로그램은
SARS-CoV-2 감염 및/또는 질환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데 있어 백신 유효성의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전통적인 허가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Ÿ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임상 개발 프로그램은 후보백신들과 투여계획들 사이의 선
택을 가능하게 하고 임상 개발의 일반적인 단계(phase)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도록
해주는 적응적(adaptive) 및/또는 연속적(seamless) 임상시험 설계(하단에 서술)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Ÿ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각각 별도의 연구를 시행하는 개별적인 단계로 진행하는가
또는 보다 연속적인 접근법으로 진행하는가와 무관하게, 임상 개발이 진행됨에 따
라, 제안한 연구 모집단 및 참가자의 백신 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후기
개발 단계에서는 연구 설계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
여, 백신 관련 ERD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적합한 일련
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Ÿ FDA는 신속적/연속적(expedited/seamless) 임상 개발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조기
자문과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의뢰자는 다음 개발 단계로의
진행에 앞서 개발 중 주요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의 요약본을 FDA의 검토 및
동의를 위해 제출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Ÿ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의 임상시험 수행은 운영 측면에서의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FDA는 의뢰자가 시험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GCP를 지속적으로 준수하며, 코
로나19 공중보건위기 기간 중 임상시험의 완결성에 대한 위해성을 최소화하는데
조력하고자 일반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지침을 제공해왔다. 백신 제품들에 대하여
일부 권고사항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백신 개발에 이러한 지침의 모든
권고사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해야 한다(참고문헌 15).
Ÿ SARS-Co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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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모집단

수용 가능한 비임상시험자료가 확보되면, FIH 임상시험 및 다른 초기 단계 연구(통
상적으로 참가자 10-100명을 각각의 평가 중인 후보백신에 노출)에는 우선 중증 코
로나19 발생 위험이 낮은 건강한 성인 참가자를 등록해야 한다. 진행 중인 제품 개
발을 통해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추가 자료를 확보할 때까지,
초기 단계 임상시험에서는 백신 관련 ERD의 잠재적 위해성 완화를 위하여 중증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더 높은 참가자를 제외해야 한다.
코로나19 발병기전(pathogenesis)에 대한 이해가 증진됨에 따라, 제외 기준에는
CDC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항과 같이 중증도가 더욱 높은 코로나19의 위해 요소
에 대해 현재 파악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고연령 참가자(예: < 55세 성인)는 중증 코로나19의 높은 발생 위험과 관련된 의
학적 동반질환이 없다면 최초 인체적용 임상시험 및 초기 단계 연구에 등록이 가
능하다. 저연령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예비 안전성 자료(예: 단회 접종 후 7일)
를 특히 이전 임상 경험이 없는 백신 플랫폼에 대하여 고연령 성인의 등록 이전
에 확보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초기 임상연구에서는 SARS-Cov-2 노출 위험이 높은 참가자(예: 보건
의료 근로자) 또한 제외해야 한다.
Ÿ 의뢰자는 더 많은 수의 참가자(예: 수백 명의 참가자) 및 중증 코로나19 발생 위험
이 더 높은 참가자를 포함하는 임상 개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소한
각 용량 수준 및 연령군(예: 저연령 대( ) 고연령 성인)에 대한 예비 안전성 및 면
역원성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해야 한다.
초기 단계 개발에서 도출한 예비 면역원성 자료에는 중화항체 반응 대( ) 총 항
체 반응, 그리고 Th1 대 Th2 양극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백신 관련 ERD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임상 개발의 진행
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에는 확보 가능하다면 초기 임상 개발에서 얻
은 코로나19 질환의 예비평가, 그리고 SARS-CoV-2 공격시험 이후 방어효과 및/
또는 백신 관련 ERD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지표를 평가하는 비임상시험의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Ÿ

·

·

·

對

·

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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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허가 기준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생성하기 위하여 공식 가설 검정
(formal hypothesis testing)으로 백신 유효성을 증명하는 후기 단계 임상시험에서
는 중증 코로나19에 대한 방어효과 평가를 모색하는 시험을 위해 의학적 동반질환
이 있는 참가자 다수를 포함하여 수천 명의 참가자를 등록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안전성, 백신의 잠재적 유효성, 백신 관련 ERD의 낮은 위해성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후기 단계 임상시험 개시 전, 안전성 및 면역원성의 적절한 특성분
석이 선행되어야 한다(예: 평가할 각 후보백신 및 용량 수준, 연령군에 대하여 수
백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행).
SARS-CoV-2 공격시험 이후 방어효과 및/또는 백신 관련 ERD의 조직병리학적
지표를 평가하는 비임상 연구의 결과, 그리고 앞서 진행된 임상 개발에서 얻은
코로나19 질환 결과는 수천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또 다른 중요한 잠재적 원천이다.
Ÿ SARS-CoV-2 노출 이력이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안전성 및 유효성 수립이
매우 중요하지만, 허가된 코로나19 백신 보급 시에는 감염 이력에 대한 접종 전 선
별검사를 실제로 진행할 가능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무증상이었을 수 있더라도
SARS-CoV-2 감염 이력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안전성 및 코로나19 결과
에 대한 분석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SARS-CoV-2 감
염 이력이나 실험실 증거가 있는 참가자에 대해 선별검사를 하거나 이들을 제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급성 코로나19(또는 다른 급성 감염성 질환)가 발병한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제외해야 한다.
Ÿ FDA는 백신 임상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모집단을 포함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대상 인구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백신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FDA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큰 모집단, 특히 소수 인종 및 민족 집단의 등록을
강력히 권고한다.
성인 대상의 후기 임상 개발 중 백신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는 고령자 및 의학적
동반질환이 있는 개인을 적절히 포함해야 한다.
FDA는 백신 개발사들이 개발 프로그램 초기에, 허가 전 임상시험에 임부 또는
적극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는 가임기 여성들의 포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고려할 것을 독려한다(참고문헌 17).
Ÿ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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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개발사들은 코로나19 공중보건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용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소아연구평등법(Pediatric Research
Equity Act(PREA))(FD&C Act의 section 505B(21 U.S.C. 355c))을 명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의 역학 및 발병기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및 유용성은 성인과 비교 소아에게서는 다를 수 있다. 21 CFR
Part 50 Subpart D(임상연구에서 아동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조치(Additional
safeguards for children in clinical investigations))를 명확히 준수하기 위하여, 소아
연구 개시를 뒷받침할 직접적 유익성 및 허용 가능한 위해성의 전망에 대한 고려
사항, 그리고 소아 연구를 위한 적절한 설계 및 평가변수에 관하여 특정 백신 개발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논의해야 한다.

연구 설계

C.

초기 단계 임상시험은 참가자들을 서로 다른 치료군에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다수의
후보백신 및/또는 백신 투여계획 중 선별해 나아가는 것을 종종 목적으로 한다.
초기 단계 연구에서는 위약대조군 및 맹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예비 안전성
자료의 해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Ÿ 유효성 시험을 포함한 후기 단계 임상시험은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위약대조군
시험으로 진행해야 한다.
백신군과 위약군 사이의 1:1 무작위 배정을 통한 개별 무작위배정 대조군 시험
(individually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은 일반적으로 백신 유효성 증명에 가장
효율적인 연구 설계이다. 클러스터 무작위배정(Cluster randomization)과 같은 다
른 유형의 무작위 배정도 허용가능하나, 개별 무작위배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피
하게 되는 잠재적 비뚤림에 대하여 주의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다수의 후보백신을 단일 위약군에 대하여 평가하는 유효성 시험은 유효성 평가를
위해 적절한 통계적 방법으로 적합하게 설계했다면 효율성을 한층 향상시키기 위
해 수용 가능한 접근법이다.
안전성 및 유효성이 증명된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윤리적으로
위약대조군 설정을 배제해야 하는 경우 이 백신은 비열등성 가설검정을 통해 유
효성을 평가하도록 설계한 연구에서 대조약으로 채택이 가능하다.
Ÿ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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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적 임상시험의 계획서에는 후보백신들이나 투여계획들의 추가 또는 삭제에 관
하여 사전 정의한 기준을 기재해야 하고, 연속 임상시험의 계획서에는 연구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관하여 사전 정의한 기준(예: 안전성 및 면역원성
자료)을 포함해야 한다.
Ÿ 코로나19 결과(특히, 중증 코로나19 질환 발현)에 대한 연구 참가자 추적관찰은 방
어효과의 지속 그리고 백신 효과 감쇠에 따른 면역반응으로서 백신 관련 ERD의
발생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상적으로는 최소 1~2년 동안이며, 가능한 한 장
기간 지속해야 한다.
Ÿ 유효성 시험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사용이 가능해지는 경우(예: 계획한 중
간 분석에서 증명되거나 또는 다른 임상시험에서 증명됨에 따라), 안전성 및 유용
성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분석을 위한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맹검을 해제하고 위약 투여군에게 백신을 제
공하기 위하여 윤리적 쟁점을 해결하도록 FDA와 논의가 필요하다.
Ÿ 제조 일관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한 백신 면역반응에 대한 통계
적 동등성 시험(statistical equivalency testing)이 필요한 경우(임상 로트 간 일관성
시험(clinical lot-to-lot consistency trial)) 이러한 시험은 유효성 시험의 설계에 포
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연구로 수행할 필요는 없다.
Ÿ

D.

유효성 고려사항

코로나19 백신 유효성 시험의 일차 평가변수로는 ‘실험실적으로 확인된 코로나
19(laboratory-confirmed COVID-19)’ 또는 ‘실험실적으로 확인된 SARS-CoV-2 감염
(laboratory-confirmed SARS-CoV-2)’이 허용가능한다.
급성 코로나19 증례는 바이러스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예: RT-PCR).
무증상 감염을 포함한 SARS-CoV-2 감염에 대해 모니터하고, 바이러스학적 방법
또는 혈청학적 방법을 통해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SARS-CoV-2 항원에 대한 항체
를 평가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Ÿ 임상시험 전반에 걸친 유효성 평가변수의 표준화는 백신의 비교 평가 시 연구 설
계나 연구 모집단 사이의 차이로 인해 교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개계획을 위한
백신의 비교 평가를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FDA는 일차 평가변수
또는 (공식적 가설 검정을 진행하거나 또는 진행하지 않은) 이차 평가변수를 다음
의 증상 중 한 가지 이상을 동반한 바이러스학적으로 확증된 SARS-CoV-2 감염으
Ÿ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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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의할 것을 권고한다.
발열 또는 오한
기침
호흡 곤란 또는 호흡 장애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Ÿ 코로나19 백신은 경증 코로나19 대비 중증 코로나19 예방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
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의뢰자는 중증 코로나19 평가변수에 대한 공식 가
설 검정을 위하여 유효성 시험의 검정력 강화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와 무관하
게 중증 코로나19를 일차 평가변수로서 평가하지 않는 경우(공식적 가설 검정을
진행하거나 또는 진행하지 않은) 이차 평가변수로서 평가해야 한다. FDA는 중증
코로나19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바이러스학적으로 확증된 SARS-CoV-2 감염으로
정의할 것을 권고한다.
중증의 전신 질환을 나타내는 안정적인 임상적 징후(호흡수 ≥ 30회/분, 심박수 ≥
125회/분, SpO ≤ 93%(해수면 기준 실내 공기) 또는 PaO /FiO < 300 mm Hg)
호흡부전(고유량 산소, 비침습적 인공호흡 또는 기계호흡, ECMO가 필요한 상태로 정의)
쇼크의 증거(SBP < 90 mm Hg, DBP < 60 mm Hg, 또는 혈관수축제 필요)
상당한 급성 신장 또는 간, 신경학적 기능장애
중환자병동 입원
사망
Ÿ (증상 유무와 관례 없이) SARS-CoV-2 감염은, 일차 평가변수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
이차 평가변수 또는 탐색적 평가변수로 평가해야 한다.
Ÿ 상기 진단 기준은 특정 모집단에 대해서는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예: 소아 환자 및
호흡기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 의뢰자는 제안한 증례 정의에 대하여 환자 등록 개시에
앞서 FDA와 논의해야 한다.
·
·
·
·
·
·
·
·
·
·
·

·

2

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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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통계적 고려사항

광범위하게 보급된 코로나19 백신이 효과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약-대조군 유
효성 시험을 위한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점 추정치(primary efficacy endpoint
point estimate)는 최소 50%이어야 하며, 통계적 성공기준은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점 추정치에 대하여 적절하게 alpha-조정된 신뢰구간의 하한이 > 30%이어야 한다.
초기 유효성 탐지를 위해 설계한 중간 분석에 대해서는 동일한 통계적 성공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하한이 ≤30%이지만 >0%인 경우, 이차 평가변수 가설 검정이 일차 평가변수에 대한
성공에 달려있다면, 이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관한 통계적 성공기준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Ÿ 이미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비열등성 비교의 경우, 통계적 성공기준은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점 추정치에 대하여 적절하게 alpha-조정된 신뢰구간의 하한이
> -10%이어야 한다.
Ÿ 각 후보백신의 경우, 다수의 평가변수에 대한 가설 검정 및/또는 중간 유효성 분
석에 있어 제1종 오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계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Ÿ 후기 단계 연구에는 백신 관련 ERD 위해성(section F 참조) 및 백신 무용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중간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Ÿ 중간분석의 시험대상자 수 및 시기는 1차 및 (해당되는 경우) 2차 유효성 분석 그
리고 실질적인 자료기반의 백신 유효성 추정치에 대한 통계적 성공기준, 그리고 연
구를 수행하게 될 모집단 및 지역의 코로나19(또는 SARS-CoV-2 감염) 발생률을 기
반으로 해야 한다.
Ÿ

·

·

F.
Ÿ

안전성 고려사항

백신 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의 규모를 포함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일반 안전성 평가는 다른 감염성 질환 예방백신의 경우와 차이가 없어야
한다. 임상 개발 과정을 통한 안전성 평가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반응성(reactogenicity)의 특성분석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시험대상자에게 백신을
각각 접종한 후 최소 7일 동안 예측되는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
각 연구 백신 접종 이후 최소 21~28일 동안 시험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예측되지
않는 이상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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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구 백신 접종 완료 후 최소 6개월 간 연구 참자가 전원에 대하여 심각한
그리고 기타 의사가 검진한 이상사례
연구 참가자 중 수태일이 백신 접종 이전이거나 또는 30일 이내인 모든 임신의 경
우, 유산 및 사산, 선천성 기형을 포함한 임신 결과에 대하여 추적관찰이 필요함
Ÿ 전염성 질환 예방백신에 대한 허가 전 안전성 데이터베이스는 통상적으로 허가를
위해 채택한 투여계획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참가자 최소 3,000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FDA는 임상 개발 중 추가적으로 허가 전 평가를 요하는 유의한 안전성 우
려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적절하게 검정력을 갖춘 코로나19 백신 유효성 시험은 각
저연령 및 고연령 모집단에 대하여 수용가능한 안전성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에
그 규모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한다.
Ÿ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은 코로나19 결과에 있어 백신군과 대조군 사이의 바람하
지 못한 불균형, 특히 백신 관련 ERD의 징후가 될 수 있는 중증 코로나19 증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해야 한다.
연구에는 잠재적인 백신 관련 ERD의 징후를 기반으로 중단에 관한 사전 정의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FDA는 특히 후기 개발 단계에서는 백신 관련 ERD 및 다른 안전성 징후 모니터
링에 대하여 독립적인 자료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DSMB)(참고문헌 18)를 활용
하도록 권고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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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허가 후 안전성 평가 - 핵심 고려사항

A.

일반 고려사항

허가된 모든 백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전 임상연구에서 축적한 안
전성 데이터베이스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허가 전 임상연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한 시험대상자의 수로는 드물게 발생
할 수 있는 일부 이상 반응을 탐지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할 수 있는 일부 하위모집단(예: 임신부 또는 의학적 동반질환이
있는 개인)에 대한 허가 전 안전성 자료가 허가 시점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일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발생 가능한 백신 관련 ERD 및 기타 이상 반응의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성 추적관찰 기간이 백신이 허가되기 전의 허가 전 임상연
구에 등록한 시험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다.
Ÿ 일부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초기 시판 후 기간 중 대규모 인구가 비교적 단 기간
내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따라서 FDA는 허가 전에 약물감시 활동의 조기 계
획 수립을 권고한다.
Ÿ 건강 기록에서 백신에 대한 정확한 기록 및 확인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제조사는
개별적인 현행 의료행위 용어체계(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CPT)) 코드의
확립 및 직접용기 라벨링을 위한 바코드 사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Ÿ

·

·

·

B.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약물감시 활동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대한 통상적인 약물감시에는 21 CFR 600.80(시판 후 이상 사
례 경험 보고)에 따른 주기적 안전성 보고서 뿐 아니라 심각하며 예상하지 못한
이상 사례에 대한 신속보고(expedited reporting)가 포함된다.
Ÿ FDA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신청 시점에서 신청인이 FDA 업계를 위한
지침; E2E 약물감시 계획 수립(Pharmacovigilance Planning)(참고문서 20)에서 서술
하고 있는 약물감시계획(Pharmacovigilance Plan(PVP))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
다.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약물감시계획의 내용은 백신의 안전성 프로파일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고려사항 중 특히 허가 전 임상적 안정성 데이터베이스 및 전임상
자료, 관련성 있는 백신에 대한 확보 가능한 안전성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기반
으로 하게 될 것이다.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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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약물감시 계획에는 확인된 모든 중요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또는 중요
한 결측 정보를 다루기 위해 설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약물역학 연구 또는 백
신 관련 ERD와 같은 주목할 만한 잠재적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타 조치에 대
해서 고려해야 한다. FDA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약물감시 연구의 구성요소로서
다음 중 1가지 이상을 권고한다.
일상적 의무보고보다 더욱 신속한 방식으로 관심의 대상인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일상적 의무보고에 대하여 명시한 빈도보다 더욱 자주 이상사례 요약보고서를 제출
허가 전 임상연구에 등록했던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백신 관련 ERD에 관하여
(품목허가신청 하에) 진행 중인 그리고/또는 연장된 안전성 추적관찰
백신 관련 ERD 또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인 드문 또는 지연성 이상사례와 같이
임상 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확인된 또는 잠재적인 중요한 위해성(들)을 추가적으
로 평가하기 위한 약물역학 연구
임신 중 백신 접종, 그리고 임신 및 영아에 대한 관련 결과에 대하여 정보를 적극적
으로 수집하는 임신 중 노출 레지스트리(pregnancy exposure registry)(참고문헌 21)

·
·
·

·

·

C.

의무적 시판 후 안전성 연구
의

에서는 FDFA가 FD&C Act의
section 505(b)(21 U.S.C. 355(b)) 하에 허가된 처방 의약품 및 PHS Act의 section
351(42 U.S.C. 262)하에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대하여 시판 후 특정 연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참고문헌 22). Section 355(o)(3)에 따라, FDA는 약물과 관련
된 알려진 심각한 위해성을 평가하거나, 약물 사용과 관련된 심각한 위해성의 징후
를 평가하고 또는 사용 가능한 자료에서 심각한 위해성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심각한 위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
또는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Ÿ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FDA는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심각한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판 후 연구나 시험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연구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Ÿ FD&C Act

Section 505(o)(3)(21 U.S.C. 355(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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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진단 시험 및 혈청학적 시험 - 핵심 고려사항

핵심적 유효성 분석(pivotal efficacy analysis)을 위해 채택한 진단시험(예: RT-PCR)
은 감염 확증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민감도 및 정확도를 갖추어야 하며, 실시 전 검
증이 필요하다.
Ÿ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 채택한 시험은 백신 접종에 따른 관련 면역반응 평가라는
의도한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핵심적 임상시험 중 실시하기에 앞서 검증이 필요하다.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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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A.

추가적 고려사항

백신 유용성 증명 시 추가 고려사항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후보백신의 유용성을 증명
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 접근법은 질환에 대한 방어효과를 입증하는 임상 평가변수
유효성 시험(clinical endpoint efficacy trial)을 기반으로 한다(section V.D 참조).
Ÿ SARS-CoV-2 면역학 그리고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방어효과 예측이 합리적으로 가
능한 백신 면역반응에 대해 추가적인 파악이 이루어지면, 신청인이 신속 승인
(accelerated approval)에 적용되는 법률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FD&C Act의 section 506(21 U.S.C. 356) 및 21 CFR 601.40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승인을 고려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임상적 유익
성 예측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리 평가변수(예: 면역반응)에 제품이 미치는 영향
을 입증하는 적절하고 잘 통제된 임상시험을 기반으로 상기 조항에 따라 제품의
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
Ÿ 잠재적 대리 평가변수는 항원 구조, 전달 방식, 그리고 피접종자의 항원 처리과정
및 제시와 같은 백신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에 대하여 확립된 면역 지표는 VSV 기반 백신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
다고 볼 수 없는데, 이는 두 백신이 다른 방식으로 항원을 제시하고 각기 다른 종
류의 방어 면역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Ÿ SARS-CoV-2는 새로운 병원체를 제시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방어효과 예측
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리 평가변수는 임상적 질환 평가변수를 탐구하는 인간 대
상 유효성 연구에서 도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대리 평가변수를 다른 자료 원천에
서 도출하였다면, 의뢰자는 이 대리 평가변수의 사용에 대한 FDA의 동의를 위해
상담이 필요하다.
Ÿ 품목허가 심사를 위하여, 인체 투여 시 백신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적절한 데이터세
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Ÿ 신속 승인을 받은 약물의 경우, 임상적 유익성에 대한 예측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서술하기 위하여 시판 후 확증 시험을 수행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연구는 가속 승
인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진행 중이어야 하며(21 CFR Part 601, Subpart E),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FD&C Act의 section 506(c)(3)(A)(21 U.S.C.
356(c)(3)(A)) 및 21 CFR 601.41).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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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B.

임상적 질환 평가변수 유효성 연구 수행을 통한 백신 유효성 증명이 더 이상 가능
하지 않다면, 백신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획득하기 위하여 통제된 인간 감염
모델(controlled human infection model)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 방
안, 인간 시험대상자 보호, 윤리적, 과학적 문제를 포함한 많은 사안을 만족스럽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확립된 또는 특성 분석이 완료된 SARS-CoV-2에
대한 통제된 인간 감염 모델은 없다.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긴급사용승인은 몇 가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FD&C
Act의 section 564(21 U.S.C. 360bbb-2))(참고문헌 23). 이러한 요건으로는, 제품을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진단 또는 예방,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알려진 그리고 잠재적인 유익성이 제품의 알려진 그리고 잠재적인 위해성
을 넘어서는가에 대한 FDA의 결정이 있다.
Ÿ 코로나19 백신이 긴급사용승인 발급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긴급사용승인 발급
이 적절할 수 있다(참고문헌 23). 대규모 무작위 임상적 유효성 시험 완료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하여 긴급사용승인을 발급한다면, 품목허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상적 질환 평가변수 유효성 시험에서 임상시험용 백신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능
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임상적 질환 평가변수 유효성 시험은 백신
관련 ERD 발생 가능성을 연구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제조 정보가
구비된 백신의 경우, 연구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 및 유용성이 증명되었으나, 제조
사가 생물제제 품목허가 신청을 제출하였고 그리고/또는 FDA가 이 신청서에 대한
공식적 심사를 완료하기 전에, EAU 발급이 적절할 수 있다.
Ÿ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 백신의 경우, 긴급사용승인과 관련된
평가는 표적 모집단, 제품의 특성, 제품에 대한 비임상 및 인체 적용 임상시험 자
료, 제품과 관련된 사용 가능한 총제적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여 사례별로 진행될
것이다.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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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코로나19 백신 위해성관리계획 표준안

I.

위해성관리계획서

A.
1.

표지, 개요, 변경이력, 목차

표지

작성방법 예시

위해성관리계획
제품명
관리번호
최종 버전(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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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2.0(2020.OO.OO)

2.

개요
작성방법 예시
①
③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회사명
제품명
주성분 및 함량
제형
작용기전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허가조건

주

( )OOOO
OOOO

개요

허가연월일
분류번호
위해성관리계획 관리번호(버전)
코로나19 바이러스 S 항원 OOμg
프리필드시린지
②

2020.OO.OO

④

백신류(06310)

⑤

OOOO(2.0)

OOOO

·

허가사항 기재

·

국가
제품명
허가일
국내외 허가현황
대한민국
OOOO
OOOO
미국
OOOO
OOOO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허가변경 이력을 기재한다.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이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변경이력
승인일(접수번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OOOO(OOOO) 용법용량
OOOO
OOOO
OOOO(OOOO) 사용상의 주의사항
OOOO
OOOO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유효성 중점검토항목
☑백신제제 감시계획
백신제제 감시계획
제출자료 범위 ☑일반적인
☑추가적인 백신제제 감시계획(시판 후 조사, 유용성(Effectiveness) 연구)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
☑첨부문서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백신접종자 사용설명서, 의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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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이력
작성방법 예시

4.

버전

승인일

1.0

2020.OO.OO

1.1
2.0

변경이력

2020.OO.OO

주요내용
최초 제정
허가변경사항 업데이트

사유
허가변경된 사용상의 주의사항 반영

2020.OO.OO

OOOO

OOOO

-

목차
작성방법 예시

목차

개요
변경이력
목차
1.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가. 비임상에서의 안전성 자료의 요약
나. 임상에서의 안전성 자료의 요약
다.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중요 안전성 검토항목의 요약
2. 유효성 중점검토항목
3. 백신제제 감시계획
가. 일반적인 백신제제 감시활동
나. 추가적인 백신제제 감시활동
다. 주요 점검일정 및 완료해야 할 조치의 요약
라. 나목과 다목을 포함한 시판 후 조사계획, 그 밖의 필요한 감시계획
4. 위해성완화 조치방법

············································································································································· OO
····································································································································· OO

············································································································································· OO
·········································································································· OO
············································································ OO

················································································ OO
······································ OO

·········································································································· OO

·············································································································· OO
······················································································ OO
······················································································ OO
·························································· OO
··············· OO

··········································································································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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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본문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가. 비임상시험에서의 안전성 자료의 요약
작성방법 예시

비임상시험 요약정보
1. 단회/반복투여 독성
시험방법 : 동물종, 군당마리수,
용량군, 투여량, 투여간격,
투여경로 등 기재
시험결과 :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 시험물질 OOO에 대한
무독성량은 OOO로 평가되었다.
2. 생식/밸생 독성

·

·

·

·

·

·

3.
·

4.
·

사람에게 적용 시 연관성
임상용량의 최대 OO배까지 OO에 반복 투여한 결과 우려될만한
독성변화 및 표적장기가 관찰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OO독성시험에서 인체 독성을 시사하는 잠재적 위해성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간독성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독성학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타백신제제의 임상시험에서 간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이상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참고문헌 OOO). 따라서 인체에서
간독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된다.

·

OOO

·

OOO

·

OOO

OOO

유전 독성

OOO

발암성

OOO

안전성 약리
유사 제품에서 수행된 임상시험 경험에서 심혈관계, 호흡기계, 심혈관계
안전성 약리시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기능에 직접적으로 유도되는 잠재적 위해성은 보고되지 않았다.
6. 그 밖의 독성 과련 정보 또는 자료
OOO
5.

·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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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상시험에서의 안전성 자료의 요약
1)

사람에서의 안전성 자료의 한계

☞ 임상시험 경험 및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조치를 아래 작성방법 예시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임상
시험 경험은 가능한한 각 임상시험별로 작성하지 않고 모든 임상시험의 누적된 데이터를 작성한다.
작성방법 예시

임상시험 경험
구분(적응증, 제형, 투여경로 등)
바이알
프리필드시린지
접종량
0.5mL
1.0mL
0.5mL
1.0mL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회
접종횟수
2회
신생아
영유아
소아
연령대
청소년
성인
고령자
임부
수유부
특수 인구집단
신장애
간장애
기타
인종
한국인
비-한국인
<연령대 구분 기준>
신생아 : 출생일 ~ 28일 미만, 영아 : 28일 이상 ~ 24개월 미만, 어린이 : 24개월 이상 ~ 만12세 미만
청소년 : 만12세 이상 ~ 만19세 미만, 고령자 : 만65세 이상
(2) 안전성과 관련된 규제조치
안전성 문제 해당국가 조치수행 기관
규제조치 및 주요내용 조치일자
미국 규제당국, 품목허가권자
OOOO
OOOO.OO.OO
문제 1 대한민국 임상시험의뢰자, 데이터
OOOO
OOOO.OO.OO
모니터링 위원회
문제 2 OOOO
OOOO
OOOO
OOOO.OO.O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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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허가 신청 단계에서 안전성이 검토되지 아니한 집단

☞ 품목허가 신청 이전 단계의 임상시험에서 수행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 수행된 집단에서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기재한다.
☞ 해당 집단에서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임상적 증거가 있는 경우 중요한 잠재적(또는 규
명된) 위해성 항목에 포함한다.
작성방법 예시

인구집단

검토사항

소아(OO~OO세)
고령자(OO~OO세)
임부
수유부
간장애 환자
신장애 환자
면역억제자
유전적다형성을가진부분집단
민족적 요인이 다른 집단

중요한
잠재적(또는
규명된) 위해성
포함 미포함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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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OO 주 (← RMP

잠재적 위해성

대상 백신)에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규명된 위해성 및

가)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규명된 위해성

☞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규명된 위해성 항목 선정
백신 제조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에서 충분히 확인되었지만 중대하거나 빈도가 높아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이상사례 중에서 선정한다.
백신제제에서 일반적으로 예측되는(Solicited) 국소 또는 전신 이상사례(예, 통증, 홍반, 부종 등)는
유사제제와 비교하여 특별히 중대하거나 빈도가 높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잠재적 위해성 항목 선정
백신 제조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에서 충분히 확인되었지만 중대하거나 빈도가 높아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이상사례 중에서 선정한다.
☞ 최초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이전의 임상시험 결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다. 최초 위해성관리계
획 제출 이후 시판 후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항목을 추가, 삭제, 재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품
목허가 후 새로운 안전성 문제 및 RMP 업데이트’항에 기재한다.
☞ 위해성 항목(이상사례명)은 MedDRA 용어를 권장한다.
·

·

·

작성방법 예시

위해성 항목
항목 1

항목 2

위해정도
중대성
빈도
위험발생 가능성
집단(또는 요인)
추정되는 기전
위해정도
중대성
빈도
위험발생 가능성
집단(또는 요인)
추정되는 기전

내용
증등증~중증(Grade 2~3)
OOO주 접종 후 발생한 OOO O건 중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으며, 발생한 이상사례는 모두 회복(해결)되었음
OOO/OOO명(%, [95% CI])
생후 OO개월 이상 만 OO세 이하의 소아
OOOO

증등증~중증(Grade 2~3)
OOOO

명

OOO/OOO (%, [95% CI])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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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잠재적 위해성

☞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잠재적 위해성 항목 선정
백신 제조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임상시험 결과 충분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비임상시험 결과나 유
사제제의 문헌정보 등을 참고하여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중요한 이상사례 중에서 선정한다.
☞ 최초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이전의 임상시험 결과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다. 최초 위해성관리계
획 제출 이후 시판 후 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항목을 추가, 삭제, 재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품
목허가 후 새로운 안전성 문제 및 RMP 업데이트’항에 기재한다.
·

작성방법 예시

위해성 항목
항목 1

항목 2

내용
증등증~중증(Grade 2~3)

위해정도
중대성
빈도
위험발생 가능성
집단(또는 요인)
추정되는 기전
위해정도
중대성
빈도
위험발생 가능성
집단(또는 요인)
추정되는 기전

명

OOO/OOO (%, [95% CI])

증등증~중증(Grade 2~3)
명

OOO/OOO (%, [95% CI])

다) 부족정보
☞ 안전성 프로파일이 지금까지 특성 평가된 것과 다른지 여부를 판단할 지식이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
환자 집단에 사용하거나 특정 예상 용도에 대하여 백신제제의 안전성에 관한 지식에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정한다.
☞ 부족정보 명칭은 MedDRA 용어 또는 특정 집단명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작성방법 예시

부족정보
내용
프로파일이 일반적인 표적 집단과 다를 것으로 예상하는 근거, 추가적인 특성 평가가
부족정보 1 안전성
필요한 집단 또는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단에서 예상된는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 기재
부족정보 2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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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OO 주 (← RMP

대상 백신)과 관련된 규명된 상호작용 및 잠재적 상호작용

☞ 다른 약물과의 병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작성방법 예시

구분

항목

내용
OOO주는 아데노바이러스백터 백신으로 생바이러스가
있어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면역억제제를
추정되는 기전 함유되어
투여 받은 소아에게 접종 시 중증의 바이러스 감염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면역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부신피질호르몬 투여를
면역억제제
소아에서 발진과 파종성 감염이 보고되었다(Lee et al.,
관련 근거 받는
2007). 종양환자에서의 OOO바이러스 감염과 중등증 내지
규명된
중증 감염이 보고된 바 있다(참고문헌).
상호작용
잠재적인 OOO주는 비록 약독화 과정을 거쳤으나 잠재적으로
보건상의 위해성 치명적인 OOO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추정되는 기전
항바이러스제 관련 근거
잠재적인
보건상의 위해성
추정되는 기전
관련 근거
항목 1
잠재적인
보건상의
위해성
잠재적
상호작용
추정되는 기전
관련 근거
항목 2
잠재적인
보건상의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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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OO 주 (← RMP

대상 백신)의 적응증과 이상사례의 역학적 분석 결과

☞ 해당 백신이 예방하는 감염증에 대한 역학적 특징을 기재한다(가능한 경우, 연령, 성별, 민족별로 구
분하여 기재).
☞ 해당 백신 접종자 중 해당 백신이 예방하는 감염증에 대한 발생률 및 감염증 발생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에 대해 기재한다.
작성방법 예시

해당 백신이 예방하는 감염증)에 대한 역학적 특징
구분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소아(2~11세)
연령 성인
(18~64세)
남
성별
녀
민족 비한국인
-한국인
OO(← 해당 백신) 접종자 중 OOO(← 해당 백신이 예방하는 감염증)에 대한 역학적 특징
발생률
위험인자
OOO(←

6) OOO 주 (← RMP

대상 백신)의 약리기전과 유사한 약효군의 공통적인 작용

☞ 유사제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위해성 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작성방법 예시

위해성 항목
아니필락시스

유사제제
OOO(품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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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정보
발생률, 출처 등 기재

다.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중요 안전성 검토항목의 요약
☞ 해당 백신제제에서 대해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목록
(이상사례명)을 기재한다. 위해성관리계획 제출 당시까지 알 수 없는 안전성 검토항목이나 시
판 후 백신제제의 안전성 여부를 예측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안전성 검
토항목은 중요한 부족정보에 기재한다.
작성방법 예시

구분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부족정보

내용
이상사례명 기재(MedDRA 용어)
이상사례명 기재(MedDRA 용어)
이상사례명(MeDRA 용어) 또는 특정 인구집단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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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목허가 후 새로운 안전성 문제 및 RMP 업데이트
☞ 품목허가 이후의 시판 후 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 규명된 위해성이나 잠재적 위해성 항목 등이 추가, 삭제,
재분류(예, 잠재적 위해성 → 규명된 위해성)되는 경우 그 이력, 변경사유, 세부정보 등을 기재한다.
작성방법 예시

품목허가 후 추가, 삭제, 재분류된 위해성 항목
위해성 항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항목 1
항목 1
중요한
규명된
항목 2
<삭제>
위해성
항목 3
<삭제>
항목 4
항목 4
중요한
잠재적
항목 5
<삭제>
위해성
<추가>
항목 2
(2) 추가된 위해성 항목에 대한 세부정보
구분 위해성 항목
위해정도
중대성
중요한
빈도
규명된 항목 1
위험발생 가능성
위해성
집단(또는 요인)
추정되는 기전
위해정도
중대성
중요한
빈도
잠재적 항목 1
위험발생 가능성
위해성
집단(또는 요인)
추정되는 기전
중요한 항목 1
부족정보 항목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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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등증~중증(Grade 2~3)
명

OOO/OOO (%, [95% CI])

증등증~중증(Grade 2~3)
명

OOO/OOO (%, [95% CI])

2.

유효성 중점검토항목
☞ 시판 후 추가적인 백신 유효성 시험이 계획된 경우에만 아래의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 시판 전 임상시험 결과나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시판 전 임상시험의 유효성 연장시험
(Extension study)이 계획된 경우는 기재한다.
☞ 시판 후 유용성(Effectiveness) 평가나 장기 면역원성 시험은 ‘3. 백신제제 감시계획’항에 기재한다.
작성방법 예시

시험제목(번호)
OOOO(OO)

시험설계
공개, 무작위배정, 활성대조

시험목적

진행사항

점검일정

OOOO

OOOO

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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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신제제 감시계획

가. 백신제제 감시활동
☞ 약사법 제37조의3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백신 제조사 PV팀에
서 수행하고 있는 백신의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

」

작성방법 예시

구분
안전성정보 수집
안전성정보 평가
국내
안전성정보
신속 보고

국외
안전성정보
안전성정보 신속 보고
보고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

」

상세계획 및 실시현황
안전성정보 수집대상, 탐색, 출처 등 기재
수집된 안전성정보의 분석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PI 갱신 등 기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에 따라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약품안전관리
원장에게 보고한다. (이하 회사 SOP에 따른 보고 절차 상세 기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외국정부의 조치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
에 중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이하 회사 SOP에 따른 보
고 절차 상세 기재)
수집된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실마리 정보 분석 등 안전성 평가 또는 유익성
위해성 평가 결과를 허가 후부터 2년간은 6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1년마다 보
고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서에 작성하여 해당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이하 회사 SOP에 따른 보고 절차 상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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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적인 백신제제 감시활동
☞ 시판 후 조사의 경우 허가사항 내에서 사용에 대한 조사이므로 중요한 부족정보(예, 임부/수유부 등
특수집단)가 허가사항을 넘어서는 경우 감시활동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일부 백신의 경우(예, 핵산, 바이러스벡터 백신 등) 장기추적조사가 요구될 수 있으며, 각 위해성 항
목별로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설정하고 붙임 또는 별첨으로 장기추적조사 계획서를 제출한다.
☞ ICP(Immunological correlate of protection)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백신제제에서 품목허가를 위한
유효성 임상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추가적인 감시활동에 허가 후 유용성(Effectiveness)
연구를 설정하고 그 계획서를 붙임 또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 장기적인 면역원성이 필요한 백신제제(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
되는 백신제제)는 추가적인 감시활동에 허가 후 장기 면역원성 연구를 설정하고 그 계획서를 붙임
또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 품목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특정집단(임부, 수유부, 가임기 여성, 산후 여성, 소아, 고
령자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 수집을 위해 환자등록프로그램(Registry) 수행을 고려할 수 있다.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약처 고시)’ 제6조에 따라 시판 후 조사는 개요(시놉시스)만 제출하고 시판
전 1개월전까지 전체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 안전성 중점검토항목’에서 설정하였던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및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의 각 항목
별 위해성 완화 조치계획을 기재한다.
작성방법 예시

추가적인 감시계획
종류

제목

목적, 타당성, 모니터링 방법, 별첨
[목적]
시판 후 일상적인 백신 접종 환경에서 안전성 정보의 수집과 평가
[타당성]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시 발견되지 않은 새롭거나 상이한
시판 후 조사
OOO
이상사례 확인
[모니터링 방법]
발생유무, 빈도, 양상 평가
고령자, 임부/수유부에서 별도 조사
[별첨 1] 시판 후 조사 계획서
[목적]
[타당성]
장기추적조사
OOO
[모니터링 방법]
종양 발생여부 조사 등
[별첨 2] 장기추적조사 계획서
]
한국인 소아를 [[목적
타당성
대상으로 OOO주 [모니터링] 방법]
유용성 연구 접종 후 OO 본 관찰연구에 참여하기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등록
계획
발병률을
부여한다. 연구자는 문진 및 진료기록을 통해 접종력과
확인하기 위한 번호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고유식별정보를 조사한다. OO발병
전향적 관찰연구 여부의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활용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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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비접종군의 발병률은 OOO백신의 국내 도입 이전의
문헌자료(OOO)를 참고한다.
[별첨 3] OOO주의 유용성 연구계획서
]
한국인 소아를 [[목적
]
대상으로 OOO주 [타당성
모니터링
방법]
장기 면역원성 접종 후 OO 본 관찰연구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최초
연구 계획 장기면역원성을 등록 후 10년까지참여하기로
간격으로 OOO시험법으로 SCR을
확인하기 위한 산출하여 면역원성을1년확인한다
전향적 관찰연구 [별첨 4] OOO주의 장기 면역원성. 연구계획서
환자등록 연구
OOO
OOO
시판 후
OOO
OOO
임상시험
중요한 위해성 항목에 대한 조치계획
위해성 항목
종류
일반적 감시활동
항목 1
사용성적조사
중요한
장기추적조사
규명된
일반적 감시활동
위해성
항목 2
사용성적조사
장기추적조사
일반적 감시활동
항목 1
사용성적조사
중요한
장기추적조사
잠재적
일반적 감시활동
위해성
항목 2
사용성적조사
장기추적조사
일반적 감시활동
임산부 및 수유부
사용성적조사
부족정보
일반적 감시활동
고령자(65세 이상)
사용성적조사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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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점검일정 및 완료해야 할 조치의 요약
☞ 가목 및 나목에서 설정된 감시활동 종류 별 일정을 기술한다.
작성방법 예시

감시 계획 중요모니터링되는
점검일정
위해성 항목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및 조사계획서에 따라 정기보고
일반적 항목 1, 항목 2, 및 재심사 보고 기한에 맞추어 점검 위해성관리계획
감시활동 항목 3, 항목 4 이행 평가 결과 보고 기한에 맞추어 점검(허가일로부터
2년간은 6개월 간격, 그 이후 1년 간격)
등의 재심사 기준˼ 및 조사계획서에 따라 정기보고
시판 후 항목 1, 항목 2, ˹및신약재심사
보고 기한에 맞추어 점검(허가일로부터 2년간은
조사
항목 4
6개월 간격, 그 이후 1년 간격)
장기추적
위해성관리계획 이행 평가 결과 보고 기한에 맞추어
항목 4
조사
점검((허가일로부터 2년간은 6개월 간격, 그 이후 1년 간격)
최초 대상자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유용성(%)을
유용성 항목 1, 항목 3, 산출하고 위해성관리계획 이행 평가 결과 보고 기한에
연구 계획 항목 4
맞추어 중간결과 제출
OOOO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장기
최초 대상자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면역원성을
면역원성 항목 3, 항목 4 산출하고 위해성관리계획 시작 후 00년차에 중간결과 제출
연구계획
OOOO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진행현황
진행 중

·

·

·

·

·

·

·
·

진행중
계획서
제출
계획 중
진행 중

·

라. 나목과 다목을 포함한 시판 후 조사 계획(사용성적조사, 치료적
사용 임상시험 등), 그 밖의 필요한 감시계획
☞ 나목과 다목에 시판 후 조사 계획이 기재된 경우, ‘해당항목 참고’로 기재한다.
☞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 시판 후 조사가 있는 경우 아래 양식(표)에 따라 작성하고
가능하다면 붙임이나 별첨으로 조사연구에 대한 개요(Synopsis)를 제출한다.
작성방법 예시

조사연구 제목 국내 미실시 사유
OOO

OOO

·
·

진행현황
진행 중
붙임 5 : OOO 조사연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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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
☞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으로 첨부문서, 백신접종자용 사용설명서, 의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등을 설
정할 경우 붙임이나 별첨으로 제출한다.
☞ 첨부문서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의 ‘1.11. 첨부문서(안)’을 의미한다.
☞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첨부문서 ‘경고’항에 기재된 위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상자(백신접종자,
의사 등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감안하여 첨부문서 이외에 백신접종자용 사용설명서 또는/및 의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를 설정한다.
☞ 효과평가를 위한 지표는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과정지표는 계획의 이행정도, 목표
대상 집단의 지식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하도록 설정하며, 결과지표는 위해성 완화
목표의 충족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결과로 설정할 수 있다. 효과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2019, 식약처) 부록 2.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 및 효과성 지표선
정’을 참고한다.
작성방법 예시

위해성 항목

목적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
제품에
첨부문서 동봉하여
배포

효과평가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준]
자발적 보고 및 시판 후 조사를 통해
AE를 수집하였을 때 전년 대비 건수가
0배 이상 증가하거나 O건을 넘는 경우
해당
원인을 분석하고 위해성 완화를 위한
이상반응
추가적인 조치방법을 설정한다.
의료기관 [평가계획일]
예방 및
시 백신접종자용 배포, 회사 허가 후 2년간은 6개월마다, 그 이후
항목 1 발생
중증도 사용설명서 홈페이지 1년마다
게시
경감과
[최근평가결과]
중요한
합병증
위해성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는
규명된
예방
.
의료기관 없었다
위해성
위해성 완화의 영향]
전문가용 배포, 회사 [현재까지
위해성 발생률의 뚜렷한
설명자료 홈페이지 변동이 없어해당위해성
완화의 영향을
게시
평가할 수 없다.
첨부문서
백신접종자용
항목 2
사용설명서
전문가용
설명자료
첨부문서
중요한
백신접종자용
잠재적 항목 1
사용설명서
위해성
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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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

임부
및
수유부
부족정보
고령자
(65세
이상)

전문가용
설명자료
첨부문서
백신접종자용
사용설명서
의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첨부문서
의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첨부문서
의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제품에
동봉하여
배포
의료기관
배포, 회사
홈페이지
게시
제품에
동봉하여
배포
의료기관
배포, 회사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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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위해성관리계획 이행 평가 결과

III.
A.

·

표지

작성방법 예시

위해성관리계획 이행 평가 결과(1-1년차)
·

회사명
(주)OOOO
허가연월일
2020.OO.OO
분류번호
백신류(06310)
제품명
OOOO
위해성관리계획 관리번호(버전) OOOO(2.0)
주성분 및 함량
코로나19 바이러스 S 항원 OOμg
제형
프리필드시린지
효능 효과
허가사항 기재
용법 용량
허가사항 기재
허가조건
허가사항 기재
판매실적
OO도즈
평가기간
1-1년차(OOOO.OO.OO~OOOO.OO.OO)
기타
해당사항 없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제5호, 제48조제20호 및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해성관리계획(RMP) 이행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0년 OO월 OO일
보 고 자 : OOO (서명 또는 인)
안전관리책임자 : OOO
전 화 번 호 : OOOO

①

②
④

③

⑤

⑥
⑦
⑧

·

⑨

·

⑩
⑪
⑫
⑬

「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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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

본문

위해성 완화 조치결과
작성방법 예시

위해성 항목

방법
첨부문서 제품에 동봉하여 배포
백신접종자용 의료기관 배포
이행 사용설명서 회사 홈페이지 게시
전문가용 의료기관 배포
설명자료 회사 홈페이지 게시
항목 1
자발적 보고 및 시판 후 조사를 통해
AE를 수집하였을 때 전년 대비
중요한
건수가 0배 이상 증가하거나 O건을
규명된
평가
넘는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위해성
위해성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법을
설정한다.
·

·

·

·

·

·

·

·

·

·

·

항목 2 이행
평가

·

결과
제품에 동봉하여 배포(OO건)
의료기관 배포(OO건)
회사 홈페이지 게시
의료기관 배포(OO건)
회사 홈페이지 게시
1건이 자발보고 되었으나 해당 AE의
발생빈도를 고려했을 때 위해성과
의료적인 중요성, 공중보건과의 관련성
등에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위해성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별도 추가
조치는 없었다.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중요한
잠재적 항목 1 이행
위해성
평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임산부 이행
및
수유부
평가
부족정보
고령자 이행
(65세
이상)
평가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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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신제제 감시활동 결과
작성방법 예시

일반적인 백신제제 감시활동
종류
감시활동 결과
국내 안전성정보 신속 보고 총O명에서 O건 발생 : OOO(←중대한 이상사례명) OO명에서 O건
국외 안전성정보 신속 보고 보고사례 없음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붙임 1 : OOO주에 대한 정기적 유익성 위해성 평가보고서(OO년차)
추가적인 백신제제 감시활동
종류
감시활동 결과
붙임 2 : 시판 후 정기보고서(OO년차)
시판 후 조사
※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약처 고시) 제7조3항에 따라 시판 후
정기보고서는 위해성관리계획 이행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유용성 연구
붙임 3 : OOO주에 대한 유용성 연구 중간보고서
장기 면역원성 연구
해당사항 없음(OOOO년 OO월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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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기적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서

작성방법 예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7호의4서식]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서

의약품명(주요성분의 명칭)
허가연월일(한국)
OOOO.OO.OO
개요 해당 정기보고의 차수 및 기간
품목허가권자의 명칭
(주)OOOO
보고날짜(보고서 제출일)

(앞쪽)

OOO주(코로나19백신)
최초허가연월일(국가명) OOOO.OO.OO(미국)
1-2년차(OOOO.OO.OO∼OOOO.OO.OO)
품목허가권자의 소재지 충북 청주시 오송읍
OOOO.OO.OO

요약문

백신류(06310)
‘국제공통기술문서(CTD) 2.5.1 제품개발배경‘ 항에 있는 ‘작용기전’ 내용을 요약
하여 기재할 수 있다.
허가사항 기재
프리필드시린지
허가사항(용법·용량) 기재
근육주사
해당사항 없음
미국, 캐나다
해당 정기보고 기간동안 누적된 유익성·위해성 자료의 분석 결과, OOO주와
관련된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은 없었으며, 유익성·위해성 균형에 영향을
줄만한 실마리 정보는 관찰되지 않았다.
첨부문서, 백신접종자용 사용설명서, 전문가용 설명자료
해당 정기보고 기간동안 수집된 새로운 유익성 및 위해성 정보는 없었다. 따
평가 결과(결론) 라서 기존과 같이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므로 OOO주에 대한 추가적인 조
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비
고
해당사항 없음

치료군
작용기전
효능·효과
의약품 제형
투여량
투여경로
기타
해당 의약품이
허가된 국가
전반적인 유익성·
위해성 평가 요약
위해성 최소화 활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1호 및 별표4의3 제8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정
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를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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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보고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년

월

일

품목허가권자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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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예시

전 세계 판매 허가 현황

안전성 이유로 취한 조치

국가
미국
OOOO

(뒤쪽)

세부내용
서론
허가일
OOOO.OO.OO
OOOO

상품명
OOOO
OOOO

안전성 문제 해당국가 조치수행 기관
미국 규제당국, 품목허가권자
문제 1 대한민국 임상시험의뢰자,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문제 2 OOOO
OOOO

변경항목 변경일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참고 정보
(Reference Safety Information)의변경 사용상의
주의사항 OOOO.OO.OO
용법·용량 OOOO.OO.OO

변경전
OOOO
OOOO

추정되는 노출과 사용유형
구분

0.5mL
1.0mL
1회
접종횟수
2회
OOO
적응증,
제형, 투여경로
OOO
남
임상시험에서 누적 대상자 노출
성별
여
신생아(0~4주)
영유아(1개월~23개월)
소아(2~11세)
연령대
청소년(12~17세)
성인(18~64세)
고령자(65세 이상)
한국인
인종
비-한국인
접종량

138/350

규제조치 및
주요내용
OOOO
OOOO
OOOO
변경사항

조치일자
OOOO.OO.OO
OOOO.OO.OO
OOOO.OO.OO
변경후
OOOO
OOOO

시험대상자수(n=OOO)
명
%

1)보고기간까지 시판 후 경험에서 안전성이 평가된 백신 접종자수
대상자수(명(%))
구분
보고기간 누적
0.5mL
OO
OO
접종량
1.0mL
OO
OO
1회
OO
OO
접종횟수
2회
OO
OO
OOO
OO
OO
적응증,
제형, 투여경로
OOO
OO
OO
남
OO
OO
성별
여
OO
OO
신생아(0~4주)
OO
OO
영유아(1개월~23개월) OO
OO
소아(2∼11세)
OO
OO
연령대
청소년(12∼17세)
OO
OO
성인(18∼64세)
OO
OO
판매경험에서의누적된환자노출과
고령자(65세
이상)
OO
OO
보고 기간 동안의 환자 노출
임부
OO
OO
수유부
OO
OO
특수 인구집단
신장애
OO
OO
간장애
OO
OO
기타
OO
OO
한국인
OO
OO
인종
비-한국인
OO
OO
※보고기간 : 2-1년차(0000.00.00~0000.00.00)
2)보고기간까지 백신 판매량
보고연차
기간
판매량(도즈) 백신접종자 수
1-1
0000.00.00∼0000.00.00
0000
OO
1-2
0000.00.00∼0000.00.00
0000
OO
2-1
0000.00.00∼0000.00.00
0000
OO
2-2
0000.00.00∼0000.00.00
0000
OO
3
0000.00.00∼0000.00.00
0000
OO

참고정보

요약표의 데이터
이상사례 명은 MedDRA(Version OO)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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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rgan Class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중대한 Infections and
이상사례의 누적된 요약표 infestations

Gastrointerstinal
disorders

중대한 이상사례(SAE)
시험대상자수(n=OOO)
명
%
Pneumonia
OO
OO
Upper respiratory infection OO
OO
Constipation
OO
OO
Flatulence
OO
OO
Preferred Term

중대한 이상사례(SAE) 대상자수
System Organ Class Preferred Term
자발적 보고 시판 후 조사
보고기간 누적 보고기간 누적
시판후정보에서의누적된요약표와 Infections and
Pneumoni
a
OO OO OO OO
보고 기간 동안의 요약표
infestations
Upper respiratory infection OO OO OO OO
OO OO OO OO
Gastrointerstinal Constipation
disorders
Flatulence
OO OO OO OO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중요한 안전성 문제의 요약
완료된 임상시험
보고기간 중 완료된 임상시험 없음
진행 중인 임상시험
보고기간 중 진행 중인 임상시험 없음
장기 추적조사
OOOOO
다른 치료 목적의 의약품 사용
OOOOO
정해진 병용요법과 관련된
OOOOO
새로운 안전성 정보
OOOOO
OOOOO
OOOOO
OOOOO

비중재적 연구결과
기타 임상시험과 출처 정보
비임상 데이터
문헌

[시판 후 조사]
OO년차 보고 기간 동안 총 OO명의 대상자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수집되고 평가되었
다. 이들 안전성 평가 대상자 OO명 중 OO명에서 OO건의 이상사례가 수집되었으며,
기타 정기 보고서
이 중 OOO주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은 OO명(OO/OO=OO%)에
서 OO건이 보고되었다. OO건의 약물이상반응은 모두 중대하지 않은 약물이상반응으
로서, OO이 OO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OO O건이었다. 시판 후 조사를 통해 OOO주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새롭게 확인된 것은 없었다.
통제된 임상시험에서의
OOOOO
유효성 부족
보고기간 이후 수집된 정보
OOOOO
실마리정보 개요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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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문제의 요약

실마리정보와 위해성 평가
위해성 항목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항목 1, 항목 2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항목 1, 항목 2
부족정보
임부/수유부, 고령자(65세 이상)

실마리정보 평가
위해성 및 새로운 정보의 평가

OOOOO
OOOOO

위해성 항목

위해성 특징 규명

위해정도
중대성
항목 1
빈도
위험발생 가능성
집단(또는 요인)
추정되는 기전
백신과 인과관계
위해정도
중대성
항목 2
빈도
위험발생 가능성
집단(또는 요인)
추정되는 기전

위해성 최소화의 효과
중요한 기저 효능 및 효과 정보
효능·효과와 관련하여
새롭게 확인된 정보
유익성 특성 규명

유익성 평가

내용
증등증∼중증(Grade 2~3)
OOO주 접종 후 발생한 OOO O건 중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으며, 발생한 이상사례는 모두 회복(해결)되었음
OOO/OOO명(%, [95% CI])
생후 OO개월 이상 만 OO세 이하의 소아
OOOO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증등증∼중증(Grade 2∼3)
OOOO
OOO/OOO명(%, [95% CI])
OO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O

허가된 적응증에 대한 통합적인 유익성·위해성 분석
유익성·위해성 배경-의학적
OOOOO
필요성과 치료 대안
유익성·위해성 분석 평가
OOOOO
OOOOO
OOOOO

결론 및 조치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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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

기타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되, 필요 시 별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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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백신접종자용 사용설명서 양식

버전(식약처 검토 승인일)

OOO주
백신접종자용 사용설명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후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1. OOO주는 어떤 백신인가요?
이 백신은 O∼O세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백신으로, 주성분은 OOO입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
19 바이러스(SARS-CoV-2)에 의하여 발병하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OOO에 의해 전파되며 OOO에 의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증상은 O주 정도의 잠복기
이후, OOO 증상이 OOO정도 지속됩니다. 코로나19의 합병증으로는 OOO가 있으며, 드물게는
OOO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백신의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OOO주의 성분은 무엇인가요?
구분
성분명
주성분 OOO
첨가제 OOO, OOO, OOO
첨부용제 주사용수
3. OOO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첨부문서(CTD 1.11항) 중 ‘경고’항과 위해성관리계획의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 백신 접종자의 위
해성 완화를 위해 백신접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추출하여 기술한다.
4. OOO주를 접종 받기 전에 나는 의사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백신접종자가 과거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예, 과민반응)이 있었는지를 의사에게 알려야 함
을 기술한다.
5. OOO주는 어떻게 접종 받나요?
OOO주는 병·의원에서 의사 혹은 간호사가 직접 피하(근육)에 주사합니다. 이 백신은 병·의원이
아닌 곳에서 접종 받아서는 안됩니다.
6. OOO주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첨부문서(CTD 1.11항) 중 ‘약물이상반응’항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기술한다.
7. OOO주의 접종 후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OOO주를 접종한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백신과 마찬가
지로 OOO주를 접종한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OOO주 접종 후에 코로나19가 발병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8. OOO주의 일반적인 정보는?
성상, 유효기간 표시, 기타 취급 상의 주의사항(예, 녹인 후 OO내 사용해야 한다) 등을 기술한다.
9. OOO주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OOO주는 본래의 포장상태로 냉장(2∼8℃)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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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의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양식

버전(식약처 검토 승인일)

OOO주
의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전·후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1. OOO주의 효능·효과
허가 받은 효능·효과를 기재한다.
2. OOO주의 용법·용량
허가 받은 용법·용량(조제 및 투여방법 포함)을 기재한다.
3.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OOO주의 약물이상반응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약물이상반응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상
3상
약물이상반응
(n=O)
(n=O)
O%
O%
국소반응 홍반/발적
통증/압통 O%
O%
O%
O%
전신반응 보챔/짜증
피로/권태 O%
O%

4. OOO주의 투여금기
첨부문서(CTD 1.11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5. OOO주의 일반적인 주의
첨부문서(CTD 1.11항) 중 ‘일반적 주의’항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6. 특수집단에 대한 OOO주의 접종 정보
OOO주의 임부 투여 시 안전성은 평가되지 않았다. 생식·발생독성
임부 임상시험에서
시험에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유해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일부 항원을 포함하며 사람 유즙으로 분비되는
수유부 OOO주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임기여성 OOO주 접종 후 O개월 간 피임해야 한다.
소아 O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OOO주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고령자 O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OOO주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7. OOO주의 투여지침
타 의약품(예, 면역글로불린)과의 투여 시 주의사항 기재, 백신 접종자의 건강상태(예, 발열 등이
급성 병증)에 따른 투여지침 기재, 중대한 규명된(잠재적) 위해성 발생 시 대처요령 등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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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1/2상)

본 표준안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표준안에 설정된 주요 평가 기준은
제품의 개발 수준, 국내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시 식약처와 협의하여야 함

임상시험계획서
만 19~85 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백신
‘제품명’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 1/2 상(공개, 단계적 용량 증량, 단일기관의 제 1 상 및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다기관의 제 2 상) 임상시험
A phase I/II(dose-escalation, single-center, open-label phase I and
randomized, double blind,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phase II)
study to evaluate safety, and immunogenicity of a preventive
COVID-19 vaccine ‘영문 제품명 ’ in healthy adults aged 19~85 years

임 상 시 험 단 계 : 제 1/2 상
임상시험계획서 번호 :
임상시험계획서 버전 :
제품명 (코드명 )/성분명 :
적 응 증 ( 대 상 질 환 ) : 코로나 19
임상시험책임자 :
임상시험의뢰자 :
본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임상시험책임자 및 임상시험담당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보건당국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투여받는 사람에게 시험참가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
시험의뢰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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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정 이력
·

연번 버전

제 개정일

주요내용
제정

·

1

1.0

OOOO.OO.OO

2

2.0

OOOO.OO.OO

개정된 주요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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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어 및 용어 정의

약어

정의

ADE
AE
AESI
Ag
ALP
ALT
aPTT
AST
BMI
BUN
CI
DSMB
ELISA
ELISpot
FAS
FRNT
GCP
GMC
GMFR
GMT
HBV
hCG
HCV
HIV
ICS
IgG
IgM
IP
IRB
MAAE
MedDRA
PPS
PRNT
S

Antibody-Dependent Enhancement
Adverse Event,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Antigen
Alkaline Phosphatase
Alanine aminotransferase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spartate aminotransferase
Body Mass Index
Blood Urea Nitrogen
Confidential Interval,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nzyme-Linked Immunosorbent Spot-forming assay
Full Analysis Set
Focus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
Good Clinical Practice
Geometric Mean Concentration,
Geometric Mean Fold Rise,
Geometric Mean Titer,
Hepatitis B Virus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epatitis C Viru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tracellular Cytokine Staining
Immunoglobulin G
Immunoglobulin M
Investigational Product,
Institutional Review Board
Medically Attended Adverse Events,
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
Per-Protocol Set,
Plaque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
Spike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신뢰구간

기하평균농도
기하평균증가율
기하평균역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임상시험계획서 순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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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의

SAE
SAS
SBP
SRR
SOC
Solicited AE
Th1
Th2
Unsolicited AE
V
WBC

Serious Adverse Event,
Safety Analysis Set,
Systolic Blood Pressure
Seroresponse Rate,
System Organ Class

중대한 이상사례
안전성 분석군
혈청반응률

예측된 이상사례

Type 1 Helper T Cell
Type 2 Helper T Cell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Visit, 방문

White Blood Cell (Leuk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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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임상시험 의뢰자
제품명(코드명)
임상시험 제목

㈜OOOO

성분명
OOOO
만 19~85 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백신 ‘제품명’‘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 1/2 상(단계적 용량 증량, 단일기관, 공개 제 1
상 및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제 2 상) 임상시험
OOOO

A phase I/II(dose-escalation, single-center, open-label phase I and multi-center,
randomized, double blind, placebo-controlled phase II) study to evaluate

영문 제품명’

safety, and immunogenicity of a preventive COVID-19 vaccine ‘
in healthy adults aged 19~85 years

[제 1 상]

만 19~55 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제품명’‘을 접종했을 때, 계획한 모든
용량군에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하여 2 상 임상시험에 적합한 용량을
시험목적 설정한다.
[제 2 상]
만 19~85 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1 상 임상시험에서 선정된 용량의 ‘제
품명’‘을 접종했을 때, 위약과 비교하여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임상시험 책임자
임상시험
순번
임상시험 실시기관
성명 직급
소속
실시기관 및
1
OO 대학교 OOOO 병원
OOO
교수 감염내과
책임자
2
OO 대학교 OOOO 병원
OOO
교수 감염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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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용량 시험대상자수 V1 V2 V3 V4 V5 V6 V7 V8
S 0일 1주 4주 5주 8주 7개월 13개월
╷ ╷ ╷ ╷ ╷ ╷ ╷ ╷
DSMB
▾
시험백신 저용량 5명 15명
▾
1상 시험백신 중용량 5명 15명
▾
시험백신 고용량 5명 15명
2상

연구설계

IP

시험백신 선택용량
위약

명

OOO

명
IP 접종
↑ ↑
면역원성 검사 ↑ ↑ ↑ ↑ ↑ ↑
본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험 백신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 1/2 상 임상시험으로, 안전성을 탐색하기 위한 1 상과 안전
성 및 면역원성을 탐색하기 위한 2 상으로 구성되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서면 동의한 시험대상자를 선정/제외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하여 임상
시험계획서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용량군에 배정한 후,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접
종한다.
[1 상]
만 19~55 세의 시험대상자가 등록된다. 시험약 접종용량은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의 3 단계로 구성되며, 용량군의 등록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
로 진행한다.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20 명의 시험대상자를 저용량군에 등록하여 임
상시험을 진행하며, 시험대상자 등록 시 초기 5 명의 시험대상자를
Sentinel 군으로 설정한다. Sentinel 군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시 각 시
험대상자 간 24 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을 실시하며, 임상시험용의
약품 접종 후 24 시간 동안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현
되지 않을 경우 다음 대상자의 접종을 실시한다. Sentinel 군 5 명에서 임
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 동안 발현된 이상사례 관찰 결과 일
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현되지 않을 경우 저용량군에서의
-

OO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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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5 명의 시험대상자와 중용량에서의 Sentinel 군 등록을 진행한다.
만일 저용량 Sentinel 군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까지 일시중
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DSMB 를 개최하여 저용량
Sentinel 군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까지 수집된 안전성 정
보를 평가한 후 저용량군에서의 나머지 15 명의 시험대상자와 중용량에
서의 Sentinel 군 등록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중용량군의 대상자 등록 시 저용량군과 동일하게 초기 5 명의 대상자를
Sentinel 군으로 하여 각 대상자별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시 24 시간
간격을 두고 접종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며, Sentinel 군 전체 대상
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 동안 발현된 이상사례 관찰
결과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현되지 않을 경우 중용량
군에서의 나머지 15 명의 대상자와 고용량에서의 Sentinel 군 등록을 진행
한다. 만일 중용량 Sentinel 군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까지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DSMB 를 개최하여
중용량 Sentinel 군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까지 수집된 안
전성 정보를 평가한 후 중용량군에서의 나머지 15 명의 대상자와 고용량
에서의 Sentinel 군 등록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량군의 대상자 등록 시에도 동일하게 초기 5 명의 대상자를
Sentinel 군으로 하여 각 대상자별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시 24 시
간 간격을 두고 접종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며, Sentinel 군 전체
대상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 동안 안전성을 확인한 후
나머지 15 명의 대상자 등록을 진행한다. 만일 고용량 Sentinel 군에서 임
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까지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DSMB 를 개최하여 고용량 Sentinel 군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까지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평가한 후 고용량군에서의
나머지 15 명의 대상자 등록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대상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까지의 안전성 결과
가 수집되면 DSMB 에서 안전성 결과를 검토하여 2 상 임상시험의 진행 여
부를 결정하며,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의 안전성 결과와 면역원성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 상 임상시험에서 접종할 용량을 선정한다. 또한, 임
상시험용의약품의 장기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12 개월 시점까지 안전성 정보를 관찰하고 면역원성 정보를 탐색적으로
확인한다.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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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

상 임상시험에서는 만 19~85 세의 시험대상자가 등록된다.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시험대상자는 1 상 임상시험에서 선정된 용량군과 위약군에 O:O 의
비율로 무작위배정 되며, 층화요인(연령: 만 19~64 세/만 65~85 세)에 따라 층
화한다. 고연령군(만 65~85 세)은 전체 시험대상자 증 OO% 이상을 등록한다.
고연령군에서의 위해성을 완화하기 위해 만 65~74 세의 시험대상자를 먼저
OO% 등록하여 7 일까지 안전성을 확인하여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
상사례가 발현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만 75~85 세의 시험대상자를 등록한다.
무작위배정된 대상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2 회 접종받으며, 임상시험용의
약품 최종 접종 후 12 개월 시점까지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한다. 2 상
에서 등록된 마지막 대상자의 V8(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4 주)이 완
료되면, 해당 시점까지 수집된 1 상과 2 상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 자료로 중
간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12 개월 시
점까지 수집된 안전성 및 면역원성 자료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
①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40℃를 초과하는 발열을 나타내는
경우
② 시험자 또는 의뢰자의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과 연관
성이 있는 Grade 3 이상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상사례가 2
명 이상의 대상자에서 발현된 경우
③ 시험자 또는 의뢰자의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과 연관
성이 있는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현된 경우
④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또는 전신적 과민반
응을 나타내는 경우
⑤ 그 외 시험자가 판단하기에 임상시험을 참여하기 어려운 임상
적으로 유의한 의학적 상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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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접종 횟수, 면역원성 수집 시기 등은 이해
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비임상시험, 동일 플랫폼의 다른 임상시험
에서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개발사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 표준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대상자 등록에 관한 설계(예, Sentinel
군의 설정)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비임상 자료로 신속하게 최초 인체
적용(First In Human, FIH) 임상시험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며, 전반적인 설계는 동일 플랫폼의 다른 백
신에서 수행되었던 비임상, 임상 자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와의 상담을 권고한다.
☞ 2 상에서의 시험군의 수(1 개군)은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1 상에서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용량 혹은 용법 확정이
필요한 경우 군을 더 추가할 수 있다.
☞ 2 상에서 시험대상자의 수 및 시험군과 위약군의 비율은 3 상 규모,
2 상에서의 시험군 수, 1 상에서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 결과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세 설계에 대해서는 식약처와의 상담을
권고한다.

임상시험 기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일로부터 ○○개월
대상질환
코로나 19
임상시험 단계 [1 상] 단계적 용량 증량, 공개, 단일기관
및 디자인 [2 상]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다기관
[1 상]
: OOOO
임상시험용 [2시험약
상]
의약품 시험약
: OOOO
대조약 : 위약
어깨세모근에 2 회 근육 주사하며, 1 차 접종 28 일 후 2
용법 용량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차 접종을 실시한다.
[1 상]
시험군 : 60 명
시험대상자 수 [2 상]
시험군 : OOO 명
대조군 : OO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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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임상시험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서면 동의한 만 19~55 세 남녀(1
상) 또는 만 19~85 세 남녀(2 상)
2) 스크리닝 방문 시 체질량지수(BMI) 18kg/m 이상 30kg/m 이하인 자
3) 임신 가능성이 있는 남녀 중 임상시험 기간(최종 접종 후 3 개월) 동안 의
학적으로 허용된 피임 방법†으로 피임하기에 동의하는 자
†호르몬성 피임법, 자궁 내 장치(IUD[Intrauterine device] 또는 IUS
[Intrauterine system]), 난관결찰, 이중 차단법(남성용 콘돔, 여성용 콘돔, 자궁
경부 캡, 피임용 격막, 피임용 스펀지와 같은 차단법의 복합적 사용), 살정자제
를 병용한 단일 차단법
4) 임상시험 참여기간동안 헌혈 및 수혈(전혈, 혈장성분, 혈소판성분, 혈소판혈
장성분 포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 자
1)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코로나 19 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
이전에 코로나 19 진단을 받은 자
스크리닝 시 코로나 19 에 대한 항체(IgM 또는/그리고 IgG)가 양성인 자
2)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14 일 이내에 코로나 19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자
3) 코로나 19 로 확진된 환자의 진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료 종사자 혹
은 SARS-CoV-2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선별진료소 및 응급실
종사자, 코로나 19 방역 관련 종사자, 코로나 19 검체 수집 및 분석 관련
종사자 등)
4) 스크리닝 방문 시 시행한 임상실험실 검사 및 심전도, 흉부 X-ray 상 임
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인 자
5) 스크리닝 방문 시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HBV, HCV, HIV) 결과 양성인 자
6)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72 시간 이내에 38℃ 이상의 급성 열성 질
환이 있었거나, 관련한 다른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다른 감
염성 질환으로 인한 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소실, 또는 미각 소실 등)이 있었던 자
7) 다음에 해당하는 심각한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질환으로 인하여 시험자에
의해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호흡기계 질환 :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활동성 결핵, 치료
중인 잠복 결핵 등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 호흡기 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자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 울혈성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조절
되지 않는 고혈압, 심근염, 심낭염 등
1)

2

선정기준

①
②

제외기준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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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계 질환 : 뇌전증(Epilepsy), 발작증(Seizure)(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3 년 이내), 편두통, 뇌졸증, 뇌병증, 길랑-바레 증후군, 뇌척수
염, 횡단성 척수염 등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의 악성 종양 병력(단, 피부 기저
세포 및 편평세포 암(basal cell and squamous cell carcinoma)은 제외)
자가면역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건선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
면역결핍 질환
그 외 시험자에 의해 임상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된 간담도계, 신장,
내분비계, 비뇨기계, 근골격계 질환
8) 과거 SARS-CoV 또는 MERS-CoV 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
9)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하여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이 있
는자
10) 백신 접종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사례,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자
11) 혈소판 관련 질환 또는 출혈성 질환 병력이 있거나 이전에 근육주사나 정
맥천자 후 심각한 출혈이나 멍이 든 병력이 있는 자 혹은 항응고제를 투
여 받고 있는 자(단,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저용량의 항응고제(예,
100mg/day 이하의 아스피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12) 임상시험용의약품의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에 전신성 두드러기 병력이
있는 자
13) 유전적 또는 특발성 혈관신경성 부종의 병력이 있는 자
14)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을 받은 병력이 있는 자
15)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약물 남용 또는 알코올 남
용의 의심 혹은 병력이 있는 자
16) SARS-CoV, MERS-CoV 또는 SARS-CoV-2 백신 접종력이 있는 자
17) 이전에 시험약 물질 기반의 백신 접종력이 있는 자
18) 임상시험용의약품의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
제를 사용하거나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자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 Azathioprine, Cyclosporine, Interferon,
③

④

⑤
⑥
⑦

①

G-CSF,

Tacrolimus,

Everolimus,

Sirolimus,

Cyclophosphamide,

등
전신적 스테로이드: Prednisolone 을 기준으로 10 mg/day 초과의 용량
을 연속적으로 14 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단, 스테로이드 외용
제, 비강 스프레이, 흡입제, 안약제는 사용 용량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19)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향정신병 의약품, 마약성
6-Mercaptopurine, Methotrexate, Rapamycin, Leflunomide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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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를 의존적으로 투여한 이력이 있거나, 시험자의 판단에 따라 임상
시험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정신적 질환자 혹은 사회적 상태일 경우
20) 임상시험 참여 전 6 개월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또는 다른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적용 받은 자
21) 각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 4 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 받았거나, 접
종 계획이 있는 자
22)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3 개월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이나 혈액 유래
제제를 투여받은 자 또는 임상시험 기간 동안 투여 계획이 있는 자
23) 임부 또는 수유부
24) 기타 사유로 시험자가 본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안전성 평가변수]
(1)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및 2 차 접종 후 7 일까지 발생한 예측된 이상
사례
국소적 이상사례 : 통증, 압통, 홍반/발적, 경결/부종, 가려움증
전신적 이상사례 : 발열, 피로/권태, 오한/떨림, 두통, 근육통, 관절통,
설사, 구토, 복통, 점막피부 반응/발진, 두드러기, 현기증, 기침, 호흡곤란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및 2 차 접종 후 28 일까지 발생한 예측되지 않
은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12 개월까지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
및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12 개월까지 발생한 특별관심대상의 이
상사례
(2) 임상실험실 검사(혈액학적/혈액화학적 검사, 소변검사)
(3) 활력징후
(4) 신체검진
[면역원성 평가변수]
1)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시점에서 wildtype virus 를 이용한 OOO(예, FRNT) 시험법으로 측
정된 중화항체에 대한 SRR, GMT, GMFR
2)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시점에서 OOO(예, ELISA) 시험법으로 측정된 결합항체에 대한
①

·
·

②

③

평가변수

④

SRR, GMC, GMFR

3)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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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시점에서 OOO(예, IFN-γ ELISpot) 시험법으로 분석한 T 세포반응
4)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시점에서 ICS 시험법으로 분석한 Th1/Th2 비율
†SRR :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대비 접종 후 역가가 4 배 이상 증가된
시험대상자의 분율.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역가가 정량한계 미만이면,
그 역가는 정량한계에 해당하는 역가의 절반 값으로 대체함)

☞ 표준안에서는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면역원성 평가 시점을 예시로
설정하였으며, 동일 플랫폼의 동일 혹은 다른 백신에서의 과거 면
역원성 데이터 등을 참고하여 시점을 추가 혹은 수정할 수 있다.

[시험대상자수

산출근거]
본 임상시험은 코로나 19 예방 목적으로 제품명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
하고자 하는 1/2 상 임상으로 탐색적이고 기술적이며 통계적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목적을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험대상자
수를 설정하였다.
[통계분석의 일반적 원칙]
본 임상시험은 탐색적 임상시험으로 추론적, 가설 검정 계획은 없다. 연속형
변수는 기술통계량(시험대상자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을 제시
한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95% CI 를
제시한다. 범주형 결과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및 피셔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이 사용될 것이다. 어떤 시점에서 결측치가
임상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시험대상자가 탈락하면 원자료를 그
통계분석방법 발생되거나
대로 분석한다.
[분석군]
SAS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소 1 회 이상 접종받은 모든 시험대상자이다.
FAS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소 1 회 이상 접종받고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에 면역원성 결과가 있는 시험대상자이다. PPS-1 은 FAS 중 주연구기간
까지(V1~V6)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이 없는 시험대상자이며 PPS-2 는
FAS 중 종료방문기간까지(V1~V8)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이 없는 시험
대상자이다.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에는 중대한 선정/제외기준 위반,
병용금기 약물 투여, 순응도 위반을 포함한다.
[안전성 분석]
주분석군은 SAS 이다. 이상사례의 발생율 및 발생건수를 제시하고, 전체 대
상자의 이상사례 발현율에 대한 95% CI 를 제시한다. 발현한 이상사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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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접종군 별로 발현된 이상사례의 종류를 중중도, 인과관계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빈도 및 발현율, 발생 건수를 산출한다. 실험실적 검사는
항목별 및 방문 시점별로 측정값 및 기저치 대비 접종 후 변화량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로 제시하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비율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활력징후, 신체검사 등 안전성 관련 변수는 항목
별 및 방문 시점별로 측정값 및 기저치 대비 접종 후 변화량(신장 제외)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로 제시하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비율로 제시한다.
[면역원성 분석]
주분석군은 PPS-1 이며, PPS-2 및 FAS 에 대해서도 민감도를 분석한다. 결합
항체가 및 중화항체가에 대한 SRR, GMT, GMC, GMFR 및 95% CI 를 제시
한다. IFN-γ ELISpot 및 ICS 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시
험대상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앙값, 최소값) 및 95% CI 를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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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방문일
시험대상자 동의
인구학적 기초 정보
병력/수술력 조사
선행 및 병용약물 확인
활력징후
신체검진
체중, 신장 측정
흉부 X-선 검사
심전도 검사(ECG)
코로나 19 진단 검사
임상실험실 검사
임신반응검사
선정/제외기준 확인
배정
면역원성검사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시험대상자 일지 배부
시험대상자 일지 회수
1)

2)

3)

3)

4)

5)

6)

7)

9)

임상시험 진행 및 평가 일정표(1 상 및 2 상)
주연구
추적관찰
스크리닝 1 차접종 중간방문 2 차접종 중간방문 중간방문 중간방문 종료방문
V1

-7~-1

○
○
○
○
○
○
○
○
○
○
○
○
○

V2

일 0일
○
○
○

○
○
○
○
○
○
○

8)

V3

7±2

일

V4

28±2

V5

V6

V7

V8

±

±

±

±

○

○

○
○

○
○

일 35 2 일 56 2 일 28 2 주 52 2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1)

10)

11)

시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는 스크리닝 방문 절차 이전에 취득이 가능하다.
혈압, 맥박, 호흡수 및 고막 체온을 측정한다. 가능한 계획된 검사 실시 이전에 실시하며, 5 분간
안정을 취한 후 앉은 자세로 측정하도록 한다
3) 흉부 X-ray 는 후전방(Posterior-Anterior, PA) 검사를 실시한다. 시험자 판단에 따라 스크리닝 기간
동안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코로나 19 에 대한 항체 검사(IgM 및 IgG 에 대한 양성 여부 확인)를 실시하여 확인한다.
5) 임상실험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스크리닝 검사의 경우, 스크리닝 방문을 기준으로 4 주 이내
실시한 검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험자 판단에 따라 스크리닝 기간 동안 1 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바이러스 검사와 혈액응고 검사는 방문 1 에서만 시행한다. 일정표에 따
른 평가 외에 시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
혈액학적 검사 :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s count, WBC, WBC Differential count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eosinophil, basophil)
혈액화학적 검사 : BUN, Creatinine, Total bilirubin, ALP, ALT, AST, calcium, phosphorus,
1)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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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potassium
: Protein (Albumin), Glucose, Bilirubin, Ketone, Blood (RBC)
: PT, aPTT(
1
)
: HBV, HCV, HIV(
1
)
.
(Urine)
‘
’
,
(Serum) hCG

소변 검사
혈액응고검사
방문 에서만 시행
바이러스 검사
방문 에서만 시행
6) 가임기 여성에 한하여 소변 검체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 소변
검체에서의 임신 반응
이 양성 일 경우 혈청
반응 검사를 통하여 임신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임신반응 검
사 시행이 계획되지 않은 방문에서 필요 시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의 검사 결
과가 양성일 경우 중도 탈락된다.
7) 면역원성 분석을 위한 혈액 채취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면역원성 검사
는 중앙 실험실(Central Laboratory)에서 일괄 실시한다. 각 면역원성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wildtype virus 를 이용한 OOO(예, FRNT) 시험법으로 측정된 중화항체가
OOO(예, ELISA) 시험법으로 측정된 결합항체가
OOO(예, IFN-γ ELISpot) 시험법으로 분석한 T 세포반응
ICS 시험법으로 분석한 Th1/Th2 비율
8)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적어도 30 분 이상 관찰하여 즉각적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관련) 발현
을 관찰한다. 2 상의 만 75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적어도 2 시간까지
즉각적 이상사례를 관찰한다.
9) 시험대상자 일지는 아래의 기준으로 작성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일 ~ 접종 후 7 일(V2~V3, V4~V5) : 예측된 및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 ~ 접종 후 28 일(V3~V4, V5~V6) :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10)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와 관련하여 투여된 병용
약물을 조사한다.
11) SAE, MAAE, AESI 의 발현 여부를 조사한다. Enhanced disease 의심 이상사례가 발현된 경우 시험
자는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DSMB 를 개최하여 Enhanced disease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
·

①
②
③
④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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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론

1)

배경

2)

이론적 근거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분류, 상동성, 유전적 및 구조적 특성 등)
☞ 코로나 19 의 감염원리, 임상적 증상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역학 정보 : 감염률, 입원률, 사망률 등
☞ 국내외 코로나 19 백신 개발 현황
☞ 개발하는 백신 제품에 대한 이론적 근거
플랫폼의 특징(장점 등)
표적 항원(예, SARS-CoV-2 Receptor binding domain) 선정 사유
접종방법, 전달체의 특징(예, DNA 백신에서 전달장치, RNA 백신에서 LNP)
☞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임상시험 모집단에 대한 근거
안전성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근거
눈가림에 대한 이론적 근거
위약(혹은 활성대조약) 사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 등
☞ 개발하는 백신의 전체 임상개발전략(CDP)의 개요(1 상~3 상)
·
·
·

·
·
·
·

3)

유익성 위험성 평가

4)

용량 설정 근거

·

☞ 위험평가 : 동일 혹은 유사 플랫품의 동일 혹은 다른 백신에서 비임상 및/또는 임상
시험 결과 등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잠재적 위해성 평가
☞ 유익성평가 : 대상 질환의 예방에 대한 시급성(예, Unmet Medical Needs) 등
☞ 전반적인 유익성/위험성에 대한 결론 : 본 임상시험에서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제시, 위험성 및 유익성 평가를 종합하여 잠재적 위험성 대
비 유익성이 높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결론 제시
☞ 동일 혹은 유사 플랫품의 동일 혹은 다른 백신에서 비임상 및/또는 임상시험에서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 결과 등 이용 가능한 과거 자료를 토태로 용량 선정에 대한 타
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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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의 목적

1) 1 상

만 19~55 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제품명’‘을 접종했을 때, 계획한 모든 용량군에서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하여 2 상 임상시험에 적합한 용량을 선정한다.

2) 2 상

만 19~85 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1 상 임상시험에서 선정된 용량의 ‘제품명’‘을 접종했
을 때, 위약과 비교하여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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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모집단

5.
1)

시험대상자수

상 임상시험에서는 각 접종군 당 배정 기준 20 명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대상자를 확보
하기 위해 선정 및 제외기준에 적합한 지원자를 최소 60 명을 등록할 예정이다. 2 상 임상시
험에서는 무작위배정 기준 시험대상자 OOO 명을 확보하고자 계획하였다. 2 상에서는 전체
2 상 시험대상자 중 고연령층(65~85 세)을 최소 OO% 이상 등록한다.
시험군
위약군
구분
계
저용량군 중용량군 고용량군 20명
20명
60명
시험대상자수 12 상상 20명 OOO
명
OO명
OOO명
1

2)

선정기준

본 임상시험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서면 동의한 만 19~55 세 남녀(1 상) 또는 만
19~85 세 남녀(2 상)
(2) 스크리닝 방문 시 체질량지수(BMI) 18kg/m 이상 30kg/m 이하인 자
(3) 임신 가능성이 있는 남녀 중 임상시험 기간(최종 접종 후 3 개월) 동안 의학적으로 허용
된 피임 방법†으로 피임하기에 동의하는 자
†호르몬성 피임법, 자궁 내 장치(IUD[Intrauterine device] 또는 IUS [Intrauterine system]), 난
관결찰, 이중 차단법(남성용 콘돔, 여성용 콘돔, 자궁경부 캡, 피임용 격막, 피임용 스펀지와
같은 차단법의 복합적 사용), 살정자제를 병용한 단일 차단법
(4) 임상시험 참여기간동안 헌혈 및 수혈(전혈, 혈장성분, 혈소판성분, 혈소판혈장성분 포함)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 자
(1)

2

3)

제외기준

2

다음 기술된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등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코로나 19 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
이전에 코로나 19 진단을 받은 자
스크리닝 시 코로나 19 에 대한 항체(IgM 또는/그리고 IgG)가 양성인 자
(2)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14 일 이내에 코로나 19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자
(3) 코로나 19 로 확진된 환자의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 종사자 혹은 SARS-CoV-2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선별진료소 및 응급실 종사자, 코로나 19 방역 관련 종
사자, 코로나 19 검체 수집 및 분석 관련 종사자 등)
(4) 스크리닝 방문 시 시행한 임상실험실 검사 및 심전도, 흉부 X-ray 상 임상적으로 유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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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인 자
(5) 스크리닝 방문 시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HBV, HCV, HIV) 결과 양성인 자
(6)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72 시간 이내에 38℃ 이상의 급성 열성 질환이 있었거나,
관련한 다른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다른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소실, 또는 미각 소실 등)이 있었던 자
(7) 다음에 해당하는 심각한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질환으로 인하여 시험자에 의해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호흡기계 질환: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활동성 결핵, 치료중인 잠복 결핵 등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 호흡기 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자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울혈성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근염, 심낭염 등
신경계 질환: 뇌전증(Epilepsy), 발작증(Seizure)(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3 년 이내),
편두통, 뇌졸증, 뇌병증, 길랑-바레 증후군, 뇌척수염, 횡단성 척수염 등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의 악성 종양 병력(단, 피부 기저 세포 및 편
평세포 암(basal cell and squamous cell carcinoma)은 제외)
자가면역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건선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
면역결핍 질환
그 외 시험자에 의해 임상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된 간담도계, 신장, 내분비계, 비뇨기계,
근골격계 질환
(8) 과거 SARS-CoV 또는 MERS-CoV 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
(9)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하여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자
(10) 백신 접종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사례,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자
(11) 혈소판 관련 질환 또는 출혈성 질환 병력이 있거나 이전에 근육주사나 정맥천자 후 심
각한 출혈이나 멍이 든 병력이 있는 자 혹은 항응고제를 투여 받고 있는 자(단, 연구자
의 판단에 따라 저용량의 항응고제(예, 100mg/day 이하의 아스피린)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참여 가능)
(12) 임상시험용의약품의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에 전신성 두드러기 병력이 있는 자
(13) 유전적 또는 특발성 혈관신경성 부종의 병력이 있는 자
(14)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을 받은 병력이 있는 자
(15)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약물 남용 또는 알코올 남용의 의심 혹은
병력이 있는 자
(16) SARS-CoV, MERS-CoV 또는 SARS-CoV-2 백신 접종력이 있는 자
(17) 이전에 시험약 물질 기반의 백신 접종력이 있는 자
(18) 임상시험용의약품의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를 사용하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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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자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 Azathioprine, Cyclosporine, Interferon, G-CSF, Tacrolimus,
Everolimus, Sirolimus, Cyclophosphamide, 6-Mercaptopurine, Methotrexate, Rapamycin,

등
전신적 스테로이드: Prednisolone 을 기준으로 10 mg/day 초과의 용량을 연속적으로 14
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단, 스테로이드 외용제, 비강 스프레이, 흡입제, 안약제는
사용 용량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19)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향정신병 의약품, 마약성 진통제를 의존
적으로 투여한 이력이 있거나, 시험자의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정신적 질환자 혹은 사회적 상태일 경우
(20) 임상시험 참여 전 6 개월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또는 다른 임상시험용 의
료기기를 적용 받은 자
(21) 각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 4 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 받았거나, 접종 계획이 있는 자
(22)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3 개월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이나 혈액 유래 제제를 투여
받은 자 또는 임상시험 기간 동안 투여 계획이 있는 자
(23) 임부 또는 수유부
(24) 기타 사유로 시험자가 본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Leflunomide

·

4) 2 차

접종 금기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을 받을 수 없으
며, 시험자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임상시험 종료 시점까지 안전성 및 면
역원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시험자에 의해 2 차 접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2)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태로 인하여 시험자에 의해 2 차 접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또는 예측되지 않은 전신적 과민반응이
발생한 경우
(4) 임상시험용의약품과 연관된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현된 경우
(5) 임신

5)

중도탈락기준

배정 또는 무작위배정 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 임상시험 전 기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는 탈락으로 분류된다. 대상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시험을 중단하거나, 안
전, 행위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시험자 혹은 의뢰자의 재량에 의해 언제든지 중도탈락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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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시험자는 중도탈락 사유에 관하여 질문하고, 마지막 방문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
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결되지 않은 이상사례에 관하여 대상자를 추적 관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임상시험을 중단 요청하거나 시험자와 의뢰자간 논의에 따라 중
지 및 탈락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나 대상자의 대리인이 임상시험 참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2) 임상시험 진행 중 선정/제외기준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3) 시험약 접종에 대한 개별 시험대상자의 잠재적인 반응 및 이상사례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시
험자가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내약 불가능한 독성이 나타난
경우(아래와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
시험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사례
시험약과 관련된 Grade 4 이상의 이상사례
시험약과 관련된 아나필락시스
(4)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시험자
및/또는 의뢰자가 판단하는 의학적 상태
(5) 시험대상자가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6) 시험대상자의 추적이 안 되는 경우
(7)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 진행 중 임신하는 경우
(8) 기타 의뢰자 또는 시험자의 판단에 의해 임상시험의 진행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중지 및 탈락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원인과 중지 및 탈락 일자가 증례기록서와 대상
자 의무 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시험대상자의 중도탈락의 사유가 이상사례 때문인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추적 조사되어야 하며, 이상사례일 경우 그 결과는 이상사례을 포함
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및 보고 방법에 따라서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시험대상자
에게 시험약 접종에서 기인한 수용 불가능한 독성이 발생하는 경우, 접종은 중단되고 해당
기관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조 치료를 받게 된다. 어떠한 사유로 본 임상시험을 중단
한 경우 임상시험계획서 대로 시험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접종한 모든
대상자는 가능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위해 종료방문(V8)에 예정된 모든 검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도탈락한 대상자는 임상시험 재참여가 불가능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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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시험 설계 내용
시험기간

임상시험 기간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OO 개월이나 시
험대상자의 등록 속도 및 등록된 시험대상자의 치료 기간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배정

(1) 1 상

서면 동의가 이루어진 순서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번호 2 자리]-S[용량군 번호 1 자리]-[일
련번호 3 자리]로 구성된 스크리닝 번호를 부여받는다. 이후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등록된 순서대로 각 용량군에 배정되어 [임상시험실시기관번호 2 자리]-A[용량군
번호 1 자리]-[일련번호 3 자리]로 구성된 고유한 배정 번호를 부여받는다.

(2) 2 상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시험대상자는 1 상 임상시험에서 선정된 용량군과 위약군에 O:O 의
비율로 무작위배정하고, 층화 요인(연령: 만 65 세 미만/만 65 세 이상)에 따라 층화한다. 무작
위배정 관리자는 Block 크기를 접종군 수의 배수 중 임의로 설정하여 SAS(version 9.4 이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배정표를 생성한다. 무작위배정 관리자는 임상시험 시작 전에 무작
위배정 코드를 임상시험 의뢰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포장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의뢰자는 임
상시험용의약품 포장 시 임상시험용의약품 라벨을 부착한 후,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
리약사에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인계한다. 2 상은 쌍방향 웹반응시스템(Interactive Web
Response System, IWRS)을 이용하여 무작위배정 한다. 서면 동의가 이루어진 순서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번호 2 자리]-S2-[일련번호 3 자리]로 구성된 스크리닝 번호를 부여받는다.
이후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연령을 층화로 하는 중앙 무작위배정 계획에
따라 무작위배정이 되어, 시험자가 대상자의 등록을 결정한 순서대로 [층화코드* 1 자리][일
련번호 3 자리]로 구성된 고유한 무작위배정 번호를 부여받는다(*층화코드 : ‘Y’(만 65 세 미
만), ‘O’(만 65 세 이상).

3)

눈가림의 유지 및 해제

상 임상시험은 공개 임상시험으로 눈가림의 유지 및 해제 절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상
임상시험은 관찰자 눈가림 임상시험으로 임상시험 기관 소속의 비눈가림 담당자(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접종 준비 담당자,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담당자, 관리약사)를 두어 눈가림의 질
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비눈가림 담당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정된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기관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수량, 불출 등의 확인은 별도의 비눈가
림 모니터요원이 담당한다. 비눈가림 담당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약국 모니터링과 제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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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투여 관련 모니터링 등 해당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며, 독립적 업무 수행에 대한 문서를
남긴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접종 준비 및 접종을 담당하는 비눈가림 담당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접종 시 시험대상자가 없는 곳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준비를 하며, 시험대상자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시에 시험대상자의 고개를 돌려 눈가림 상태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각 군 별로 고유 코드의 할당 내역은 임상시험 종료 후 데이터 잠금 및 중
앙실험실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각 대상자의 투여군 배정에 대하여 눈가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임상시험 도중 중대한 이상사례 또는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의 발
생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코드 열람이 필요한 경우나 의뢰자가 대상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하
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의 고유 코드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
할 것이다. 눈가림을 해제하는 것은 사례별로 고려되어야 하며, 심각한 의학적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눈가림은 투여군에 대한 정보가 대상자 치료에 영향
을 미칠 경우에만 해제되어야 한다. 시험책임자 또는 의뢰자가 눈가림을 해제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뢰자 또는 시험책임자에게 연락을 통해 눈가림 해제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눈가림을 해제한다. 이 경우 눈가림 해제에 대한 기록을 남겨 문서로서 보관한다.
무작위배정 코드가 해제된 대상자는 임상시험을 지속할 수 없다.

☞ 코로나 19 백신 국가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시험대상자의 윤리적 측면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눈가림 해제 필요하다. 그러나 눈가림 해제로 인해 발생 되
는 수집 데이터(특히, 장기 면역원성 및 장기 안전성 데이터)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시험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다.
- 최대한 눈가림을 유지하되 최소 면역원성 및 안전성 결과가 수집되는 마지막 접
종 후 4 주 시점까지는 눈가림 유지
- 희망하는 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개별적 눈가림 해제
- 면역원성 분석 시험자는 눈가림은 유지
- 눈가림이 해제되더라도 중도탈락 시키지 말고 임상시험 일정에 따라 최대한 안전
성 및 유효성 데이터 수집
- 눈가림 해제 이후 자료는 기존 결과와 분리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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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시험종료 및 조기중단 기준
의뢰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자 또는 의뢰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GCP, 임상시험 계획서, 계
약사항 및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의뢰자
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뢰자는 임상시험
전체 또는 특정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의 임상시험 조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체 또는 특정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목표한 수의 대상자 등록에 실패한 경우
임상시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역원성/안전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시험자에 의한 GCP, 임상시험 계획서, 계약사항 및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위반 정도가 임상시험 지속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임상시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행정적 이유
임상시험이 조기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 의뢰자는 시험책임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
당 사실과 사유를 신속히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다른 임상
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에게도 해당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시험자

의뢰자가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하거나 중지시켰을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 사실을 임상시험심
사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조기 종료 및 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
자에게도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와 추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책
임자가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 사실을 의뢰자에
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결정된 사항 및 그 사유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조기
종료 및 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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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정보 및 관리

8.
1)

(1)

표시 및 포장
시험약

제 품 의 코 드 명 : 시험약 코드명 기재. 용량군 별 코드명이 상이할 경우 각각 기재
성 상 및 제 형 : 육안으로 확인되는 시험약의 성상 및 제형 기재
저 장 방 법 : 시험약의 저장 조건(차광 유/무, 온도 등) 기재
사 용 기 간 : 시험약의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년/월) 기재
원료의약품및그분량 : 용량군 별 시험약의 성분 및 함량 기재
<바이알 또는 프리필드시린지> 당
용량군
배합목적
성분
단위 함량
<저용량군> <주성분 또는 첨가제> <주성분 또는 첨가제의 성분명> <용량단위> <용량>
<중용량군> <주성분 또는 첨가제> <주성분 또는 첨가제의 성분명> <용량단위> <용량>
<고용량군> <주성분 또는 첨가제> <주성분 또는 첨가제의 성분명> <용량단위> <용량>

·
·
·
·
·

(2)
·
·
·
·
·

위약

제 품 의 코 드 명 : 위약의 코드명 또는 제품명(성분명) 기재
성 상 및 제 형 : 육안으로 확인되는 위약의 성상 및 제형 기재
저 장 방 법 : 위약의 저장 조건(차광 유/무, 온도 등) 기재
사 용 기 간 : 위약의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년/월) 기재
원료의약품및그분량 : 위약의 성분 및 함량 기재
<바이알 또는 프리필드시린지> 당
배합목적
성분

첨가제>
<첨가제>
<첨가제>
<

첨가제의 성분명>
<첨가제의 성분명>
<첨가제의 성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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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함량

용량단위> <용량>
<용량단위> <용량>
<용량단위> <용량>
<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의뢰자가 제조 또는 구매한 후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약사에게 공급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라벨의 기재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1. 임
상시험용의약품 제조"에 따르며,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예: "임상시험용")
임상시험용의약품 명칭 또는 식별표시
배치번호 또는 코드번호
의뢰자(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유효)기한
보관조건
임상시험을 식별할 수 있는 참조 코드
필요 시 대상자 식별 번호(Subject identification No.), 임상약 번호(Treatment No.),
방문 번호(Visit No.), 시험자 성명, 사용방법
단, 1 차 포장 용기가 작아 상기 항목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1 에 따라 1 차 포장용 라벨 상에 최소 기재 사항(임상시험용/임상
약 명칭 또는 식별번호/배치번호 또는 코드번호/의뢰자명/참조코드/임상약 번호/사용기한)
만을 표시하며, 2 차 포장부터 전체 항목을 표시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3)

접종경로 및 접종방법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어깨 세모근에 2 회 근육 주사하며, 1 차 접종 28 일 후 2 차 접종을 실
시한다. 시험대상자의 눈가림은 유지되어야 하며, 각 시험대상자별 투여 상세사항은 기록되
어야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은 IP Manual 에 따라 준비하여 시험대상자에게 접종한다. 접
종 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성상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접종하지 않는다.

보관조건, 수불관리, 회수 및 폐기

임상시험용의약품은 보관조건에서 보관하며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시(처방) 없이는 사
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을 시험책임자와 협의하여 직접 관리약
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인수증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약사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등
이 임상시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약사는 임상시험
용의약품의 인수, 재고 관리,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사항을 기록하며 해당 사항을
주기적으로 시험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뢰자는 임상시험 실시 중 임상시험용의약품 등
의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임상시험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뢰자는 임상시험의 중지 및 종료 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 만료 등이 발생한 경우 미사용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이 때 관리약사는 미사용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의뢰자에게 반납하고 그 반납증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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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진행 중에 대상자에게 불출되어 사용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용기
(<바이알 또는 시린지>)는 각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규정 및 의뢰자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각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즉시 자체 폐기하도록 하며, 폐기 시에
는 관련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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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시험의 방법 및 접종계획
전반적인 시험의 방법

본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험 백신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 1/2 상 임상시험으로, 안전성을 탐색하기 위한 1 상과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탐색하기 위한
2 상으로 구성되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 서면 동의한 시험대상자를 선정/제외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하여 임상시험계획서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용량군에 배정한 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접종한다.
<흐름도>

단계 임상시험용의약품 용량 시험대상자수 V1
S
╷
DSMB
▾
시험약 저용량 5명 15명
▾
1상
시험약 중용량 5명 15명
▾
시험약 고용량 5명 15명
시험약 선택용량 OOO명
2상
위약
OO명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면역원성 검사

(1) 1 상

V2 V3 V4 V5 V6 V7 V8
0 1 4 5 8 7
13

일 주 주 주 주 개월 개월
╷ ╷ ╷ ╷ ╷ ╷ ╷

↑
↑

↑
↑ ↑ ↑ ↑ ↑

만 19~55 세의 시험대상자가 등록된다. 시험약 접종용량은 저용량, 중용량, 고용량의 3 단계
로 구성되며, 용량군의 등록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20 명의 시험대상자를 저용량군에 등록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하
며, 시험대상자 등록 시 초기 5 명의 시험대상자를 Sentinel 군으로 설정한다. Sentinel 군
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시 각 시험대상자 간 24 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을 실
시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24 시간 동안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현되지 않을 경우 다음 대상자의 접종을 실시한다. Sentinel 군 5 명에서 임상시험용의약
품 1 차 접종 후 7 일 동안 발현된 이상사례 관찰 결과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
례가 발현되지 않을 경우 저용량군에서의 나머지 15 명의 시험대상자와 중용량에서의
Sentinel 군 등록을 진행한다. 만일 저용량 Sentinel 군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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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DSMB 를 개최하여 저용량
Sentinel 군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까지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평가한 후
저용량군에서의 나머지 15 명의 시험대상자와 중용량에서의 Sentinel 군 등록 진행 여부
를 결정한다.
중용량군의 대상자 등록 시 저용량군과 동일하게 초기 5 명의 대상자를 Sentinel 군으로
하여 각 대상자별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시 24 시간 간격을 두고 접종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며, Sentinel 군 전체 대상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 동안
발현된 이상사례 관찰 결과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현되지 않을 경우
중용량군에서의 나머지 15 명의 대상자와 고용량에서의 Sentinel 군 등록을 진행한다. 만일
중용량 Sentinel 군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까지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DSMB 를 개최하여 중용량 Sentinel 군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까지 수집된 안전성 정보를 평가한 후 중용량군에서의 나머지 15 명의 대상
자와 고용량에서의 Sentinel 군 등록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량군의 대상자 등록 시에도 동일하게 초기 5 명의 대상자를 Sentinel 군으로 하여 각
대상자별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시 24 시간 간격을 두고 접종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며, Sentinel 군 전체 대상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 동안 안전성을
확인한 후 나머지 15 명의 대상자 등록을 진행한다. 만일 고용량 Sentinel 군에서 임상시
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까지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DSMB
를 개최하여 고용량 Sentinel 군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까지 수집된 안전
성 정보를 평가한 후 고용량군에서의 나머지 15 명의 대상자 등록 진행 여부를 결정한
다.
모든 대상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까지의 안전성 결과가 수집되면
DSMB 에서 안전성 결과를 검토하여 2 상 임상시험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의 안전성 결과와 면역원성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 상 임상시험에서 접종할
용량을 선정한다. 또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장기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 최
종 접종 후 12 개월 시점까지 안전성 정보를 관찰하고 면역원성 정보를 탐색적으로 확인한다.
②

③

(2) 2 상

상 임상시험에서는 만 19~85 세의 시험대상자가 등록된다.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시험대
상자는 1 상 임상시험에서 선정된 용량군과 위약군에 O:O 의 비율로 무작위배정 되며, 층화
요인(연령: 만 19~64 세/만 65~85 세)에 따라 층화한다. 고연령군(만 65~85 세)은 전체 시험대상
자 증 OO% 이상을 등록한다. 고연령군에서의 위해성을 완화하기 위해 만 65~74 세의 시험
대상자를 먼저 OO% 등록하여 7 일까지 안전성을 확인하여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
례가 발현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만 75~85 세의 시험대상자를 등록한다. 무작위배정된 대상자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2 회 접종받으며,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12 개월 시점까지 안
전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한다. 2 상에서 등록된 마지막 대상자의 V6(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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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4 주)이 완료되면, 해당 시점까지 수집된 1 상과 2 상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 자료로
중간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12 개월 시점까지 수집된
안전성 및 면역원성 자료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2)

3)

병용약물

임상시험 기간(V1~V8)동안 타 질환 또는 이상사례의 치료, 검진 등을 목적으로 병용투여 되
는 약물에 대한 정보(제품명, 투여 목적, 투여 용량 및 단위, 투여 기간[투여 시작일, 투여
종료일], 투여 경로 등)를 증례기록서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추적관찰 기간(V7, V8)동안
에는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와 관련하여 투
여된 약물만 조사한다.

병용금지약물

다음에 열거하는 약물은 주연구 임상시험기간(V1~V6) 동안 병용투여를 금지한다.
(1)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 4 주 이내에 접종되는 백신
(2) 면역억제제(Immunosuppressant) 또는 면역조절제(Immune modifying drug)

(3) Azathioprine, Cyclosporine, Interferon, G-CSF, Tacrolimus, Everolimus, Sirolimus,

등
(4) 만성적 스테로이드: Prednisolone 을 기준으로 10mg/day 초과의 용량을 연속적으로 14
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단, 스테로이드 외용제, 비강 스프레이, 흡입제, 안약제는
사용 용량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5) 혈액 또는 혈액 유래 제제(면역 글로불린 포함)
다음에 열거하는 약물은 전체 임상시험기간(V1~V8) 동안 병용투여를 금지한다.
(1)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2)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
그 외 임상시험의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질환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목적으로 일과성 투여되는 병용약물은 시험자의 판단 하에 허용한다.
Cyclophosphamide, 6-Mercaptopurine, Methotrexate, Rapamycin, Lefluno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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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시험 절차 및 방법

방문일정

(1) V1(스크리닝, -7~-1 일)

대상자는 사전 동의 절차가 완료되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면, 스크리닝 번호를 부여받은
후 다음의 평가를 받는다. 단, 서면 동의는 V1 이전에 획득할 수 있으며, V1 에서 실시하지
못한 검사의 경우 스크리닝 기간 내에 재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Ÿ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와 병력(외과적 수술력을 포함한 과거력 및 현 병력), 선행약물,
병용약물을 조사/기록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한다.
Ÿ 흉부 X-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ECG)를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혈액학적, 혈액화학적, 소변, 혈액응고, 바이러스)를 실시한다.
Ÿ 가임기 여성 대상자의 경우 임신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Ÿ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 코로나 19 에 대한 항체 검사(IgM 및 IgG 에 대한 양성 여부 확인)
Ÿ 선정/제외기준을 확인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2) V2(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일, 0 일)

이 방문은 최초 방문일 이후 7 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이 방문에서 이뤄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과 비교하여 선행약물 및 병용약물의 변화여부를 확인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를 포함한 이제까지의 모든 검사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최종 평가한다.
Ÿ 1 상에서는 등록되는 순서에 따라 해당 용량군에 배정하여 배정 번호를 부여하며, 2 상에
서는 무작위배정 번호를 부여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
Ÿ 가임기 여성 대상자의 경우 임신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접종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30 분간 즉각적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관련) 발현 여부를 확인한다.
2 상의 만 75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적어도 2 시간까지 즉각적 이상
사례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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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자, 디지털 체온계(고막체온 측정용)를 제공하며, 예측된(Solicited) 및 예측되
지 않은(Unsolicited) 이상사례의 수집 및 관찰을 위하여 시험대상자 일지를 배부하고 작
성법을 교육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Ÿ

(3) V3(중간방문, 1 차

접종 후 7 2 일)

(4) V4(중간방문, 1 차

접종 후 28 2 일)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째에 이루어지며, 이 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과 비교하여 병용약물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회수하여 이상사례 발현여부와 내용을 조사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배부하고 작성법을 재교육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일 이후 28 일째에 이루어지며, 이 방문에서 이루어져
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과 비교하여 선행약물 및 병용약물의 변화여부를 확인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회수하여 이상사례 발현 여부와 내용을 조사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
Ÿ 가임기 여성 대상자의 경우 임신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금기사항을 확인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접종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30 분간 즉각적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관련) 발현 여부를 확인한다.
2 상의 만 75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적어도 2 시간까지 즉각적 이상
사례를 관찰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배부하고 작성법을 재교육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2 차 접종 대상자에서 다음의 증상이 발현된 경우, Visit window 내에서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Ÿ 38℃ 이상의 발열
Ÿ 시험자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의 연기가 필요한 급성 감염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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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5(중간방문, 2 차

접종 후 7 2 일)

(6) V6(중간방문, 2 차

접종 후 28 2 일)

(7) V7(중간방문, 2 차

접종 후 6 개월 2 주)

(8) V8(종료방문, 2 차

접종 후 12 개월 2 주)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7 일째에 이루어지며, 이 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과 비교하여 병용약물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회수하여 이상사례 발현 여부와 내용을 조사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배부하고 작성법을 재교육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28 일째에 이루어지며, 이 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V6 이전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경우 시험대상자가 동의 시 훈련된
임상시험 담당자는 임상시험 V6, V7, V8 시점에 전화를 통해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
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Ÿ 지난 방문과 비교하여 병용약물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회수하여 이상사례 발현 여부와 내용을 조사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Ÿ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6 개월째에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 이후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발현 여부를 확인하며, 발현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투여된 병용약물을 함께 조사한다.
Ÿ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

이 방문은 임상시험 종료일로서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12 개월째에 이루어지며, 이
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 이후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발현 여부를 확인하며, 발현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투여된 병용약물을 함께 조사한다.
Ÿ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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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정되지 않은 방문

2)

평가변수

예정된 방문 외에 시험대상자 또는 시험대상자의 대리인의 요청 또는 시험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 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험자는 시험대상자가 3 일
이상 발열이 있거나, 뚜렷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시험대상자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접종
을 실시한 임상시험기관에 필히 방문하도록 시험대상자의 정기적 임상시험 실시기관 방문
시 이를 주지시키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시험자에게 즉각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예정
되지 않은 방문으로 인해 방문 일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예정되지 않은 방문에서는 시
험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성 평가변수

이상사례
-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및 2 차 접종 후 7 일까지 발생한 예측된 이상사례
국소적 이상사례 : 통증, 압통, 홍반/발적, 경결/부종, 가려움증
전신적 이상사례 : 발열, 피로/권태, 오한/떨림, 두통, 근육통, 관절통, 설사, 구토, 복통, 점
막피부 반응/발진, 두드러기, 현기증, 기침, 호흡곤란
-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및 2 차 접종 후 28 일까지 발생한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12 개월까지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 및 의료진이 검진한 이
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임상실험실 검사(혈액학적/혈액화학적 검사, 소변검사)
활력징후
신체검진

①

·
·

②
③
④

(2)

면역원성 평가변수

①

②

③

④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시점에서
wildtype virus 를 이용한 OOO(예, FRNT) 시험법으로 측정된 중화항체에 대한 SRR, GMT, GMFR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시점에서
OOO(예, ELISA) 시험법으로 측정된 결합항체에 대한 SRR, GMC, GMFR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시점에서
OOO(예, IFN-γ ELISpot) 시험법으로 분석한 T 세포반응
임상시험용의약품 1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시점에서
ICS 시험법으로 분석한 Th1/Th2 비율
†SRR :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대비 접종 후 역가가 4 배 이상 증가된 시험대상자의
분율.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역가가 정량한계 미만이면, 그 역가는 정량한계에 해
당하는 역가의 절반 값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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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안전성 평가방법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V2) 이전 확인된 의학적 사건 및 임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 소견
은 모두 병력으로 기록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이상사례의 정의에 부합하는 임상적으
로 유의한 비정상 소견은 이상사례로 수집한다. 이상사례에 대한 정보는 정기 또는 추가 방
문 시에 대상자의 자발적인 보고 및 문진으로 확인하여 기록하며, 대상자가 시험대상자 일
지를 누락 없이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상사례의 정의 및 수집과 기록, 평가 및
보고 절차는 본 계획서 ‘12. 이상사례’ 항목을 참고한다. 특히,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즉
각적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접종 후 30 분간 즉각적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관련)
의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에는 즉각적 이상사례를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
한 적절한 약물과 의료 장비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전체 접종 절차와 접
종 후 관찰 기간 중 즉각적 이상사례를 인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시험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입회해야 한다.

면역원성 평가방법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혈액 검체의 채취는 V2(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V4(임상시험용의
약품 2 차 접종 전), V5, V6, V7, V8(각각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후)에서 시행한다. 1 상 임상시험에서는 방문 5(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14 일),
방문 9(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14 일) 시점에 추가로 시행한다. 면역원성 검사를 위
한 혈액 검체는 각 검사별 해당 중앙 실험실(Central Laboratory)로 전달되어 일괄적으로 측
정 및 분석을 실시한다. 혈액은 약 OOmL 를 무균적으로 채취하며, 검체 처리 지침에 따라
원심분리 한 혈청은 적절한 보관 용기에 분주하여 중앙실험실로 송부하기 전까지 적정온도
에 맞게 보관한다. 각각의 혈청 튜브에는 제공된 라벨을 부착하고, 시험대상자의 혈액 시험
관이 섞이지 않도록 한번에 한 시험대상자의 혈액 검체를 다루도록 한다. 검체 관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중앙실험실 검사실의 지시사항에 따르며, 남은 혈액 검체는 추후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임상시험 종료 후 OO 년간 보관 후 의뢰자의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
될 것이다. 검체는 본 임상시험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대상자의 모든 검
체 관련 자료는 대상자 식별 번호로 처리되어 임상시험 기간 동안 익명 상태를 유지할 것이
다. 혈청 검체의 면역원성 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평가가 실시된다.
Ÿ Wildtype SARS-CoV-2 혈청 중화항체 분석(예, FRNT)
Ÿ SARS-CoV-2 S 단백질 특이 IgG 면역분석(예, ELISA)
Ÿ SARS-CoV-2 단백질 특이 T 세포 면역분석(예, IFN-γ ELISpot)
Ÿ Th1/Th2 세포 매개 면역반응(ICS)

☞ 각 면역원성 시험별로 임상검체분석기관, 시험 프로토콜 개요, 평가방법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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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베이스라인 평가방법

시험대상자의 인구학적 기초 정보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서면 동의를 받는 순서에 따라 스크리닝번호를 부여한 후 인구학적
기초 정보를 조사한다. 기록 사항은 서면 동의 여부 및 동의일자, 대상자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14 일 이내의 코로나 19 감염자 밀접 접촉 여부, 음주력이다. 음주력은 지난 1 개월(30
일) 이내의 주(week)당 음주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시험대상자의 병력/수술력 조사

(3)

선행 및 병용약물 조사

(4)

임신반응 검사

문진과 과거 진료 기록 점검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력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스
크리닝 전 6 개월 이내의 외과적 수술력, 알러지력 등을 포함한 과거력 및 현병력에 대하여
발생시기(발생년도 또는 발생년월), 스크리닝 시 지속여부를 기재한다. 추가로 두드러기 병
력, 악성 종양 병력, 호흡기계 질환 관련 수술력은 5 년 이내 과거력을 확인하며, 발작증
(Seizure)은 3 년 이내의 과거력을 확인한다. 코로나 19, 사스 및 메르스 감염 병력, 길랑-바레
증후군 등 백신 접종에 대한 과민증 기왕력, 백신 접종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사례 혹은 알
러지 반응 기왕력, 유전적 또는 특발성 혈관신경성 부종 병력,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을 받은
병력,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 혈소판 관련 질환
또는 출혈성 질환 병력이 있거나 이전에 근육주사나 정맥천자 후 심각한 출혈이나 멍이 든
병력은 기간에 관계 없이 수집한다.
스크리닝을 기준으로 1 개월(30 일) 이내의 약물 투여력(선행약물 및 병용약물) 및 투여현황
(용법, 용량, 투여기간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단, 제외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약 물질> 기
반의 백신 접종력, SARS-CoV, MERS-CoV 또는 SARS-CoV-2 백신 접종력은 시점과 무관하
게 모두 수집한다.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력 및 다른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용력,
면역억제제/면역조절제 및 만성적 스테로이드 사용력, 향정신병 의약품, 마약성 진통제의
의존적 투여력은 6 개월 이내의 정보를 수집하며, 면역글로불린이나 다른 혈액제제를 수혈받
은 이력은 3 개월 이내의 정보를 수집한다. 스크리닝 시점의 약물 투여력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과 비교하여 변화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만일 병용약물에 변화가 있다면 이를 근거
문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스크리닝 방문 및 방문 2, 방문 4 에서 불임수술 및 폐경이 확인된 대상자(Surgical
menopause 포함)를 제외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소변(Urine) 검체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
한다. 소변 검체에서의 임신 반응이 ‘양성’일 경우, 혈청(Serum) hCG 반응 검사를 통하여
임신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임신반응 검사 시행이 계획되지 않은 방문에서 필요시 추가 검
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의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중도 탈락된다. 가임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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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경을 경험하였고 성공적인 외과적 불임(자궁적출술, 양측 난관 결찰 또는 양측 난소절
제술) 또는 폐경이 아닌 여성으로 정의한다. 폐경은 다른 사유 없이 최종 월경 시기(Final
menstrual period) 이후 12 개월 이상 무월경으로 정의한다.

(5)

흉부 X-선 및 심전도 검사(ECG)

(6)

신장 및 체중 측정

스크리닝 방문 시 후전방 흉부 X-선(Posterior-Anterior) 및 심전도 검사(Electrocardiogram,
ECG)를 시행한다. 시험자 판단에 따라 스크리닝 기간 동안 1 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스크리닝 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며, 체중은 겉옷 및 신발을 벗고 빈 주머니 상태에서 측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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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자료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사항

분석군

(1) SAS(Safety Analysis Set)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소 1 회 이상 접종받은 모든 시험대상자이다. 본 임상시험의
대상자로부터 얻어진 안전성에 대한 자료의 주 분석은 SAS 에서 수행한다.
SAS

(2) FAS(Full Analysis Set)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소 1 회 이상 접종받고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에 면역원
성 결과가 있는 시험대상자이다.
FAS

(3) PPS(Per-Protocol Set)-1

은 FAS 중 주연구기간까지(V1~V6)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이 없는 시험대상자이
다.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에는 중대한 선정/제외기준 위반, 병용금기 약물 투여, 순응
도 위반을 포함한다. 면역원성 자료에 대한 주 분석은 PPS-1 에서 수행하며, PPS-2 및 FAS
를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PPS-1

(4) PPS(Per-Protocol Set)-2

는 FAS 중 종료방문까지(V1~V8)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이 없는 시험대상자이다.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에는 중대한 선정/제외기준 위반, 병용금기 약물 투여, 순응도
위반을 포함한다.
중대한 임상시험 계획서 위반
동의서 미취득
선정기준/제외기준에 위배된 경우
병용금지 약물을 투약한 경우
베이스라인 및 주 연구 종료시점(V6)의 면역원성 평가 검사가 누락된 경우
무작위배정 오류로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이 투여된 경우(2 상)
상기 기준 외에 기타 임상시험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대상자는 Database lock 이
전 Blind meeting 을 통하여 임상시험에 영향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PPS 제외 여
부를 결정한다.
PPS-2

①
②
③
④
⑤

2)

통계분석의 일반적 원칙

본 임상시험은 탐색적 임상시험으로 추론적, 가설 검정 계획은 없다. 연속형 변수는 기술통
계량(시험대상자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을 제시한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95% CI 를 제시한다. 범주형 결과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및 피셔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이 사용될 것이다. 어떤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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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측치가 발생되거나 임상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시험대상자가 탈락하면 원자료를 그대로
분석한다. 인구학적 자료와 베이스라인 특성 자료에 관하여 연속형 자료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 등을 투여군별로 제시하고, 범주형 자료는 빈도 및 백분율을 투여군별로
제시한다. 본 임상시험에서 결측 자료는 대체(Imputation)하지 않는다.
3)

안전성 분석

주분석군은 SAS 이다. 이상사례의 발생율 및 발생건수를 제시하고, 전체 대상자의 이상사례
발현율에 대한 95% CI 를 제시한다. 발현한 이상사례에 대하여 접종군 별로 발현된 이상사
례의 종류를 중중도, 인과관계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빈도 및 발현율, 발생 건수를 산
출한다. 실험실적 검사는 항목별 및 방문 시점별로 측정값 및 기저치 대비 접종 후 변화량
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로 제시하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비율
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활력징후, 신체검사 등 안전성 관련 변수는 항목별 및 방문 시점별로
측정값 및 기저치 대비 접종 후 변화량(신장 제외)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로 제시하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비율로 제시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까지 관찰된 예측된(Solicited)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 또는 예측되지 않은(Unsolicited) 이
상사례의 발생율을 산출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28 일까지 관찰된 예측되지 않은
(Unsolicited) 이상사례의 발생빈도, 발생률 및 발생 건수를 제시한다. 발현한 이상사례에 대
하여 투여군별로 발현된 이상사례의 종류를 중증도, 인과관계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발생빈도, 발생률 및 발생 건수를 제시한다. 또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종 접종 후 6 개월까
지 수집된 중대한 이상사례, 의사가 검진한 이상사례(MAAE) 및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AESI),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종 접종 후 12 개월까지 수집된 Enhanced Diseases 의 발생빈도,
발생률 및 발생 건수를 제시한다. 예측된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을 제외한 모든 이상사례는
MedDRA SOC(System Organ Class) 및 PT(Preferred Term)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임상실험
실 검사 중 혈액학적/혈액화학적 검사항목별 및 방문시점별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며, 항목
별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스크리닝) 대비 접종 후 각 방문별 시점의 변화량에 대하
여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각 임상실험실 검사(혈액학적/혈액화학적/소변 검사) 결과치에
대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스크리닝) 정상/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비정상이
었던 대상자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한 번이라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으로 변한
대상자의 빈도 및 백분율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활력징후는 방문 시점별 기술통계량을 제시
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방문 2, 베이스라인) 대비 접종 후 각 시점의 변화량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각 군별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V2) 대비 접종 후 각
방문의 신체검진 결과를 비교하여 각 항목별로 정상/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비정상이었
던 대상자가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후 한 번이라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으로 변한 대
상자 빈도와 비율을 투여군별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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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면역원성 분석

주분석군은 PPS-1 이며, PPS-2 및 FAS 에 대해서도 민감도를 분석한다. 결합항체가 및 중화
항체가에 대한 SRR, GMT, GMC, GMFR 및 95% CI 를 각 투여군별로 제시한다. IFN-γ
ELISpot 및 ICS 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시험대상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앙값, 최소값) 및 95% CI 를 각 투여군별로 제시한다.

중간 분석

상 임상시험의 모든 시험대상자와 2 상 임상시험의 모든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V6)에 대한 자료가 수집 완료되면 1 차 DB Lock 을 진행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중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각 임상시험 단계의 모든 시험대상자
가 추적관찰 기간을 종료(V8)하면 2 차 DB Lock 을 진행하여 최종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중간분석은 독립된 통계학자가 실시하며, 중간분석을 진행하는 독립된 통계학자를
제외한 의뢰자, 임상시험수탁기관, 시험자 및 시험담당자 등은 눈가림이 유지된다.
1

6)

시험대상자수 산출 근거

본 임상시험은 코로나 19 예방 목적으로 제품명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1/2 상 임상으로 탐색적이고 기술적이며 통계적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목
적을 충족시키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시험대상자 수를 설정하였다. 1 상 임상시험에서는 각
접종군 당 배정 기준 20 명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선정 및 제외
기준에 적합한 지원자를 최소 60 명을 등록할 예정이다. 2 상 임상시험에서는 무작위배정 기
준 시험대상자 OOO 명을 확보하고자 계획하였다.
시험군
위약군
구분
계
저용량군 중용량군 고용량군 20명
20명
60명
시험대상자수 12 상상 20명 OOO
명
OO명
OOO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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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1)

이상사례

이상사례의 정의

이상사례(Adverse Event, AE)

임상시험용의약품을 투여한 대상자에게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증후(sign, 실
험실적 검사 결과의 이상 등을 포함한다), 증상(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임상시
험용의약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3)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Unexpected ADR)

(4)

중대한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Serious AE, SAE/Serious ADR)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서 임상시
험용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임상시험자료집 또는 의약품의 첨부문서 등 이용 가능한 의약품 관련 정보에 비추어 약물이
상반응의 양상이나 위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또는 약물이상반응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부터 까지의 사례 외에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
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
단, 본 임상시험에서는 하기와 같은 사유로 내원한 경우 중대한 이상사례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Ÿ 임상시험 전 계획된 입원
Ÿ 건강검진, 미용 및 요양을 위한 입원
Ÿ 응급실 방문 시 내원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시험자의 판단에 따
라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이상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학적으로 환자의 안위와 건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담당의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상사례로 간주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2)

④

이상사례의 수집과 기록

이상사례는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이후부터 주 연구 종료시점(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4 주, V6)까지의 기간 동안 수집한다. 중대한 이상사례, 의사가 검진한 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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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AESIs)은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V2) 이후부터 추
적관찰 종료시점(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12 개월, V8)까지 수집한다. 이상사례는 이상
사례명, 지속 시간(시작일 및 소실일), 중증도,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인과관계, 임상시험용의
약품에 대한 조치, 결과, 이상사례에 대한 교정치료, 즉각적 이상사례/중대한 이상사례 여부
를 포함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이상사례의 기록 시 시험자는 각각의 증상이나 징후를 기록하
기보다는 표준의학용어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진단명이나 증상을 사용해야 한다.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사례는 소실되거나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거나 대상자의 추적조사에 실패할 때
까지 추적 조사되어야 한다. 추적관찰 종료시점(V8)에 소실일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사례의
추적 조사는 시험자의 판단에 따른다. 시험자는 추적관찰 기간 종료(V8) 후 중대한 약물이상
반응으로 평가되는 이상사례를 대상자로부터 보고받는 경우 의뢰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MAAE)

3)

이상사례의 평가

중증도 평가
임상시험에 등록된 대상자에게서 발생한 예측된(Solicited) 또는 예측되지 않은(Unsolicited) 이상
사례의 중증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임상시험 이상반응 중증도 평가 가이드라인 의 건강
한 성인 및 청소년의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 중증도 평가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예측된 국소 이상사례(Solicited Local Adverse Events)
등급
경증
중등증
중증
잠재적 생명 위협
항목
(Gade 1)
(Gade 2)
(Gade 3)
(Gade 4)
통증 활동을 방해하지 24시간을 초과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 응급실 방문 또는
않음
비마약성 진통제를 용하거나 일상 활동 입원
반복 사용하거나 일 을 심각하게 방해
상 활동을 일부 방해
압통 촉진 시 경한 불편 운동 시 불편 휴식 시 상당한 응급실 방문 또는
불편
입원
홍반/발적* 2.5∼5cm
5.1∼<10cm
≥10cm 괴사 또는 박리성
피부염
경결/부종* 2.5∼5cm이고 활동 5.1∼<10cm 또는 ≥10cm 또는일상활 괴사
을 방해하지 않음 활동을 일부 방해 동을심각하게방해
가려움증 주사 부위 약간의 주사 맞은 사지에 주사 맞은 사지 및 몸 전체에 가려움
가려움
상당한 가려움 다른 부위에 가려움
* 측정된 국소 반응의 등급을 정할 시 가장 큰 단일 직경을 기준으로 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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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항목
발열※
피로/권태※※
오한/떨림
두통

근육통
관절통

설사

예측된 전신 이상사례(Solicited Systemic Adverse Events)
경증
중등증
중증
잠재적 생명 위협
(Gade 1)
(Gade 2)
(Gade 3)
(Gade 4)
38.0∼38.4℃
38.5∼38.9℃
39.0∼40.0℃
>40.0℃
활동을 방해하지 활동을 일부 방해 상당함; 일상 활동 응급실 방문 또는
않고 쉽게 참을 하여 몇몇 활동수 을 심각하게 방해 입원
수 있음
행이 어려움 하여 몇몇 활동의
수행능력이 상실
활동을 방해하지 활동을 일부 방해 일상 활동을 심각 응급실 방문 또는
않고 쉽게 참을 하여 몇몇 활동수 하게 방해하여 몇 입원
수 있음
행이 어려움 몇 활동의 수행능
력이 상실
활동을 방해하지 - 24시간을 초과하 마약성 진통제의 지속되어 응급실
않고 쉽게 참을 여 비마약성 진통 사용 또는 일상 방문 또는 입원
수 있음
제를 반복 사용 활동을 심각하게
- 두뇌기능을 방해 방해하는 통증
하는 통증
- 일상 활동을 일부
방해하는 통증
활동을 방해하지 근육의 기능을 방 일상 활동을 심각 응급실 방문 또는
않고 쉽게 참을 해하는 통증 또는 하게 방해하여 몇 입원
수 있음
일상 활동을 일부 몇 활동의 수행능
방해하는 근육통 력이 상실
기능을 방해하지 기능을 방해하나 일상생활 활동을 응급실 방문 또는
않는 경증의 통증 일상생활 활동은 방해하는 중증 통 입원
(염증, 발적 또는 방해하지 않는 중 증(염증, 발적 또는
관절 부종을 동반) 등도 통증(염증, 관절 부종을 동반)
발적 또는 관절부
종을 동반)
24시간 동안 2∼3 24시간 동안 4∼5 24시간 동안 6회 응급실 방문 또는
회 묽은 변 또는 회 묽은 변 또는 이상 묽은 변 또 입원
400g 미만
400∼800g
는 800g 이상 또
는 외래에서 수액
요법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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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활동에 방해를 일 활동에 일부 방해 일상 활동을 심각 저혈압쇼크로 인
으키지 않거나 1 를 일으키거나 하게 방해하거나 한 응급실 방문
∼2회/24시간 >2회/24시간
외래에서 수액 요 또는 입원
법을 요함
복통 약함
중등증(치료를 요 중등증(치료를 요 중증(입원)
하지 않음)
함)
점막피부 홍반(가려움증) 광범위, 반점구진 수포형성 또는 습
반응/발진 또는 국한된 반점 발진, 건조한 표 한 표피탈락 또는
발진
피 탈락
궤양형성
두드러기 약물 처치 필요 24시간 미만의 경 24시간 이상 정맥
없음
우 또는 국소 치 내 약물처치 또는
료 또는 정맥내 스테로이드 사용
약물처치 또는 스
테로이드 사용
현기증 일상 활동에 방해 일상 활동에 방해 일상 활동을 수행
가 없거나 경미함 가 경미 이상임 하지 못함
기침 일시적(치료 필요 지속적 기침(치료 발작적 기침(치료
없음)
필요)
로 조절되지 않음)
호흡곤란 운동 시 호흡곤란 정상 활동 시 호 휴식 시 호흡곤란
흡곤란
※발열은 체온이 38℃ 이상이 최소 한 번 측정된 내부 체온의 증가로 정의한다. 발열이 감지되면,
체온은 최소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 또는 임상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측정해야 하고 두 번 연속
해서 38℃ 미만으로 측정될 때까지 측정해야 한다.
※※개인의 활동을 방해함은 직장, 학교, 사회 활동 또는 개인적 활동의 일상 기능의 저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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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되지 않은(Unsolicited) 이상사례 또한 백신 임상시험 중증도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
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중증도 평가를 실시한다.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Unsolicited Adverse Events)
등급
경증
중등증
중증
잠재적 생명 위협
항목
(Gade 1)
(Gade 2)
(Gade 3)
(Gade 4)
이상사례명 - 일시적 또는 경 - 일상 활동에 경 - 일상 활동에 현 - 생명 위협 활동
한 불편(<48시 증 내지 중등증 저한 제한(평소 에 심각한 제한
간); 의학적 개입/ 제한(평소의 50% 의 50% 미만) - 상당한 도움이
치료를 요하지 이상 수행 가능) - 대체로 일부 도 필요함(의학적
않음
- 일부 도움이 필 움이 필요함(의 개입/치료를 요함,
- 일상 활동에 영 요할 수 있음(의 학적 개입/치료를 입원가능성 높음)
향 없음
학적 개입/치료를 요함, 입원가능성 - 심각한 또는 생명
요하지 않거나 있음)
위협 이상사례￥
최소한으로 필요)
￥시험자가 심각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임상 이상사례는 Grade 4 이상사례로
간주되어야 한다. 심각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임상 이상사례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
한된 것은 아니다; 경련, 혼수, 테타니(저칼슘혈증 시 나타나는 강직이나 강축 등의 증상), 당뇨
병케톤산증, 파종혈관내응고, 광범위 출혈점(petechiae), 마비, 급성 정신병, 심한 우울증
이상사례 또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위의 정의에 따라 모두 중증(Severe)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중증의 이상사례가 반드시 중대한 이상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
(2)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MAAE)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이상사례로 인하여 입원, 응급실 등을 방문하였거나 예정되지 않은
방문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규방문 중 발현된 이상사례는 MAAE 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AESI)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는 가능한 위험으로 간주 되는 임상
적으로 중요한 예기치 못한 의학적 반응을 말한다. 본 임상시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 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2020.09.28) 을 참고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관심대상
이상사례를 수집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접종 받은 대상자에서 enhanced disease 의심 이
상사례가 발현되는 경우, 시험자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며, DSMB 를 개
최하여 enhanced disease 해당 여부를 평가한다.
기관계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항목
disease*
면역 Enhanced
소아에서 다기관계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호흡기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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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포함하는 급성심장손상(Acute cardiac injury)
Ÿ 미세혈관병증(Microangiopathy)
Ÿ 심부전 및 심인성쇼크(Heart failure and cardiogenic shock)
심혈관 Ÿ 스트레스성 심근병증(Stress cardiomyopathy)
Ÿ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Ÿ 부정맥(Arrhythmia)
Ÿ 심근염(Myocarditis), 심막염(pericarditis)
혈액응고장애(Coagulation disorder)
Ÿ 심부 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monary embolus)
혈액 ŸŸ 폐색전증(Pul
뇌졸중(Cerebrovascular stroke)
Ÿ 사지허혈(Limb ischemia)
Ÿ 출혈성질환(Hemorrhagic disease)
길랑-바레증후군(Guil ain-Barré Syndrome)
신경 후각상실(Anosmia), 미각소실(ageusia)
수막뇌염(Meningoencephalitis)
동상 유사 병변(Chilblain-like lesions)
피부 단일 기관 피부혈관염(Single organ cutaneous vasculitis)
다형홍반(Erythema multiforme)
kidney injury)
기타 급성신장손상(Acute
간손상(Liver injury)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이상사례를 보이는
현상으로 불활화 RSV 백신, 뎅기 백신 등의 개발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체액성 면역반응
(ADE) 및 세포성 면역반응(ERD)이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ADE 는 백신 항원에 의해
생성된 비 중화항체가 세포의 Fcγ receptors(FcγRs)를 통해 바이러스의 감염을 촉진하는 현
상이며, ERD 는 백신 접종자에서 과도한 Th2(Type 2 Help T) 세포반응으로 폐에서 염증세
포(예, eosinophil)의과도한 침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4)

인과관계 평가

이상사례 발현 시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연관성 여부는 시험자가 ‘관련성이 있음’ 또는 ‘관
련성이 없음’의 2 단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성이 있음’일 경우 추가적으로 하위 단계
의 인과관계 기준에 대하여 평가한다. 눈가림 유지로 인해 이상사례 바생 초기에는 즉각적
인 인과관계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평가 불가능(Not-evaluable)”으로 수집될
수 있으나, 최종 보고 시에는 다음의 2 단계로 평가되어야 한다.
Ÿ 관련성 없음(Not-related)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투여와 이상사례 발현의 시간적 순서가
타당하지 않거나, 이상사례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개연성 있게
설명되는 경우이다.
Ÿ 관련성 있음(Related) : 관련성 없음에 해당 되지 않는 모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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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6)

임상시험 일시 중지 기준

4)

임상실험실 검사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이후부터 추적관찰 기간 종료시점(V8)까지 발생하는 모든 중대
한 이상사례는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자가 인지한 때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의뢰자에게 전화/팩스/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보고하며, 소속 임상시험 실시기
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는 IRB 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추적관찰 기간
종료(V8) 후 발생한 이상사례는 대상자의 자발적 보고로 확인하며 중대하고 임상시험용의약
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시험자가 의뢰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의뢰
자 보고 시 시험자는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대신하여 시험대상자 식별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일부 의학적 기록 사본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식별코드를 제외한 신상정보는 가려질 것
이다. 시험자는 보고된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 추적 보고를 실
시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중대한 이상사례가 소실되거나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거나 대상자의 추적 조사에 실패할 때까지 추적 조사하여 의뢰자 및 임상시험심사위
원회(IRB)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진행 중 ‘임상시험 일시 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DSMB
를 개최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임상시험 여부를 평가한다.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
⑥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40℃를 초과하는 발열을 나타내는 경우
⑦ 시험자 또는 의뢰자의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과 연관성이 있는 Grade 3
이상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상사례가 2 명 이상의 대상자에서 발현된 경우
⑧ 시험자 또는 의뢰자의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과 연관성이 있는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현된 경우
⑨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또는 전신적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⑩ 그 외 시험자가 판단하기에 임상시험을 참여하기 어려운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학적 상태
임상실험실 검사의 평가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검사실에서 모든 대상자에게 임상시험 진행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여 대상자의 전신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검체 수집, 관리, 처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 내 검사실의 지시사항 및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따른다. 일정표에 따른 평가 외에 시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 스크리닝(V1) 검사의 경우 스크리닝 방문을 기준으로 4
주 이내 실시한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험자 판단에 따라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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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닝 기간 동안 1 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시행된 경우 최종 선
정/제외기준 확인은 재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바이러스 검사 및 혈액응고검사는 V1 에
서만 시행한다. 검사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혈액학적검사 :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s count, WBC, WBC Differential
·

count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eosinophil, basophil)

·
·
·
·

5)
6)

혈액화학적검사 : BUN, Creatinine, Total bilirubin, ALP, ALT, AST
소 변 검 사 : Protein (Albumin), Glucose, Bilirubin, Ketone, Blood (RBC)
혈액응고검사 : PT, aPTT
바이러스검사 : HBV, HCV, HIV

활력징후

활력징후로는 혈압, 맥박, 호흡수 및 고막 체온을 측정한다. 임상시험 진행 일정표에 따라 가능한
계획된 검사 실시 이전에 실시하며, 5 분간 안정을 취한 후 앉은 자세로 측정하도록 한다.

신체검진

임상시험 진행 일정표에 따라 각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통한 신체검진
을 실시하여 건강 상태와 이상사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신체검진은 외관, 피부, 두/경부,
흉부/폐, 심장, 복부, 비뇨/생식계, 사지, 근골격계, 신경계, 림프절의 검진을 포함한다.
·

7)

8)

·

·

안전성 모니터링

안전성 모니터링은 본 임상시험의 위험 수준에 의거하여 시험책임자가 Protocol Safety
Manager(PSM)의 역할을 담당하며, 임상시험 중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별 시험책임자가 임상
시험 계획서에 따라 해당 기관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안전성을 모니터 할 예정이다. 시험책
임자는 중대한 이상사례 및 약물이상반응의 발생시마다 해당 대상자의 자료 및 안전성 정보
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이상사례, 예상하지 못한 문제, 계획서 미준수가 발생할 경우 임상시
험계획서와 각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규정, 그리고 GCP 및 관련 규
정에 따라 의뢰자(CRO 포함) 및 IRB 에 보고를 진행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서 9.11 항 ‘임
상시험 조기 종료 또는 중지’ 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역원성 및 안전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의뢰자에 시기적절하게 보고하고, 의뢰자는 의뢰자
SOP 에 따라 임상시험 지속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

본 임상시험의 자료 검토를 위해 의뢰자는 본 임상시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3 명 이상의
DSMB 위원과 1 명의 행정 간사로 이루어진 ‘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Data Safety
Monitoring Board, DSMB)’를 구성할 것이다. 상세한 절차 및 정보는 별도의 ‘자료 및 안전
성 모니터링 위원회(DSMB) 헌장'을 참고한다. 1 상 내의 용량증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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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용량에서 중용량, 중용량에서 고용량으로 증량 시에 각각 DSMB 를 개최한다. 저용량군
및 중용량군 마지막 대상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 방문이 완료된 후, ‘임상
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간 수집된 예측된(Solicited)/예측되지 않은(Unsolicited) 이상사례’
를 분석, 확인 및 평가하여 용량증량 여부에 대한 권고 의견을 확인한다. 단, 임상시험용의
약품 접종 후 7 일까지 일시 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DSMB 를 개최하지 않는다. 또한 1 상 임상시험의 마지막 시험대상자의 2 차 접종 후 4 주
방문이 완료되면, 1 상 전체 대상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4 주간 수집된 예측된
(Solicited)/예측되지 않은(Unsolicited)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
까지의 면역원성 자료’를 분석,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하여 DSMB 를 개최하여 2 상 임상시험
진행 여부 및 선택용량에 대한 권고 의견을 확인한다. 그 외 1 상 및 2 상 임상시험 진행 중
‘임상시험 일시 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DSMB 를 개최하여 안전
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임상시험 여부를 평가한다. 2 상 임상시험에서 위약군은 DSMB 검
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9)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보고 및 조치

임상시험 기간 중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 SUSAR)이 발생한 경우 의뢰자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험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민원
인 안내서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을 참조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처음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전화, 팩스, 문서를 통해 가능한 빨
리 보고하고, 약물이상반응 보고서에 따른 정보가 모두 보고되지 않은 경우 최초로 해당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상세한 보고서를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의 모든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보고한다.
임상시험 중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 발생 시 시험책임자 및 담당
자는 대상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상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의뢰자는 보고한 약물이상반응의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종결(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사라지거나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한
다)될 때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복수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는 의뢰자는 시험책임자를 통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조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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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여성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기간 중의 임신은 이상사례로 간주하지 않으며, 합병증이 없는
선택적 유산(치료적 유산은 해당하지 않음) 또는 건강한 신생아의 정상 출산을 위한 입원
또한 이상사례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상시험 기간 동안 여성 대상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임상시험에서 중도탈락 하도록 하고, 시험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24 시간
이내에 임신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대상
자가 임상시험 참여를 중단하거나 임상시험을 종료하더라도 이후 임산부와 태아의 경과에
대하여 출산 시까지 추적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남성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중 여성 파
트너 또는 배우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대상자의 임신한 파트너 또는 배우자로부터 임
신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임산부와 태아의 경과
에 대하여 출산 시까지 추적보고 한다. 시험자는 대상자의 임신한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서
면 동의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임신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산모의 심각한 합병증, 자연유산, 자궁 외 임신, 사산, 신생아 사망, 선천성
기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한 이상사례로 간주하고 시험자는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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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2)

3)

자료관리

증례기록서와 근거 문서

본 임상시험의 자료는 전자 증례기록서(e-CRF)를 사용하여 수집될 것이며, FDA 21 CFR
part 11 및/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전자 자료처리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다. 근
거문서를 근거로 한 증례기록서 상의 자료는 근거문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시험자는 증례기
록서에 입력된 모든 자료가 정확하고, 완결되며, 읽기 쉽고 시기 적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증례기록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때는 원래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e-CRF 를 사용하는 시험자 및/또는 지정된 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EDC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고유 계정을 할당받아야 한다. 시험자 및/또는 지정된 자가 임상시험에 더이
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시험자는 의뢰자(CRO 포함)에게 알려 그 사용자의 접근이 비활성
화되도록 한다. 또한 시험자는 e-CRF 내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명확성 및 적시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e-CRF 는 각 임상시험 대상자별로 작성되며, 시험자 및/또는 지정된 자는 수
집된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성해야 한다. e-CRF 내의 데이터는 근거문서와 일치하여
야 하며, 시험자는 해당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e-CRF 를 확인하고 전자 서명
한다. 모니터는 증례기록서와 근거문서를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험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수정을 요청할 것이다. 시험자 및/또는 지정된 자만 증례기록서와 근거문서
를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근거자료 열람

본 시험에 관련된 의뢰자, 모니터 및 점검자는 본 시험의 모니터링과 점검 및 진행사항 관
리를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시험자는 본 임상시험의 계약이 체결
됨으로써 임상시험 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수탁기관의 모니터 및 점검자가 대상자의 차트와
증례기록서 기록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열람하여 검토할 수도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밀로 보관되어야 하며, 기밀 보관을 위한 시설과 그 관리기준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자는 임상시험수탁기관과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장
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의뢰자, 규제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임상시험 관련 절차와 데이터의 확인을 위해 임상시험 대상자의 원본 의무 기록에 직접 접
근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임상시험 자료 보관

시험자는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기록들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개발 중단일 또는 품목허가일로부터 3 년간> 보존하
도록 한다.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이후에는 임상시험 관련 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야 하며, 시험자가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폐기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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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거나 의뢰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뢰자는 자료의 보관 필요성 및 보관기간에 대해 시
험자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더 이상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의뢰자는 이 사실을 시험책임자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및 출판

의뢰자는 모든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의 자료가 완전하게 분석되면, 보고서를 준비하여
임상시험의 결과를 시험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본 임상시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자료와
결과는 의뢰자가 소유하며 언제든지 본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시험자는 의
뢰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시험의 결과와 관련한 어떤 출판, 발표 또는 정보 공개도
수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시험담당자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정확하고
검증된 자료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험자는 필수적으로 출판 또는 발표 전에 작성된 모든
출판 초안 또는 발표 원고를 의뢰자에게 제공하여 논의해야 하며, 서면 승인 이전까지 발표
를 보류해야 한다.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시험자는 전체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모아진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자신이 속한 기관 또는 일부 기관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단, 전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와 의뢰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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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2)

3)

윤리적 고려 및 행정적 절차

임상시험계획서의 준수

시험자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준수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자에게 발생한 즉
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시험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위반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 및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시험자
가 시험계획서의 위반이 임상시험의 수행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변경에 대
한 의뢰자의합의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포함)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이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임상시험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임상시험의 승인을 얻거나 승인받은 임상시험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
단계별로 계획서 또는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 이전에 대상자를 임상시험에 참여시킬 수
없다. 시험자는 임상시험의 변경 부분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서면 승인 없이 시행되지
않도록 한다. 단, 대상자에게 명백한 즉각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험대상자의 동의 절차

시험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승인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험자는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및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시험자는 반드시 모든 임상시험 관련 절차를 시행하기에 앞서 대상자(또
는 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
아야 한다. 시험자는 서명된 동의서 원본을 시험자 파일에 보관하여야 하며, 서명된 동의서
사본 및 설명한 설명문은 대상자(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이
해 능력 혹은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동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
우, 대상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약사법 제 34 조의 2 제 3 항 제 3 호
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
자가 대리인이 된다.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 모두 글을 읽을 수 없는 경우, 참관인이
동의를 받는 모든 과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대상자와 그 대리인이 구두로 임상시험에의 참
여를 동의하고 가능하면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참관인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동의
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설명되고 이해되었음을 증명한다. 시험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가
변경이 된다면 모든 변경사항은 해당 양식이 사용되기 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행 중인 대상자(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에게도 재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이때 시험자는 고지 대상자, 고지 일시 및 고지 내용을 근거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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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시험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시험자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상시험을 실시하
여야 하며, 본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자들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임상시험계획서 등
에 대하여 숙지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각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면담 및 검사를 통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및 이상사례 발생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한다. 시험책임자는 의뢰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상사례, 시험진행, 상황,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며, 임상시험 의뢰자는 주기적으로 임상시험 진행 상황에 대하여 관리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등록 시 보호에 관한 대책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
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 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
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시험대상자(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
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 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
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제 27 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
용되어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시험대상자를 말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등록 시 시험자는 대상자가 충분한 동의 능력이 있는지, 추가 동의절차가 필요
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설명하며, 임상시험 참여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임상시
험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에 해당하면서 본 임상시험
에서 등록이 가능한 임상시험 실시기관, 시험자 또는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시험자의 학생
등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대상자 모집의 목적으로 시험자가 피고용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가능하다면 임상시험 모집이나 동의 과정은 피고용자의 상급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
어야 한다.
다) 피고용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그들의 고용
이나 직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알린다.
라) 피고용자가 부당한 영향이나 강제를 받지 않을 것이며, 피고용자의 사생활이 존중될 것
임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마) 임상시험 참여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피고용자의 상급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
해야 한다.
바) 가능하다면 임상시험의 진행은 다른 피고용자(상급자 또는 동료 등)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사) 의뢰자의 피고용자를 대상자로 모집하는 경우, 의뢰자에게 제공될 모든 자료는 요약 또
는 모든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피고용자의 신원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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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임상시험 종료 후 대상자 진료 및 치료기준

임상시험이 종료된 대상자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시험자의 지시에 따
라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임상시험의 참여로 인한 손상이 있는 대상
자로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에 따라 의뢰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손상의
지속여부에 따라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라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의해 생긴 이상사례 또는 발현된 이상사례의 교정처
치 과정에서 발생된 손상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손상에 대하여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에 따라 대상자에게 보상할 것이다.

점검 및 실태조사

및 모든 관련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의뢰자 또는 의뢰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본 임상시험에 대한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점검(Audit)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험자는 적절한 통보를 받은 이후 점검
이나 실태조사에 응해야 하며, 점검자 혹은 조사자가 모든 임상시험 관련 문서를 직접 열람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발견 사항 및 모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GCP

9)

임상시험 문서 및 대상자 기록의 비밀유지

모든 임상시험 결과와 문서는 기밀로 간주된다. 시험자, 임상시험수탁기관, 임상시험 의뢰자의
담당자는 임상시험 의뢰자의 서명 승인 없이는 임상시험 관련 정보들을 노출하여서는 안 된
다. 대상자의 이름, 의무기록번호 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시험책임자의 책임하에
접근이 제한되며 시건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증례기록
서 등 임상시험에 관련된 모든 서류에는 대상자의 이름이 아닌 대상자 식별코드로 기록하고
구분한다. 임상시험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대상자의 신원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것이다.

10)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모니터링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 보고된 임상시험 관련 자료와 근거문서의 대조를 통한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및 검증가능성의 확인, 그리고 승인된 계획서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 제 30 조 및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
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뢰자에서 지정한 모니터가 정기적인 임상시험실시기관 방문 및
전화를 통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임상시험 진행과정을 평가하고 임상시
험계획서 및 규정에 따른 시험자의 의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임상시험실시기관 방문 시
모니터는 대상자 기록 원본, 증례기록서, 약물 관리 기록,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보관을 확인
하여 임상시험 기록에서의 불일치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 시험자와 논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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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3상, 유효성)

본 표준안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표준안에 설정된 주요 평가 기준은
제품의 개발 수준, 국내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시 식약처와 협의하여야 함

임상시험계획서
만 19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백신 ‘제품명’의
안전성, 유효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다기관 제 3 상 임상시험
A phase III, randomized, double blind,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study to evaluate safety, efficacy, and immunogenicity of
a preventive COVID-19 vaccine ‘영문 제품명’ in
healthy adults aged 19 years and older

임 상 시 험 단 계 : 제3상
임상시험계획서 번호 :
임상시험계획서 버전 :
제품명 (코드명 )/성분명 :
적 응 증 ( 대 상 질 환 ) : 코로나 19
임상시험책임자 :
임상시험의뢰자 :
본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임상시험책임자 및 임상시험담당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보건당국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투여받는 사람에게 시험참가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
시험의뢰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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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정 이력
·

연번 버전

제 개정일

주요내용
제정

·

1

1.0

OOOO.OO.OO

2

2.0

OOOO.OO.OO

개정된 주요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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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방법 및 접종계획
1) 전반적인 시험의 방법
2) 병용약물
3) 병용금지약물
10. 시험 절차 및 평가
1) 방문일정
2) 평가변수
3) 유효성 평가방법
4) 안전성 평가방법
5) 면역원성 평가방법
6) 베이스라인 평가방법
11. 자료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사항
1) 분석군
2) 통계분석의 일반적 원칙
3) 유효성 분석
4) 안전성 분석
5) 면역원성 분석
6) 중간 분석
7) 시험대상자수 산출근거
12. 이상사례
1) 이상사례의 정의
2) 이상사례의 수집과 기록
3) 이상사례의 평가
4) 임상실험실 검사
5) 활력징후
6) 신체검진
7) 안전성 모니터링
8) 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
9)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보고 및 조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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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3. 자료관리
1) 증례기록서와 근거 문서
2) 근거자료 열람
3) 임상시험 자료 보관
4)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및 출판
14. 윤리적 고려 및 행정적 절차
1) 임상시험계획서의 준수
2) 임상시험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3) 시험대상자의 동의 절차
4) 시험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5)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등록 시 보호에 관한 대책
6) 임상시험 종료 후 대상자 진료 및 치료기준
7)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8) 점검 및 실태조사
9) 임상시험 문서 및 대상자 기록의 비밀유지
10)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모니터링
15. 임상시험 의뢰자의 정보, 시험책임자 성명 및 직책
16. 참고문헌
17. 별첨 목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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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어 및 용어 정의

약어

정의

ADE
AE
AESI
Ag
ALP
ALT
aPTT
AST
BUN
CI
DSMB
ELISA
ELISpot
FAS
FRNT
GCP
GMC
GMFR
GMT
HBV
hCG
HCV
HIV
ICS
IgG
IgM
IRB
MAAE
MedDRA
PPS
PRNT
S
SAE
SAS

Antibody-Dependent Enhancement
Adverse Event,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Antigen
Alkaline Phosphatase
Alanine aminotransferase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spartate aminotransferase
Blood Urea Nitrogen
Confidential Interval,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nzyme-Linked Immunosorbent Spot-forming assay
Full Analysis Set
Focus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
Good Clinical Practice
Geometric Mean Concentration,
Geometric Mean Fold Rise,
Geometric Mean Titer,
Hepatitis B Virus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epatitis C Viru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ntracellular Cytokine Staining
Immunoglobulin G
Immunoglobulin M
Institutional Review Board
Medically Attended Adverse Events,
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
Per-Protocol Set,
Plaque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
Spike
Serious Adverse Event,
Safety Analysis Set,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신뢰구간

기하평균농도
기하평균증가율
기하평균역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임상시험계획서 순응군
중대한 이상사례
안전성 분석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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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의

SBP
SRR
SOC
Solicited AE
Th1
Th2
Unsolicited AE
V
WBC

Systolic Blood Pressure
Seroresponse Rate,
System Organ Class

혈청반응률

예측된 이상사례

Type 1 Helper T Cell
Type 2 Helper T Cell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Visit, 방문

White Blood Cell (Leuk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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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임상시험 의뢰자
제품명(코드명)

㈜OOOO

성분명
OOOO
만 19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백신 ‘제품명’의 안전성,
유효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제 3 상 임상시험(A phase III, randomized, double blind,
임상시험 제목 다기관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study to evaluate safety, efficacy, and
OOOO

영문 제품명’

immunogenicity of a preventive COVID-19 vaccine ‘
healthy adults aged 19 years and older)

[1 차]

in

차 접종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 19 의 감염 예방에 대한 ‘제
품명’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제품명’의 접종 후 안전성을 평가한다.
[2 차]
2 차 접종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발생한 중증 코로나 19 의 감염 예방에 대
한 ‘제품명’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차 접종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 19 의 감염 예방에 대한 ‘제
시험목적 1품명
’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2 차 접종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 19 로 인한 입원률의 감소에
있어서 ‘제품명’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2 차 접종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 19 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에
있어서 ‘제품명’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탐색적]
‘제품명’‘의 접종 후 면역원성과 코로나 19 예방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한다.
코로나 19 감염자의코로나 19 바이러스유전자형을평가한다.
임상시험 책임자
임상시험
순번
임상시험 실시기관
성명 직급
소속
실시기관 및
1
OO 대학교 OOOO 병원
OOO
교수 감염내과
책임자
2
OO 대학교 OOOO 병원
OOO
교수 감염내과
·

2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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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용량 시험대상자수

V1 V2 V3 V4 V5 V6 V7 V8 V9
S 0 1 4 5 8 7
13
25

일 주 주 주 주 개월 개월 개월
╷ ╷ ╷ ╷ ╷ ╷ ╷ ╷

백신군 선택용량 OOOOO 명
위약군 - OOOOO 명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 ↑
면역원성 검사 ↑ ↑ ↑ ↑ ↑ ↑ ↑
본 임상시험은 만 19 세 이상의 코로나 19 감염 이력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품명’‘의 안전성, 유효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 3 상 임상시험이
다.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시험대상자가 자의로 서면 동의하면, 임상시험계획
서에 따라 필요한 검진을 시행하고,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약 OOOOO 명의
시험대상자는 백신군 또는 위약군에 1:1 의 비율로 무작위배정 되며, 층화 요인
연령: 만 65 세 미만/만 65 세 이상)에 따라 층화 한다. 무작위배정 된 대상자는
연구설계 (‘제품명
‘ OOμg’ 또는 위약을 28 일 간격으로 2 회 접종받으며, 2 차 접종 후 24
개월 시점까지 안전성, 유효성, 면역원성을 확인한다.
모든 시험대상자는 1 차 및 2 차 접종 전에 비인두 면봉 검체 채취 및 채혈을 받
게 된다. 또한 장기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 2 차 접종 후 2 년간 채혈을 받게 된
다. 코로나 19 에 대한 유효성은 1 차 접종 및 2 차 접종 후 RT-PCR 을 이용한
SARS-CoV-2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평가 받게 된다. 본 임상시험은 코로나 19
증례 수를 기반으로 하므로 중간 분석 시 사전에 정의한 유효성 기준을 만족할
경우 최종 유효성 분석 결과보고서는 그 시점에서의 가용 되는 결과를 토대로
작성될 수 있다.
시험대상자는 임상시험 기간 중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임상시험기관
을 방문하여 RT-PCR 을 이용한 SARS-CoV-2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비인두 면
봉 검체 채취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험대상자는 접종 후 7 일간 예측된 이상사
례 및 접종 후 28 일까지의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평가를 위해 일지카드(Diary
card)를 작성해야 하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위해 임상시험기관
을 방문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기간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일로부터 ○○개월
대상질환
코로나 19
임상시험 단계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다기관 제 3 상 임상시험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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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
용법 용량
시험대상자 수
·

선정기준

시험약 : ‘제품명’‘
위 약 : 0.9% 생리식염수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어깨세모근에 2 회 근육 주사하며, 1 차 접종 28 일 후 2
차 접종을 실시한다.
동의서 작성 당시 기준으로 만 19 세 이상의 성인 약 OOOOO 명이 등록될 것이다.
1) 본 임상시험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서면 동의한 만 19 세 이상 남녀
2) 임신 가능성이 있는 남녀 중 임상시험 기간(최종 접종 후 3 개월) 동안 의
학적으로 허용된 피임 방법†으로 피임하기에 동의하는 자
†호르몬성 피임법, 자궁 내 장치(IUD[Intrauterine device] 또는 IUS
[Intrauterine system]), 난관결찰, 이중 차단법(남성용 콘돔, 여성용 콘돔, 자궁
경부 캡, 피임용 격막, 피임용 스펀지와 같은 차단법의 복합적 사용), 살정자제
를 병용한 단일 차단법
3) 임상시험 참여기간동안 헌혈 및 수혈(전혈, 혈장성분, 혈소판성분, 혈소판혈
장성분 포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 자
1)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코로나 19 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
상기도 검체로 RT-PCR 시행 시 코로나 19 양성으로 확인되는 자(단, 기
침이나 가래의 증상이 있을 경우, 하기도 검체(가래)를 통한 RT-PCR
추가 시행하며, 모두 음성일 경우 등록 가능)이전에 코로나 19 진단을
받은 자
스크리닝 시 코로나 19 에 대한 항체(IgM 또는/그리고 IgG)가 양성인 자
2) 스크리닝 방문 시 시행한 임상실험실 검사 및 심전도, 흉부 X-ray 상 임
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인 자
3) 스크리닝 방문 시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HBV, HCV, HIV) 결과 양성인 자
4)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72 시간 이내에 38 도 이상의 급성 열성
질환이 있었거나, 관련한 다른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다른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
각 소실, 또는 미각 소실 등)이 있었던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심각한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질환으로 인하여 시험자에
의해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호흡기계 질환 :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활동성 결핵, 치료
중인 잠복 결핵 등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자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 울혈성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조절
되지 않는 고혈압, 심근염, 심낭염 등
①

②

제외기준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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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질환 : 뇌전증(Epilepsy), 발작증(Seizure)(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3 년 이내), 편두통, 뇌졸증, 뇌병증, 길랑-바레 증후군, 뇌척수
염, 횡단성 척수염 등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의 악성 종양 병력(단, 피부 기저
세포 및 편평세포 암(basal cell and squamous cell carcinoma)은 제외)
자가면역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건선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
면역결핍 질환
그 외 시험자에 의해 임상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된 간담도계, 신장,
내분비계, 비뇨기계, 근골격계 질환
6) 과거 SARS-CoV 또는 MERS-CoV 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
7)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하여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이 있
는자
8) 백신 접종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사례,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자
9) 혈소판 관련 질환 또는 출혈성 질환 병력이 있거나 이전에 근육주사나 정
맥천자 후 심각한 출혈이나 멍이 든 병력이 있는 자 혹은 항응고제를 투여
받고 있는 자(단,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저용량의 항응고제(예, 100mg/day
이하의 아스피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10) 임상시험용의약품의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에 전신성 두드러기 병력이
있는 자
11) 유전적 또는 특발성 혈관 신경성 부종의 병력이 있는 자
12)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을 받은 병력이 있는 자
13)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약물 남용 또는 알코올 남
용의 의심 혹은 병력이 있는 자
14) SARS-CoV, MERS-CoV 또는 SARS-CoV-2 백신 접종력이 있는 자
15) 임상시험용의약품의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
제를 사용하거나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자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 Azathioprine, Cyclosporine, Interferon,
③

④

⑤
⑥
⑦

①

G-CSF,

Tacrolimus,

Everolimus,

Sirolimus,

Cyclophosphamide,

등
전신적 스테로이드: Prednisolone 을 기준으로 10 mg/day 초과의 용량
을 연속적으로 14 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단, 스테로이드 외용
제, 비강 스프레이, 흡입제, 안약제는 사용 용량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16)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향정신병 의약품, 마약성
진통제를 의존적으로 투여한 이력이 있거나, 시험자의 판단에 따라 임상
6-Mercaptopurine, Methotrexate, Rapamycin, Leflunomide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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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정신적 질환자 혹은 사회적 상태일 경우
17) 임상시험 참여 전 28 일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또는 다른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적용 받은 자
18) 각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 4 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 받았거나, 접
종 계획이 있는 자
19)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3 개월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이나 혈액 유래
제제를 투여받은 자 또는 임상시험 기간 동안 투여 계획이 있는 자
20) 임부 또는 수유부
21) 기타 사유로 시험자가 본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1 차 유효성 평가변수]
1)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14 일 이후 코로나 19 첫 발생률
[2 차 유효성 평가변수]
1)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14 일 이후 코로나 19 첫 발생률
2)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14 일 이후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입원률
3)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14 일 이후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
증례 정의(Case definition)
다음의 코로나 19 증상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우 및
발열 또는 오한
기침
호흡 곤란 또는 호흡 장애
피로
코로나 19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
꺼움 또는 구토, 설사
비인두 면봉 검체 채취 후 중앙실험실에서 수행된 RT-PCR
코로나 19 진단검사에서 양성
다음의 코로나 19 증상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우 및
중증의 전신 질환을 나타내는 안정기 임상적 징후(호흡수
≥ 30 회/분, 심박수 ≥ 125 회/분, SpO ≤ 93%(해수면
중증
기준 실내 공기) 또는 PaO /FiO < 300mmHg)
코로나 19
호흡부전(고유량 산소, 비침습적 인공호흡 또는 기계호흡,
ECMO 가 필요한 상태로 정의)
쇼크의 증거(SBP < 90mmHg, DBP < 60mmHg, 또는
·

①
②
③

평가변수

④
⑤
⑥

·

·

①

2

2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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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관수축제 필요)
상당한 급성 신장 또는 간, 신경학적 기능장애
중환자병동 입원 사망
비인두 면봉 검체 채취 후 중앙실험실에서 수행된 RT-PCR
코로나 19 진단검사에서 양성
④
⑤

·

[탐색적

유효성 평가변수]
1) 제품명’의 접종 후 면역원성과 코로나 19 예방과의 상관관계
2) 코로나 19 감염자의코로나 19 바이러스유전자형
[안전성 평가변수]
1)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및 2 차 접종 후 7 일까지 발생한 예측된 이상사례
국소적 이상사례 : 통증, 압통, 홍반/발적, 경결/부종, 가려움증
전신적 이상사례 : 발열, 피로/권태, 오한/떨림, 두통, 근육통, 관절통, 설사,
구토, 복통, 점막피부 반응/발진, 두드러기, 현기증, 기침, 호흡곤란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및 2 차 접종 후 28 일까지 발생한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2 년까지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2 년까지 발생한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2 년까지 발생한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2) 임상실험실 검사(혈액학적/혈액화학적 검사, 소변검사)
3) 활력징후
4) 신체검진
[면역원성 평가변수]
1)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서 wildtype virus 를 이용한 OOO(예, FRNT) 시험법으로
측정된 중화항체에 대한 SRR, GMT, GMFR
2)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서 OOO(예, ELISA) 시험법으로 측정된 결합항체에 대한
①
·
·

②

③
④
⑤

SRR, GMC, GMFR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서 OOO(예, IFN-γ ELISpot) 시험법으로 분석한 T 세포반응
4)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서 ICS 시험법으로 분석한 Th1/Th2 비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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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R :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대비 접종 후 역가가 4 배 이상 증가된
시험대상자의 분율.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역가가 정량한계 미만이면,
그 역가는 정량한계에 해당하는 역가의 절반으로 정의함
[시험대상자수 산출근거]
일차 목적인 2 차 접종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 19 의 감염 예방
에 대한 ‘제품명’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본 크기 산출을 위해 다음의
가정이 사용되었다. 전반적인 제 1 종 오류는 2.5%이다(단측 알파 = 0.025). 표
본 크기는 코로나 19 발생률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례 수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VE 를 입증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다 : Ho
: VE ≤ 30% 대 Ha : VE > 30%. 단측 정확 이항 검정(근거논문, 단일 비율
정확 검정, 단측 알파 = 0.025)을 사용할 때, 위험비에서 50%를 감소(유효성
50%)라는 가정 하에 유의한 유효성(95% 신뢰한계 하한 30% 초과)을 입증하는
데 최소 90%의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OOOO 례의 코로나 19 증례
가 필요하다. 6 개월간 위약군에서 코로나 19 의 발병률을 약 OO%로 가정하고
시험대상자의 약 OO%가 일차 유효성 분석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가정하였
을 때 예상 증례 수를 달성하려면 OOOO 명의 시험대상자수가 필요하다.
[통계분석의 일반적 원칙]
SAP 는 첫 번째 시험대상자의 첫 번째 방문 전에 완료될 것이며 본 임상시
통계분석방법 험계획서에의 통계분석보다 기술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포함할 것이다. 임상
시험계획서에서는 일차 및 주요 이차 평가변수를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평
가변수에 대해 계획된 통계분석의 요약이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백분율
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95% CI 를 제시한다. 범주형 결과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및 피셔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이 사
용될 것이다. 어떤 시점에서 결측치가 발생되거나 임상시험이 종료되기 전
에 시험대상자가 탈락하면 원자료를 그대로 분석하고 누락되는 측정치는 대
체하지 않는다.
[분석군]
SAS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소 1 회 이상 접종 받은 시험대상자이다. FAS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소 1 회 이상 접종 받고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후에 면역원성 결과가 있는 시험대상자이다. PPS-1 은 FAS 중 V6 까지 중대
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이 없는 시험대상자이며, PPS-2 는 FAS 중 V9 까지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이 없는 시험대상자이다.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에는 중대한 선정/제외기준 위반, 병용금기 약물 투여, 순응도 위반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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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분석]
주분석군은 PPS-1 이며, PPS-2 및 FAS 에 대해서도 민감도를 분석한다. 잠재
적인 SARS-CoV-2 감염은 비인두 면봉 검체에 대한 RT-PCR 분석으로 평가
한다. 일차 및 이차 유효성 결과와 연관 있는 증례를 식별할 것이며 여러
증례가 동일 시험대상자에서 관찰되는 경우에는 모든 일차/이차 평가변수에
대한 일차 분석에서 첫 번째 증례만 고려된다.
[안전성 분석]
주분석군은 SAS 이다. 이상사례의 발생율 및 발생건수를 제시하고, 전체 대
상자의 이상사례 발현율에 대한 95% CI 를 제시한다. 발현한 이상사례에 대
하여 접종군 별로 발현된 이상사례의 종류를 중증도, 인과관계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빈도 및 발현율, 발생 건수를 산출한다. 실험실적 검사는
항목별 및 방문 시점별로 측정값 및 기저치 대비 접종 후 변화량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로 제시하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비율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활력징후, 신체검사 등 안전성 관련 변수는 항목
별 및 방문 시점별로 측정값 및 기저치 대비 접종 후 변화량(신장 제외)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로 제시하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비율로 제시한다.
[면역원성 분석]
주분석군은 PPS-1 이며, PPS-2 및 FAS 에 대해서도 민감도를 분석한다. 결합
항체가 및 중화항체가에 대한 SRR, GMT, GMC, GMFR 및 95% CI 를 제시
한다. IFN-γ ELISpot 및 ICS 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시
험대상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앙값, 최소값) 및 95% CI 를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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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진행 및 평가 일정표
방문유형
스크리닝 기관방문 전화방문 기관방문 전화방문 기관방문 기관방문 기관방문 기관방문 전화방문 비정기적 코로나 19
V1
V2
V3
V4
V5
V6
V7
V8
V9
방문일
매월 기관방문 증례평가
-7~-1 일
0일
7 2 일 28 2 일 35 2 일 56 2 일 28 2 주 52 2 주 100 2 주
시험대상자 동의
○
인구학적 기초 정보
○
병력/수술력 조사
○
선행 및 병용약물 확인
○
○
○
○
○
○
○
○
○
활력징후
○
○
○
○
신체검진
○
○
○
○
○
○
체중, 신장 측정
○
흉부 X-선 검사
○
심전도 검사(ECG)
○
코로나 19 진단 검사
○
임상실험실 검사
○
○
○
임신반응검사
○
○
○
선정/제외기준 확인
○
○
배정
○
코로나 19 의 능동적 감시
○
○
○
○
○
○
○
○
○
○
○
비인두 면봉 검체 채취
○
면역원성검사
○
○
○
○
○
○
○
이상사례
○
○
○
○
○
○
○
○
○
○
○

11)

±

±

±

±

±

±

±

9)

9)

9)

10)

10)

10)

1)

2)

2)

3)

4)

5)

6)

7)

220/350

10)

10)

10)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시험대상자 일지 배부
시험대상자 일지 회수

9)

○
○

○
○
○

○

혈압, 맥박, 호흡수 및 고막 체온을 측정한다. 가능한 계획된 검사 실시 이전에 실시하며, 5 분간 안정을 취한 후 앉은 자세로 측정하도록 한다
흉부 X-ray 는 후전방(Posterior-Anterior, PA) 검사를 실시한다. 시험자 판단에 따라 스크리닝 기간 동안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상기도 검체(비인두 면봉 검체 채취)로 RT-PCR 검사(단, 기침이나 가래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하기도 검체(가래)를 통한 RT-PCR 추가 시행) 및 코로나
19 에 대한 항체 검사(IgM 및 IgG 에 대한 양성 여부 확인)를 모두 실시하여 확인한다.
4) 임상실험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스크리닝 검사의 경우, 스크리닝 방문을 기준으로 4 주 이내 실시한 검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험자 판단
에 따라 스크리닝 기간 동안 1 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바이러스 검사와 혈액응고 검사는 방문 1 에서만 시행한다. 일정표에 따른 평가 외
에 시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
혈액학적 검사 :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s count, WBC, WBC Differential count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eosinophil, basophil)
혈액화학적 검사 : BUN, Creatinine, Total bilirubin, ALP, ALT, AST, calcium, phosphorus, sodium, potassium
소변 검사 : Protein (Albumin), Glucose, Bilirubin, Ketone, Blood (RBC)
혈액응고검사 : PT, aPTT(방문 1 에서만 시행)
바이러스 검사 : HBV, HCV, HIV(방문 1 에서만 시행)
5) 가임기 여성에 한하여 소변 검체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 소변(Urine) 검체에서의 임신 반응이 ‘양성’일 경우, 혈청(Serum) hCG 반응 검사를 통하여
임신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임신반응 검사 시행이 계획되지 않은 방문에서 필요 시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의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중도 탈락된다.
6) 면역원성 분석을 위한 혈액 채취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면역원성 검사는 중앙 실험실(Central Laboratory)에서 일괄 실시한다.
각 면역원성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wildtype virus 를 이용한 OOO(예, FRNT) 시험법으로 측정된 중화항체가
OOO(예, ELISA) 시험법으로 측정된 결합항체가
OOO(예, IFN-γ ELISpot) 시험법으로 분석한 T 세포반응
ICS 시험법으로 분석한 Th1/Th2 비율
7)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적어도 30 분 이상 관찰하여 즉각적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관련) 발현을 관찰한다. 만 75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임상시험용의
1)
2)
3)

·
·
·
·
·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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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접종 후 적어도 2 시간까지 즉각적 이상사례를 관찰한다.
8) 시험대상자 일지는 아래의 기준으로 작성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일 ~ 접종 후 7 일(V2~V3, V4~V5) : 예측된 및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 ~ 접종 후 28 일(V3~V4, V5~V6) :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9)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와 관련하여 투여된 병용약물을 조사한다.
10) SAE, MAAE, AESI 의 발현 여부를 조사한다. Enhanced disease 의심 이상사례가 발현된 경우 시험자는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DSMB 를 개최하여
Enhanced disease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11) 시험대상자는 코로나 19 의 임상적 증례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즉시 기관을 방문하여 RT-PCR 코로나 19 진단을 위한 비인두 면봉 검체 채취하도록 교육받
는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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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론

1)

배경

2)

이론적 근거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분류, 상동성, 유전적 및 구조적 특성 등)
☞ 코로나 19 의 감염원리, 임상적 증상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역학 정보 : 감염률, 입원률, 사망률 등
☞ 국내외 코로나 19 백신 개발 현황
☞ 개발하는 백신 제품에 대한 이론적 근거
플랫폼의 특징(장점 등)
표적 항원(예, SARS-CoV-2 Receptor binding domain) 선정 사유
접종방법, 전달체의 특징(예, DNA 백신에서 전달장치, RNA 백신에서 LNP)
☞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임상시험 모집단에 대한 근거
안전성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근거
눈가림에 대한 이론적 근거
위약(혹은 활성대조약) 사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 등
☞ 개발하는 백신의 전체 임상개발전략(CDP)의 개요(1 상~3 상)
·
·
·

·
·
·
·

3)

유익성 위험성 평가

4)

용량 설정 근거

·

☞ 위험평가 : 동일 혹은 유사 플랫품의 동일 혹은 다른 백신에서 비임상 및/또는 임상
시험 결과 등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잠재적 위해성 평가
☞ 유익성평가 : 대상 질환의 예방에 대한 시급성(예, Unmet Medical Needs) 등
☞ 전반적인 유익성/위험성에 대한 결론 : 본 임상시험에서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제시, 위험성 및 유익성 평가를 종합하여 잠재적 위험성 대
비 유익성이 높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결론 제시
☞ 초기 임상시험(1 상, 2 상)에서 확인된 면역원성 및 안전성 자료를 토대로 시험약의
용량설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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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의 목적

1) 1 차
·

·

차 접종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 19 의 감염 예방에 대한 제품명’의 유효성
을 평가한다.
제품명’의 접종 후 안전성을 평가한다.
2

2) 2 차
·

·

·

·

3)

목적
목적

차 접종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발생한 중증 코로나 19 의 감염 예방에 대한 제품명’의 유
효성을 평가한다.
1 차 접종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 19 의 감염 예방에 대한 제품명’의 유효성
을 평가한다.
2 차 접종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 19 로 인한 입원률의 감소에 있어서 제품
명’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2 차 접종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 19 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에 있어서 제품
명’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2

탐색적 목적
·
·
·

제품명’의 접종 후 면역원성과 코로나 19 예방과의 상관관계를 평가한다.

코로나 19 감염자의가정이나다른집단내에서바이러스전파양상을평가한다.
코로나 19 감염자의코로나 19 바이러스유전자형을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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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시험모집단
시험대상자수

코로나 19 감염 이력이 없는 19 세 이상의 성인 남녀 약 OOOO 명이 백신군 및 위약군에
1:1 로 무작위 배정될 것이다.
구분
백신군
위약군
계
시험대상자수
OOOO 명
OOOO 명
OOOO 명

선정기준

본 임상시험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서면 동의한 만 19 세 이상 남녀
(2) 임신 가능성이 있는 남녀 중 임상시험 기간(최종 접종 후 3 개월) 동안 의학적으로 허용된
피임 방법†으로 피임하기에 동의하는 자
†호르몬성 피임법, 자궁 내 장치(IUD[Intrauterine device] 또는 IUS[Intrauterine system]), 난관
결찰, 이중 차단법(남성용 콘돔, 여성용 콘돔, 자궁경부 캡, 피임용 격막, 피임용 스펀지와 같
은 차단법의 복합적 사용), 살정자제를 병용한 단일 차단법
(3) 임상시험 참여기간동안 헌혈 및 수혈(전혈, 혈장성분, 혈소판성분, 혈소판혈장성분 포함)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 자
(1)

3)

제외기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코로나 19 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
상기도 검체로 RT-PCR 시행 시 코로나 19 양성으로 확인되는 자(단, 기침이나 가래의
증상이 있을 경우, 하기도 검체(가래)를 통한 RT-PCR 추가 시행하며, 모두 음성일 경우
등록 가능)
이전에 코로나 19 진단을 받은 자
스크리닝 시 코로나 19 에 대한 항체(IgM 또는/그리고 IgG)가 양성인 자
(2) 스크리닝 방문 시 시행한 임상실험실 검사 및 심전도, 흉부 X-ray 상 임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인 자
(3) 스크리닝 방문 시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HBV, HCV, HIV) 결과 양성인 자
(4)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72 시간 이내에 38 도 이상의 급성 열성 질환이 있었거
나, 관련한 다른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다른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증상(기
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소실, 또는 미각 소실 등)이 있었던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심각한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질환으로 인하여 시험자에 의해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호흡기계 질환 :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활동성 결핵, 치료중인 잠복 결핵
(1)

①

②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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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자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 울혈성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조절되지 않는 고혈
압, 심근염, 심낭염 등
신경계 질환 : 뇌전증(Epilepsy), 발작증(Seizure)(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3 년
이내), 편두통, 뇌졸증, 뇌병증, 길랑-바레 증후군, 뇌척수염, 횡단성 척수염 등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의 악성 종양 병력(단, 피부 기저 세포 및 편평세포
암(basal cell and squamous cell carcinoma)은 제외)
자가면역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건선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
면역결핍 질환
그 외 시험자에 의해 임상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된 간담도계, 신장, 내분비계, 비뇨기
계, 근골격계 질환
(6) 과거 SARS-CoV 또는 MERS-CoV 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
(7)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하여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자
(8) 백신 접종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사례,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자
(9) 혈소판 관련 질환 또는 출혈성 질환 병력이 있거나 이전에 근육주사나 정맥천자 후 심각
한 출혈이나 멍이 든 병력이 있는 자 혹은 항응고제를 투여 받고 있는 자(단,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저용량의 항응고제(예, 100mg/day 이하의 아스피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10) 임상시험용의약품의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에 전신성 두드러기 병력이 있는 자
(11) 유전적 또는 특발성 혈관 신경성 부종의 병력이 있는 자
(12)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을 받은 병력이 있는 자
(13)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약물 남용 또는 알코올 남용의 의심 혹
은 병력이 있는 자
(14) SARS-CoV, MERS-CoV 또는 SARS-CoV-2 백신 접종력이 있는 자
(15) 임상시험용의약품의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를 사용하거
나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자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 Azathioprine, Cyclosporine, Interferon, G-CSF, Tacrolimus,
②

③

④

⑤
⑥
⑦

①

Everolimus, Sirolimus, Cyclophosphamide, 6-Mercaptopurine, Methotrexate, Rapamycin,

등
전신적 스테로이드: Prednisolone 을 기준으로 10 mg/day 초과의 용량을 연속적으로 14
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단, 스테로이드 외용제, 비강 스프레이, 흡입제, 안약제는
사용 용량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16)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향정신병 의약품, 마약성 진통제를 의존
적으로 투여한 이력이 있거나, 시험자의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정신적 질환자 혹은 사회적 상태일 경우
Leflunomide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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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참여 전 28 일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또는 다른 임상시험용 의
료기기를 적용 받은 자
(18) 각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 4 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 받았거나, 접종 계획이 있는 자
(19)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3 개월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이나 혈액 유래 제제를 투여받은
자 또는 임상시험 기간 동안 투여 계획이 있는 자
(20) 임부 또는 수유부
(21) 기타 사유로 시험자가 본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17)

4) 2 차

접종 금기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을 받을 수 없으
며, 시험자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임상시험 종료 시점까지 안전성 및 면
역원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시험자에 의해 2 차 접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2)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태로 인하여 시험자에 의해 2 차 접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또는 예측되지 않은 전신적 과민반응이
발생한 경우
(4) 임상시험용의약품과 연관된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현된 경우
(5) 임신

5)

중도탈락기준

배정 또는 무작위배정 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 임상시험 전 기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는 탈락으로 분류된다. 대상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시험을 중단하거나, 안
전, 행위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시험자 혹은 의뢰자의 재량에 의해 언제든지 중도탈락 할
수 있다. 시험자는 중도탈락 사유에 관하여 질문하고, 마지막 방문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
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결되지 않은 이상사례에 관하여 대상자를 추적 관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임상시험을 중단 요청하거나 시험자와 의뢰자간 논의에 따라 중
지 및 탈락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나 대상자의 대리인이 임상시험 참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2) 임상시험 진행 중 선정/제외기준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3) 시험약 접종에 대한 개별 시험대상자의 잠재적인 반응 및 이상사례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시
험자가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내약 불가능한 독성이 나타난
경우(아래와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
시험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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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약과 관련된 Grade 4 이상의 이상사례
시험약과 관련된 아나필락시스
(4)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시험자
및/또는 의뢰자가 판단하는 의학적 상태
(5) 시험대상자가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6) 시험대상자의 추적이 안 되는 경우
(7)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 진행 중 임신하는 경우
(8) 기타 의뢰자 또는 시험자의 판단에 의해 임상시험의 진행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중지 및 탈락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원인과 중지 및 탈락 일자가 증례기록서와 대상
자 의무 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시험대상자의 중도탈락의 사유가 이상사례 때문인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추적 조사되어야 하며, 이상사례일 경우 그 결과는 이상사례을 포함
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및 보고 방법에 따라서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시험대상자
에게 시험약 접종에서 기인한 수용 불가능한 독성이 발생하는 경우, 접종은 중단되고 해당
기관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조 치료를 받게 된다. 어떠한 사유로 본 임상시험을 중단
한 경우 임상시험계획서 대로 시험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접종한 모든
대상자는 가능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위해 종료방문(V9)에 예정된 모든 검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도탈락한 대상자는 임상시험 재참여가 불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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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3)

시험 설계 내용
시험기간

임상시험 기간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OO 개월이나 시
험대상자의 등록 속도 및 등록된 시험대상자의 치료 기간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배정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시험대상자는 백신군과 위약군에 1:1 의 비율로 무작위배정하고, 층
화 요인(연령 : 만 65 세 미만/만 65 세 이상)에 따라 층화한다. 무작위배정 관리자는 Block
크기를 접종군 수의 배수 중 임의로 설정하여 SAS(version 9.4 이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
위배정표를 생성한다. 무작위배정 관리자는 임상시험 시작 전에 무작위배정 코드를 임상시
험 의뢰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포장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포장
시 임상시험용의약품 라벨을 부착한 후,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약사에 임상시험용의
약품을 인계한다. 쌍방향 웹반응시스템(Interactive Web Response System, IWRS)을 이용하
여 무작위배정 한다. 서면 동의가 이루어진 순서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번호 2 자리]-S[일련번호 3 자리]로 구성된 스크리닝 번호를 부여받는다. 이후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만족하
는 대상자는 연령을 층화로 하는 중앙 무작위배정 계획에 따라 무작위배정이 되어, 시험자
가 대상자의 등록을 결정한 순서대로 [임상시험실시기관번호 2 자리]-R-[층화코드* 1 자리]
[일련번호 3 자리]로 구성된 고유한 무작위배정 번호를 부여받는다(*층화코드 : ‘Y’(만 65 세
미만), ‘O’(만 65 세 이상).

눈가림의 유지 및 해제

임상시험 기관 소속의 비눈가림 담당자(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접종 준비 담당자, 임상시험용
의약품 접종 담당자, 관리약사)를 두어 눈가림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비눈가림 담당
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정된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기관의 임상
시험용의약품 수량, 불출 등의 확인은 별도의 비눈가림 모니터요원이 담당한다. 비눈가림 담
당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약국 모니터링과 제조 및 투여 관련 모니터링 등 해당 업무만
을 수행해야 하며, 독립적 업무 수행에 대한 문서를 남긴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접종 준비
및 접종을 담당하는 비눈가림 담당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시 시험대상자가 없는 곳에
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준비를 하며, 시험대상자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시에 시험대상자
의 고개를 돌려 눈가림 상태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각 군 별로 고유 코드의
할당 내역은 임상시험 종료 후 데이터 잠금 및 중앙실험실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각 대상자
의 투여군 배정에 대하여 눈가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임상시험 도중 중대한 이상사
례 또는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의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코드 열람이 필요
한 경우나 의뢰자가 대상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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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상자의 고유 코드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다. 눈가림을 해제하는 것은 사례별
로 고려되어야 하며, 심각한 의학적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눈가
림은 투여군에 대한 정보가 대상자 치료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해제되어야 한다. 시험책
임자 또는 의뢰자가 눈가림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뢰자 또는 시험책임
자에게 연락을 통해 눈가림 해제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눈가림을 해제한다. 이 경우 눈가
림 해제에 대한 기록을 남겨 문서로서 보관한다. 무작위배정 코드가 해제된 대상자는 임상
시험을 지속할 수 없다.

☞ 코로나 19 백신 국가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시험대상자의 윤리적 측면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눈가림 해제 필요하다. 그러나 눈가림 해제로 인해 발생 되
는 수집 데이터(특히, 장기 면역원성 및 장기 안전성 데이터)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시험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할 수 있다.
- 최대한 눈가림을 유지하되 최소 면역원성 및 안전성 결과가 수집되는 마지막 접
종 후 4 주 시점까지는 눈가림 유지
- 희망하는 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개별적 눈가림 해제
- 면역원성 분석 시험자는 눈가림은 유지
- 눈가림이 해제되더라도 중도탈락 시키지 말고 임상시험 일정에 따라 최대한 안전
성, 유효성, 면역원성 데이터 수집
- 눈가림 해제 이후 자료는 기존 결과와 분리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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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시험종료 및 조기중단 기준
의뢰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자 또는 의뢰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GCP, 임상시험 계획서, 계
약사항 및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의뢰자
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뢰자는 임상시험
전체 또는 특정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의 임상시험 조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체 또는 특정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목표한 수의 대상자 등록에 실패한 경우
임상시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역원성/안전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시험자에 의한 GCP, 임상시험 계획서, 계약사항 및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위반 정도가 임상시험 지속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임상시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행정적 이유
임상시험이 조기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 의뢰자는 시험책임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
당 사실과 사유를 신속히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다른 임상
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에게도 해당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시험자

의뢰자가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하거나 중지시켰을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 사실을 임상시험심
사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조기 종료 및 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
자에게도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와 추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책
임자가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 사실을 의뢰자에
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결정된 사항 및 그 사유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조기
종료 및 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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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정보 및 관리

8.
1)

(1)
·
·
·
·
·

표시 및 포장
시험약

제 품 의 코 드 명 : 시험약 코드명 기재. 용량군 별 코드명이 상이할 경우 각각 기재
성 상 및 제 형 : 육안으로 확인되는 시험약의 성상 및 제형 기재
저 장 방 법 : 시험약의 저장 조건(차광 유/무, 온도 등) 기재
사 용 기 간 : 시험약의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년/월) 기재
원료의약품및그분량 : 시험약의 성분 및 함량 기재
<바이알 또는 프리필드시린지> 당
배합목적
성분
단위
함량

주성분 또는 첨가제> <주성분 또는 첨가제의 성분명> <용량단위>
<주성분 또는 첨가제>
<주성분 또는 첨가제의 성분명>
<용량단위>
<주성분 또는 첨가제>
<주성분 또는 첨가제의 성분명>
<용량단위>
(2) 위약
제 품 의 코 드 명 : 위약의 코드명 또는 제품명(성분명) 기재
성 상 및 제 형 : 육안으로 확인되는 위약의 성상 및 제형 기재
저 장 방 법 : 위약의 저장 조건(차광 유/무, 온도 등) 기재
사 용 기 간 : 위약의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년/월) 기재
원료의약품및그분량 : 위약의 성분 및 함량 기재
<

용량>
<용량>
<용량>
<

·
·
·
·
·

배합목적

첨가제>
<첨가제>
<첨가제>
<

바이알 또는 프리필드시린지> 당
성분

<

첨가제의 성분명>
<첨가제의 성분명>
<첨가제의 성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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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용량단위>
<용량단위>
<용량단위>
<

함량

용량>
<용량>
<용량>
<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의뢰자가 제조 또는 구매한 후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약사에게 공급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라벨의 기재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1. 임
상시험용의약품 제조"에 따르며,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예: "임상시험용")
임상시험용의약품 명칭 또는 식별표시
배치번호 또는 코드번호
의뢰자(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유효)기한
보관조건
임상시험을 식별할 수 있는 참조 코드
필요 시 대상자 식별 번호(Subject identification No.), 임상약 번호(Treatment No.),
방문 번호(Visit No.), 시험자 성명, 사용방법
단, 1 차 포장 용기가 작아 상기 항목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1 에 따라 1 차 포장용 라벨 상에 최소 기재 사항(임상시험용/임상
약 명칭 또는 식별번호/배치번호 또는 코드번호/의뢰자명/참조코드/임상약 번호/사용기한)
만을 표시하며, 2 차 포장부터 전체 항목을 표시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3)

접종경로 및 접종방법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어깨 세모근에 2 회 근육 주사하며, 1 차 접종 28 일 후 2 차 접종을 실
시한다. 시험대상자의 눈가림은 유지되어야 하며, 각 시험대상자별 투여 상세사항은 기록되
어야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은 IP Manual 에 따라 준비하여 시험대상자에게 접종한다. 접
종 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성상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접종하지 않는다.

보관조건, 수불관리, 회수 및 폐기

임상시험용의약품은 보관조건에서 보관하며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시(처방) 없이는 사
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을 시험책임자와 협의하여 직접 관리약
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인수증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약사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등
이 임상시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약사는 임상시험
용의약품의 인수, 재고 관리,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사항을 기록하며 해당 사항을
주기적으로 시험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뢰자는 임상시험 실시 중 임상시험용의약품 등
의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임상시험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뢰자는 임상시험의 중지 및 종료 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 만료 등이 발생한 경우 미사용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이 때 관리약사는 미사용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의뢰자에게 반납하고 그 반납증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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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진행 중에 대상자에게 불출되어 사용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용기
(<바이알 또는 시린지>)는 각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규정 및 의뢰자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각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즉시 자체 폐기하도록 하며, 폐기 시에
는 관련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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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2)

시험의 방법 및 접종계획
전반적인 시험의 방법

본 임상시험은 만 19 세 이상의 코로나 19 감염 이력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제품명’‘의 안
전성, 유효성 및 면역원성을 확인하기 위한 제 3 상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에 참여할 것을 시
험대상자가 자의로 서면 동의하면,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검진을 시행하고, 선정/제
외기준에 적합한 약 OOO 명의 시험대상자는 백신군 또는 위약군에 1:1 의 비율로 무작위배
정 되며, 층화 요인(연령: 만 65 세 미만/만 65 세 이상)에 따라 층화 한다. 무작위배정 된 대
상자는 ‘제품명‘ OOμg’ 또는 위약을 28 일 간격으로 2 회 접종 받으며, 2 차 접종 후 12 개월
시점까지 안전성, 유효성, 면역원성을 확인한다. 모든 시험대상자는 1 차 및 2 차 접종 전에
채혈을 받게 된다. 또한 장기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 2 차 접종 후 2 년간 채혈을 받게 된다.
코로나 19 에 대한 유효성은 1 차 접종 및 2 차 접종 후 RT-PCR 을 이용한 SARS-CoV-2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평가 받게 된다. 본 임상시험은 코로나 19 증례 수를 기반으로 하므로 중간
분석 시 사전에 정의한 유효성 기준을 만족할 경우 최종 유효성 분석 결과보고서는 그 시점
에서의 가용 되는 결과를 토대로 작성될 수 있다. 시험대상자는 임상시험 기간 중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임상시험기관을 방문하여 RT-PCR 을 이용한 SARS-CoV-2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비인두 면봉 검체 채취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험대상자는 접종 후 7 일간 예측
된 이상사례 및 28 일간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평가를 위해 일지카드(Diary card)를 작성해
야 하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위해 임상시험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IP
용량 시험대상자수 V1 V2 V3 V4 V5 V6 V7 V8 V9
S 0일 1주 4주 5주 8주 7개월 13개월 25개월
╷ ╷ ╷ ╷ ╷ ╷ ╷ ╷ ╷
백신군 선택용량 OOO 명
위약군 OOO 명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
↑
면역원성 검사
↑
↑ ↑ ↑ ↑ ↑ ↑

병용약물

임상시험 기간동안 타 질환 또는 이상사례의 치료, 검진 등을 목적으로 병용투여 되는 약물
에 대한 정보(제품명, 투여 목적, 투여 용량 및 단위, 투여 기간[투여 시작일, 투여 종료일],
투여 경로 등)를 증례기록서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추적관찰 기간(V7, V8, V9)동안에는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와 관련하여 투여된
약물만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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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용금지약물

다음에 열거하는 약물은 주연구 임상시험기간(V1~V6) 동안 병용투여를 금지한다.
(1)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 4 주 이내에 접종되는 백신
(2) 면역억제제(Immunosuppressant) 또는 면역조절제(Immune modifying drug)

(3) Azathioprine, Cyclosporine, Interferon, G-CSF, Tacrolimus, Everolimus, Sirolimus,

등
(4) 만성적 스테로이드: Prednisolone 을 기준으로 10mg/day 초과의 용량을 연속적으로 14
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단, 스테로이드 외용제, 비강 스프레이, 흡입제, 안약제는
사용 용량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5) 혈액 또는 혈액 유래 제제(면역 글로불린 포함)
다음에 열거하는 약물은 전체 임상시험기간(V1~V8) 동안 병용투여를 금지한다.
(1)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2)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
그 외 임상시험의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질환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목적으로 일과성 투여되는 병용약물은 시험자의 판단 하에 허용한다.
Cyclophosphamide, 6-Mercaptopurine, Methotrexate, Rapamycin, Lefluno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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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시험 절차 및 방법

방문일정

(1) V1(기관방문,

스크리닝, -7~-1 일)

(2) V2(기관방문,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일, 0 일)

시험대상자는 사전 동의 절차가 완료되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면, 스크리닝 번호를 부여받은 후
다음의 평가를 받는다. 단, 서면 동의는 V1 이전에 획득할 수 있으며, V1 에서 실시하지 못한
검사의 경우 스크리닝 기간 내에 재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Ÿ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와 병력(외과적 수술력을 포함한 과거력 및 현 병력), 선행약물,
병용약물을 조사/기록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한다.
Ÿ 흉부 X-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ECG)를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혈액학적, 혈액화학적, 소변, 혈액응고, 바이러스)를 실시한다.
Ÿ 가임기 여성 대상자의 경우 임신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Ÿ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하기의 검사 모두 시행).
- 비인두 면봉 채취 검체로 RT-PCR 검사
- 코로나 19 에 대한 항체 검사(IgM 및 IgG 에 대한 양성 여부 확인)
Ÿ 선정/제외기준을 확인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이 방문은 최초 방문일 이후 7 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과 비교하여 선행약물 및 병용약물의 변화여부를 확인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를 포함한 이제까지의 모든 검사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제외기
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최종 평가한다.
Ÿ 무작위배정 번호를 부여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
Ÿ 가임기 여성 대상자의 경우 임신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시험약 또는 위약)을 접종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30 분간 즉각적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관련) 발현 여부를 확인
한다. 만 75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적어도 2 시간까지 즉각적
이상사례를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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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자, 디지털 체온계(고막체온 측정용)를 제공하며, 예측된(Solicited) 및 예측되
지 않은(Unsolicited) 이상사례의 수집 및 관찰을 위하여 시험대상자 일지를 배부하고 작
성법을 교육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Ÿ

(3) V3(전화방문, 1 차

접종 후 7 2 일)

(4) V4(기관방문, 1 차

접종 후 28 2 일)

(5) V5(전화방문, 2 차

접종 후 7 2 일)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째에 이루어지며, 훈련된 임상시험 담당자가
시험대상자에게 전화하여 시행한다. 이 전화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 이후 이상사례 발현여부 및 병용약물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Ÿ 다음 방문까지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에 대해 기록할 것을 교육한다.
Ÿ 코로나 19 증상 발현 여부 및 확진 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일 이후 28 일째에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과 비교하여 선행약물 및 병용약물의 변화여부를 확인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회수하여 이상사례 발현 여부와 내용을 조사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
Ÿ 가임기 여성 대상자의 경우 임신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금기사항을 확인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시험약 또는 위약)을 접종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30 분간 즉각적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관련) 발현 여부를 확인
한다. 만 75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적어도 2 시간까지 즉각적
이상사례를 관찰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배부하고 작성법을 재교육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2 차 접종 대상자에서 다음의 증상이 발현된 경우, Visit window 내에서 접종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Ÿ 38℃ 이상의 발열
Ÿ 시험자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의 연기가 필요한 급성 감염성 질환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7 일째에 이루어지며, 훈련된 임상시험 담당자가
시험대상자에게 전화하여 시행한다. 이 전화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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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방문 이후 이상사례 발현여부 및 병용약물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Ÿ 다음 기관방문까지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에 대해 기록할 것을 교육한다.
Ÿ 코로나 19 증상 발현 여부 및 확진 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Ÿ

(6) V6(기관방문, 2 차

접종 후 28 2 일)

(7) V7(기관방문, 2 차

접종 후 6 개월 2 주)

(8) V8(기관방문, 2 차

접종 후 12 개월 2 주)

(9) V9(기관방문, 2 차

접종 후 24 개월 2 주)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28 일째에 이루어지며, 이 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V6 이전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경우 시험대상자가 동의 시 훈련된
임상시험 담당자는 임상시험 V6, V7, V8, V9 시점에 전화를 통해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
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Ÿ 지난 방문과 비교하여 병용약물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회수하여 이상사례 발현 여부와 내용을 조사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 실시한다.
Ÿ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6 개월째에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 이후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발현 여부를 확인하며, 발현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투여된 병용약물을 함께 조사한다.
Ÿ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12 개월째에 이루어지며, 이 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 이후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발현 여부를 확인하며, 발현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투여된 병용약물을 함께 조사한다.
Ÿ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
±

이 방문은 임상시험 종료일로서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24 개월째에 이루어지며, 이
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 이후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발현 여부를 확인하며, 발현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투여된 병용약물을 함께 조사한다.
Ÿ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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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코로나 19 능동적 감시

(11)

예정되지 않은 방문

임상시험 기간 중 사전에 정의된 코로나 19 의 임상적 증상을 충족시키는 경우 즉시 시험기
관에 연락하도록 시험대상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시험 종료 방문까지 약 1 개월마다 시험
대상자에게 연락한다. 월 1 회 연락은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 또는 시험기관 직원/현장 시
험 담당 직원과의 대면접촉일 수 있다. 시험대상자는 코로나 19 의 임상적 증례 정의에 부합
하는 경우 즉시 기관을 방문하여 RT-PCR 코로나 19 진단을 위한 비인두 면봉 검체 채취하
도록 교육받는다.
예정된 방문 외에 시험대상자 또는 시험대상자의 대리인의 요청 또는 시험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 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험자는 시험대상자가 3 일
이상 발열이 있거나, 뚜렷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시험대상자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접종
을 실시한 임상시험기관에 필히 방문하도록 시험대상자의 정기적 임상시험 실시기관 방문
시 이를 주지시키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시험자에게 즉각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예정
되지 않은 방문으로 인해 방문 일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예정되지 않은 방문에서는 시
험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변수

2)

(1) 1 차
①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14 일 이후 코로나 19 첫 발생률

(2) 2 차
①
②
③

(3)

유효성 평가변수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14 일 이후 코로나 19 첫 발생률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14 일 이후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입원률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14 일 이후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

탐색적 유효성 평가변수
제품명’의 접종 후 면역원성과 코로나 19 예방과의 상관관계

①
②

(4)

유효성 평가변수

코로나 19 감염자의코로나 19 바이러스유전자형

안전성 평가변수

이상사례
-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및 2 차 접종 후 7 일까지 발생한 예측된 이상사례
국소적 이상사례 : 통증, 압통, 홍반/발적, 경결/부종, 가려움증
전신적 이상사례 : 발열, 피로/권태, 오한/떨림, 두통, 근육통, 관절통, 설사, 구토, 복통,
점막피부 반응/발진, 두드러기, 현기증, 기침, 호흡곤란
-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및 2 차 접종 후 28 일까지 발생한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2 년까지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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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2 년까지 발생한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2 년까지 발생한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임상실험실 검사(혈액학적/혈액화학적 검사, 소변검사)
활력징후
신체검진
-

②
③
④

(5)

면역원성 평가변수

①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
서 wildtype virus 를 이용한 OOO(예, FRNT) 시험법으로 측정된 중화항체에 대한 SRR,
GMT, GMFR

②

③

④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
서 OOO(예, ELISA) 시험법으로 측정된 결합항체에 대한 SRR, GMC, GMFR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
서 OOO(예, IFN-γ ELISpot) 시험법으로 분석한 T 세포반응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
서 ICS 시험법으로 분석한 Th1/Th2 비율
†SRR :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대비 접종 후 역가가 4 배 이상 증가된 시험대상자의
분율.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역가가 정량한계 미만이면, 그 역가는 정량한계에 해
당하는 역가의 절반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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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유효성 평가방법

증례 정의(Case definition)

등록 시점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대상자에서의 코로나 19 발생을 확인한다. 코로나 19
또는 중증 코로나 19 의 증례 정의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임상적 증례 정의 및 실험실적 증
례 정의 이 2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증례
정의
다음의 코로나 19 증상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우 및
발열 또는 오한
기침
호흡 곤란 또는 호흡 장애
코로나 19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비인두 면봉 검체 채취 후 중앙실험실에서 수행된 RT-PCR 코로나 19 진단검
사에서 양성
다음의 코로나 19 증상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경우 및
중증의 전신 질환을 나타내는 안정기 임상적 징후(호흡수 ≥ 30 회/분,
심박수 ≥ 125 회/분, SpO ≤ 93%(해수면 기준 실내 공기) 또는
·

①
②
③
④
⑤
⑥

·

·

①

2

PaO2/FiO2 < 300mmHg)

중증
코로나 19

호흡부전(고유량 산소, 비침습적 인공호흡 또는 기계호흡, ECMO 가 필요한
상태로 정의)
쇼크의 증거(SBP < 90mmHg, DBP < 60mmHg, 또는 혈관수축제 필요)
상당한 급성 신장 또는 간, 신경학적 기능장애
중환자병동 입원 사망
비인두 면봉 검체 채취 후 중앙실험실에서 수행된 RT-PCR 코로나 19 진단검
사에서 양성
②

③
④
⑤

·

(2)

검체 채취

코로나 19 의 능동적 감시를 통해 코로나 19 의 임상적 증례 발생 시 시험대상자로부터 코로
나 19 의 실험실적 분석을 위한 비인두 면봉 검체를 채취하고 검체는 RT-PCR 검사를 위해
중앙실험실로 송부한다. 시험 검체는 가능한 기관방문 후 72 시간 이내에 채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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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례판정위원회

4)

안전성 평가방법

과학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증례판정위원회는 코로나 19 증례가 임상시험계획
서에 따른 유효성 평가변수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증례판정위원회에서는 눈가림이 유지된
상태에서 평가된다. 평가변수 증례에 대한 정의와 역할 및 책임 등은 증례판정위원회 헌장
에 명시되어 있다. 증례판정위원회는 코로나 19 또는 중증 코로나 19 증례가 일차 평가변수
로서 임상시험계획서에 정의된 임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실험실적 검사(RT-PCR)에 기
반하여 증례가 코로나 19 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 및 질병의 중증도를 판정할 책임이 있다.

5)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V2) 이전 확인된 의학적 사건 및 임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 소견
은 모두 병력으로 기록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이상사례의 정의에 부합하는 임상적으
로 유의한 비정상 소견은 이상사례로 수집한다. 이상사례에 대한 정보는 정기 또는 추가 방
문 시에 대상자의 자발적인 보고 및 문진으로 확인하여 기록하며, 대상자가 시험대상자 일
지를 누락 없이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상사례의 정의 및 수집과 기록, 평가 및
보고 절차는 본 계획서 ‘12. 이상사례’ 항목을 참고한다. 특히,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즉
각적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접종 후 30 분간 즉각적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관련)
의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75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적어도 2 시
간까지 즉각적 이상사례를 관찰한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에는 즉각적 이상사례를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약물과 의료 장비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전체 접
종 절차와 접종 후 관찰 기간 중 즉각적 이상사례를 인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시험자 또
는 위임받은 자가 입회해야 한다.

면역원성 평가방법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혈액 검체의 채취는 V2(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V4(임상시험용의
약품 2 차 접종 전), V6, V7, V8, V9(각각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후)에서 시행한다.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혈액 검체는 각 검사별 해당 중앙 실험실
(Central Laboratory)로 전달되어 일괄적으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한다. 혈액은 약 OOmL 를
무균적으로 채취하며, 검체 처리 지침에 따라 원심분리 한 혈청은 적절한 보관 용기에 분주
하여 중앙실험실로 송부하기 전까지 적정온도에 맞게 보관한다. 각각의 혈청 튜브에는 제공
된 라벨을 부착하고, 시험대상자의 혈액 시험관이 섞이지 않도록 한번에 한 시험대상자의
혈액 검체를 다루도록 한다. 검체 관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중앙실험실 검사실의 지시사
항에 따르며, 남은 혈액 검체는 추후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임상시험 종료 후
OO 년간 보관 후 의뢰자의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될 것이다. 검체는 본 임상시험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대상자의 모든 검체 관련 자료는 대상자 식별 번호로 처
리되어 임상시험 기간 동안 익명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혈청 검체의 면역원성 평가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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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음의 평가가 실시된다.
Ÿ Wildtype SARS-CoV-2 혈청 중화항체 분석(예, FRNT)
Ÿ SARS-CoV-2 S 단백질 특이 IgG 면역분석(예, ELISA)
Ÿ SARS-CoV-2 단백질 특이 T 세포 면역분석(예, IFN-γ ELISpot)
Ÿ Th1/Th2 세포 매개 면역반응(ICS)

☞ 각 면역원성 시험별로 임상검체분석기관, 시험 프로토콜 개요, 평가방법 등을 기재한다.

6)
(1)

베이스라인 평가방법

시험대상자의 인구학적 기초 정보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서면 동의를 받는 순서에 따라 스크리닝번호를 부여한 후 인구학적
기초 정보를 조사한다. 기록 사항은 서면 동의 여부 및 동의일자, 대상자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14 일 이내의 감염자 밀접 접촉 여부, 음주력이다. 음주력은 지난 1 개월(30 일) 이내의
주(week)당 음주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시험대상자의 병력/수술력 조사

(3)

선행 및 병용약물 조사

문진과 과거 진료 기록 점검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력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스
크리닝 전 6 개월 이내의 외과적 수술력, 알러지력 등을 포함한 과거력 및 현병력에 대하여
발생시기(발생년도 또는 발생년월), 스크리닝 시 지속여부를 기재한다. 추가로 두드러기 병
력, 악성 종양 병력, 호흡기계 질환 관련 수술력은 5 년 이내 과거력을 확인하며, 발작증
(Seizure)은 3 년 이내의 과거력을 확인한다. 코로나 19, 사스 및 메르스 감염 병력, 길랑-바레
증후군 등 백신 접종에 대한 과민증 기왕력, 백신 접종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사례 혹은 알
러지 반응 기왕력, 유전적 또는 특발성 혈관신경성 부종 병력,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을 받은
병력,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 혈소판 관련 질환
또는 출혈성 질환 병력이 있거나 이전에 근육주사나 정맥천자 후 심각한 출혈이나 멍이 든
병력은 기간에 관계 없이 수집한다.
스크리닝을 기준으로 1 개월(30 일) 이내의 약물 투여력(선행약물 및 병용약물) 및 투여현황
(용법, 용량, 투여기간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단, 제외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약 물질> 기
반의 백신 접종력, SARS-CoV, MERS-CoV 또는 SARS-CoV-2 백신 접종력은 시점과 무관하
게 모두 수집한다.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력 및 다른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용력,
면역억제제/면역조절제 및 만성적 스테로이드 사용력, 향정신병 의약품, 마약성 진통제의
의존적 투여력은 6 개월 이내의 정보를 수집하며, 면역글로불린이나 다른 혈액제제를 수혈받
은 이력은 3 개월 이내의 정보를 수집한다. 스크리닝 시점의 약물 투여력 조사에서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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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비교하여 변화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만일 병용약물에 변화가 있다면 이를 근거
문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

임신반응 검사

(5)

흉부 X-선 및 심전도 검사(ECG)

(6)

신장 및 체중 측정

스크리닝 방문 및 V4, V7 에서 불임수술 및 폐경이 확인된 대상자(Surgical menopause 포
함)를 제외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소변(Urine) 검체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 소변 검
체에서의 임신 반응이 ‘양성’일 경우, 혈청(Serum) hCG 반응 검사를 통하여 임신 여부를 최
종 확인한다. 임신반응 검사 시행이 계획되지 않은 방문에서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의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중도 탈락된다. 가임기 여성은 초경을 경험하
였고 성공적인 외과적 불임(자궁적출술, 양측 난관 결찰 또는 양측 난소절제술) 또는 폐경이
아닌 여성으로 정의한다. 폐경은 다른 사유 없이 최종 월경 시기(Final menstrual period) 이
후 12 개월 이상 무월경으로 정의한다.
스크리닝 방문 시 후전방 흉부 X-선(Posterior-Anterior) 및 심전도 검사(Electrocardiogram,
ECG)를 시행한다. 시험자 판단에 따라 스크리닝 기간 동안 1 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스크리닝 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며, 체중은 겉옷 및 신발을 벗고 빈 주머니 상태에서 측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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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자료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사항

분석군

(1) SAS(Safety Analysis Set)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소 1 회 이상 접종받은 모든 시험대상자이다. 본 임상시험의
대상자로부터 얻어진 안전성에 대한 자료의 주 분석은 SAS 에서 수행한다.
SAS

(2) FAS(Full Analysis Set)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소 1 회 이상 접종받고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에 면역원
성 결과가 있는 시험대상자이다.
FAS

(3) PPS(Per-Protocol Set)-1

은 FAS 중 V6 까지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이 없는 시험대상자이다. 중대한 임상
시험계획서 위반에는 중대한 선정/제외기준 위반, 병용금기 약물 투여, 순응도 위반이 포함
된다.
중대한 임상시험 계획서 위반
동의서 미취득
선정기준/제외기준에 위배된 경우
병용금지 약물을 투약한 경우
베이스라인 및 주 연구 종료시점(V6)의 면역원성 평가 검사가 누락된 경우
무작위배정 오류로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이 투여된 경우
상기 기준 외에 기타 임상시험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대상자는 Database lock 이
전 Blind meeting 을 통하여 임상시험에 영향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PPS 제외 여
부를 결정한다. 유효성 및 면역원성 자료에 대한 주 분석은 PPS-1 에서 수행하며, PPS-2 및
FAS 를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PPS-1

①
②
③
④
⑤

(3) PPS(Per-Protocol Set)-2

는 FAS 중 V9 까지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이 없는 시험대상자이다. 중대한 임상
시험계획서 위반에는 중대한 선정/제외기준 위반, 병용금기 약물 투여, 순응도 위반이 포함
된다.
PPS-2

2)

통계분석의 일반적 원칙

는 첫 번째 시험대상자의 첫 번째 방문 전에 완료될 것이며 본 임상시험계획서에의 통
계분석보다 기술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포함할 것이다. 임상시험계획서에서는 일차 및 주요
이차 평가변수를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변수에 대해 계획된 통계분석의 요약이다. 범주
형 변수는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95% CI 를 제시한다. 범주형 결과치에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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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및 피셔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이 사용될 것
이다. 어떤 시점에서 결측치가 발생되거나 임상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시험대상자가 탈락하
면 원자료를 그대로 분석하고 누락되는 측정치는 대체하지 않는다.

유효성 분석

주분석군은 PPS 이며, FAS 에 대해서도 민감도를 분석한다. 잠재적인 SARS-CoV-2 감염은
비인두 면봉 검체에 대한 RT-PCR 분석으로 평가한다. 일차 및 이차 유효성 결과와 연관 있
는 증례를 식별할 것이며 여러 증례가 동일 시험대상자에서 관찰되는 경우에는 모든 일차/
이차 평가변수에 대한 일차 분석에서 첫 번째 증례만 고려된다.

안전성 분석

주분석군은 SAS 이다. 이상사례의 발생율 및 발생건수를 제시하고, 전체 대상자의 이상사례
발현율에 대한 95% CI 를 제시한다. 발현한 이상사례에 대하여 접종군 별로 발현된 이상사
례의 종류를 중중도, 인과관계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빈도 및 발현율, 발생 건수를 산
출한다. 실험실적 검사는 항목별 및 방문 시점별로 측정값 및 기저치 대비 접종 후 변화량
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로 제시하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비율
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활력징후, 신체검사 등 안전성 관련 변수는 항목별 및 방문 시점별로
측정값 및 기저치 대비 접종 후 변화량(신장 제외)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로 제시하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비율로 제시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까지 관찰된 예측된(Solicited)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 또는 예측되지 않은(Unsolicited) 이
상사례의 발생율을 산출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28 일까지 관찰된 예측되지 않은
(Unsolicited) 이상사례의 발생빈도, 발생률 및 발생 건수를 제시한다. 발현한 이상사례에 대
하여 투여군별로 발현된 이상사례의 종류를 중증도, 인과관계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발생빈도, 발생률 및 발생 건수를 제시한다. 또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종 접종 후 24 개월까
지 수집된 중대한 이상사례, 의사가 검진한 이상사례(MAAE) 및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AESI), Enhanced Diseases 의 발생빈도, 발생률 및 발생 건수를 제시한다. 예측된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을 제외한 모든 이상사례는 MedDRA SOC(System Organ Class) 및
PT(Preferred Term)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임상실험실 검사 중 혈액학적/혈액화학적 검사항
목별 및 방문시점별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며, 항목별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스크
리닝) 대비 접종 후 각 방문별 시점의 변화량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각 임상실
험실 검사(혈액학적/혈액화학적/소변 검사) 결과치에 대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스크리닝) 정상/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비정상이었던 대상자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접
종 후 한 번이라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으로 변한 대상자의 빈도 및 백분율로 요약하
여 제시한다. 활력징후는 방문 시점별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방문 2, 베이스라인) 대비 접종 후 각 시점의 변화량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각
군별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V2) 대비 접종 후 각 방문의 신체검진 결과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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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각 항목별로 정상/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비정상이었던 대상자가 임상시험용의약품 투
여 후 한 번이라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으로 변한 대상자 빈도와 비율을 투여군별로
제시한다.

면역원성 분석

주분석군은 PPS 이며, FAS 에 대해서도 민감도를 분석한다. 결합항체가 및 중화항체가에 대
한 SRR, GMT, GMC, GMFR 및 95% CI 를 각 투여군별로 제시한다. IFN-γ ELISpot 및
ICS 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시험대상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
앙값, 최소값) 및 95% CI 를 각 투여군별로 제시한다.

중간 분석

백신군 및 위약군을 합쳐서 목표 증례수의 OO%, OO%에 도달할 경우 2 번의 중간분석이
수행된다. 중간분석의 1 차 목적은 백신 유효성의 점추정치에 대한 95% 신뢰하한이 30%를
초과하는지를 감지하는 것이다. 또한 중간분석 결과는 향후 시험 계획, 무익성으로 인한 중단
또는 조기 성공으로 인한 중단에 관한 결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유효성 한계와 단측 1 종 오
류를 계산하는데 OOO(통계방법)이 사용될 것이다. DSMB 는 중간 분석 결과를 평가하고 개
발사에게 결과 보고, 눈가림 해제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시험대상자수 산출 근거

일차 목적인 2 차 접종일로부터 14 일 이후에 발생한 코로나 19 의 감염 예방에 대한 ‘제품명’
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본 크기 산출을 위해 다음의 가정이 사용되었다. 전반적인 제 1
종 오류는 2.5%이다(단측 알파 = 0.025). 표본 크기는 코로나 19 발생률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
하는 데 필요한 증례 수에 기반하여 산출한다. VE 를 입증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다 : Ho : VE ≤ 30% 대 Ha : VE > 30%. 단측 정확 이항 검정(근거논문, 단일 비율 정확
검정, 단측 알파 = 0.025)을 사용할 때, 위험비에서 50%를 감소(유효성 50%)라는 가정 하에 유
의한 유효성(95% 신뢰한계 하한 30% 초과)을 입증하는 데 최소 90%의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최소 OOO 례의 코로나 19 증례가 필요하다. 6 개월간 위약군에서 코로나 19 의 발병률
을 약 OO%로 가정하고 시험대상자의 약 OO%가 일차 유효성 분석 평가가 가능하지 않다고
가정하였을 때 예상 증례 수를 달성하려면 OOO 명의 시험대상자수가 필요하다. 이중 면역원
성 분석을 위해서 OOO 명의 시험대상자가 등록될 것이다.
구분
백신군
위약군
계
유효성 및 안전성 분석군
OOOO 명
OOOO 명
OOOO 명
면역원성 분석군
OOOO 명
OOOO 명
OOOO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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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1)

이상사례

이상사례의 정의

이상사례(Adverse Event, AE)

임상시험용의약품을 투여한 대상자에게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증후(sign, 실
험실적 검사 결과의 이상 등을 포함한다), 증상(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임상시
험용의약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3)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Unexpected ADR)

(4)

중대한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Serious AE, SAE/Serious ADR)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서 임상시
험용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임상시험자료집 또는 의약품의 첨부문서 등 이용 가능한 의약품 관련 정보에 비추어 약물이
상반응의 양상이나 위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또는 약물이상반응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부터 까지의 사례 외에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
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
단, 본 임상시험에서는 하기와 같은 사유로 내원한 경우 중대한 이상사례로 간주하지 않는다.
Ÿ 임상시험 전 계획된 입원
Ÿ 건강검진, 미용 및 요양을 위한 입원
Ÿ 응급실 방문 시 내원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시험자의 판단에 따
라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이상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학적으로 환자의 안위와 건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담당의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상사례로 간주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2)

④

이상사례의 수집과 기록

예측된 이상사례 및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는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이후부터 주 연
구 종료시점(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4 주, V6)까지의 기간 동안 수집한다. 중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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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례, 의사가 검진한 이상사례(MAAE) 및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AESIs)은 임상시험용의
약품 1 차 접종(V2) 이후부터 추적관찰 종료시점(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24 개월, V9)
까지 수집한다. 이상사례는 이상사례명, 지속 시간(시작일 및 소실일), 중증도, 임상시험용의
약품과의 인과관계,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조치, 결과, 이상사례에 대한 교정치료, 즉각적
이상사례/중대한 이상사례 여부를 포함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이상사례의 기록 시 시험자는
각각의 증상이나 징후를 기록하기보다는 표준의학용어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진단명이나 증상
을 사용해야 한다.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사례는 소실되거나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거나
대상자의 추적조사에 실패할 때까지 추적 조사되어야 한다. 추적관찰 종료시점(V8)에 소실일
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사례의 추적 조사는 시험자의 판단에 따른다. 시험자는 추적관찰 기간
종료(V8) 후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으로 평가되는 이상사례를 대상자로부터 보고받는 경우 의
뢰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3)
(1)

이상사례의 평가
중증도 평가

임상시험에 등록된 대상자에게서 발생한 예측된(Solicited) 또는 예측되지 않은(Unsolicited) 이상
사례의 중증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임상시험 이상반응 중증도 평가 가이드라인 의 건강
한 성인 및 청소년의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 중증도 평가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예측된 국소 이상사례(Solicited Local Adverse Events)
등급
경증
중등증
중증
잠재적 생명 위협
항목
(Gade 1)
(Gade 2)
(Gade 3)
(Gade 4)
통증 활동을 방해하지 24시간을 초과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 응급실 방문 또는
않음
비마약성 진통제를 용하거나 일상 활동 입원
반복 사용하거나 일 을 심각하게 방해
상 활동을 일부 방해
압통 촉진 시 경한 불편 운동 시 불편 휴식 시 상당한 응급실 방문 또는
불편
입원
홍반/발적* 2.5∼5cm
5.1∼<10cm
≥10cm 괴사 또는 박리성
피부염
경결/부종* 2.5∼5cm이고 활동 5.1∼<10cm 또는 ≥10cm 또는일상활 괴사
을 방해하지 않음 활동을 일부 방해 동을심각하게방해
가려움증 주사 부위 약간의 주사 맞은 사지에 주사 맞은 사지 및 몸 전체에 가려움
가려움
상당한 가려움 다른 부위에 가려움
* 측정된 국소 반응의 등급을 정할 시 가장 큰 단일 직경을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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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항목
발열※
피로/권태※※
오한/떨림
두통

근육통
관절통

설사

예측된 전신 이상사례(Solicited Systemic Adverse Events)
경증
중등증
중증
잠재적 생명 위협
(Gade 1)
(Gade 2)
(Gade 3)
(Gade 4)
38.0∼38.4℃
38.5∼38.9℃
39.0∼40.0℃
>40.0℃
활동을 방해하지 활동을 일부 방해 상당함; 일상 활동 응급실 방문 또는
않고 쉽게 참을 하여 몇몇 활동수 을 심각하게 방해 입원
수 있음
행이 어려움 하여 몇몇 활동의
수행능력이 상실
활동을 방해하지 활동을 일부 방해 일상 활동을 심각 응급실 방문 또는
않고 쉽게 참을 하여 몇몇 활동수 하게 방해하여 몇 입원
수 있음
행이 어려움 몇 활동의 수행능
력이 상실
활동을 방해하지 - 24시간을 초과하 마약성 진통제의 지속되어 응급실
않고 쉽게 참을 여 비마약성 진통 사용 또는 일상 방문 또는 입원
수 있음
제를 반복 사용 활동을 심각하게
- 두뇌기능을 방해 방해하는 통증
하는 통증
- 일상 활동을 일부
방해하는 통증
활동을 방해하지 근육의 기능을 방 일상 활동을 심각 응급실 방문 또는
않고 쉽게 참을 해하는 통증 또는 하게 방해하여 몇 입원
수 있음
일상 활동을 일부 몇 활동의 수행능
방해하는 근육통 력이 상실
기능을 방해하지 기능을 방해하나 일상생활 활동을 응급실 방문 또는
않는 경증의 통증 일상생활 활동은 방해하는 중증 통 입원
(염증, 발적 또는 방해하지 않는 중 증(염증, 발적 또는
관절 부종을 동반) 등도 통증(염증, 관절 부종을 동반)
발적 또는 관절부
종을 동반)
24시간 동안 2∼3 24시간 동안 4∼5 24시간 동안 6회 응급실 방문 또는
회 묽은 변 또는 회 묽은 변 또는 이상 묽은 변 또 입원
400g 미만
400∼800g
는 800g 이상 또
는 외래에서 수액
요법을 요함
251/350

구토

활동에 방해를 일 활동에 일부 방해 일상 활동을 심각 저혈압쇼크로 인
으키지 않거나 1 를 일으키거나 하게 방해하거나 한 응급실 방문
∼2회/24시간 >2회/24시간
외래에서 수액 요 또는 입원
법을 요함
복통 약함
중등증(치료를 요 중등증(치료를 요 중증(입원)
하지 않음)
함)
점막피부 홍반(가려움증) 광범위, 반점구진 수포형성 또는 습
반응/발진 또는 국한된 반점 발진, 건조한 표 한 표피탈락 또는
발진
피 탈락
궤양형성
두드러기 약물 처치 필요 24시간 미만의 경 24시간 이상 정맥
없음
우 또는 국소 치 내 약물처치 또는
료 또는 정맥내 스테로이드 사용
약물처치 또는 스
테로이드 사용
현기증 일상 활동에 방해 일상 활동에 방해 일상 활동을 수행
가 없거나 경미함 가 경미 이상임 하지 못함
기침 일시적(치료 필요 지속적 기침(치료 발작적 기침(치료
없음)
필요)
로 조절되지 않음)
호흡곤란 운동 시 호흡곤란 정상 활동 시 호 휴식 시 호흡곤란
흡곤란
※발열은 체온이 38℃ 이상이 최소 한 번 측정된 내부 체온의 증가로 정의한다. 발열이 감지되면,
체온은 최소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 또는 임상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측정해야 하고 두 번 연속
해서 38℃ 미만으로 측정될 때까지 측정해야 한다.
※※개인의 활동을 방해함은 직장, 학교, 사회 활동 또는 개인적 활동의 일상 기능의 저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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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되지 않은(Unsolicited) 이상사례 또한 백신 임상시험 중증도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
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중증도 평가를 실시한다.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Unsolicited Adverse Events)
등급
경증
중등증
중증
잠재적 생명 위협
항목
(Gade 1)
(Gade 2)
(Gade 3)
(Gade 4)
이상사례명 - 일시적 또는 경 - 일상 활동에 경 - 일상 활동에 현 - 생명 위협 활동
한 불편(<48시 증 내지 중등증 저한 제한(평소 에 심각한 제한
간); 의학적 개입/ 제한(평소의 50% 의 50% 미만) - 상당한 도움이
치료를 요하지 이상 수행 가능) - 대체로 일부 도 필요함(의학적
않음
- 일부 도움이 필 움이 필요함(의 개입/치료를 요함,
- 일상 활동에 영 요할 수 있음(의 학적 개입/치료를 입원가능성 높음)
향 없음
학적 개입/치료를 요함, 입원가능성 - 심각한 또는 생명
요하지 않거나 있음)
위협 이상사례￥
최소한으로 필요)
￥시험자가 심각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임상 이상사례는 Grade 4 이상사례로
간주되어야 한다. 심각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임상 이상사례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
한된 것은 아니다; 경련, 혼수, 테타니(저칼슘혈증 시 나타나는 강직이나 강축 등의 증상), 당뇨
병케톤산증, 파종혈관내응고, 광범위 출혈점(petechiae), 마비, 급성 정신병, 심한 우울증
이상사례 또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위의 정의에 따라 모두 중증(Severe)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중증의 이상사례가 반드시 중대한 이상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

(2)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MAAE)

(3)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AESI)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이상사례로 인하여 입원, 응급실 등을 방문하였거나 예정되지 않은
방문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규방문 중 발현된 이상사례는 MAAE 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는 가능한 위험으로 간주 되는 임상
적으로 중요한 예기치 못한 의학적 반응을 말한다. 본 임상시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 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2021.06) 을 참고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관심대상 이
상사례를 수집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접종 받은 대상자에서 enhanced disease 의심 이상
사례가 발현되는 경우, 시험자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며, DSMB 를 개최
하여 enhanced disease 해당 여부를 평가한다.
기관계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항목
disease*
면역 Enhanced
소아에서 다기관계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호흡기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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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포함하는 급성심장손상(Acute cardiac injury)
Ÿ 미세혈관병증(Microangiopathy)
Ÿ 심부전 및 심인성쇼크(Heart failure and cardiogenic shock)
심혈관 Ÿ 스트레스성 심근병증(Stress cardiomyopathy)
Ÿ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Ÿ 부정맥(Arrhythmia)
Ÿ 심근염(Myocarditis), 심막염(pericarditis)
혈액응고장애(Coagulation disorder)
Ÿ 심부 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monary embolus)
혈액 ŸŸ 폐색전증(Pul
뇌졸중(Cerebrovascular stroke)
Ÿ 사지허혈(Limb ischemia)
Ÿ 출혈성질환(Hemorrhagic disease)
길랑-바레증후군(Guil ain-Barré Syndrome)
신경 후각상실(Anosmia), 미각소실(ageusia)
수막뇌염(Meningoencephalitis)
동상 유사 병변(Chilblain-like lesions)
피부 단일 기관 피부혈관염(Single organ cutaneous vasculitis)
다형홍반(Erythema multiforme)
kidney injury)
기타 급성신장손상(Acute
간손상(Liver injury)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이상사례를 보이는
현상으로 불활화 RSV 백신, 뎅기 백신 등의 개발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체액성 면역반응
(ADE) 및 세포성 면역반응(ERD)이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ADE 는 백신 항원에 의해
생성된 비 중화항체가 세포의 Fcγ receptors(FcγRs)를 통해 바이러스의 감염을 촉진하는 현
상이며, ERD 는 백신 접종자에서 과도한 Th2(Type 2 Help T) 세포반응으로 폐에서 염증세
포(예, eosinophil)의과도한 침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4)

인과관계 평가

이상사례 발현 시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연관성 여부는 시험자가 ‘관련성이 있음’ 또는 ‘관
련성이 없음’의 2 단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성이 있음’일 경우 추가적으로 하위 단계
의 인과관계 기준에 대하여 평가한다. 눈가림 유지로 인해 이상사례 바생 초기에는 즉각적
인 인과관계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평가 불가능(Not-evaluable)”으로 수집될
수 있으나, 최종 보고 시에는 다음의 2 단계로 평가되어야 한다.
Ÿ 관련성 없음(Not-related)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투여와 이상사례 발현의 시간적 순서가
타당하지 않거나, 이상사례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개연성 있게
설명되는 경우이다.
Ÿ 관련성 있음(Related) : 관련성 없음에 해당 되지 않는 모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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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6)

임상시험 일시 중지 기준

4)

임상실험실 검사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이후부터 추적관찰 기간 종료시점(V9)까지 발생하는 모든 중대
한 이상사례는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자가 인지한 때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의뢰자에게 전화/팩스/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보고하며, 소속 임상시험 실시기
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는 IRB 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추적관찰 기간
종료(V8) 후 발생한 이상사례는 대상자의 자발적 보고로 확인하며 중대하고 임상시험용의약
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시험자가 의뢰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의뢰
자 보고 시 시험자는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대신하여 시험대상자 식별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일부 의학적 기록 사본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식별코드를 제외한 신상정보는 가려질 것
이다. 시험자는 보고된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 추적 보고를 실
시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중대한 이상사례가 소실되거나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거나 대상자의 추적 조사에 실패할 때까지 추적 조사하여 의뢰자 및 임상시험심사위
원회(IRB)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진행 중 ‘임상시험 일시 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DSMB
를 개최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임상시험 여부를 평가한다.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
① 시험자 또는 의뢰자의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과 연관성이 있는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현된 경우
②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또는 전신적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③ 그 외 시험자가 판단하기에 임상시험을 참여하기 어려운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학적 상태
임상실험실 검사의 평가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검사실에서 모든 대상자에게 임상시험 진행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여 대상자의 전신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검체 수집, 관리, 처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 내 검사실의 지시사항 및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따른다. 일정표에 따른 평가 외에 시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 스크리닝(V1) 검사의 경우 스크리닝 방문을 기준으로 4
주 이내 실시한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험자 판단에 따라 스
크리닝 기간 동안 1 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시행된 경우 최종 선
정/제외기준 확인은 재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바이러스 검사 및 혈액응고검사는 V1 에
서만 시행한다. 검사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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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학적검사 :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s count, WBC, WBC Differential
count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eosinophil, basophil)

·
·
·
·

5)
6)

혈액화학적검사 : BUN, Creatinine, Total bilirubin, ALP, ALT, AST
소 변 검 사 : Protein (Albumin), Glucose, Bilirubin, Ketone, Blood (RBC)
혈액응고검사 : PT, aPTT
바이러스검사 : HBV, HCV, HIV

활력징후

활력징후로는 혈압, 맥박, 호흡수 및 고막 체온을 측정한다. 임상시험 진행 일정표에 따라 가능한
계획된 검사 실시 이전에 실시하며, 5 분간 안정을 취한 후 앉은 자세로 측정하도록 한다.

신체검진

임상시험 진행 일정표에 따라 각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통한 신체검진
을 실시하여 건강 상태와 이상사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신체검진은 외관, 피부, 두/경부,
흉부/폐, 심장, 복부, 비뇨/생식계, 사지, 근골격계, 신경계, 림프절의 검진을 포함한다.
·

7)

8)

·

·

안전성 모니터링

안전성 모니터링은 본 임상시험의 위험 수준에 의거하여 시험책임자가 Protocol Safety
Manager(PSM)의 역할을 담당하며, 임상시험 중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별 시험책임자가 임상
시험 계획서에 따라 해당 기관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안전성을 모니터 할 예정이다. 시험책
임자는 중대한 이상사례 및 약물이상반응의 발생시마다 해당 대상자의 자료 및 안전성 정보
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이상사례, 예상하지 못한 문제, 계획서 미준수가 발생할 경우 임상시
험계획서와 각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규정, 그리고 GCP 및 관련 규
정에 따라 의뢰자(CRO 포함) 및 IRB 에 보고를 진행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서 9.11 항 ‘임
상시험 조기 종료 또는 중지’ 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역원성 및 안전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의뢰자에 시기적절하게 보고하고, 의뢰자는 의뢰자
SOP 에 따라 임상시험 지속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

본 임상시험의 자료 검토를 위해 의뢰자는 본 임상시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3 명 이상의
DSMB 위원과 1 명의 행정 간사로 이루어진 ‘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Data Safety
Monitoring Board, DSMB)’를 구성할 것이다. 상세한 절차 및 정보는 별도의 ‘자료 및 안전
성 모니터링 위원회(DSMB) 헌장'을 참고한다. 3 상 임상시험 진행 중 ‘임상시험 일시 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DSMB 를 개최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지속적
인 임상시험 여부를 평가한다. 중간분석에 필요한 코로나 19 증례 수가 만족 되면 DSMB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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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접종받은 시험대상자에서 확인된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종 접
종 후 28 일까지 발생한 이상반응, 임상시험용 의약품 최종 접종 후 6 개월까지 발생한 중대
한 이상반응, 백신군과 위약군의 코로나 19 감염률 및 중증의 코로나 19 감염률의 비율 등을
확인하고 위험 대비 이익에 대한 평가(benefit/risk assessment)를 실시하여 임상시험 중단
또는 지속 여부에 대한 권고 의견을 확인한다.
9)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보고 및 조치

임상시험 기간 중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 SUSAR)이 발생한 경우 의뢰자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험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민원
인 안내서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을 참조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처음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전화, 팩스, 문서를 통해 가능한 빨
리 보고하고, 약물이상반응 보고서에 따른 정보가 모두 보고되지 않은 경우 최초로 해당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상세한 보고서를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의 모든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보고한다.
임상시험 중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 발생 시 시험책임자 및 담당
자는 대상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상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의뢰자는 보고한 약물이상반응의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종결(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사라지거나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한
다)될 때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복수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는 의뢰자는 시험책임자를 통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조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②

10)

임신

여성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기간 중의 임신은 이상사례로 간주하지 않으며, 합병증이 없는
선택적 유산(치료적 유산은 해당하지 않음) 또는 건강한 신생아의 정상 출산을 위한 입원
또한 이상사례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상시험 기간 동안 여성 대상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임상시험에서 중도탈락 하도록 하고, 시험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24 시간
이내에 임신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대상
자가 임상시험 참여를 중단하거나 임상시험을 종료하더라도 이후 임산부와 태아의 경과에
대하여 출산 시까지 추적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남성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중 여성 파
트너 또는 배우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대상자의 임신한 파트너 또는 배우자로부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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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임산부와 태아의 경과
에 대하여 출산 시까지 추적보고 한다. 시험자는 대상자의 임신한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서
면 동의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임신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산모의 심각한 합병증, 자연유산, 자궁 외 임신, 사산, 신생아 사망, 선천성
기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한 이상사례로 간주하고 시험자는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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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2)

3)

자료관리

증례기록서와 근거 문서

본 임상시험의 자료는 전자 증례기록서(e-CRF)를 사용하여 수집될 것이며, FDA 21 CFR
part 11 및/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전자 자료처리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다. 근
거문서를 근거로 한 증례기록서 상의 자료는 근거문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시험자는 증례기
록서에 입력된 모든 자료가 정확하고, 완결되며, 읽기 쉽고 시기 적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증례기록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때는 원래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e-CRF 를 사용하는 시험자 및/또는 지정된 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EDC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고유 계정을 할당받아야 한다. 시험자 및/또는 지정된 자가 임상시험에 더이
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시험자는 의뢰자(CRO 포함)에게 알려 그 사용자의 접근이 비활성
화되도록 한다. 또한 시험자는 e-CRF 내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명확성 및 적시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e-CRF 는 각 임상시험 대상자별로 작성되며, 시험자 및/또는 지정된 자는 수
집된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성해야 한다. e-CRF 내의 데이터는 근거문서와 일치하여
야 하며, 시험자는 해당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e-CRF 를 확인하고 전자 서명
한다. 모니터는 증례기록서와 근거문서를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험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수정을 요청할 것이다. 시험자 및/또는 지정된 자만 증례기록서와 근거문서
를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근거자료 열람

본 시험에 관련된 의뢰자, 모니터 및 점검자는 본 시험의 모니터링과 점검 및 진행사항 관
리를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시험자는 본 임상시험의 계약이 체결
됨으로써 임상시험 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수탁기관의 모니터 및 점검자가 대상자의 차트와
증례기록서 기록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열람하여 검토할 수도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밀로 보관되어야 하며, 기밀 보관을 위한 시설과 그 관리기준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자는 임상시험수탁기관과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장
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의뢰자, 규제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임상시험 관련 절차와 데이터의 확인을 위해 임상시험 대상자의 원본 의무 기록에 직접 접
근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임상시험 자료 보관

시험자는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기록들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개발 중단일 또는 품목허가일로부터 3 년간> 보존하
도록 한다.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이후에는 임상시험 관련 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야 하며, 시험자가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폐기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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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거나 의뢰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뢰자는 자료의 보관 필요성 및 보관기간에 대해 시
험자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더 이상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의뢰자는 이 사실을 시험책임자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및 출판

의뢰자는 모든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의 자료가 완전하게 분석되면, 보고서를 준비하여
임상시험의 결과를 시험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본 임상시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자료와
결과는 의뢰자가 소유하며 언제든지 본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시험자는 의
뢰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시험의 결과와 관련한 어떤 출판, 발표 또는 정보 공개도
수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시험담당자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정확하고
검증된 자료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험자는 필수적으로 출판 또는 발표 전에 작성된 모든
출판 초안 또는 발표 원고를 의뢰자에게 제공하여 논의해야 하며, 서면 승인 이전까지 발표
를 보류해야 한다.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시험자는 전체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모아진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자신이 속한 기관 또는 일부 기관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단, 전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와 의뢰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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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2)

3)

윤리적 고려 및 행정적 절차

임상시험계획서의 준수

시험자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준수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자에게 발생한 즉
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시험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위반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 및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시험자
가 시험계획서의 위반이 임상시험의 수행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변경에 대
한 의뢰자의합의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포함)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이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임상시험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임상시험의 승인을 얻거나 승인받은 임상시험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
단계별로 계획서 또는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 이전에 대상자를 임상시험에 참여시킬 수
없다. 시험자는 임상시험의 변경 부분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서면 승인 없이 시행되지
않도록 한다. 단, 대상자에게 명백한 즉각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험대상자의 동의 절차

시험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승인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험자는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및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시험자는 반드시 모든 임상시험 관련 절차를 시행하기에 앞서 대상자(또
는 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
아야 한다. 시험자는 서명된 동의서 원본을 시험자 파일에 보관하여야 하며, 서명된 동의서
사본 및 설명한 설명문은 대상자(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이
해 능력 혹은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동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
우, 대상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약사법 제 34 조의 2 제 3 항 제 3 호
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
자가 대리인이 된다.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 모두 글을 읽을 수 없는 경우, 참관인이
동의를 받는 모든 과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대상자와 그 대리인이 구두로 임상시험에의 참
여를 동의하고 가능하면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참관인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동의
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설명되고 이해되었음을 증명한다. 시험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가
변경이 된다면 모든 변경사항은 해당 양식이 사용되기 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행 중인 대상자(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에게도 재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이때 시험자는 고지 대상자, 고지 일시 및 고지 내용을 근거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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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시험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시험자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상시험을 실시하
여야 하며, 본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자들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임상시험계획서 등
에 대하여 숙지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각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면담 및 검사를 통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및 이상사례 발생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한다. 시험책임자는 의뢰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상사례, 시험진행, 상황,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며, 임상시험 의뢰자는 주기적으로 임상시험 진행 상황에 대하여 관리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등록 시 보호에 관한 대책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
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 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
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시험대상자(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
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 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
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제 27 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
용되어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시험대상자를 말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등록 시 시험자는 대상자가 충분한 동의 능력이 있는지, 추가 동의절차가 필요
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설명하며, 임상시험 참여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임상시
험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에 해당하면서 본 임상시험
에서 등록이 가능한 임상시험 실시기관, 시험자 또는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시험자의 학생
등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대상자 모집의 목적으로 시험자가 피고용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가능하다면 임상시험 모집이나 동의 과정은 피고용자의 상급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
어야 한다.
다) 피고용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그들의 고용
이나 직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알린다.
라) 피고용자가 부당한 영향이나 강제를 받지 않을 것이며, 피고용자의 사생활이 존중될 것
임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마) 임상시험 참여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피고용자의 상급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
해야 한다.
바) 가능하다면 임상시험의 진행은 다른 피고용자(상급자 또는 동료 등)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사) 의뢰자의 피고용자를 대상자로 모집하는 경우, 의뢰자에게 제공될 모든 자료는 요약 또
는 모든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피고용자의 신원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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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임상시험 종료 후 대상자 진료 및 치료기준

임상시험이 종료된 대상자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시험자의 지시에 따
라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임상시험의 참여로 인한 손상이 있는 대상
자로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에 따라 의뢰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손상의
지속여부에 따라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라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의해 생긴 이상사례 또는 발현된 이상사례의 교정처
치 과정에서 발생된 손상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손상에 대하여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에 따라 대상자에게 보상할 것이다.

점검 및 실태조사

및 모든 관련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의뢰자 또는 의뢰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본 임상시험에 대한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점검(Audit)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험자는 적절한 통보를 받은 이후 점검
이나 실태조사에 응해야 하며, 점검자 혹은 조사자가 모든 임상시험 관련 문서를 직접 열람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발견 사항 및 모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GCP

9)

임상시험 문서 및 대상자 기록의 비밀유지

모든 임상시험 결과와 문서는 기밀로 간주된다. 시험자, 임상시험수탁기관, 임상시험 의뢰자의
담당자는 임상시험 의뢰자의 서명 승인 없이는 임상시험 관련 정보들을 노출하여서는 안 된
다. 대상자의 이름, 의무기록번호 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시험책임자의 책임하에
접근이 제한되며 시건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증례기록
서 등 임상시험에 관련된 모든 서류에는 대상자의 이름이 아닌 대상자 식별코드로 기록하고
구분한다. 임상시험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대상자의 신원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것이다.

10)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모니터링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 보고된 임상시험 관련 자료와 근거문서의 대조를 통한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및 검증가능성의 확인, 그리고 승인된 계획서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 제 30 조 및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
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뢰자에서 지정한 모니터가 정기적인 임상시험실시기관 방문 및
전화를 통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임상시험 진행과정을 평가하고 임상시
험계획서 및 규정에 따른 시험자의 의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임상시험실시기관 방문 시
모니터는 대상자 기록 원본, 증례기록서, 약물 관리 기록,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보관을 확인
하여 임상시험 기록에서의 불일치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 시험자와 논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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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3상, 면역원성비교)

본 표준안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이며, 표준안에 설정된 주요 평가 기준은
제품의 개발 수준, 국내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시 식약처와 협의하여야 함

임상시험계획서
만 19 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백신 시험백신(제품명)과 대조백신(제품명)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대조, 병행, 다기관 제 3 상 임상시험
A phase III, randomized, double blind, active controlled, parallel-group,
multi-center study to evaluate safety and immunogenicity of
a preventive COVID-19 vaccine 시험백신(영문 제품명) compared to
대조백신(영문 제품명) in healthy adults aged 19 years and older

임 상 시 험 단 계 : 제3상
임상시험계획서 번호 :
임상시험계획서 버전 :
제품명 (코드명 )/성분명 :
적 응 증 ( 대 상 질 환 ) : 코로나 19
임상시험책임자 :
임상시험의뢰자 :
본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는 임상시험책임자 및 임상시험담당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보건당국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서,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투여받는 사람에게 시험참가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
시험의뢰자’의 사전서면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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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어 및 용어 정의

약어

정의

ADE
AE
AESI
Ag
ALP
ALT
aPTT
AST
BUN
CI
DSMB
ELISA
ELISpot
FAS
FRNT
GCP
GMC
GMFR
GMT
HBV
hCG
HCV
HIV
ICP
ICS
IP
IgG
IgM
IRB
MAAE
MedDRA
PPS
PRNT
S

Antibody-Dependent Enhancement
Adverse Event,
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
Antigen
Alkaline Phosphatase
Alanine aminotransferase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spartate aminotransferase
Blood Urea Nitrogen
Confidential Interval,
Data and Safety Monitoring Board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nzyme-Linked Immunosorbent Spot-forming assay
Full Analysis Set
Focus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
Good Clinical Practice
Geometric Mean Concentration,
Geometric Mean Fold Rise,
Geometric Mean Titer,
Hepatitis B Virus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epatitis C Viru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Immunological Correlate of Protection
Intracellular Cytokine Staining
Investigational Product,
Immunoglobulin G
Immunoglobulin M
Institutional Review Board
Medically Attended Adverse Events,
Medical Dictionary for Regulatory Activities
Per-Protocol Set,
Plaque Reduction Neutralization Test
Spike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신뢰구간

기하평균농도
기하평균증가율
기하평균역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임상시험계획서 순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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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정의

SAE
SAS
SBP
SOC
Solicited AE
SPR
SRR
Th1
Th2
Unsolicited AE
V
WBC

Serious Adverse Event,
Safety Analysis Set,
Systolic Blood Pressure
System Organ Class

예측된 이상사례

중대한 이상사례
안전성 분석군
혈청방어율
혈청반응률

Sero Protection Rate,
Sero Response Rate,
Type 1 Helper T Cell
Type 2 Helper T Cell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Visit, 방문

White Blood Cell (Leuk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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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

임상시험 의뢰자
제품명(코드명)

㈜OOOO

성분명
OOOO
만 19 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예방 백신 시험백신과 대
조백신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 병행, 다기관 제 3 상 임상시험(A phase III, randomized, double
임상시험 제목 활성대조
blind, active controlled, parallel-group, multi-center study to evaluate
OOOO

immunogenicity and safety of a preventive COVID-19 vaccine
compared to

[1 차]
·

대조백신 in healthy adults aged 19 years and older)

시험백신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중화항체 분석을 통한 면역
원성 비열등성(또는 우월성) 평가

[2 차]

시험목적

·

·

·

·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책임자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중화항체 분석을 통한
면역원성 비교 평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결합항체 분석을 통한
면역원성 비교 평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T 세포반응 분석을 통
한 면역원성 비교 평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안전성 비교 평가
임상시험 책임자
순번
임상시험 실시기관
성명 직급
소속
1
OO 대학교 OOOO 병원
OOO
교수 감염내과
2
OO 대학교 OOOO 병원
OOO
교수 감염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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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군
A

연구설계

용량 시험대상자수

V1 V2 V3 V4 V5 V6 V7 V8
S 0 1 4 5 8 7
13

일 주 주 주 주 개월 개월
╷╷╷╷╷╷ ╷ ╷

시험군 선택용량 OOO 명
대조군 허가용량 OOO 명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
면역원성 평가 ✗
안전성 평가 ✗

✗
✗

✗✗ ✗ ✗

❍
❍
❍
❍ ❍ ❍ ❍
❍ ❍ ❍ ❍ ❍ ❍

❍
❍

시험군 선택용량 OOOO 명
B
대조군 허가용량 OOOO 명
임상시험용의약품
면역원성 접종
평가 ✗✗ ❍✗ ✗✗ ❍✗ ✗✗ ✗✗ ✗✗ ✗✗
안전성 평가 ✗ ❍ ❍ ❍ ❍ ❍ ❍ ❍
본 임상시험은 만 19 세 이상의 코로나 19 감염 이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을 대
상으로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제
3 상 임상시험이다. 본 임상시험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안전성 및 면역원
성을 비교하는 코호트 A 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안전성만을 비교하는 코
호트 B 로 나뉘며, 2 개 코호트의 시험대상자는 동시에 모집된다. 시험대상자
가 자의로 임상시험의 참여 및 채혈이 동반되는 면역원성 분석에 추가적으로
동의하면 코호트 A 에 배정된다. 시험대상자가 자의로 임상시험의 참여만 동
의하고 면역원성 분석에 동의하지 않으면 코호트 B 에 배정된다. 임상시험계
획서에 따라 필요한 검진을 시행하고,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코호트 A 시
험대상자 OOO 명과 코호트 B 시험대상자 OOOO 명은 시험군 또는 대조군에
무작위배정 되며, 층화 요인(연령 : 만 19~64 세/만 65 세 이상)에 따라 층화한
다. 무작위배정 된 대상자는 시험백신 또는 대조백신을 4 주 간격으로 2 회 접
종받으며,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12 개월(또는 24 개월) 시점까지 면
역원성 및/또는 안전성을 확인한다. 시험대상자는 접종 후 7 일간 예측된 이
상사례 및 접종 후 28 일간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평가를 위해 일지카드
(Diary card)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채혈 및 안전성 평
가를 위해 정해진 스캐줄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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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기간
대상질환
임상시험 단계
및 디자인
임상시험용
의약품
용법 용량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일로부터 OO 개월
코로나 19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활성대조, 병행, 다기관

시험약 : 시험백신
대조약 : 대조백신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어깨세모근에 2 회 근육 주사하며, 1 차 접종 4 주 후 2 차
접종을 실시한다.
코로나 19 감염 이력이 없는 19 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등록될 것이다. 총 목표
시험대상자 수는 4,000 명(시험군 3,000 명 이상, 대조군 1,000 명 이상) 이상이
며, 이중 코호트 별로 약 20%는 만 65 세 이상의 시험대상자가 포함될 것이
다. 중도탈락률 20%를 감안하여 약 5,000 명 이상이 등록될 것이다.
코호트 A
코호트 B
구분
19~64세 ≥65세
계 19~64세 ≥65세 계 합계
시험대상자 수
시험군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3,000명
대조군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1,000명
계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4,000명
※ 코호트 A : 안전성 및 면역원성 평가 대상인 시험대상자
※ 코호트 B : 안전성 평가 대상인 시험대상자
1) 본 임상시험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서면 동의한 만 19 세 이상 남녀
2) 임신 가능성이 있는 남녀 중 임상시험 기간(최종 접종 후 3 개월) 동안 의
학적으로 허용된 피임 방법†으로 피임하기에 동의하는 자
†호르몬성 피임법, 자궁 내 장치(IUD[Intrauterine device] 또는 IUS
선정기준
[Intrauterine system]), 난관결찰, 이중 차단법(남성용 콘돔, 여성용 콘돔, 자궁
경부 캡, 피임용 격막, 피임용 스펀지와 같은 차단법의 복합적 사용), 살정자제
를 병용한 단일 차단법
3) 임상시험 참여기간동안 헌혈 및 수혈(전혈, 혈장성분, 혈소판성분, 혈소판혈
장성분 포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 자
1)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코로나 19 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
(코호트 A 만 해당)
제외기준
이전에 코로나 19 진단을 받은 자
스크리닝 시 코로나 19 에 대한 항체(IgM 또는/그리고 IgG)가 양성인 자
·
·

·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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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14 일 이내에 코로나 19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자
3) 코로나 19 로 확진된 환자의 진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료 종사자 혹은
SARS-CoV-2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선별진료소 및 응급실 종사자,
코로나 19 방역 관련 종사자, 코로나 19 검체 수집 및 분석 관련 종사자 등)
4) 스크리닝 방문 시 시행한 임상실험실 검사 및 심전도, 흉부 X-ray 상 임
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인 자
5) 스크리닝 방문 시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HBV, HCV, HIV) 결과 양성인 자
6)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72 시간 이내에 38 도 이상의 급성 열성
질환이 있었거나, 관련한 다른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다른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
각 소실, 또는 미각 소실 등)이 있었던 자
7) 다음에 해당하는 심각한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질환으로 인하여 시험자에
의해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호흡기계 질환 :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활동성 결핵, 치료
중인 잠복 결핵 등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자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 울혈성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조절
되지 않는 고혈압, 심근염, 심낭염 등
신경계 질환 : 뇌전증(Epilepsy), 발작증(Seizure)(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3 년 이내), 편두통, 뇌졸증, 뇌병증, 길랑-바레 증후군, 뇌척수
염, 횡단성 척수염 등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의 악성 종양 병력(단, 피부 기저
세포 및 편평세포 암(basal cell and squamous cell carcinoma)은 제외)
자가면역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건선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
면역결핍 질환
그 외 시험자에 의해 임상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된 간담도계, 신장,
내분비계, 비뇨기계, 근골격계 질환
8) 과거 SARS-CoV 또는 MERS-CoV 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
9)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하여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자
10) 백신 접종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사례,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자
11) 혈소판 관련 질환 또는 출혈성 질환 병력이 있거나 이전에 근육주사나 정
맥천자 후 심각한 출혈이나 멍이 든 병력이 있는 자 혹은 항응고제를 투
여 받고 있는 자(단,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저용량의 항응고제(예,
100mg/day 이하의 아스피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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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의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에 전신성 두드러기 병력이 있는 자
13) 유전적 또는 특발성 혈관신경성 부종의 병력이 있는 자
14)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을 받은 병력이 있는 자
15)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약물 남용 또는 알코올 남
용의 의심 혹은 병력이 있는 자
16) SARS-CoV, MERS-CoV 또는 SARS-CoV-2 백신 접종력이 있는 자
17) 이전에 시험약 물질 기반의 백신 접종력이 있는 자
18) 임상시험용의약품의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
제를 사용하거나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자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 Azathioprine, Cyclosporine, Interferon,
12)

①

G-CSF,

Tacrolimus,

Everolimus,

Sirolimus,

Cyclophosphamide,

등
전신적 스테로이드: Prednisolone 을 기준으로 10 mg/day 초과의 용량
을 연속적으로 14 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단, 스테로이드 외용
제, 비강 스프레이, 흡입제, 안약제는 사용 용량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19)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향정신병 의약품, 마약성
진통제를 의존적으로 투여한 이력이 있거나, 시험자의 판단에 따라 임상
시험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정신적 질환자 혹은 사회적 상태일 경우
20) 임상시험 참여 전 6 개월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또는 다른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적용 받은 자
21) 각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 4 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 받았거나, 접
종 계획이 있는 자
22)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3 개월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이나 혈액 유래
제제를 투여받은 자 또는 임상시험 기간 동안 투여 계획이 있는 자
23) 임부 또는 수유부
24) 기타 사유로 시험자가 본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1 차 면역원성 평가변수]
6-Mercaptopurine, Methotrexate, Rapamycin, Leflunomide

②

<ICP 가

평가변수

확립된 경우>
1)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OO 항체가에 대한 SPR 의 차이(시험백신의 SPR – 대조백신의 SPR)
<ICP 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1)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항체가에 대한 GMFR 의 비율(시험백신의 GMFR/대조백신의 GMFR)
2)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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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항체가에 대한 SRR 의 차이(시험백신의 SRR - 대조백신의 SRR)
[2 차 면역원성 평가변수]
1)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항체에 대한 SRR,
GMT, GMFR 비교
2)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결합항체에 대한 SRR,
GMT, GMFR 비교
3)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서 OOO(예, IFN-γ ELISpot) 시험법으로 분석한
T 세포반응 비교
4)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서 ICS 시험법으로 분석한 Th1/Th2 비율 비교
※ SPR(Seroprotection Ratio) : OO 항체가가 베이스라인에서 정량한계 미만
인 경우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ICP 방어항체가 이상 증가되거나,
OO 항체가가 베이스라인에서 정량한계 이상인 경우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O 배 이상 증가된 시험대상자들의 분율.
※ GMFR(Geometric Mean Fold Rise) : 베이스라인 대비 측정시점에서
GMT 또는 GMC 증가비율. 접종 전 항체가가 정량한계 미만이면 그 값
은 정량한계의 절반 값으로 대체함
※ SRR(Seroresponse Rate) : 항체가가 베이스라인 대비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O 배 이상 증가된 시험대상자들의 분율. 접종 전 항체가가 정량
한계 미만이면 그 값은 정량한계의 절반 값으로 대체함
[안전성 평가변수]
1) 이상사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1 차 및 2 차 접종 후 7 일까지 발생한 예측된
이상사례
국소적 이상사례 : 통증, 압통, 홍반/발적, 경결/부종, 가려움증
전신적 이상사례 : 발열, 피로/권태, 오한/떨림, 두통, 근육통, 관절통, 설사,
구토, 복통, 점막피부 반응/발진, 두드러기, 현기증, 기침, 호흡곤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1 차 및 2 차 접종 후 28 일까지 발생한 예측되
지 않은 이상사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
①

·
·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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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발생한 의료진

이 검진한 이상사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발생한 특별
관심 대상의 이상사례
2) 임상실험실 검사(혈액학적/혈액화학적 검사, 소변검사)
3) 활력징후
4) 신체검진
[시험대상자수 산출근거]
⑤

<ICP 가

확립된 경우>

면역원성 분석군
면역원성 분석군은 중도탈락률 OO%를 고려하여 총 OOO 명의 시험대상자(군
당 OOO 명의 시험대상자)가 모집될 것이다. 본 임상시험의 일차 목적은 대조
군 대비 시험군의 SPR 의 비열등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시험백신의 1/2 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시험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PR 을 OO%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조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참고문헌]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PR 을 OO%로 가정하였다. 비열등성 마진은 ‘코로나
19 백신 임상 평가 시 고려사항(식약처, 2021.06)’에 따라 -10%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임상시험에서 단측 유의수준 2.5%, 90% 검정력을 가정하여
총 OOO 명의 시험대상자들이 평가될 것이다. 또한 본 임상시험에서 중도탈락
율 OO%을 고려하여 총 OOO 명(2 군, 군 당 OOO 명의 시험대상자)의 시험대
통계분석방법 상자들이 모집될 것이다. 시험대상자 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다.
                
 



(1) 1 종 오류(α, 유의수준), α=5%(0.05), α/2 = 0.025, Z /2=1.96
(2) 2 종 오류(β, 검정력), β=10%(0.10), Z =1.28
(3) p1 : 시험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PR(예측치) = OO%
(4) p2 :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PR(문헌상) = OO%
(5) δ : 비열등성 마진 = -10%, -0.1
안전성 분석군
안전성 분석군은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식약처, 2017.06)’, ‘코로나 19 백
신 개발 시 고려사항(식약처, 2021.06)’에 따라 총 4,000 명(시험군 3,000 명,
대조군 1,000 명)에서 평가될 것이다. 시험군에서 총 3,000 명 시험대상자의
안전성 데이터베이스는 1,000 명 중 1 명에게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한 건
α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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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상사례를 관찰할 가능성이 95%임을 보여준다.

<ICP 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면역원성 분석군
본 임상시험의 일차 목적은 대조군 대비 시험군의 GMFR 에서 비열등성(혹
은 우월성) 및 SRR 에서 비열등성을 및 검증하기 위함이다. 시험대상자 수
는 2 가지 일차 목적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각 목적 별로 필요
한 시험대상자 수를 각각 산출하였고 그 중 더 많은 쪽의 시험대상자 수인
OOO 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중도탈락률 OO%를 고려하여 총 OOO 명의 시
험대상자(군당 OOO 명의 시험대상자)가 모집될 것이다.
대조군 대비 시험군의 GMFR 에서 비열등성(혹은 우월성)을 검정하기 위한 시
험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시험백신의 1/2 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시험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GMFR 을 OOO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조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참고문헌]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GMFR 은 OOO, GMFR 의 표준편차는 OO 으로 가정하였다. 본 임상
시험에서 단측 유의수준 2.5%, 90% 검정력을 가정하여 총 OOO 명의 시험대
상자들이 평가될 것이다. 시험대상자 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다.
        
 
  




(1) 1 종 오류(α, 유의수준), α=5%(0.05), α/2 = 0.025, Z /2=1.96
(2) 2 종 오류(β, 검정력), β=10%(0.10), Z =1.28
(3) σ : 대조백신의 2차 접종 후 4주째의 GMT에 대한 표준편차(문헌상)
(4) p1 : 시험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GMFR(예측치)
(5) p2 :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GMFR(문헌상)
한편, 대조군 대비 시험군의 SRR 에서 비열등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시험백신의 1/2 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시험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RR 을 OO%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조백
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참고문헌]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RR 을 OO%로 가정하였다. 비열등성 마진은 ‘코로나 19 백신 임상 평가 시
고려사항(식약처, 2021.06)’에 따라 -10%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임상
시험에서 단측 유의수준 2.5%, 90% 검정력을 가정하여 총 OOO 명의 시험대
상자들이 평가될 것이다. 시험대상자 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다.
α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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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종 오류(α, 유의수준), α=5%(0.05), α/2 = 0.025, Z /2=1.96
(7) 2 종 오류(β, 검정력), β=10%(0.10), Z =1.28
(8) p1 : 시험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RR(예측치) = OO%
(9) p2 :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RR(문헌상) = OO%
(10) δ : 비열등성 마진 = -10%, -0.1
안전성 분석군
안전성 분석군은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식약처, 2017.06)’, ‘코로나 19 백
신 개발 시 고려사항(식약처, 2021.06)’에 따라 총 4,000 명(시험군 3,000 명,
대조군 1,000 명)에서 평가될 것이다. 시험군에서 총 3,000 명 시험대상자의
안전성 데이터베이스는 1,000 명 중 1 명에게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한 건
의 이상사례를 관찰할 가능성이 95%임을 보여준다.
[통계분석의 일반적 원칙]
SAP 는 첫 번째 시험대상자의 첫 번째 방문 전에 완료될 것이며 본 임상시험
계획서에의 통계분석보다 기술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포함할 것이다. 임상시험
계획서에서는 일차 및 주요 이차 평가변수를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변수
에 대해 계획된 통계분석의 요약이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
하며, 필요한 경우, 95% CI 를 제시한다. 범주형 결과치에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및 피셔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이 사용될 것이다.
어떤 시점에서 결측치가 발생되거나 임상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시험대상자가
탈락하면 원자료를 그대로 분석하고 누락되는 측정치는 대체하지 않는다.
[분석군]
SAS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소 1 회 이상 접종받은 시험대상자이다. FAS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소 1 회 이상 접종받고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후에 면역원성 결과가 있는 시험대상자이다. PPS-1 은 FAS 중 주연구기간까
지(V1~V6)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이 없는 시험대상자이고, PPS-2 는
FAS 중 종료방문까지(V1~V8)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이 없는 시험대상
자이다.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에는 중대한 선정/제외기준 위반, 병용
금기 약물 투여, 순응도 위반을 포함한다.
[1 차 면역원성 분석]
주분석군은 PPS-1 이며, PPS-2 및 FAS 에 대해서도 민감도를 분석한다.
α

β

<ICP 가

확립된 경우>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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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가에 대한 SPR 의 차이(시험백신의 SPR - 대조백신의 SPR)의 95% 신뢰
구간 하한이 –10%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군이 대조백신군에 비하여 비
열등하다고 판단한다.

<ICP 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 GMT 비열등성 설계>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
항체가에 대한 GMFR 의 비율(시험백신의 GMFR/대조백신의 GMFR)의 95%
신뢰구간 하한이 0.67 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군이 대조백신군에 비하여
비열등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
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항체가에 대한 SRR 의 차이(시험백신의 SRR
- 대조백신의 SRR)의 95% 신뢰구간 하한이 –10%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
신군이 대조백신군에 비하여 비열등하다고 판단한다.
<ICP 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 GMT 우월성 설계>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
항체가에 대한 GMFR 의 비율(시험백신의 GMFR/대조백신의 GMFR)의 95%
신뢰구간 하한이 1.00 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군이 대조백신군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
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항체가에 대한 SRR 의 차이(시험백신의 SRR 대조백신의 SRR)의 95% 신뢰구간 하한이 –10%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
군이 대조백신군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판단한다.

[2 차

면역원성 분석]
주분석군은 PPS-1 이며, PPS-2 및 FAS 에 대해서도 민감도를 분석한다. 결합
항체가 및 중화항체가에 대한 각 분석시점 별 SRR, GMT, GMC, GMFR 및
95% CI 를 제시한다. IFN-γ ELISpot 및 ICS 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시험대상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앙값, 최소값) 및 95%
CI 를 제시한다.
[안전성 분석]
주분석군은 SAS 이다. 이상사례의 발생율 및 발생건수를 제시하고, 전체 대
상자의 이상사례 발현율에 대한 95% CI 를 제시한다. 발현한 이상사례에 대
하여 접종군 별로 발현된 이상사례의 종류를 중증도, 인과관계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빈도 및 발현율, 발생 건수를 산출한다. 실험실적 검사는
항목별 및 방문 시점별로 측정값 및 기저치 대비 접종 후 변화량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로 제시하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비율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활력징후, 신체검사 등 안전성 관련 변수는 항목
별 및 방문 시점별로 측정값 및 기저치 대비 접종 후 변화량(신장 제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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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로 제시하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비율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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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방문일
시험대상자 동의
인구학적 기초 정보
병력/수술력 조사
선행 및 병용약물 확인
활력징후
신체검진
체중, 신장 측정
흉부 X-선 검사
심전도 검사(ECG)
코로나 19 진단 검사
임상실험실 검사
임신반응검사
선정/제외기준 확인
배정
면역원성검사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시험대상자 일지 배부
시험대상자 일지 회수
1)

2)

3)

3)

4)

5)

6)

7)

9)

임상시험 진행 및 평가 일정표
주연구
추적관찰
스크리닝 1 차접종 중간방문 2 차접종 중간방문 중간방문 중간방문 종료방문
V1

-7~-1

○
○
○
○
○
○
○
○
○
○
○
○
○

V2

일 0일
○
○
○

○
○
○
○
○
○
○

8)

V3

7±2

일

V4

28±2

V5

V6

V7

V8

±

±

±

±

○

○

○
○

○
○

일 35 2 일 56 2 일 28 2 주 52 2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1)

10)

11)

시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는 스크리닝 방문 절차 이전에 취득이 가능하다.
혈압, 맥박, 호흡수 및 고막 체온을 측정한다. 가능한 계획된 검사 실시 이전에 실시하며, 5 분간
안정을 취한 후 앉은 자세로 측정하도록 한다
3) 흉부 X-ray 는 후전방(Posterior-Anterior, PA) 검사를 실시한다. 시험자 판단에 따라 스크리닝 기간
동안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코로나 19 에 대한 항체 검사(IgM 및 IgG 에 대한 양성 여부 확인)를 실시하여 확인한다.
5) 임상실험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스크리닝 검사의 경우, 스크리닝 방문을 기준으로 4 주 이내
실시한 검사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험자 판단에 따라 스크리닝 기간 동안 1 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바이러스 검사와 혈액응고 검사는 방문 1 에서만 시행한다. 일정표에 따
른 평가 외에 시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
혈액학적 검사 :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s count, WBC, WBC Differential count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eosinophil, basophil)
혈액화학적 검사 : BUN, Creatinine, Total bilirubin, ALP, ALT, AST, calcium, phosphorus,
1)
2)

·
·

283/350

sodium, potassium
: Protein (Albumin), Glucose, Bilirubin, Ketone, Blood (RBC)
: PT, aPTT(
1
)
: HBV, HCV, HIV(
1
)
.
(Urine)
‘
’
,
(Serum) hCG

소변 검사
혈액응고검사
방문 에서만 시행
바이러스 검사
방문 에서만 시행
6) 가임기 여성에 한하여 소변 검체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 소변
검체에서의 임신 반응
이 양성 일 경우 혈청
반응 검사를 통하여 임신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임신반응 검
사 시행이 계획되지 않은 방문에서 필요 시 추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의 검사 결
과가 양성일 경우 중도 탈락된다.
7) 면역원성 검사는 면역원성 코호트에 배정된 시험대상자에서만 실시된다. 면역원성 분석을 위한 혈
액 채취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면역원성 검사는 중앙 실험실(Central
Laboratory)에서 일괄 실시한다. 각 면역원성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wildtype virus 를 이용한 OOO(예, FRNT) 시험법으로 측정된 중화항체가
OOO(예, ELISA) 시험법으로 측정된 결합항체가
OOO(예, IFN-γ ELISpot) 시험법으로 분석한 T 세포반응
ICS 시험법으로 분석한 Th1/Th2 비율
8)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적어도 30 분 이상 관찰하여 즉각적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관련) 발현
을 관찰한다. 2 상의 만 75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적어도 2 시간까지
즉각적 이상사례를 관찰한다.
9) 시험대상자 일지는 아래의 기준으로 작성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일 ~ 접종 후 7 일(V2~V3, V4~V5) : 예측된 및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 ~ 접종 후 28 일(V3~V4, V5~V6) :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10)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와 관련하여 투여된 병용
약물을 조사한다.
11) SAE, MAAE, AESI 의 발현 여부를 조사한다. Enhanced disease 의심 이상사례가 발현된 경우 시험
자는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DSMB 를 개최하여 Enhanced disease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
·

①
②
③
④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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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론

1)

배경

2)

이론적 근거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특징(분류, 상동성, 유전적 및 구조적 특성 등)
☞ 코로나 19 의 감염원리, 임상적 증상
☞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역학 정보 : 감염률, 입원률, 사망률 등
☞ 국내외 코로나 19 백신 개발 현황
☞ 개발하는 백신 제품에 대한 이론적 근거
플랫폼의 특징(장점 등)
표적 항원(예, SARS-CoV-2 Receptor binding domain) 선정 사유
접종방법, 전달체의 특징(예, DNA 백신에서 전달장치, RNA 백신에서 LNP)
☞ 임상시험 설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임상시험 모집단에 대한 근거
안전성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근거
눈가림에 대한 이론적 근거
대조약 사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 등
☞ 개발하는 백신의 전체 임상개발전략(CDP)의 개요(1 상~3 상)
·
·
·

·
·
·
·

3)

유익성 위험성 평가

4)

용량 설정 근거

·

☞ 위험평가 : 동일 혹은 유사 플랫품의 동일 혹은 다른 백신에서 비임상 및/또는 임상
시험 결과 등 이용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잠재적 위해성 평가
☞ 유익성평가 : 대상 질환의 예방에 대한 시급성(예, Unmet Medical Needs) 등
☞ 전반적인 유익성/위험성에 대한 결론 : 본 임상시험에서 잠재적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제시, 위험성 및 유익성 평가를 종합하여 잠재적 위험성 대
비 유익성이 높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결론 제시
☞ 초기 임상시험(1 상, 2 상)에서 확인된 면역원성 및 안전성 자료를 토대로 시험약의
용량설정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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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의 목적

1) 1 차
·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중화항체 분석을 통한 면역원성 비열
등성(또는 우월성) 평가

2) 2 차
·

·

·

·

목적
목적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중화항체 분석을 통한 면역원성
비교 평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결합항체 분석을 통한 면역원성
비교 평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T 세포반응 분석을 통한 면역원
성 비교 평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안전성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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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2)

시험모집단
시험대상자수

코로나 19 감염 이력이 없는 19 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등록될 것이다. 총 목표 시험대상자
수는 4,000 명(시험군 3,000 명 이상, 대조군 1,000 명 이상)이상이며, 이중 코호트 별로 약
20%는 만 65 세 이상의 시험대상자가 포함될 것이다. 중도탈락률 20%를 감안하여 약 5,000
명 이상이 등록될 것이다.
A
코호트 B
구분 19~64세 코호트
합계
≥65세 계 19~64세 ≥65세 계
시험군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3,000명
대조군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1,000명
계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OOO 명 4,000명
※ 코호트 A : 안전성 및 면역원성 평가 대상인 시험대상자
※ 코호트 B : 안전성 평가 대상인 시험대상자

선정기준

본 임상시험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서면 동의한 만 19 세 이상 남녀
(2) 임신 가능성이 있는 남녀 중 임상시험 기간(최종 접종 후 3 개월) 동안 의학적으로 허용
된 피임 방법†으로 피임하기에 동의하는 자
†호르몬성 피임법, 자궁 내 장치(IUD[Intrauterine device] 또는 IUS [Intrauterine
system]), 난관결찰, 이중 차단법(남성용 콘돔, 여성용 콘돔, 자궁경부 캡, 피임용 격막,
피임용 스펀지와 같은 차단법의 복합적 사용), 살정자제를 병용한 단일 차단법
(3) 임상시험 참여기간동안 헌혈 및 수혈(전혈, 혈장성분, 혈소판성분, 혈소판혈장성분 포함)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 자
(1)

3)

제외기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여 코로나 19 에 감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
이전에 코로나 19 진단을 받은 자
스크리닝 시 코로나 19 에 대한 항체(IgM 또는/그리고 IgG)가 양성인 자
(2)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14 일 이내에 코로나 19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자
(3) 코로나 19 로 확진된 환자의 진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의료 종사자 혹은
SARS-CoV-2 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선별진료소 및 응급실 종사자, 코로나 19
방역 관련 종사자, 코로나 19 검체 수집 및 분석 관련 종사자 등)
(4) 스크리닝 방문 시 시행한 임상실험실 검사 및 심전도, 흉부 X-ray 상 임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인 자
(1)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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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 방문 시 시행한 바이러스 검사(HBV, HCV, HIV) 결과 양성인 자
(6)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72 시간 이내에 38 도 이상의 급성 열성 질환이 있었거나,
관련한 다른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다른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소실, 또는 미각 소실 등)이 있었던 자
(7) 다음에 해당하는 심각한 의학적 또는 정신의학적 질환으로 인하여 시험자에 의해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호흡기계 질환 :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활동성 결핵, 치료중인 잠복 결핵 등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자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 : 울혈성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근염, 심낭염 등
신경계 질환 : 뇌전증(Epilepsy), 발작증(Seizure)(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3 년
이내), 편두통, 뇌졸증, 뇌병증, 길랑-바레 증후군, 뇌척수염, 횡단성 척수염 등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의 악성 종양 병력(단, 피부 기저 세포 및
편평세포 암(basal cell and squamous cell carcinoma)은 제외)
자가면역성 갑상선기능저하증, 건선을 포함한 자가면역질환
면역결핍 질환
그 외 시험자에 의해 임상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된 간담도계, 신장, 내분비계, 비뇨
기계, 근골격계 질환
(8) 과거 SARS-CoV 또는 MERS-CoV 감염 병력이 있는 경우
(9)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하여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자
(10) 백신 접종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사례,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이 있는 자
(11) 혈소판 관련 질환 또는 출혈성 질환 병력이 있거나 이전에 근육주사나 정맥천자 후 심
각한 출혈이나 멍이 든 병력이 있는 자 혹은 항응고제를 투여 받고 있는 자(단, 연구자
의 판단에 따라 저용량의 항응고제(예, 100mg/day 이하의 아스피린)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참여 가능)
(12) 임상시험용의약품의 1 차 접종 전 5 년 이내에 전신성 두드러기 병력이 있는 자
(13) 유전적 또는 특발성 혈관신경성 부종의 병력이 있는 자
(14)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을 받은 병력이 있는 자
(15)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약물 남용 또는 알코올 남용의 의심 혹은
병력이 있는 자
(16) SARS-CoV, MERS-CoV 또는 SARS-CoV-2 백신 접종력이 있는 자
(17) 이전에 시험약 물질 기반의 백신 접종력이 있는 자
(18) 임상시험용의약품의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를 사용하거나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자
면역억제제 및 면역조절제: Azathioprine, Cyclosporine, Interferon, G-CSF, Tacrolimus,
(5)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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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olimus, Sirolimus, Cyclophosphamide, 6-Mercaptopurine, Methotrexate, Rapamycin,

등
전신적 스테로이드: Prednisolone 을 기준으로 10 mg/day 초과의 용량을 연속적으로
14 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단, 스테로이드 외용제, 비강 스프레이, 흡입제, 안
약제는 사용 용량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19)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6 개월 이내에 향정신병 의약품, 마약성 진통제를 의존
적으로 투여한 이력이 있거나, 시험자의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 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정신적 질환자 혹은 사회적 상태일 경우
(20) 임상시험 참여 전 6 개월 이내에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또는 다른 임상시험용 의료
기기를 적용 받은 자
(21) 각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 4 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 받았거나, 접종 계획이 있는 자
(22)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 3 개월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이나 혈액 유래 제제를 투여
받은 자 또는 임상시험 기간 동안 투여 계획이 있는 자
(23) 임부 또는 수유부
(24) 기타 사유로 시험자가 본 임상시험의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Leflunomide

②

4) 2 차

접종 금기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상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을 받을 수 없으
며, 시험자는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임상시험 종료 시점까지 안전성 및 면
역원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시험자에 의해 2 차 접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2) 임상적으로 유의한 상태로 인하여 시험자에 의해 2 차 접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또는 예측되지 않은 전신적 과민반응이
발생한 경우
(4) 임상시험용의약품과 연관된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현된 경우
(5) 임신

5)

중도탈락기준

배정 또는 무작위배정 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본 임상시험 전 기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는 탈락으로 분류된다. 대상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시험을 중단하거나, 안전,
행위 또는 행정상의 이유로 시험자 혹은 의뢰자의 재량에 의해 언제든지 중도탈락 할 수 있다.
시험자는 중도탈락 사유에 관하여 질문하고, 마지막 방문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결되지 않은 이상사례에 관하여 대상자를 추적 관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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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대상자가 임상시험을 중단 요청하거나 시험자와 의뢰자간 논의에 따라 중지 및 탈락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나 대상자의 대리인이 임상시험 참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2) 임상시험 진행 중 선정/제외기준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
(3) 시험약 접종에 대한 개별 시험대상자의 잠재적인 반응 및 이상사례의 중증도를 고려하
여 시험자가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내약 불가능한 독성
이 나타난 경우(아래와 같은 사항이 해당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음)
시험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사례
시험약과 관련된 Grade 4 이상의 이상사례
시험약과 관련된 아나필락시스
(4)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에 계속 참여하는 경우 시험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시험자 및/또는 의뢰자가 판단하는 의학적 상태
(5) 시험대상자가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담당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6) 시험대상자의 추적이 안 되는 경우
(7)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 진행 중 임신하는 경우
(8) 기타 의뢰자 또는 시험자의 판단에 의해 임상시험의 진행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중지 및 탈락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원인과 중지 및 탈락 일자가 증례기록서와 대상자
의무 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시험대상자의 중도탈락의 사유가 이상사례 때문인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가능한 추적 조사되어야 하며, 이상사례일 경우 그 결과는 이상사례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및 보고 방법에 따라서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시험대상자에게
시험약 접종에서 기인한 수용 불가능한 독성이 발생하는 경우, 접종은 중단되고 해당 기관
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조 치료를 받게 된다. 어떠한 사유로 본 임상시험을 중단한
경우 임상시험계획서 대로 시험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접종한 모든 대
상자는 가능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위해 종료방문(V8)에 예정된 모든 검사가 실시되도록 노
력해야 한다. 중도탈락한 대상자는 임상시험 재참여가 불가능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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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2)

3)

시험 설계 내용
시험기간

임상시험 기간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일로부터 OO 개월이나 시
험대상자의 등록 속도 및 등록된 시험대상자의 치료 기간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배정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시험대상자는 시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배정하고, 층화 요인(면역
원성 평가 여부 : 면역원성 분석군/비 면역원성 분석군, 연령 : 만 65 세 미만/만 65 세 이상)
에 따라 층화한다. 무작위배정 관리자는 Block 크기를 접종군 수의 배수 중 임의로 설정하
여 SAS(version 9.4 이상)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배정표를 생성한다. 무작위배정 관리자는
임상시험 시작 전에 무작위배정 코드를 임상시험 의뢰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포장 담당자에
게 전달하고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포장 시 임상시험용의약품 라벨을 부착한 후,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약사에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인계한다. 쌍방향 웹반응시스템
(Interactive Web Response System, IWRS)을 이용하여 무작위배정 한다. 서면 동의가 이루
어진 순서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번호 2 자리]-[일련번호 3 자리]로 구성된 스크리닝 번호
를 부여받는다. 이후 선정 및 제외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연령을 층화로 하는 중앙 무
작위배정 계획에 따라 무작위배정이 되어, 시험자가 대상자의 등록을 결정한 순서대로 [임
상시험실시기관번호 2 자리]-R-[층화코드* 2 자리][일련번호 3 자리]로 구성된 고유한 무작위
배정 번호를 부여받는다(*층화코드 : ‘Y’(만 65 세 미만), ‘O’(만 65 세 이상, ‘I’(코호트 A, 면역
원성 분석군), ‘S’(코호트 B, 면역원성 미분석군))

눈가림의 유지 및 해제

임상시험 기관 소속의 비눈가림 담당자(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접종 준비 담당자, 임상시험용
의약품 접종 담당자, 관리약사)를 두어 눈가림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비눈가림 담당
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정된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기관의 임상
시험용의약품 수량, 불출 등의 확인은 별도의 비눈가림 모니터요원이 담당한다. 비눈가림 담
당자는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약국 모니터링과 제조 및 투여 관련 모니터링 등 해당 업무만
을 수행해야 하며, 독립적 업무 수행에 대한 문서를 남긴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접종 준비
및 접종을 담당하는 비눈가림 담당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시 시험대상자가 없는 곳에
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준비를 하며, 시험대상자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시에 시험대상자
의 고개를 돌려 눈가림 상태에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각 군 별로 고유 코드의
할당 내역은 임상시험 종료 후 데이터 잠금 및 중앙실험실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각 대상자
의 투여군 배정에 대하여 눈가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임상시험 도중 중대한 이상사
례 또는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의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해당 코드 열람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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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나 의뢰자가 대상자의 권익과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
당 대상자의 고유 코드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다. 눈가림을 해제하는 것은 사례별
로 고려되어야 하며, 심각한 의학적 응급상황일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눈가
림은 투여군에 대한 정보가 대상자 치료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해제되어야 한다. 시험책
임자 또는 의뢰자가 눈가림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뢰자 또는 시험책임
자에게 연락을 통해 눈가림 해제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눈가림을 해제한다. 이 경우 눈가
림 해제에 대한 기록을 남겨 문서로서 보관한다. 무작위배정 코드가 해제된 대상자는 임상
시험을 지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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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시험종료 및 조기중단 기준
의뢰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자 또는 의뢰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GCP, 임상시험 계획서, 계
약사항 및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의뢰자
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뢰자는 임상시험
전체 또는 특정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의 임상시험 조기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체 또는 특정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목표한 수의 대상자 등록에 실패한 경우
임상시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역원성/안전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 또는 시험자에 의한 GCP, 임상시험 계획서, 계약사항 및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위반 정도가 임상시험 지속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임상시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행정적 이유
임상시험이 조기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 의뢰자는 시험책임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
당 사실과 사유를 신속히 문서로 보고하여야 하며,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다른 임상
시험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에게도 해당 사실과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시험자

의뢰자가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하거나 중지시켰을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 사실을 임상시험심
사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조기 종료 및 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상
자에게도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와 추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책
임자가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경우 시험책임자는 이 사실을 의뢰자에
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결정된 사항 및 그 사유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즉시 알리고 조기
종료 및 중지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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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정보 및 관리

8.
1)

(1)
·
·
·
·
·

표시 및 포장
시험약

제 품 의 코 드 명 : 시험약 코드명 기재. 용량군 별 코드명이 상이할 경우 각각 기재
성 상 및 제 형 : 육안으로 확인되는 시험약의 성상 및 제형 기재
저 장 방 법 : 시험약의 저장 조건(차광 유/무, 온도 등) 기재
사 용 기 간 : 시험약의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년/월) 기재
원료의약품및그분량 : 시험약의 성분 및 함량 기재
<바이알 또는 프리필드시린지> 당
배합목적
성분
단위
함량

주성분 또는 첨가제> <주성분 또는 첨가제의 성분명> <용량단위> <용량>
<주성분 또는 첨가제>
<주성분 또는 첨가제의 성분명>
<용량단위>
<용량>
<주성분 또는 첨가제>
<주성분 또는 첨가제의 성분명>
<용량단위>
<용량>
(2) 대조약
제 품 의 코 드 명 : 대조약 코드명 기재. 용량군 별 코드명이 상이할 경우 각각 기재
성 상 및 제 형 : 육안으로 확인되는 시험약의 성상 및 제형 기재
저 장 방 법 : 대조약의 저장 조건(차광 유/무, 온도 등) 기재
사 용 기 간 : 대조약의 사용기간(제조일로부터 ~년/월) 기재
원료의약품및그분량 : 대조약의 성분 및 함량 기재
<

·
·
·
·
·

배합목적

주성분 또는 첨가제>
<주성분 또는 첨가제>
<주성분 또는 첨가제>
<

바이알 또는 프리필드시린지> 당
성분

<

주성분 또는 첨가제의 성분명>
<주성분 또는 첨가제의 성분명>
<주성분 또는 첨가제의 성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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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용량단위>
<용량단위>
<용량단위>
<

함량

용량>
<용량>
<용량>
<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의뢰자가 제조 또는 구매한 후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관리약사에게 공급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라벨의 기재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1. 임
상시험용의약품 제조"에 따르며, 아래와 같이 기입한다.
임상시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문구(예: "임상시험용")
임상시험용의약품 명칭 또는 식별표시
배치번호 또는 코드번호
의뢰자(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유효)기한
보관조건
임상시험을 식별할 수 있는 참조 코드
필요 시 대상자 식별 번호(Subject identification No.), 임상약 번호(Treatment No.),
방문 번호(Visit No.), 시험자 성명, 사용방법
단, 1 차 포장 용기가 작아 상기 항목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1 에 따라 1 차 포장용 라벨 상에 최소 기재 사항(임상시험용/임상
약 명칭 또는 식별번호/배치번호 또는 코드번호/의뢰자명/참조코드/임상약 번호/사용기한)
만을 표시하며, 2 차 포장부터 전체 항목을 표시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3)

접종경로 및 접종방법

임상시험용의약품은 어깨 세모근에 2 회 근육 주사하며, 1 차 접종 28 일 후 2 차 접종을 실
시한다. 시험대상자의 눈가림은 유지되어야 하며, 각 시험대상자별 투여 상세사항은 기록되
어야 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은 IP Manual 에 따라 준비하여 시험대상자에게 접종한다. 접
종 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성상을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접종하지 않는다.

보관조건, 수불관리, 회수 및 폐기

임상시험용의약품은 보관조건에서 보관하며 시험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시(처방) 없이는 사
용할 수 없도록 한다.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을 시험책임자와 협의하여 직접 관리약
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인수증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관리약사는 임상시험용의약품 등
이 임상시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약사는 임상시험
용의약품의 인수, 재고 관리, 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사항을 기록하며 해당 사항을
주기적으로 시험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뢰자는 임상시험 실시 중 임상시험용의약품 등
의 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임상시험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뢰자는 임상시험의 중지 및 종료 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용기한
또는 유통기한 만료 등이 발생한 경우 미사용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한다. 이 때 관리약사는 미사용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의뢰자에게 반납하고 그 반납증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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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진행 중에 대상자에게 불출되어 사용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용기
(<바이알 또는 시린지>)는 각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규정 및 의뢰자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각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즉시 자체 폐기하도록 하며, 폐기 시에
는 관련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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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시험의 방법 및 접종계획
전반적인 시험의 방법
코호트 군
A

용량 시험대상자수

V1
S

V2
0

V3
1

V4
4

V5
5

V6 V7 V8
8
7
13

일 주 주 주 주 개월 개월
╷ ╷ ╷ ╷ ╷ ╷ ╷ ╷

시험군 선택용량 OOO 명
대조군 허가용량 OOO 명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
면역원성 평가 ✗
안전성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시험군 선택용량 OOOO 명
B
대조군 허가용량 OOOO 명
임상시험용의약품
면역원성 접종
평가 ✗✗ ❍✗ ✗✗ ❍✗ ✗✗ ✗✗ ✗✗ ✗✗
안전성 평가 ✗ ❍ ❍ ❍ ❍ ❍ ❍ ❍
본 임상시험은 만 19 세 이상의 코로나 19 감염 이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험백
신과 대조백신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제 3 상 임상시험이다. 본 임상시
험은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코호트 A 와 시험백신과 대조
백신의 안전성만을 비교하는 코호트 B 로 나뉘며, 2 개 코호트의 시험대상자는 동시에 모집된
다. 시험대상자가 자의로 임상시험의 참여 및 채혈이 동반되는 면역원성 분석에 추가적으로
동의하면 코호트 A 에 배정된다. 시험대상자가 자의로 임상시험의 참여만 동의하고 면역원성
분석에 동의하지 않으면 코호트 B 에 배정된다.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검진을 시행
하고, 선정/제외기준에 적합한 코호트 A 시험대상자 OOO 명과 코호트 B 시험대상자
OOOO 명은 시험군 또는 대조군에 무작위배정 되며, 층화 요인(연령 : 만 19~64 세/만 65 세
이상)에 따라 층화한다. 무작위배정 된 대상자는 시험백신 또는 대조백신을 4 주 간격으로 2
회 접종받으며,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12 개월 시점까지 면역원성 및/또는 안전성을
확인한다. 시험대상자는 접종 후 7 일간 예측된 이상사례 및 접종 후 28 일간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평가를 위해 일지카드(Diary card)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채
혈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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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병용약물

임상시험 기간동안 타 질환 또는 이상사례의 치료, 검진 등을 목적으로 병용투여 되는 약물
에 대한 정보(제품명, 투여 목적, 투여 용량 및 단위, 투여 기간[투여 시작일, 투여 종료일],
투여 경로 등)를 증례기록서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추적관찰 기간(V7, V8)동안에는 중
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 관심 대상의 이상사례와 관련하여 투여된
약물만 조사한다.

병용금지약물

다음에 열거하는 약물은 주연구 임상시험기간(V1~V6) 동안 병용투여를 금지한다.
(1)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 4 주 이내에 접종되는 백신
(2) 면역억제제(Immunosuppressant) 또는 면역조절제(Immune modifying drug)

(3) Azathioprine, Cyclosporine, Interferon, G-CSF, Tacrolimus, Everolimus, Sirolimus,

등
(4) 만성적 스테로이드: Prednisolone 을 기준으로 10mg/day 초과의 용량을 연속적으로 14
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경우(단, 스테로이드 외용제, 비강 스프레이, 흡입제, 안약제는
사용 용량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5) 혈액 또는 혈액 유래 제제(면역 글로불린 포함)
다음에 열거하는 약물은 전체 임상시험기간(V1~V8) 동안 병용투여를 금지한다.
(1)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2)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
그 외 임상시험의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질환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목적으로 일과성 투여되는 병용약물은 시험자의 판단 하에 허용한다.
Cyclophosphamide, 6-Mercaptopurine, Methotrexate, Rapamycin, Leflunom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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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시험 절차 및 방법

방문일정

(1) V1(기관방문,

스크리닝, -7~-1 일)

(2) V2(기관방문,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일, 0 일)

시험대상자는 사전 동의 절차가 완료되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면, 스크리닝 번호를 부여받
은 후 다음의 평가를 받는다. 단, 서면 동의는 V1 이전에 획득할 수 있으며, V1 에서 실시하
지 못한 검사의 경우 스크리닝 기간 내에 재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험대상자가
자의로 임상시험의 참여 및 채혈이 동반되는 면역원성 분석에 추가적으로 동의하면 면역원
성 코호트에 배정된다. 시험대상자가 자의로 임상시험의 참여만 동의하고 면역원성 분석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 면역원성 코호트에 배정된다.
Ÿ 대상자의 인구학적 정보와 병력(외과적 수술력을 포함한 과거력 및 현 병력), 선행약물,
병용약물을 조사/기록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한다.
Ÿ 흉부 X-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ECG)를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혈액학적, 혈액화학적, 소변, 혈액응고, 바이러스)를 실시한다.
Ÿ 가임기 여성 대상자의 경우 임신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Ÿ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 코로나 19 에 대한 항체 검사(IgM 및 IgG 에 대한 양성 여부 확인)
Ÿ 선정/제외기준을 확인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이 방문은 최초 방문일 이후 7 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과 비교하여 선행약물 및 병용약물의 변화여부를 확인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를 포함한 이제까지의 모든 검사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제외기
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최종 평가한다.
Ÿ 무작위배정 번호를 부여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코호트 A 만 해당)
Ÿ 가임기 여성 대상자의 경우 임신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시험약 또는 대조약약)을 접종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30 분간 즉각적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관련) 발현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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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만 75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적어도 2 시간까지 즉각적
이상사례를 관찰한다.
Ÿ 대상자에게 자, 디지털 체온계(고막체온 측정용)를 제공하며, 예측된(Solicited) 및 예측되
지 않은(Unsolicited) 이상사례의 수집 및 관찰을 위하여 시험대상자 일지를 배부하고 작
성법을 교육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3) V3(기관방문, 1 차

접종 후 7 2 일)

(4) V4(기관방문, 1 차

접종 후 28 2 일)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후 7 일째에 이루어지며, 훈련된 임상시험 담당자가
시험대상자에게 전화하여 시행한다. 이 기관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 이후 이상사례 발현여부 및 병용약물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Ÿ 다음 방문까지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에 대해 기록할 것을 교육한다.
Ÿ 코로나 19 증상 발현 여부 및 확진 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일 이후 28 일째에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과 비교하여 선행약물 및 병용약물의 변화여부를 확인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회수하여 이상사례 발현 여부와 내용을 조사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코호트 A 만 해당).
Ÿ 가임기 여성 대상자의 경우 임신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금기사항을 확인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시험약 또는 대조약)을 접종한다.
Ÿ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30 분간 즉각적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관련) 발현 여부를 확인
한다. 만 75 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적어도 2 시간까지 즉각적
이상사례를 관찰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배부하고 작성법을 재교육한다.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2 차 접종 대상자에서 다음의 증상이 발현된 경우, Visit window 내에서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Ÿ 38℃ 이상의 발열
Ÿ 시험자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의 연기가 필요한 급성 감염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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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5(기관방문, 2 차

접종 후 7 2 일)

(6) V6(기관방문, 2 차

접종 후 28 2 일)

(7) V7(기관방문, 2 차

접종 후 6 개월 2 주)

(8) V8(기관방문, 2 차

접종 후 12 개월 2 주)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7 일째에 이루어지며, 훈련된 임상시험 담당자가
시험대상자에게 전화하여 시행한다. 이 기관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 이후 이상사례 발현여부 및 병용약물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Ÿ 다음 기관방문까지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에 대해 기록할 것을 교육한다.
Ÿ 코로나 19 증상 발현 여부 및 확진 검사 여부를 확인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Ÿ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코호트 A 만 해당).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28 일째에 이루어지며, 이 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V6 이전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경우 시험대상자가 동의 시 훈련된
임상시험 담당자는 임상시험 V6, V7, V8 시점에 전화를 통해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
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Ÿ 지난 방문과 비교하여 병용약물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Ÿ 시험대상자 일지를 회수하여 이상사례 발현 여부와 내용을 조사한다.
Ÿ 활력징후를 측정한다.
Ÿ 신체검진을 실시한다.
Ÿ 임상실험실 검사를 실시한다.
Ÿ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코호트 A 만 해당).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

이 방문은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6 개월째에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 이후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발현 여부를 확인하며, 발현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투여된 병용약물을 함께 조사한다.
Ÿ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코호트 A 만 해당).
Ÿ 다음 방문일을 지정한다.
±

이 방문은 임상시험 종료일로서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12 개월째에 이루어지며, 이
방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Ÿ 지난 방문 이후 중대한 이상사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발현 여부를 확인하며, 발현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투여된 병용약물을 함께 조사한다.
Ÿ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채혈을 실시한다(코호트 A 만 해당).

(9)

예정되지 않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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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방문 외에 시험대상자 또는 시험대상자의 대리인의 요청 또는 시험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 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험자는 시험대상자가 3 일
이상 발열이 있거나, 뚜렷한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시험대상자 보호를 위해 언제든지 접종
을 실시한 임상시험기관에 필히 방문하도록 시험대상자의 정기적 임상시험 실시기관 방문
시 이를 주지시키고, 이상사례 발생 시 시험자에게 즉각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예정
되지 않은 방문으로 인해 방문 일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예정되지 않은 방문에서는 시
험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변수

(1) 1 차 유효성 평가변수
<ICP 가 확립된 경우>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OO 항체가에 대한
SPR 의 차이(시험백신의 SPR - 대조백신의 SPR)
<ICP 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항체가에 대한
GMFR 의 비율(시험백신의 GMFR/대조백신의 GMFR)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항체가에 대한
SRR 의 차이(시험백신의 SRR - 대조백신의 SRR)
(2) 2 차 유효성 평가변수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항체에 대한 SRR, GMT, GMFR 비교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결합항체에 대한 SRR, GMC, GMFR 비교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시점에서 OOO(예, IFN-γ ELISpot) 시험법으로 분석한 T 세포반응 비교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1 차 접종 후 4 주, 2 차 접종 후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24 개월)
①

①

②

①

②

③

④

시점에서 ICS 시험법으로 분석한 Th1/Th2 비율 비교
※ SPR(Seroprotection Ratio) : OO 항체가가 베이스라인에서 정량한계 미만이었다가 2 차 접
종 후 4 주 시점에서 ICP 방어항체가 이상 증가된 시험대상자들의 분율
※ SRR(Seroresponse Rate) : 항체가가 베이스라인 대비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O 배 이
상 증가된 시험대상자들의 분율. 접종 전 항체가가 정량한계 미만이면 그 역가는 정량한
계의 절반 값으로 대체함
※ GMFR(Geometric Mean Fold Rise) : 베이스라인 대비 측정시점에서 GMT 또는 GMC 증
가비율. 접종 전 항체가가 정량한계 미만이면 그 값은 정량한계의 절반 값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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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 평가변수

이상사례
-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까지 발생한 예측된 이상사례
국소적 이상사례 : 통증, 압통, 홍반/발적, 경결/부종, 가려움증
전신적 이상사례 : 발열, 피로/권태, 오한/떨림, 두통, 근육통, 관절통, 설사, 구토, 복통,
점막피부 반응/발진, 두드러기, 현기증, 기침, 호흡곤란
-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28 일까지 발생한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발생한 중대한 이상사례
-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발생한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
-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1 년(또는 2 년)까지 발생한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임상실험실 검사(혈액학적/혈액화학적 검사, 소변검사)
활력징후
신체검진

①

·
·

②
③
④

3)

면역원성 평가방법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혈액 검체의 채취는 V2(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 V4(임상시험용의
약품 2 차 접종 전), V5, V6, V7, V8(각각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1 주, 4 주, 6 개월, 12
개월 후)에서 시행한다. 면역원성 검사를 위한 혈액 검체는 각 검사별 해당 중앙 실험실
(Central Laboratory)로 전달되어 일괄적으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한다. 혈액은 약 OOmL 를
무균적으로 채취하며, 검체 처리 지침에 따라 원심분리 한 혈청은 적절한 보관 용기에 분주
하여 중앙실험실로 송부하기 전까지 적정온도에 맞게 보관한다. 각각의 혈청 튜브에는 제공
된 라벨을 부착하고, 시험대상자의 혈액 시험관이 섞이지 않도록 한번에 한 시험대상자의
혈액 검체를 다루도록 한다. 검체 관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중앙실험실 검사실의 지시사
항에 따르며, 남은 혈액 검체는 추후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임상시험 종료 후
OO 년간 보관 후 의뢰자의 폐기 절차에 따라 폐기될 것이다. 검체는 본 임상시험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대상자의 모든 검체 관련 자료는 대상자 식별 번호로 처
리되어 임상시험 기간 동안 익명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혈청 검체의 면역원성 평가를 위하
여 다음의 평가가 실시된다.
Ÿ Wildtype SARS-CoV-2 혈청 중화항체 분석(예, FRNT)
Ÿ SARS-CoV-2 S 단백질 특이 IgG 면역분석(예, ELISA)
Ÿ SARS-CoV-2 단백질 특이 T 세포 면역분석(예, IFN-γ ELISpot)
Ÿ Th1/Th2 세포 매개 면역반응(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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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안전성 평가방법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V2) 이전 확인된 의학적 사건 및 임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 소견
은 모두 병력으로 기록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이상사례의 정의에 부합하는 임상적으
로 유의한 비정상 소견은 이상사례로 수집한다. 이상사례에 대한 정보는 정기 또는 추가 방
문 시에 대상자의 자발적인 보고 및 문진으로 확인하여 기록하며, 대상자가 시험대상자 일
지를 누락 없이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상사례의 정의 및 수집과 기록, 평가 및
보고 절차는 본 계획서 ‘12. 이상사례’ 항목을 참고한다. 특히,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즉
각적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접종 후 30 분간 즉각적 이상사례(아나필락시스 관련)
의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에는 즉각적 이상사례를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
한 적절한 약물과 의료 장비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전체 접종 절차와 접
종 후 관찰 기간 중 즉각적 이상사례를 인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시험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입회해야 한다.

(1)

베이스라인 평가방법

시험대상자의 인구학적 기초 정보

임상시험에 들어가기 전,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서면 동의를 받는 순서에 따라 스크리닝번호를 부여한 후 인구학적
기초 정보를 조사한다. 기록 사항은 서면 동의 여부 및 동의일자, 대상자의 성별, 생년월일,
연령, 14 일 이내의 코로나 19 감염자 밀접 접촉 여부, 음주력이다. 음주력은 지난 1 개월(30
일) 이내의 주(week)당 음주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시험대상자의 병력/수술력 조사

(3)

선행 및 병용약물 조사

문진과 과거 진료 기록 점검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력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기록한다. 스
크리닝 전 6 개월 이내의 외과적 수술력, 알러지력 등을 포함한 과거력 및 현병력에 대하여
발생시기(발생년도 또는 발생년월), 스크리닝 시 지속여부를 기재한다. 추가로 두드러기 병
력, 악성 종양 병력, 호흡기계 질환 관련 수술력은 5 년 이내 과거력을 확인하며, 발작증
(Seizure)은 3 년 이내의 과거력을 확인한다. 코로나 19, 사스 및 메르스 감염 병력, 길랑-바레
증후군 등 백신 접종에 대한 과민증 기왕력, 백신 접종과 관련한 중대한 이상사례 혹은 알
러지 반응 기왕력, 유전적 또는 특발성 혈관신경성 부종 병력, 장기 또는 골수 이식을 받은
병력,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알러지 혹은 과민반응 병력, 혈소판 관련 질환
또는 출혈성 질환 병력이 있거나 이전에 근육주사나 정맥천자 후 심각한 출혈이나 멍이 든
병력은 기간에 관계 없이 수집한다.
스크리닝을 기준으로 1 개월(30 일) 이내의 약물 투여력(선행약물 및 병용약물) 및 투여현황
(용법, 용량, 투여기간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단, 제외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약 물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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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백신 접종력, SARS-CoV, MERS-CoV 또는 SARS-CoV-2 백신 접종력은 시점과 무관하
게 모두 수집한다.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력 및 다른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용력,
면역억제제/면역조절제 및 만성적 스테로이드 사용력, 향정신병 의약품, 마약성 진통제의
의존적 투여력은 6 개월 이내의 정보를 수집하며, 면역글로불린이나 다른 혈액제제를 수혈받
은 이력은 3 개월 이내의 정보를 수집한다. 스크리닝 시점의 약물 투여력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과 비교하여 변화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만일 병용약물에 변화가 있다면 이를 근거
문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4)

임신반응 검사

(5)

흉부 X-선 및 심전도 검사(ECG)

(6)

신장 및 체중 측정

스크리닝 방문 및 방문 2, 방문 4 에서 불임수술 및 폐경이 확인된 대상자(Surgical
menopause 포함)를 제외한 가임기 여성의 경우 소변(Urine) 검체를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
한다. 소변 검체에서의 임신 반응이 ‘양성’일 경우, 혈청(Serum) hCG 반응 검사를 통하여
임신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임신반응 검사 시행이 계획되지 않은 방문에서 필요시 추가 검
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점의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중도 탈락된다. 가임기 여성
은 초경을 경험하였고 성공적인 외과적 불임(자궁적출술, 양측 난관 결찰 또는 양측 난소절
제술) 또는 폐경이 아닌 여성으로 정의한다. 폐경은 다른 사유 없이 최종 월경 시기(Final
menstrual period) 이후 12 개월 이상 무월경으로 정의한다.
스크리닝 방문 시 후전방 흉부 X-선(Posterior-Anterior) 및 심전도 검사(Electrocardiogram,
ECG)를 시행한다. 시험자 판단에 따라 스크리닝 기간 동안 1 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스크리닝 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며, 체중은 겉옷 및 신발을 벗고 빈 주머니 상태에서 측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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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자료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사항

분석군

(1) SAS(Safety Analysis Set)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소 1 회 이상 접종받은 모든 시험대상자이다. 본 임상시험의
대상자로부터 얻어진 안전성에 대한 자료의 주 분석은 SAS 에서 수행한다.
SAS

(2) FAS(Full Analysis Set)

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최소 1 회 이상 접종받고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전후에 면역원
성 결과가 있는 시험대상자이다.
FAS

(3) PPS(Per-Protocol Set)-1

은 FAS 중 주연구기간까지(V1~V6)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이 없는 시험대상자이
다.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에는 중대한 선정/제외기준 위반, 병용금기 약물 투여, 순응
도 위반을 포함한다. 유효성 및 면역원성 자료에 대한 주 분석은 PPS-1 에서 수행하며,
PPS-2 및 FAS 를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PPS-1

(4) PPS(Per-Protocol Set)-2

는 FAS 중 종료방문까지(V1~V8)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이 없는 시험대상자이다.
중대한 임상시험계획서 위반에는 중대한 선정/제외기준 위반, 병용금기 약물 투여, 순응도
위반을 포함한다.
중대한 임상시험 계획서 위반
동의서 미취득
선정기준/제외기준에 위배된 경우
병용금지 약물을 투약한 경우
베이스라인 및 주 연구 종료시점(V6)의 면역원성 평가 검사가 누락된 경우
무작위배정 오류로 다른 임상시험용의약품이 투여된 경우
상기 기준 외에 기타 임상시험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대상자는 Database lock 이전
Blind meeting 을 통하여 임상시험에 영향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PPS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PPS-2

①
②
③
④
⑤

2)

통계분석의 일반적 원칙

는 첫 번째 시험대상자의 첫 번째 방문 전에 완료될 것이며 본 임상시험계획서에의 통
계분석보다 기술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포함할 것이다. 임상시험계획서에서는 일차 및 주요
이차 평가변수를 포함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변수에 대해 계획된 통계분석의 요약이다. 범주
형 변수는 빈도 및 백분율을 제시하며, 필요한 경우, 95% CI 를 제시한다. 범주형 결과치에
SAP

306/350

대해서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및 피셔의 정확한 검정(Fisher’s exact test)이 사용될 것
이다. 어떤 시점에서 결측치가 발생되거나 임상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시험대상자가 탈락하
면 원자료를 그대로 분석하고 누락되는 측정치는 대체하지 않는다.

3) 1 차

면역원성 분석

주분석군은 PPS-1 이며, PPS-2 및 FAS 에 대해서도 민감도를 분석한다.
<ICP 가

확립된 경우>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항체가에 대한
SPR 의 차이(시험백신의 SPR - 대조백신의 SPR)의 95% 신뢰구간 하한이 –10%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군이 대조백신군에 비하여 비열등하다고 판단한다.
<ICP 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 GMT 비열등성 설계>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항체가에 대한
GMT 의 비율(시험백신의 GMT/대조백신의 GMT)의 95% 신뢰구간 하한이 0.67 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군이 대조백신군에 비하여 비열등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시험백신과 대조백신
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항체가에 대한 SRR 의 차이(시험백신
의 SRR - 대조백신의 SRR)의 95% 신뢰구간 하한이 –10%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군이
대조백신군에 비하여 비열등하다고 판단한다.
<ICP 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 GMT 우월성 설계>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항체가에 대한
GMT 의 비율(시험백신의 GMT/대조백신의 GMT)의 95% 신뢰구간 하한이 1.00 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군이 대조백신군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에서 시험법으로 분석한 중화항체가에 대한 SRR 의 차이(시험백신의
SRR - 대조백신의 SRR)의 95% 신뢰구간 하한이 –10%을 초과하는 경우 시험백신군이 대조
백신군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판단한다.

4) 2 차

면역원성 분석

주분석군은 PPS-1 이며, PPS-2 및 FAS 에 대해서도 민감도를 분석한다. 결합항체가 및 중화
항체가에 대한 SRR, GMT, GMC, GMFR 및 95% CI 를 제시한다. IFN-γ ELISpot 및 ICS 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에 대하여 기술통계량(시험대상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중앙값,
최소값) 및 95% CI 를 제시한다.

5)

안전성 분석

주분석군은 SAS 이다. 이상사례의 발생율 및 발생건수를 제시하고, 전체 대상자의 이상사례
발현율에 대한 95% CI 를 제시한다. 발현한 이상사례에 대하여 접종군 별로 발현된 이상사
례의 종류를 중중도, 인과관계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빈도 및 발현율, 발생 건수를 산
출한다. 실험실적 검사는 항목별 및 방문 시점별로 측정값 및 기저치 대비 접종 후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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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로 제시하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비율
을 이용하여 제시한다. 활력징후, 신체검사 등 안전성 관련 변수는 항목별 및 방문 시점별로
측정값 및 기저치 대비 접종 후 변화량(신장 제외)을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및 범위로 제시하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 및 비율로 제시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7
일까지 관찰된 예측된(Solicited)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 또는 예측되지 않은(Unsolicited) 이
상사례의 발생율을 산출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28 일까지 관찰된 예측되지 않은
(Unsolicited) 이상사례의 발생빈도, 발생률 및 발생 건수를 제시한다. 발현한 이상사례에 대
하여 투여군별로 발현된 이상사례의 종류를 중증도, 인과관계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발생빈도, 발생률 및 발생 건수를 제시한다. 또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종 접종 후 6 개월까
지 수집된 중대한 이상사례, 의사가 검진한 이상사례(MAAE) 및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AESI), 임상시험용의약품 최종 접종 후 12 개월까지 수집된 Enhanced Diseases 의 발생빈도,
발생률 및 발생 건수를 제시한다. 예측된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을 제외한 모든 이상사례는
MedDRA SOC(System Organ Class) 및 PT(Preferred Term)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임상실험
실 검사 중 혈액학적/혈액화학적 검사항목별 및 방문시점별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며, 항목
별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스크리닝) 대비 접종 후 각 방문별 시점의 변화량에 대하
여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각 임상실험실 검사(혈액학적/혈액화학적/소변 검사) 결과치에
대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스크리닝) 정상/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비정상이
었던 대상자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한 번이라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으로 변한
대상자의 빈도 및 백분율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활력징후는 방문 시점별 기술통계량을 제시
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방문 2, 베이스라인) 대비 접종 후 각 시점의 변화량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한다. 각 군별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전(V2) 대비 접종 후 각
방문의 신체검진 결과를 비교하여 각 항목별로 정상/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비정상이었
던 대상자가 임상시험용의약품 투여 후 한 번이라도 임상적으로 유의한 비정상으로 변한 대
상자 빈도와 비율을 투여군별로 제시한다.
6)

중간 분석

모든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4 주 시점(V6)에 대한 자료가 수집 완료
되면 1 차 DB Lock 을 진행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중간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후 각 임상시험 단계의 모든 시험대상자가 추적관찰 기간을 종료(V8)하면 2 차 DB Lock 을
진행하여 최종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중간분석은 독립된 통계학자가 실시하며,
중간분석을 진행하는 독립된 통계학자를 제외한 의뢰자, 임상시험수탁기관, 시험자 및 시험
담당자 등은 눈가림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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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대상자수 산출 근거

<ICP 가

확립된 경우>

면역원성 분석군
면역원성 분석군은 중도탈락률 OO%를 고려하여 총 OOO 명의 시험대상자(군당 OOO 명의
시험대상자)가 모집될 것이다. 본 임상시험의 일차 목적은 대조군 대비 시험군의 SPR 의 비
열등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시험백신의 1/2 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시험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PR 을 OO%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조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참
고문헌]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PR 을 OO%로 가정하였다. 비열등성 마진은 ‘코
로나 19 백신 임상 평가 시 고려사항(식약처, 2021.06)’에 따라 -10%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
로, 본 임상시험에서 단측 유의수준 2.5%, 90% 검정력을 가정하여 총 OOO 명의 시험대상자
들이 평가될 것이다. 또한 본 임상시험에서 중도탈락율 OO%을 고려하여 총 OOO 명(2 군,
군 당 OOO 명의 시험대상자)의 시험대상자들이 모집될 것이다. 시험대상자 수는 아래와 같
은 식으로 계산되었다.
                
 



(1) 1 종 오류(α, 유의수준), α=5%(0.05), α/2 = 0.025, Z /2=1.96
(2) 2 종 오류(β, 검정력), β=10%(0.10), Z =1.28
(3) p1 : 시험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PR(예측치) = OO%
(4) p2 :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PR(문헌상) = OO%
(5) δ : 비열등성 마진 = -10%, -0.1
안전성 분석군
안전성 분석군은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식약처, 2017.06)’, ‘코로나 19 백신 개발 시 고려
사항(식약처, 2021.06)’에 따라 총 4,000 명(시험군 3,000 명, 대조군 1,000 명)에서 평가될 것
이다. 시험군에서 총 3,000 명 시험대상자의 안전성 데이터베이스는 1,000 명 중 1 명에게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한 건의 이상사례를 관찰할 가능성이 95%임을 보여준다.
α

β

<ICP 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

면역원성 분석군
본 임상시험의 일차 목적은 대조군 대비 시험군의 GMFR 에서 비열등성(혹은 우월성) 및
SRR 에서 비열등성을 및 검증하기 위함이다. 시험대상자 수는 2 가지 일차 목적을 모두 만
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각 목적 별로 필요한 시험대상자 수를 각각 산출하였고 그 중 더
많은 쪽의 시험대상자 수인 OOO 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중도탈락률 OO%를 고려하여 총
OOO 명의 시험대상자(군당 OOO 명의 시험대상자)가 모집될 것이다.
대조군 대비 시험군의 GMFR 에서 비열등성(혹은 우월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시험백신의 1/2 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시험백신의 2 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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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4 주째의 GMFR 을 OOO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조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참
고문헌]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GMFR 은 OOO, GMFR 의 표준편차는 OO 으로
가정하였다. 본 임상시험에서 단측 유의수준 2.5%, 90% 검정력을 가정하여 총 OOO 명의 시
험대상자들이 평가될 것이다. 시험대상자 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다.
        
 
  




(1) 1 종 오류(α, 유의수준), α=5%(0.05), α/2 = 0.025, Z /2=1.96
(2) 2 종 오류(β, 검정력), β=10%(0.10), Z =1.28
(3) σ : 대조백신의 2차 접종 후 4 주째의 GMT에 대한 표준편차(문헌상)
(4) p1 : 시험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GMFR(예측치)
(5) p2 :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GMFR(문헌상)
한편, 대조군 대비 시험군의 SRR 에서 비열등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대상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시험백신의 1/2 상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시험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
째의 SRR 을 OO%로 설정하였다. 또한 대조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참고문헌] 대조
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RR 을 OO%로 가정하였다. 비열등성 마진은 ‘코로나 19 백신
임상 평가 시 고려사항(식약처, 2021.06)’에 따라 -10%로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임상시
험에서 단측 유의수준 2.5%, 90% 검정력을 가정하여 총 OOO 명의 시험대상자들이 평가될
것이다. 시험대상자 수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되었다.
α

β

                
 



(1) 1 종 오류(α, 유의수준), α=5%(0.05), α/2 = 0.025, Z /2=1.96
(2) 2 종 오류(β, 검정력), β=10%(0.10), Z =1.28
(3) p1 : 시험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RR(예측치) = OO%
(4) p2 : 대조백신의 2 차 접종 후 4 주째의 SRR(문헌상) = OO%
(5) δ : 비열등성 마진 = -10%, -0.1
안전성 분석군
안전성 분석군은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식약처, 2017.06)’, ‘코로나 19 백신 개발 시 고려
사항(식약처, 2021.06)’에 따라 총 4,000 명(시험군 3,000 명, 대조군 1,000 명)에서 평가될 것
이다. 시험군에서 총 3,000 명 시험대상자의 안전성 데이터베이스는 1,000 명 중 1 명에게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한 건의 이상사례를 관찰할 가능성이 95%임을 보여준다.
α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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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1)

이상사례

이상사례의 정의

이상사례(Adverse Event, AE)

임상시험용의약품을 투여한 대상자에게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증후(sign, 실
험실적 검사 결과의 이상 등을 포함한다), 증상(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임상시
험용의약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3)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Unexpected ADR)

(4)

중대한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Serious AE, SAE/Serious ADR)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서 임상시
험용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임상시험자료집 또는 의약품의 첨부문서 등 이용 가능한 의약품 관련 정보에 비추어 약물이
상반응의 양상이나 위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또는 약물이상반응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장애 및 기능 저하를 가져온 경우
태아에게 기형 또는 이상이 발생한 경우
부터 까지의 사례 외에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
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
단, 본 임상시험에서는 하기와 같은 사유로 내원한 경우 중대한 이상사례로 간주하지 않는다.
Ÿ 임상시험 전 계획된 입원
Ÿ 건강검진, 미용 및 요양을 위한 입원
Ÿ 응급실 방문 시 내원 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시험자의 판단에 따
라 24 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이상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학적으로 환자의 안위와 건강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담당의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상사례로 간주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①
②
③
④

⑤ ①

2)

④

이상사례의 수집과 기록

이상사례는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이후부터 주 연구 종료시점(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4 주, V6)까지의 기간 동안 수집한다. 중대한 이상사례, 의사가 검진한 이상사례
311/350

및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AESIs)은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V2) 이후부터 추
적관찰 종료시점(임상시험용의약품 2 차 접종 후 12 개월, V8)까지 수집한다. 이상사례는 이상
사례명, 지속 시간(시작일 및 소실일), 중증도,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인과관계, 임상시험용의
약품에 대한 조치, 결과, 이상사례에 대한 교정치료, 즉각적 이상사례/중대한 이상사례 여부
를 포함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이상사례의 기록 시 시험자는 각각의 증상이나 징후를 기록하
기보다는 표준의학용어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진단명이나 증상을 사용해야 한다.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사례는 소실되거나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거나 대상자의 추적조사에 실패할 때
까지 추적 조사되어야 한다. 추적관찰 종료시점(V8)에 소실일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사례의
추적 조사는 시험자의 판단에 따른다. 시험자는 추적관찰 기간 종료(V8) 후 중대한 약물이상
반응으로 평가되는 이상사례를 대상자로부터 보고받는 경우 의뢰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MAAE)

3)
(1)

이상사례의 평가
중증도 평가

임상시험에 등록된 대상자에게서 발생한 예측된(Solicited) 또는 예측되지 않은(Unsolicited) 이상
사례의 중증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백신 임상시험 이상반응 중증도 평가 가이드라인 의 건강
한 성인 및 청소년의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 중증도 평가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예측된 국소 이상사례(Solicited Local Adverse Events)
등급
경증
중등증
중증
잠재적 생명 위협
항목
(Gade 1)
(Gade 2)
(Gade 3)
(Gade 4)
통증 활동을 방해하지 24시간을 초과하여 마약성 진통제를 사 응급실 방문 또는
않음
비마약성 진통제를 용하거나 일상 활동 입원
반복 사용하거나 일 을 심각하게 방해
상 활동을 일부 방해
압통 촉진 시 경한 불편 운동 시 불편 휴식 시 상당한 응급실 방문 또는
불편
입원
홍반/발적* 2.5∼5cm
5.1∼<10cm
≥10cm 괴사 또는 박리성
피부염
경결/부종* 2.5∼5cm이고 활동 5.1∼<10cm 또는 ≥10cm 또는일상활 괴사
을 방해하지 않음 활동을 일부 방해 동을심각하게방해
가려움증 주사 부위 약간의 주사 맞은 사지에 주사 맞은 사지 및 몸 전체에 가려움
가려움
상당한 가려움 다른 부위에 가려움
* 측정된 국소 반응의 등급을 정할 시 가장 큰 단일 직경을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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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항목
발열※
피로/권태※※
오한/떨림
두통

근육통
관절통

설사

예측된 전신 이상사례(Solicited Systemic Adverse Events)
경증
중등증
중증
잠재적 생명 위협
(Gade 1)
(Gade 2)
(Gade 3)
(Gade 4)
38.0∼38.4℃
38.5∼38.9℃
39.0∼40.0℃
>40.0℃
활동을 방해하지 활동을 일부 방해 상당함; 일상 활동 응급실 방문 또는
않고 쉽게 참을 하여 몇몇 활동수 을 심각하게 방해 입원
수 있음
행이 어려움 하여 몇몇 활동의
수행능력이 상실
활동을 방해하지 활동을 일부 방해 일상 활동을 심각 응급실 방문 또는
않고 쉽게 참을 하여 몇몇 활동수 하게 방해하여 몇 입원
수 있음
행이 어려움 몇 활동의 수행능
력이 상실
활동을 방해하지 - 24시간을 초과하 마약성 진통제의 지속되어 응급실
않고 쉽게 참을 여 비마약성 진통 사용 또는 일상 방문 또는 입원
수 있음
제를 반복 사용 활동을 심각하게
- 두뇌기능을 방해 방해하는 통증
하는 통증
- 일상 활동을 일부
방해하는 통증
활동을 방해하지 근육의 기능을 방 일상 활동을 심각 응급실 방문 또는
않고 쉽게 참을 해하는 통증 또는 하게 방해하여 몇 입원
수 있음
일상 활동을 일부 몇 활동의 수행능
방해하는 근육통 력이 상실
기능을 방해하지 기능을 방해하나 일상생활 활동을 응급실 방문 또는
않는 경증의 통증 일상생활 활동은 방해하는 중증 통 입원
(염증, 발적 또는 방해하지 않는 중 증(염증, 발적 또는
관절 부종을 동반) 등도 통증(염증, 관절 부종을 동반)
발적 또는 관절부
종을 동반)
24시간 동안 2∼3 24시간 동안 4∼5 24시간 동안 6회 응급실 방문 또는
회 묽은 변 또는 회 묽은 변 또는 이상 묽은 변 또 입원
400g 미만
400∼800g
는 800g 이상 또
는 외래에서 수액
요법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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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활동에 방해를 일 활동에 일부 방해 일상 활동을 심각 저혈압쇼크로 인
으키지 않거나 1 를 일으키거나 하게 방해하거나 한 응급실 방문
∼2회/24시간 >2회/24시간
외래에서 수액 요 또는 입원
법을 요함
복통 약함
중등증(치료를 요 중등증(치료를 요 중증(입원)
하지 않음)
함)
점막피부 홍반(가려움증) 광범위, 반점구진 수포형성 또는 습
반응/발진 또는 국한된 반점 발진, 건조한 표 한 표피탈락 또는
발진
피 탈락
궤양형성
두드러기 약물 처치 필요 24시간 미만의 경 24시간 이상 정맥
없음
우 또는 국소 치 내 약물처치 또는
료 또는 정맥내 스테로이드 사용
약물처치 또는 스
테로이드 사용
현기증 일상 활동에 방해 일상 활동에 방해 일상 활동을 수행
가 없거나 경미함 가 경미 이상임 하지 못함
기침 일시적(치료 필요 지속적 기침(치료 발작적 기침(치료
없음)
필요)
로 조절되지 않음)
호흡곤란 운동 시 호흡곤란 정상 활동 시 호 휴식 시 호흡곤란
흡곤란
※발열은 체온이 38℃ 이상이 최소 한 번 측정된 내부 체온의 증가로 정의한다. 발열이 감지되면,
체온은 최소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 또는 임상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측정해야 하고 두 번 연속
해서 38℃ 미만으로 측정될 때까지 측정해야 한다.
※※개인의 활동을 방해함은 직장, 학교, 사회 활동 또는 개인적 활동의 일상 기능의 저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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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되지 않은(Unsolicited) 이상사례 또한 백신 임상시험 중증도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
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중증도 평가를 실시한다.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Unsolicited Adverse Events)
등급
경증
중등증
중증
잠재적 생명 위협
항목
(Gade 1)
(Gade 2)
(Gade 3)
(Gade 4)
이상사례명 - 일시적 또는 경 - 일상 활동에 경 - 일상 활동에 현 - 생명 위협 활동
한 불편(<48시 증 내지 중등증 저한 제한(평소 에 심각한 제한
간); 의학적 개입/ 제한(평소의 50% 의 50% 미만) - 상당한 도움이
치료를 요하지 이상 수행 가능) - 대체로 일부 도 필요함(의학적
않음
- 일부 도움이 필 움이 필요함(의 개입/치료를 요함,
- 일상 활동에 영 요할 수 있음(의 학적 개입/치료를 입원가능성 높음)
향 없음
학적 개입/치료를 요함, 입원가능성 - 심각한 또는 생명
요하지 않거나 있음)
위협 이상사례￥
최소한으로 필요)
￥시험자가 심각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임상 이상사례는 Grade 4 이상사례로
간주되어야 한다. 심각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임상 이상사례는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
한된 것은 아니다; 경련, 혼수, 테타니(저칼슘혈증 시 나타나는 강직이나 강축 등의 증상), 당뇨
병케톤산증, 파종혈관내응고, 광범위 출혈점(petechiae), 마비, 급성 정신병, 심한 우울증
이상사례 또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위의 정의에 따라 모두 중증(Severe)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중증의 이상사례가 반드시 중대한 이상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

(2)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MAAE)

(3)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AESI)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이상사례로 인하여 입원, 응급실 등을 방문하였거나 예정되지 않은
방문을 수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규방문 중 발현된 이상사례는 MAAE 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또는 가능한 위험으로 간주 되는 임상
적으로 중요한 예기치 못한 의학적 반응을 말한다. 본 임상시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 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2020.09.28) 을 참고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관심대상
이상사례를 수집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접종 받은 대상자에서 enhanced disease 의심 이
상사례가 발현되는 경우, 시험자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며, DSMB 를 개
최하여 enhanced disease 해당 여부를 평가한다.
기관계
특별관심대상의 이상사례 항목
disease*
면역 Enhanced
소아에서 다기관계염증증후군(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in children)
호흡기 급성호흡곤란증후군(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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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포함하는 급성심장손상(Acute cardiac injury)
Ÿ 미세혈관병증(Microangiopathy)
Ÿ 심부전 및 심인성쇼크(Heart failure and cardiogenic shock)
심혈관 Ÿ 스트레스성 심근병증(Stress cardiomyopathy)
Ÿ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Ÿ 부정맥(Arrhythmia)
Ÿ 심근염(Myocarditis), 심막염(pericarditis)
혈액응고장애(Coagulation disorder)
Ÿ 심부 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monary embolus)
혈액 ŸŸ 폐색전증(Pul
뇌졸중(Cerebrovascular stroke)
Ÿ 사지허혈(Limb ischemia)
Ÿ 출혈성질환(Hemorrhagic disease)
길랑-바레증후군(Guil ain-Barré Syndrome)
신경 후각상실(Anosmia), 미각소실(ageusia)
수막뇌염(Meningoencephalitis)
동상 유사 병변(Chilblain-like lesions)
피부 단일 기관 피부혈관염(Single organ cutaneous vasculitis)
다형홍반(Erythema multiforme)
kidney injury)
기타 급성신장손상(Acute
간손상(Liver injury)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이상사례를 보이는
현상으로 불활화 RSV 백신, 뎅기 백신 등의 개발과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체액성 면역반응
(ADE) 및 세포성 면역반응(ERD)이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ADE 는 백신 항원에 의해
생성된 비 중화항체가 세포의 Fcγ receptors(FcγRs)를 통해 바이러스의 감염을 촉진하는 현
상이며, ERD 는 백신 접종자에서 과도한 Th2(Type 2 Help T) 세포반응으로 폐에서 염증세
포(예, eosinophil)의과도한 침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4)

인과관계 평가

이상사례 발현 시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연관성 여부는 시험자가 ‘관련성이 있음’ 또는 ‘관
련성이 없음’의 2 단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관련성이 있음’일 경우 추가적으로 하위 단계
의 인과관계 기준에 대하여 평가한다. 눈가림 유지로 인해 이상사례 바생 초기에는 즉각적
인 인과관계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평가 불가능(Not-evaluable)”으로 수집될
수 있으나, 최종 보고 시에는 다음의 2 단계로 평가되어야 한다.
Ÿ 관련성 없음(Not-related)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투여와 이상사례 발현의 시간적 순서가
타당하지 않거나, 이상사례가 임상시험용의약품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개연성 있게
설명되는 경우이다.
Ÿ 관련성 있음(Related) : 관련성 없음에 해당 되지 않는 모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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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6)

임상시험 일시 중지 기준

4)

임상실험실 검사

임상시험용의약품 1 차 접종 이후부터 추적관찰 기간 종료시점(V8)까지 발생하는 모든 중대
한 이상사례는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자가 인지한 때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의뢰자에게 전화/팩스/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보고하며, 소속 임상시험 실시기
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는 IRB 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추적관찰 기간
종료(V8) 후 발생한 이상사례는 대상자의 자발적 보고로 확인하며 중대하고 임상시험용의약
품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시험자가 의뢰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의뢰
자 보고 시 시험자는 대상자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대신하여 시험대상자 식별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일부 의학적 기록 사본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식별코드를 제외한 신상정보는 가려질 것
이다. 시험자는 보고된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게 되면, 추적 보고를 실
시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중대한 이상사례가 소실되거나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거나 대상자의 추적 조사에 실패할 때까지 추적 조사하여 의뢰자 및 임상시험심사위
원회(IRB)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상시험 진행 중 ‘임상시험 일시 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DSMB
를 개최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임상시험 여부를 평가한다.
일시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
① 시험자 또는 의뢰자의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과 연관성이 있는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현된 경우
② 임상시험용의약품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또는 전신적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③ 그 외 시험자가 판단하기에 임상시험을 참여하기 어려운 임상적으로 유의한
의학적 상태
임상실험실 검사의 평가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검사실에서 모든 대상자에게 임상시험 진행
일정표에 따라 실시하여 대상자의 전신적인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검체 수집, 관리, 처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 내 검사실의 지시사항 및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따른다. 일정표에 따른 평가 외에 시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 경우에는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 스크리닝(V1) 검사의 경우 스크리닝 방문을 기준으로 4
주 이내 실시한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험자 판단에 따라 스
크리닝 기간 동안 1 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시행된 경우 최종 선
정/제외기준 확인은 재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바이러스 검사 및 혈액응고검사는 V1 에
서만 시행한다. 검사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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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학적검사 : RBC, Hemoglobin, Hematocrit, Platelets count, WBC, WBC Differential
count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eosinophil, basophil)

·
·
·
·

5)
6)

혈액화학적검사 : BUN, Creatinine, Total bilirubin, ALP, ALT, AST
소 변 검 사 : Protein (Albumin), Glucose, Bilirubin, Ketone, Blood (RBC)
혈액응고검사 : PT, aPTT
바이러스검사 : HBV, HCV, HIV

활력징후

활력징후로는 혈압, 맥박, 호흡수 및 고막 체온을 측정한다. 임상시험 진행 일정표에 따라 가능한
계획된 검사 실시 이전에 실시하며, 5 분간 안정을 취한 후 앉은 자세로 측정하도록 한다.

신체검진

임상시험 진행 일정표에 따라 각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통한 신체검진
을 실시하여 건강 상태와 이상사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신체검진은 외관, 피부, 두/경부,
흉부/폐, 심장, 복부, 비뇨/생식계, 사지, 근골격계, 신경계, 림프절의 검진을 포함한다.
·

7)

8)

·

·

안전성 모니터링

안전성 모니터링은 본 임상시험의 위험 수준에 의거하여 시험책임자가 Protocol Safety
Manager(PSM)의 역할을 담당하며, 임상시험 중 각 임상시험 실시기관별 시험책임자가 임상
시험 계획서에 따라 해당 기관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안전성을 모니터 할 예정이다. 시험책
임자는 중대한 이상사례 및 약물이상반응의 발생시마다 해당 대상자의 자료 및 안전성 정보
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이상사례, 예상하지 못한 문제, 계획서 미준수가 발생할 경우 임상시
험계획서와 각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규정, 그리고 GCP 및 관련 규
정에 따라 의뢰자(CRO 포함) 및 IRB 에 보고를 진행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서 9.11 항 ‘임
상시험 조기 종료 또는 중지’ 기준에 따라 임상시험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및 면역원성 정보가 발생한 경우 의뢰자에 시기적절하게 보고하고, 의뢰자는 의뢰자
SOP 에 따라 임상시험 지속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

본 임상시험의 자료 검토를 위해 의뢰자는 본 임상시험과 이해관계가 없는 3 명 이상의
DSMB 위원과 1 명의 행정 간사로 이루어진 ‘자료 및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Data Safety
Monitoring Board, DSMB)’를 구성할 것이다. 상세한 절차 및 정보는 별도의 ‘자료 및 안전
성 모니터링 위원회(DSMB) 헌장'을 참고한다. 3 상 임상시험 진행 중 ‘임상시험 일시 중지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DSMB 를 개최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지속적
인 임상시험 여부를 평가한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접종받은 시험대상자에서 확인된 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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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용의약품 최종 접종 후 28 일까지 발생한 이상반응, 임상시험용 의약품 최종 접종 후 12
개월(또는 24 개월)까지 발생한 중대한 이상반응 등을 확인하고 위험 대비 이익에 대한 평가
(benefit/risk assessment)를 실시하여 임상시험 중단 또는 지속 여부에 대한 권고 의견을 확
인한다.
9)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보고 및 조치

임상시험 기간 중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pected Unexpected Serious
Adverse Reaction, SUSAR)이 발생한 경우 의뢰자는 다음 각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험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필요한 경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민원
인 안내서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의 안전성 평가 및 보고 시 고려사항’을 참조한다.
사망을 초래하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처음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전화, 팩스, 문서를 통해 가능한 빨
리 보고하고, 약물이상반응 보고서에 따른 정보가 모두 보고되지 않은 경우 최초로 해당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상세한 보고서를
추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의 모든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의 경우 의뢰자가 해당 사실을 보고
받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보고한다.
임상시험 중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 발생 시 시험책임자 및 담당
자는 대상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상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의뢰자는 보고한 약물이상반응의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종결(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사라지거나 추적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을 말한
다)될 때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복수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
는 의뢰자는 시험책임자를 통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조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②

10)

임신

여성 시험대상자의 임상시험 기간 중의 임신은 이상사례로 간주하지 않으며, 합병증이 없는
선택적 유산(치료적 유산은 해당하지 않음) 또는 건강한 신생아의 정상 출산을 위한 입원
또한 이상사례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상시험 기간 동안 여성 대상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임상시험에서 중도탈락 하도록 하고, 시험자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24 시간
이내에 임신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대상
자가 임상시험 참여를 중단하거나 임상시험을 종료하더라도 이후 임산부와 태아의 경과에
대하여 출산 시까지 추적보고 하여야 한다. 또한 남성 대상자의 임상시험 참여 중 여성 파
트너 또는 배우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대상자의 임신한 파트너 또는 배우자로부터 임
신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해당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임산부와 태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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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출산 시까지 추적보고 한다. 시험자는 대상자의 임신한 파트너 또는 배우자의 서
면 동의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임신보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산모의 심각한 합병증, 자연유산, 자궁 외 임신, 사산, 신생아 사망, 선천성
기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한 이상사례로 간주하고 시험자는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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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2)

3)

자료관리

증례기록서와 근거 문서

본 임상시험의 자료는 전자 증례기록서(e-CRF)를 사용하여 수집될 것이며, FDA 21 CFR
part 11 및/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전자 자료처리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이다. 근
거문서를 근거로 한 증례기록서 상의 자료는 근거문서와 일치하여야 하며, 시험자는 증례기
록서에 입력된 모든 자료가 정확하고, 완결되며, 읽기 쉽고 시기 적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증례기록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정할 때는 원래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e-CRF 를 사용하는 시험자 및/또는 지정된 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EDC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고유 계정을 할당받아야 한다. 시험자 및/또는 지정된 자가 임상시험에 더이
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시험자는 의뢰자(CRO 포함)에게 알려 그 사용자의 접근이 비활성
화되도록 한다. 또한 시험자는 e-CRF 내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명확성 및 적시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e-CRF 는 각 임상시험 대상자별로 작성되며, 시험자 및/또는 지정된 자는 수
집된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작성해야 한다. e-CRF 내의 데이터는 근거문서와 일치하여
야 하며, 시험자는 해당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e-CRF 를 확인하고 전자 서명
한다. 모니터는 증례기록서와 근거문서를 대조하여 불일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험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수정을 요청할 것이다. 시험자 및/또는 지정된 자만 증례기록서와 근거문서
를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다.

근거자료 열람

본 시험에 관련된 의뢰자, 모니터 및 점검자는 본 시험의 모니터링과 점검 및 진행사항 관
리를 위한 목적으로 대상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시험자는 본 임상시험의 계약이 체결
됨으로써 임상시험 의뢰자 또는 임상시험수탁기관의 모니터 및 점검자가 대상자의 차트와
증례기록서 기록을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열람하여 검토할 수도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기밀로 보관되어야 하며, 기밀 보관을 위한 시설과 그 관리기준을 갖
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자는 임상시험수탁기관과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보장
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의뢰자, 규제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임상시험 관련 절차와 데이터의 확인을 위해 임상시험 대상자의 원본 의무 기록에 직접 접
근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임상시험 자료 보관

시험자는 임상시험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기록들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개발 중단일 또는 품목허가일로부터 3 년간> 보존하
도록 한다.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이후에는 임상시험 관련 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여
야 하며, 시험자가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폐기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고자 하는 경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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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시하거나 의뢰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의뢰자는 자료의 보관 필요성 및 보관기간에 대해 시
험자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더 이상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의뢰자는 이 사실을 시험책임자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및 출판

의뢰자는 모든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의 자료가 완전하게 분석되면, 보고서를 준비하여
임상시험의 결과를 시험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본 임상시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자료와
결과는 의뢰자가 소유하며 언제든지 본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권리가 있다. 시험자는 의
뢰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시험의 결과와 관련한 어떤 출판, 발표 또는 정보 공개도
수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한 시험담당자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정확하고
검증된 자료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시험자는 필수적으로 출판 또는 발표 전에 작성된 모든
출판 초안 또는 발표 원고를 의뢰자에게 제공하여 논의해야 하며, 서면 승인 이전까지 발표
를 보류해야 한다.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시험자는 전체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부터 모아진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자신이 속한 기관 또는 일부 기관의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단, 전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시험책임자와 의뢰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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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2)

3)

윤리적 고려 및 행정적 절차

임상시험계획서의 준수

시험자는 임상시험 계획서를 준수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자에게 발생한 즉
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시험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위반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 및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만약 시험자
가 시험계획서의 위반이 임상시험의 수행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변경에 대
한 의뢰자의합의 및 임상시험심사위원회(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포함)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이를 실행해서는 안 된다.

임상시험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임상시험의 승인을 얻거나 승인받은 임상시험을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
단계별로 계획서 또는 변경 계획서에 대하여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 이전에 대상자를 임상시험에 참여시킬 수
없다. 시험자는 임상시험의 변경 부분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서면 승인 없이 시행되지
않도록 한다. 단, 대상자에게 명백한 즉각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험대상자의 동의 절차

시험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승인된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험자는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및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동
의를 받아야 한다. 시험자는 반드시 모든 임상시험 관련 절차를 시행하기에 앞서 대상자(또
는 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임상시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
아야 한다. 시험자는 서명된 동의서 원본을 시험자 파일에 보관하여야 하며, 서명된 동의서
사본 및 설명한 설명문은 대상자(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이
해 능력 혹은 의사표현 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대상자가 동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
우, 대상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약사법 제 34 조의 2 제 3 항 제 3 호
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
자가 대리인이 된다.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대리인 모두 글을 읽을 수 없는 경우, 참관인이
동의를 받는 모든 과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대상자와 그 대리인이 구두로 임상시험에의 참
여를 동의하고 가능하면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참관인은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동의
서 상의 정보가 정확히 설명되고 이해되었음을 증명한다. 시험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가
변경이 된다면 모든 변경사항은 해당 양식이 사용되기 전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행 중인 대상자(또는 대상자의 대리인)에게도 재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이때 시험자는 고지 대상자, 고지 일시 및 고지 내용을 근거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23/350

4)

5)

시험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시험자는 헬싱키 선언에 입각하여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염두에 두고 임상시험을 실시하
여야 하며, 본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자들은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임상시험계획서 등
에 대하여 숙지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자는 각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면담 및 검사를 통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및 이상사례 발생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평가한다. 시험책임자는 의뢰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상사례, 시험진행, 상황,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하며, 임상시험 의뢰자는 주기적으로 임상시험 진행 상황에 대하여 관리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등록 시 보호에 관한 대책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Vulnerable Subjects)’란 임상시험 참여와 관련한 이익에 대
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 상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
려가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시험대상자(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
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의 학생, 의료기관 연구소의 근무자, 제약회사의 직원, 군인 등을 말
한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 제 27 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단시설에 수
용되어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인, 노숙자,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지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시험대상자를 말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 등록 시 시험자는 대상자가 충분한 동의 능력이 있는지, 추가 동의절차가 필요
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자발적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설명하며, 임상시험 참여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임상시
험 참여를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대상자에 해당하면서 본 임상시험
에서 등록이 가능한 임상시험 실시기관, 시험자 또는 의뢰자 등의 피고용인, 시험자의 학생
등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시험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대상자 모집의 목적으로 시험자가 피고용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나) 가능하다면 임상시험 모집이나 동의 과정은 피고용자의 상급자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
어야 한다.
다) 피고용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이 그들의 고용
이나 직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알린다.
라) 피고용자가 부당한 영향이나 강제를 받지 않을 것이며, 피고용자의 사생활이 존중될 것
임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마) 임상시험 참여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피고용자의 상급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
해야 한다.
바) 가능하다면 임상시험의 진행은 다른 피고용자(상급자 또는 동료 등)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사) 의뢰자의 피고용자를 대상자로 모집하는 경우, 의뢰자에게 제공될 모든 자료는 요약 또
는 모든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피고용자의 신원이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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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임상시험 종료 후 대상자 진료 및 치료기준

임상시험이 종료된 대상자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시험자의 지시에 따
라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임상시험의 참여로 인한 손상이 있는 대상
자로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에 따라 의뢰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손상의
지속여부에 따라 임상시험이 종료된 후라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의해 생긴 이상사례 또는 발현된 이상사례의 교정처
치 과정에서 발생된 손상의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손상에 대하여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에 따라 대상자에게 보상할 것이다.

점검 및 실태조사

및 모든 관련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의뢰자 또는 의뢰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본 임상시험에 대한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 점검(Audit)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험자는 적절한 통보를 받은 이후 점검
이나 실태조사에 응해야 하며, 점검자 혹은 조사자가 모든 임상시험 관련 문서를 직접 열람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발견 사항 및 모든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GCP

9)

임상시험 문서 및 대상자 기록의 비밀유지

모든 임상시험 결과와 문서는 기밀로 간주된다. 시험자, 임상시험수탁기관, 임상시험 의뢰자의
담당자는 임상시험 의뢰자의 서명 승인 없이는 임상시험 관련 정보들을 노출하여서는 안 된
다. 대상자의 이름, 의무기록번호 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시험책임자의 책임하에
접근이 제한되며 시건장치가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증례기록
서 등 임상시험에 관련된 모든 서류에는 대상자의 이름이 아닌 대상자 식별코드로 기록하고
구분한다. 임상시험의 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대상자의 신원을 비밀상태로 유지할 것이다.

10)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모니터링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 보고된 임상시험 관련 자료와 근거문서의 대조를 통한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및 검증가능성의 확인, 그리고 승인된 계획서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칙 제 30 조 및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
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뢰자에서 지정한 모니터가 정기적인 임상시험실시기관 방문 및
전화를 통하여 임상시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임상시험 진행과정을 평가하고 임상시
험계획서 및 규정에 따른 시험자의 의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임상시험실시기관 방문 시
모니터는 대상자 기록 원본, 증례기록서, 약물 관리 기록, 임상시험 관련 자료의 보관을 확인
하여 임상시험 기록에서의 불일치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 시험자와 논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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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WHO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

사전적격성평가 혹은 긴급사용등록을 위한
COVID-19 백신 평가에 관한 고려사항 부록

ADDENDUM to Considerations for Evaluation of
COVID-19 Vaccines for Prequalification or Emergency Use Listing
Vaccine and Immunization Devices Assessment Team (VAX)
Prequalification Unit (PQT)
Department of Regulation and Prequalification (RPQ)
Division of Access to Medicine and Health Products (MHP)
2021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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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전적격성평가(PQ) 혹은 긴급사용등록(EUL)을
위해 제출하는 COVID-19 백신을 평가하기 위해 WHO가 사용하게 되는 절차 및 기준
모두에 대하여 제조사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그 후,
SARS-CoV-2 감염에 대한 백신의 몇몇 예비 유효성 추정치(preliminary efficacy
estimate)를 일반에 발표하였고 이러한 백신들 중 다수가 최소한 1개 국가 규제기관
(NRA)의 조건부 허가 혹은 승인을 받았다. WHO는 국가 규제기관들과 협업하여 2021
년 3월 12일 기준으로 WHO의 EUL 절차에 따라 이들 백신 중 4개 품목을 등재하였다.
2020년 4분기 이래, 사망률 및 이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백신 유도 면역을 회
피할 잠재력이 있는 우려의 대상인 SARS-CoV-2 변이체(VOC) 가 확인되었으며 향후
더 많은 수의 VOC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본 문서 작성 당시 SARS-CoV-2에 관한
자료는 제한적이지만 일부 변이체의 경우 최초 SARS-CoV-2 바이러스에 대응하여 생산
된 백신 접종 이후 형성된 항체에 의한 중화 수준이 저하되었으며, 이러한 우려되는
변이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백신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된 COVID-19
백신의 규제 심사 및 등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된 COVID-19 단가 백신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타당하며,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신뢰 가
능한 평가를 보장하기 위해 본 부록을 작성하였다.
본 문서는 최초 지침서인 “Consideration for evaluation of COVID-19 vaccines:
Points to consider for manufactures of COVID-19 vaccines(version 25) 2020년 11월”
과 연계하여 읽어야 한다. 최초 지침서의 모든 요건 그리고 Guidelines on the
nonclinical evaluation of vaccines(TRS 927, Annex 1) 및 Guidelines on clinical
evaluation of vaccines(TRS 1004, Annex 9)를 포함한 다른 적용 가능한 참고문헌들은
여전히 변경된 COVID-19 백신에 적용이 가능하다.
WHO는 변경된 COVID-19 백신의 평가에 관한 요건에 있어서 조화된 접근법과 일치
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규제기관들과 협의해왔다.
본 문서는 새로운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변경 및 보완이 진행되는 문서이다.
본 문서에서는:
Ÿ 최초 SARS-CoV-2 바이러스란 원형 백신(prototype vaccine) 개발의 기반이 된 바
2020

6)

7)

6) Consideration for evaluation of COVID-19 vaccines: Points to consider for manufacturers of COVID-19 vaccines, version 25
November 2020
7) WHO Working definitions of SARS-CoV-2 Variants of Interest and Variants of Concern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covid-19-weekly-epidemiological-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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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스를 지칭한다.
Ÿ 우려되는 SARS-CoV-2 변이체(VOC)란 변경된 백신이 표적으로 하는 바이러스를
지칭한다.
Ÿ 원형 COVID-19 백신이란 최초 SARS-CoV-2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백신을 지칭
한다.
Ÿ 변경된 COVID-19 백신이란 백신 생산을 위한 제조공정 및 관리, 시설의 변경 없
이 바이러스 균주만 변경된 SARS-CoV-2 VOC에 대한 백신을 지칭한다.

범위

본 지침서는, SARS-CoV-2 변이체에 대응하기 위한 WHO 권고사항에 따라, WHO의
긴급사항등록 절차에 따라 등재되었거나 혹은 평가가 진행 중인, 변경된 단가 백신 평
가 시 적용된다.
후보 백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되지 않았다면, 2020년 11월에 출간한 최초 요건이
적용된다.
본 문서는 새로운 자료 확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문서이다.
본 부록의 중요한 배경
Ÿ SARS-CoV-2 변이체 출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이드라인의 변경 혹은 업
데이트 시에는 반드시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Ÿ 세계적으로 SARS-CoV-2 감염에 대한 백신의 가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침서
“Expert Consultation on the use of Placebos in Vaccine Trial” 에서 명시한
WHO 기준을 충족하는 임상 평가변수로 위약-대조군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갈수
록 불가능해지고 있다.
Ÿ SARS-CoV-2 바이러스 감염이 항체 매개 및 세포 매개 면역반응을 유도함에도 불
구하고, 확보된 자료에서는 자연적 감염으로 혹은 백신 접종 이후 유도된 스파이
크 단백질에 대한 중화항체가 방어효과에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8)

9)10)11)12)

8) Expert consultation on the use of placebos in vaccine trial, 2013: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94056/9789241506250_eng.pdf?sequence=1
9) Polack, F.P., et al., 2020, Safety and Efficacy of the BNT162b2 mRNA Covid-19 Vaccine, N. Engl. J. Med., 383:2603-2615,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2034577
10) Baden, L.R., et al., 2021, Efficacy and Safety of the mRNA-1273 SARS-CoV-2 Vaccine, 384:403-416,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oa2035389
11) Addetia, A. et al. Neutralizing Antibodies Correlate with Protection from SARS-CoV-2 in Humans during a Fishery
Vessel Outbreak with a High Attack Rate. JCM (2020)
12) McMahan, K. et al. Correlates of protection against SARS-CoV-2 in rhesus macaques. Nature doi:
https://doi.org/10.1038/s41586-020-0304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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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증거에 따르면, 최초 SARS-CoV-2(D614G) 균주에 대하여 상승된 중화항체
역가와 유효성 사이에는 관계가 있으며, 방어면역(protective immunity)은 중화항
체 분석시험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 현재 SARS-CoV-2 변이체에 대해서도 유
사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Ÿ SARS-CoV-2 감염에 대한 방어효과를 예측하는 방어 지표(correlate of protection)
혹은 정의된 면역반응 역치 수준은 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방어효과를 제공하는
혈청전환 정도 혹은 기하평균 항체 역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
Ÿ WHO는 SARS-CoV-2 VOC 그리고 이러한 우려되는 변이체들이, 공중보건 및 사
회적 조치, 백신, 진단제제, 치료제를 포함한, 공중보건 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하여 통합된 접근법을 개발하였으며, 필요 시
COVID-19 백신 변경에 대한 결정에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균주 변경에 관한 권
고사항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COVID-19 백신 및 후보 백신의 개발 수준은 다양하다.
1. WHO EUL에 등재된 백신: 본 문서는 최초의 원형 COVID-19 백신과 동일한 제조
공정 및 제조소를 통해 생산된 변경된 후보 백신의 평가에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COVID-19 백신과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백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백신과 변경된 COVID-19 후보 백신과의 비교에 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는다. 본 가이드라인은 변경된 단가 후보 백신에 대한 문서이다. 이후 개발 가능
한 다가 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 시 향후 버전으로 마련될 것이다.
2. 예비 유효성 자료를 발표했거나 혹은 발표하지 않았을 수 있는 3상 시험 후기 단
계의 후보 백신: 제조사는 백신이 SARS-CoV-2에 대하여 유도하는 중화항체 수준
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3. 면역원성 및 안전성 자료를 발표했거나 혹은 발표하지 않았을 수 있는 1상 혹은
2상 시험 중인 최초 SARS-CoV-2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후보 백신: 제조사는
임상 개발 중 SARS-CoV-2 VOC에 대한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활성 대조군 사용
및 비열등성 연구 설계에 대한 조언이 최근 출간되었다 .
4. 비임상 연구 중이거나 곧 비임상 연구에 진입할 후보 백신: 제조사는 그들의 후
보 백신 설계 중 SARS-CoV-2 VOC 대한 방어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Ÿ

13)

14)

13) Voysey et al. 2021. Single dose administration, and the influence of the timing of the booster dose on immunogenicity
and efficacy of ChAdOx1 nCoV-19 (AZD1222) vaccine. Lancet pre-print. doi: https://ssrn.com/abstract=3777268
14) https://journals.sagepub.com/doi/pdf/10.1177/174077452098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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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비임상 자료

새로운 SARS-CoV-2 변이체의 평가 시 비임상 연구 수행을 독려한다. 항원 변경이
면역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검증된 방법으
로 생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변경된 COVID-19 백신에 대한 반복독성 및 생식발달독성 연구는, 원형
백신 자료에서 유추가 가능하므로, 이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타당한 과학적인 근거로 뒷받침해야 하며, 국가 규제기관 및 WHO
Prequalification Unit(PQT)와의 논의가 필요하다.
평가할 생물학적/면역학적 지표에는 중화 vs. 비중화항체의 상대적 수준 및 항체 결
합력(avidity), T-세포 반응 프로파일(Th1/Th2), 폐의 조직병리학적 특성분석을 포함해
야 한다. 연구에서는, 해당되는 경우, 각 변경된 COVID-19 후보 백신에 대하여 체액성,
세포성 및 기능적 면역반응의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체액성 반응의 특성분석을 위하
여 동위-특이적 효소 연결 면역흡착 측정법(ELISA)을 고려해야 한다. 세포 매개 면역반
응 평가 시에는 민감하고 특이적인 분석법을 사용하는, CD8+ 및 CD4+ T-세포 반응에
대한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 원형 백신에서 얻은 자료는 만족할 만한 타당성을 제시한
다면 수용이 가능하다.
원형 COVID-19 백신에서 도출한 유효성 자료가 50-60%인 상황에서는, 원형 백신 및
변경된 백신을 투여한 이후, 변경된 백신을 통해 대표되는 야생형 바이러스로 공격시
험을 실시하는 동물모델에서 도출한 비임상 자료가 특히 유용할 것이다. 동물모델에서
도출한 면역접종/공격시험 자료 역시 임상 면역원성 연구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하단 참조) 혹은 임상 면역원성 자료의 해석이 모호한 상항이라면, 고려가 가능하다.
제조사는 이러한 연구 수행에 앞서 국가 규제기관 및 WHPO PQT와 논의해야 한다.
제조사는 바이러스, 혈청 및 서열분석 자료의 공유를 통해 다른 제조사들과 협업할
것을 독려한다.

임상 평가

가 SARS-CoV-2 VOC에 대응하기 위해 원형 백신의 균주 변경에 관한 권고사
항을 발표하였다면, 원형 COVID-19 백신의 최초 등재를 위해 요구되는 연구와 같은
대규모 안전성 및 유효성 연구는 개연성이 없으며 신속한 규제 결정을 위한 시한과도
양립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변경된 COVID-19 백신의 유용성 자료(effectiveness data)는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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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공정으로 제조했으며 중간 혹은 전체 데이터세트 분석으로 임상적 질환 평가변
수 유효성(clinical disease endpoint efficacy) 자료가 확보된 원형 백신으로부터 추론이
가능하다.
유용성 추론은 SARS-CoV-2 VOC에 대한 변경된 COVID-19 백신의 임상 면역원성
연구(clinical immunogenicity studies)를 실시함으로써 뒷받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는, 직접비교연구(head-to-head study)를 실시하여, 변경된 COVID-19 백신이
ARS-CoV-2 VOC에 대해 유도하는 면역반응을 원형 백신이 최초 SARS-CoV-2 바이러
스에 대해 유도하는 면역반응과 비교해야 한다. 참조 원형 백신은 의약품 임상시험 관
리기준(GCP)을 준수하는 시험에서 유효성을 증명한 제품이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비
교 연구는 변경된 백신의 상업적 규모 로트로 실시해야 한다.

연구 설계

연구는 변경된 COVID-19 백신이 유도하는 면역반응을 원형 백신이 유도하는 면역반
응과 비교하는 비열등성 연구로 설계해야 한다. 일차 분석에서는, 원형 백신의 기반이
된 최초 바이러스에 대해 원형 COVID-19 백신이 유도하는 중화항체와 대비하여, 변경
된 COVID-19 백신이 SARS-CoV-2 균주에 대해 유도하는 중화항체를 평가해야 한다.
자료는 비노출(na ve) 인구를 대상으로 가능한 많은 양을 생성해야 한다. 그러나 광범
위한 감염 및 가능한 많은 수의 백신접종을 위한 현재의 노력을 고려할 때, 비노출 인
구를 확인하는 것이 난해하다면 비노출 상태가 아닌(non-na ve) 인구를 대상으로 자료
를 생성할 수 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수용 가능한 반응을 적절하게 정의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TRS 1004, Annex 9 참조). 변경된 백신의 면역반응을 원형 백신에서 도
출한 과거 자료와 비교하는 연구는 수용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공
동체 내에서 SARS-CoV-2 변이체가 우세하여 원형 백신의 효과가 감소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양 백신(원형 백신과 변경 백신)을 비교하는 연구가 윤리적이지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물모델에서 도출한 공격 연구(challenge study) 자료 역시 고려해
야 한다.
비열등성 마진은 –10%이어야 하며 기하평균(GMT)에 대한 90% 신뢰구간의 하한은
최소 0.67이어야 한다. 역분포곡선 또한 제공해야 한다. 원형 백신의 유효성 결과가
60% 미만이라면, 더욱 엄격한 비열등성 마진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백신 유효성이
WHO의 “Consideration for evaluation of COVID-19 vaccines,”(2020년 11월)에서 규정
하고 있는 유효성보다 낮은 변경 백신을 등재/허가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ï

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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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분석에서는, 관심의 대상인 변이체에 대하여 변경 백신 vs. 원형 백신이 유
도하는 면역반응뿐 아니라, 원형 백신의 기반이 된 바이러스에 대하여 변경된 백신 vs.
원형 백신이 유도하는 면역반응 역시 평가해야 한다.
변경된 COVID-19 백신에 대한 가교 연구는, 원형 백신의 유효성 자료가 있는 다른
연령군으로 결과를 외삽하면서, 18-55세 연령군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추가접종 연구(Booster study)

이전에 원형 COVID-19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 원형 백신과 변경된 COVID-19 백신
을 투여하는 추가접종 연구에서 도출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일차 비열등성 면역원
성 분석(primary non-inferiority immunogenicity analysis)에서는 SARS-CoV-2 VOC에
대하여 변경된 COVID-19 백신의 추가접종으로 유도하는 중화항체를 원형 백신이 유래
한 바이러스에 대한 원형 COVID-19 백신 접종계획과 비교해서 평가해야 한다.
혈청전환, 비열등성 마진 및 기타 분석 고려사항에 대하여 초기에 서술해야 한다.

분석시험

면역반응의 기능적 활성을 야생형 변이바이러스 혹은 가성바이러스 중화를 이용하는
중화 분석시험에서 in vitro 평가해야 한다. 면역원성 평가에 사용된 분석시험은 WHO
국제표준(IS) 에 따라 교정하여, 의도한 목적에 대해 검증해야 하며, 항체가를 국제단
위(IU)로 표시해야 한다.
생물의약품 표준화 전문가위원회(ECBS)는 할당단위 250IU/앰플(중화항체 활성)로 최
초의 WHO 국제기준 항( )SARS-CoV-2 면역글로불린(인간)(WHO International
Standard Anti-SARS-CoV-2 Immunoglobulin (Human))을 확립했다. 이것은 요청 시
National Institute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Control 및 WHO Collaborating
Centre, International Laboratory for Biological Standards로부터 입수가 가능하다.
15)

抗

16)

안전성

일반적인 안전성 평가는 다른 예방 백신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
Ÿ 반응원성(reactogenicity)의 특성분석을 위해 적절한 수의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각 연구의 접종 후 최소 7일 동안 예상한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

10)hhttps://www.who.int/news-room/feature-stories/detail/standardization-of-vaccines-for-coronavirus-disease-covid-1
9
16) https://www.nibsc.org/products/brm_product_catalogue/detail_page.aspx?catid=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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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의 접종 후 최소 28일 동안 모든 연구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Ÿ 연구 기간 동안 모든 시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이상사례
Ÿ 연구 등록 시 이전 감염에 따라 층화한 하위군 안전성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특정 백신 플랫폼에 대해서는 더욱 장기간의 안전성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예:
새로운 면역증강제를 함유). 변경된 백신 투여 후 안전성 우려나 실마리정보가 확인된
다면, 대규모 안전성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보고서에는, 원형 백신 피접종자와 비교하여, 변경된 COVID-19 백신 투여 후 최소
14일 이후 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한 이상사례를 포함해야 한다.
Ÿ

위해성관리계획
변경된

백신은 면역반응을 기반으로 등재하기 때문에, 제조사는 변이체
COVID-19 백신에 대한 유용성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COVID-19

화학공정, 제조, 품질관리

“Consideration for evaluation of COVID-19 vaccines,”(2020

년 11월)에서 명시한 모

든 권고사항은 여전히 적용된다.
변경된 COVID-19 백신의 생산 시설, 제조공정 및 관리는 원형 백신의 경우와 동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원료 관리 및 플랫폼(예: 바이러스 시드/구조체의 특성분석)에 대한 자료와 역
가 자료 및 안전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모두에 대하여 중
요 단계 및 중간체의 관리, 공정 검증, 분석 절차 및 검증(새로운 변이체/균주 특이적
시험)에 관한 자료 그리고 배치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변이체의 모( ), 마스터, 생산용 바이러스 시드에 대한 표현형 및 유전형 특
성분석 연구의 전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항원 부위(S 단백질, N 단백질)의 서열과
관련하여 돌연변이 횟수의 측면에서 원형으로부터의 ‘거리(distance)’를 평가하기 위해,
Nextstrain 계통도(Nextstrain phylogenetic tree) 상의 생산 바이러스 시드(WVS) 서열
분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확증된 유전체 서열분석을 생산 단계 및 제품 생애
주기에 걸쳐 유지해야 한다. 유전체 서열은 발표된 SARS-CoV-2 VOC의 참조 서열에
상응해야 한다.
불활화 백신의 면역원성은 불활화 후 잔존 RNA의 분량과 길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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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불활화) 검증에 대한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우수한
품질관리는 배치 간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격 모니터링에 매우 중요하며, 이 사
항은 자료에서 명확하게 문서화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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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FDA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

부록 2: SARS-CoV-2 변이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의 평가

FDA

APPENDIX 2: EVALUATION OF VACCINES TO
ADDRESS EMERGING SARS-CoV-2 VARI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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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경

현재 수많은 COVID-19 백신이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이며, 이들 중 다수
가 임상시험 후기 단계에 있다. 대부분의 임상시험용 COVID-19 백신은 숙주 세포로의
부착 및 감염 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의 주요 구조단백질인 SARS-CoV-2 스
파이크(S) 단백질에 대하여 방어 면역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다. 몇몇 COVID-19
후보백신(예: S 단백질을 발현하는 mRNA 백신 및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임상
연구에서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참고문헌 7-8)). 실험실 연구 및 전임상 동물 연구, 임
상시험을 통해, 일차적으로 S 단백질을 조준하는 중화항체 반응이 다수의 후보백신이
유도하는 방어 반응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증거가 축적되어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백신으로 생성되는, 방어효과에 대한 중화항체의 상대적
기여에 대해서는 정의된 바가 없으며, 방어효과에 있어서 중화항체의 역할은 백신의 종
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방어효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중화항체의 수준은 확
립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RNA 바이러스와 같이, SARS-CoV-2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
으며, 바이러스의 전파를 위한 적합성이 향상된 새로운 바이러스의 변이체가 출현할 수
있다. S 단백질에 돌연변이가 진행된 SARS-CoV-2 변이체는 대유행 시작 후 몇 개월 이
내에 확인되었다. SARS-CoV-2 변이체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이력이 없는 사람들
과 이전 감염자, 백신 피접종자들에게 제기하는 잠재적 위해성을 파악한는 것이 현재
집중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인 영역이다. S 단백질에 다수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RS-CoV-2 변이체(각각 B.1.1.7 계통, B.1.351 계통)의 출현으로,
이들의 전파속도 증가와 현재 긴급사용승인을 받았거나 혹은 임상 개발 중인
COVID-19 백신(이후 원형 백신(prototype vaccine)으로 칭함)이 이러한 변이체에 대해
서는 방어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우려가 제기되었다(참고문헌
11). 몇몇 백신 제조사에서는, 최초 우한 바이러스의 분리물(original Wuhan-Hu1
isolate) 그리고 B.1.1.7 및 B.1.351 변이체의 S 단백질로 SARS-CoV-2 위바이러스 분석시
험(pseudovirus assay)을 실시하여, 각각 자사의 mRNA 백신 구조체를 접종한 임상시험
참가자와 비인간 영장류에서 추출한 혈청의 중화 잠재력을 평가하였고, B.1.351 변이체
에 대해서는 중화항체 역가가 감소하였으나 B.1.1.7 변이체에 대해서는 감소하지 않음이
중명되었다(참고문헌 12-13). 남아공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 COVID-19 후보백신을 평
가하는 임상시험에서 도출한 예비 보고서는 B.1.351 변이체에 대한 백신의 유효성이 원
조 바이러스에 대한 유효성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더했다. 따라서 이러한
SARS-CoV-2 변이체에 대한 백신의 개발 및 평가를 개시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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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도입

다음은

예방을 위한 백신과 관련하여 FD&C Act(21 U.S.C. 360bbb-3)의
section 564에 의거하여 EUA에 대한 변경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화학, 제조, 품질관
리 정보(CMC) 및 비임상 자료, 임상자료에 관하여 FDA의 현재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변형된(modified) COVID-19 예방 백신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백신
은 동일한 공정 및 제조사를 통해 제조하지만, SARS-CoV-2 변이체가 유발하는
COVID-19에 대한 유효성 증강을 위해 변경된 경우이다. SARS-CoV-2 변이체 및 이에
상응하는 백신에 대한 추가 정보가 누적됨에 따라, 변형된 COVID-19 백신의 허가에
필요한 자료 및 관련된 FDA의 견해가 변화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아래의 세부적 권고사항은, S 단백질을 발현하며 SARS-CoV-2에 대한 중화항체가 백
신의 방어 반응의 주요 구성요소이며(혹은 특정 백신 구조체의 경우, 방어 반응에 비례
하여 변동이 가능하며) 그리고 방어효과를 예측하는 면역 표지자가 확립되지 않았고,
원형 백신이 제공하는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SARS-CoV-2 변이체의 출현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히 신속하게 임상적 질환 평가변수 유효성 연구(clinical disease endpoint
efficacy studies)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제조된, 대유행
COVID-19 백신에 대하여 특이적으로 작성된 내용임을 유념해야 한다. 원형 백신이
EUA 하에 승인되었다고 가정할 때, 원형 COVID-19 백신과 동일한 제조사 및 공정을
통해 제조한, SARS-CoV-2 변이체에 대해 변형된 COVID-19 백신은 원형 COVID-19
백신의 EUA에 대한 EUA 변경을 통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
본 부록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 서열을 기반으로 하는 백신에서는 어떤 단백질 서열
이 발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과 함께, 이러한 백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 혹
은 변형된 백신이 유용성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체의 진화
로 인해 유효성을 상실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한, 변형된 백신의 추적관찰에 대한
접근법은 다루지 않는다. 본 문서에서는 COVID-19 다가 백신에 대한 고려사항 역시
다루지 않는다.
FDA가 계속해서 고려하지만 본 부록에서는 논하지 않는 문제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Ÿ 변형된 백신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자료
Ÿ 변형된 백신의 필요성을 평가 및 결정, 권고하는 주체
Ÿ 미국에서 업데이트된 백신에 대한 필요성 결정 시, FDA의 VRBPAC의 역할
Ÿ 이러한 백신을 어떻게 라벨링할 것인가
COVID-19

338/350

변형된 백신에 대한 EUA 변경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

화학, 제조, 품질관리

변경에는 CMC 정보, 즉, 변경된 제품이, 승인된다면, 제조되는 혹은 제조될 것
으로 예상하는 각 제조소의 목록, 각 제조소에 관한 관련 정보, CGMP 요건과 관련하
여 제조소(들)의 현재 상태를 포함해야 한다.
FDA는, 변형된 COVID-19 백신의 경우, 백신 생산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제조공정
및 관리의 많은 부분이 COVID-19 원형 백신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과학
적 문제로서, 변형된 SARS-CoV-2 백신에 대하여 업데이트한 CMC 자료를 생성해야
할 것이다. 업데이트한 백신 제형을 뒷받침하기 위한 CMC 자료는 백신 플랫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변형된 SARS-CoV-2 백신을 사용한 제품 특성분석 및 역가
시험, 안정성 자료의 핵심적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제조공정 및 공정관리에 대한 변경
은 EUA 변경 제출 이전에 FDA와 논의해야 한다.
EUA

2.

비임상 자료

동일한 제조사 및 공정을 통해 제조된 SARS-CoV-2 원형 백신으로 획득한 백신 유용
성 및 안전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행한 비임상 연구의 목록(예: 증강 질환과 관련된
표지자의 특성분석, 생체분포, 바이러스 배출(shedding), 약독화)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SARS-CoV-2 변이체를 목표로 하며 동일한 제조소와 공정으로 제조된
변형된 COVID-19 백신의 경우, 추가 반복독성 연구 혹은 DART 연구는 필요하지 않
을 수 있다. 이러한 결정 시, 백신 플랫폼 혹은 원형 백신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고려하
게 될 것이다.
COVID-19 원형 백신 그리고 SARS-CoV-2 변이체를 목표로 하는 변형된 COVID-19
백신을 투여하고, 이후 관심의 대상인 변이체를 포함하여 임상적으로 관련성 있는 순
환 변이체(clinically relevant circulating variant)를 대표하는 야생형 바이러스로 공격시
험을 진행하는, 동물 모델을 사용한 연구에서 획득한 자료는, 특히 임상적 면역원성 연
구의 결과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변형된 COVID-19 백신의 승인을 뒷받침하는 총체적
자료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확보를 독려한다. 백신 제조사는 이러한 연구의
계획서 초안을 FDA에 제출할 수 있다. SARS-CoV-2 생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공격시험
실시를 위해서는 BSL-3 차폐시설이 필요함을 주지해야 한다. 이러한 공격/방어 연구는
비래 기술하는 임상적 면역원성 연구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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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 자료

백신의 유용성은, 제조사가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했으며 FDA가 사전
정의한 성공기준을 충족하는 임상적 질환 평가변수 유효성 연구를 실시한, 승인된
COVID-19 원형 백신의 유효성을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유용성에 대한 결정은 임
상적 면역원성 연구 실시를 통해 뒷받침해야 한다. 이러한 면역원성 연구에서는 우려
의 대상인 SARS-CoV-2 변이체에 대하여 변형된 백신으로 유도한 면역반응을, 원형 백
신의 기반이 된 바이러스에 대하여 원형 백신이 유도한 면역반응과 비교해야 한다. 변
형된 COVID-19 백신의 일차 접종 시리즈 및 추가 접종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면
역원성 연구는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다.
의뢰자는 이전의 백신 접종 및 CoV-2 노출 이력이 없는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원형 백신에 대하여 승인된 용량 및 투여계획을 사용하여, 변형된 COVID-19 백
신이 유도하는 면역반응을 원형 백신과 비교하는 (원형 백신의 기반인 바이러스
뿐 아니라 변이체에 대한 중화항체 혈청반응률(seroresponse rate) 및 기하평균
(GMT)으로 평가하는) 면역원성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연구는, 원형 백신의 기반
이 된 최초 바이러스에 대하여 원형 백신이 유도하는 혈청반응률 및 GMT과 비
교하여, 관심의 대상인 변이체에 대해 변형된 백신이 유도하는 혈청반응률 및
GMT의 통계학적 비열등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혈청반응률에 대한 비열등
성 마진 –10% 및 GMT 1.5배로 설정하여, 일차 면역원성 분석에 대해 적절한
검정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례별 기반으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체 비열
등성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 (공식적 가설시험에 대하여 검정력이 있거나 없을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에서, 관심의 대상인 변이체에 대하여 변형된 백신 vs. 원
형 백신이 유도하는 면역반응뿐 아니라, 원형 백신의 기반인 바이러스에 대하여
변형된 백신 vs. 원형 백신이 유도하는 면역반응을 평가해야 한다.
의뢰자는 이전에 COVID-19 원형 백신을 투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변형된
COVID-19 백신을 승인된 용량 및 투여계획에 따라 투여하는 추가 접종 연구
(booster study)를 수행해야 한다. (원형 백신이 기반으로 하는 최초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 혈청반응률 및 기하평균(GMT)으로 평가하여) 변형된 COVID-19
백신의 추가 접종이 유도한 면역반응을 원형 COVID-19 백신의 일차 접종 시리
즈로 유도한 면역반응과 비교해야 한다. 연구는 원형 백신의 기반이 된 바이러스
에 대하여 원형 백신 일차 접종 시리즈가 유도한 혈청반응률 및 GMT에 대비하
여, 관심의 대상인 변이체에 대ㅎ하여 변경된 백신의 이차 접종이 유도하는 혈청
COVID-19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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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률 및 GMT의 통계학적 비열등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혈청반응률 비열
등성 마진 –10% 및 GMT 1.5배로 설정하여, 일차 면역원성 분석에 대해 적절한
검정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례별 기반으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대체 비열
등성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원형 백신의 추가 접종도 평가할 수 있
으며, (공식적 가설시험에 대하여 검정력이 있거나 없을 수 있는) 추가적인 분석
에서는 관심의 대상인 변이체에 대하여 변형된 백신 vs. 원형 백신의 추가 접종
이 유도하는 면역반응을 평가해야 한다.
위에 서술한 각 연구는 단일 연령군(예: 18-55세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원형 백신 사용이 승인된 다른 연령군 및 이러한 연령군 중 감염 이력이 있는 이들에
게 결과를 외삽할 수 있다. 높은 SARS-CoV-2 혈청유병률(seroprevalence)로
SARS-CoV-2 노출 이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연구 수행이 배제된다면, 자료의 판독가능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저 혈청상태 및 백신 유도 항체반응에 대한 특성분석에 관하
여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이전에 실시한 연구에서 원형 백신의 일차 접종
시리즈를 투여한 시험대상자로부터 추출한 혈청 검체를, 가용한 경우에는, 동일한 분석
시험을 통해 평가하며, 비교 대상인 연구 모집단이 충분히 유사하고, 용량 및 투여계획
이 동일하다면, 동기간(contemporaneous) 대조군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면역원성 평가 기간 중 평가한 심각한 이상사례 및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뿐 아니라
연구의 각 백신 접종 이후 최소 7일간 매일 평가한 예상한 국소 및 전신 이상사례를
포함하는 안정성 평가는, 변형된 COVID-19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뒷받침하는데 충분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 실마리정보가 발생한다면(예: 추가[3차]접종 이후 발생), 면
역원성 연구를 위한 최초 계획보다 더 큰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변형된
COVID-19 백신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연구에는 심각한 이상사례에 대한 장기적
평가를 위한 계획 및 기타 의료진이 검진한 이상사례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이 필요
하다.
4.

면역원성 평가변수의 평가를 위한 분석시험

임상연구의 면역원성 평가변수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시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COVID-19에 대한 방어효과를 예측하는 면역 표지자가 현재까지 확립되지 않았으나,
백신 구조체에 따라서, 중화항체를 면역원성의 적절한 척도로 고려할 수 있다.
과학적 문제로서, 변형된 COVID-19 백신이 중화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능력을 증명
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원형 백신 및/혹은 변형된 COVID-19 백신 구조
체로 접종한 이들로부터 추출한 임상적 혈청학 검체에 대하여 (관심의 대상인 변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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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원형 백신이 유래한 바이러스를 포함한) SARS-CoV-2 바이러스의 중화를 평
가하는 바이러스 중화 분석시험(위바이러스 혹은 야생 바이러스를 사용)에서 도출할
수 있다.
FDA는, EUA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종 분석시험법에 관한 SOP 및 검증 보고서
그리고 임상 검체를 시험한 모든 실험실의 목록을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
5.

추가적 고려사항

현재,

변이체가 최초 SARS-CoV-2 바이러스보다 독성이 강한가,
SARS-CoV-2 변이체에 대한 백신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이 최초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과 비견할 것인가, 그리고 정기
적(예; 연례)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인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조사는
앞서 제시한 변형된 COVID-19 백신의 승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향후 변형된 COVID-19 백신이 임상 연구 수행의 필요 없이 승인될 수 있는가를 결정
하기 위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개발자는, 평가 중인 바이러스 서열이 궁극적으로는 변형된 백신에 사용하는데 선택
되지 못할지라도, 변형된 백신이 적절한 수준으로 면역반응을 증강하는 능력과 관련하
여 탐색적 연구를 수행할 것을 독려한다. 이러한 연구는 용량 탐색 및 안전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조사가 변이체에 대한 변형된 단가 백신을 개발하려 계획한다면, 변
형된 백신이, 개발자가 제조한 최초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과 분명하게 구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SARS-Co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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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EMA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

SARS-CoV-2의

변이체에 대한 방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에 관한 규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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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본 문서는 다음 문서들과 함께 읽어야 한다.
Guideline on clinical evaluation of vaccines(EMEA/CHMP/VWP/164653/05 Rev. 1)
Guideline

on

good

pharmacovigilance

practices

(GVP)

-

Product-

or

Population-Specific Considerations I: Vaccines for prophylaxis against infectious
diseases(EMA/488220/2012 Corr)

본 문서에서는,
Ÿ 최초 품목허가를 받은 SARS-CoV-2 백신을 모백신(parent vaccine)으로 지칭하며
이러한 백신의 기반이 된 SARS-CoV-2 균주를 모균주(parent virus)로 지정하고
있다.
Ÿ 새롭게 출현한 1가지 혹은 그 이상의 SARS-CoV-2 변이체에 대한 방어효과 제공
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을 변이체 백신(variant vaccine)으로 지칭하며 이러한 백신
의 기반이 되는 SARS-CoV-2 균주는 변이균주(variant strain)로 지정하고 있다.
EU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변이체 백신에 함유된 균주의 타당성에 대하여, 변
이체 선정 시점에서의 질환 감시 및 순환 균주에 대한 특성분석을 기반으로,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백신을 위한 SARS-CoV-2 균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포
럼이 설립되는 즉시(예: WHO 주도로 설립), 변이균주 선택 시에는 제공된 권고사항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의뢰자는 변이체 백신을 위한 개발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과학적 조언을 구
할 것을 권고한다.
추가적인 증거가 생성되면서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을 근거로, 이 문서에서 기술하는
개념은 추가적으로 개정될 수 있다.

범위

본 문서는, 변이체 백신이 단가 혹은 다가 백신이든, 이러한 백신 허가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품질 및 비임상, 임상 자료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Ÿ 모백신이 EU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함.
Ÿ 백신 접종 후 인체 면역체계에 제시되는 SARS-CoV-2 항원을 제외하면, 변이체 백
신 생산을 위한 제조공정 및 관리 그리고 시설이 모백신의 경우와 동일하거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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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 유사함.

논의

2.1

품질 – Module 3

2.2

비임상 – Module 4

변이체 백신의 승인을 위한 요건은 대체로 모백신 구조체의 근간이 된 기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예: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재조합기술로 생산한 정제 단백질, 불
활화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된 Module 3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Ÿ 출발물질에 대하여 업데이트할 것(예: DNA 주형, 바이러스 시드).
Ÿ 새로운 균주 특이적 요건을 수용하기 위한 일부 조정을 통해 모백신 관리전략을
인정(reliance)할 수 있음.
Ÿ 등록된 규격을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요품질특성에 대한 시험(예: 순도, 함
량)을 수행해야 함. 등록된 규격의 일탈 혹은 변경(예: 확인, 역가) 시에는 적절한
과학적 및/혹은 임상적 근거가 필요할 것임.
Ÿ 제조 일관성을 증명해야 함(예: 활성성분 및 완제품의 특성 분석, 공정 중 관리 결
과, 배치 분석을 통한 증명)
Ÿ 원칙적으로, 등록된 유효기간/조건을 적용하게 될 것임. 그러나 활성성분 및 최종
제품에 대하여 등록한 유효기간의 적합성을 확증했음을 증명해야 함(예: 확보한
실시간 안정성 자료 및 안정성 예측모델, 가속보관조건 하의 초기 안정성 자료를
통한 증명). 허가 후에 확증적 실시간 안정성 자료를 제공해야 함.
변이체 백신이 다가 백신이라면, 출하 시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개별 활성성
분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우선적으로 완제품의 제조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예:
총 불순물 수준의 관리 및 서로 다른 균주를 함유한 백신을 시험하기 위한 분석 절차
의 타당성). 추가된 균주로 인해 규격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제형화와 관련하여 의
약품 개발 연구 및 완제품 관리전략의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단가 모백신에서 다가
변이체 백신으로 개발이 이행되는 경우, 배치 분석 자료 및 공정검증 자료 요건의 수
준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변이체 백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in vitro 및 in vivo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품목허가권자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면, 이러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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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자료의 보조자료로 간주할 것이다.
2.3

임상 - Module 5

변이체 백신의 유효성
변이 균주에 대한 단가 혹은 다가 변이체 백신의 유효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 면역
원성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다.
Ÿ 변이체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실시한 이후, 그리고
Ÿ 이전에 모백신으로 기초접종을 한 시험대상자에게 변이체 백신을 단회 투여 한 후.
이어지는 하위 section에서는, 변이체 백신을 기초접종으로 혹은 모백신의 기초접종
이후에 변이체 백신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하여 권고사항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Ÿ 변이체 백신이 시판된 유일한 백신으로서 모백신을 대체하고자 하며/혹은
Ÿ 변이체 백신에 모균주를 함유할 것임(예: 변이체 백신이 1가지 혹은 그 이상의 변
이균주에, 모균주를 추가하여 구성될 것임), 그리고
Ÿ 모균주가 여전히 EU 권역에서 순환 중임
모백신이 기초접종 후 모균주에 대하여 유도한 면역반응과 비교 시, 변이체 백신이
기초접종 후 모균주에 대하여 열등하지 않은 면역반응을 유도함을 증명해야 하는 추가
요건이 부과될 것이다.
2.3.1

SARS-CoV-2

비노출(naїve) 시험대상자(예: 미접종자 및 이전 감염 증거가 없는 이들)

SARS-CoV-2

권고하고 있다.

비노출 모집단을 대상으로 최소한 1건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것을 현재

방어에 관한 면역 표지자 미확립의 경우(immune correlate of protection)

병력이 없는 백신 미접종 시험대상자들을 무작위 배정하여, 모백신에 대
해 승인된 투여계획에 따라, 모백신 혹은 변이체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실시한다. 시험
모집단은 백신 접종 우선순위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성인에 국한될 수 있다. 일차 분
석을 위한 접종 후 혈액 검체 수집 시기는 모백신으로 생성한 자료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일차분석은 기본 검체(baseline sample)에서 이전의 SARS-CoV-2 감염에 대한 혈청학
적 증거가 없는 하위군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모백신에 대하여 이전에 문서화한
유효성으로부터 변이체 백신으로의 면역가교를 위하여, 중화항체 역가를 상응하는 백
COVID-19

346/350

신 균주에 대해 측정해야 한다(예: 모균주에 대하여 모백신군(parent vaccine group)에
서 그리고 변이 균주에 대하여 변이체 백신군에서). 변이 균주에 대해 변이체 백신이
유도한 면역반응을 모균주에 대해 모백신이 유도한 면역반응과 비교 시,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Ÿ 해당 변이균주(혹은 각각의 변이균주) vs. 모균주에 대한 혈청전환률의 차이에 관
하여 95% 신뢰구간의 하한은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혈청전환은 접종 전으
로부터 접종 후 최소 4배의 역가 증가로 정의해야 하며, 일차분석은 혈청음성인
시험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혈청전환률 산출을 위해 접종 전 검체에
명목값(nominal value)을 적용해야 한다.
Ÿ GMT 비율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은 최소 0.67이어야 한다.
이차 평가변수 중,
Ÿ 변이 균주에 대해 모백신이 유도한 면역반응 및 모균주에 대해 변이체 백신이 유
도한 면역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Ÿ 2-도즈 기초접종을 실시하는 백신의 경우, 첫 도즈 접종 후 면역반응을 일차 분석
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교해야 한다.
역누적분포곡선을 제공해야 한다.
SARS-CoV-2에 대한 역학 자료에서 모백신의 기초접종이 시험대상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면, 모백신으로 이전에 문서화한 유효성으로부터 변이체
백신으로의 면역가교를 위한 대체 접근법은, 변이체 백신의 기초접종이 변이균주에 대
해 유도한 면역반응과 모백신 접종이 모균주에 대해 유도한 면역반응에 관한 이전의
자료를 비교하는 것일 수 있다. 그 후 일차 분석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진행될 것
이다.
이러한 대체 접근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Ÿ 이전 자료 생성 당시 적용한 분석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혹은 모균
주에 대한 중화항체와 관련하여 기초접종 후 검체(post-primary sample)를 재분석
해야 한다.
Ÿ 과거 자료는, 최소한 연령, 성별 및 중요한 기저 동반질환 상황을 기반으로, 변이
체 백신을 투여하는 전향적 시험에 등록한 그룹과 매칭되는 시험대상자로부터 획
득해야 한다.
Ÿ 매칭된 과거 대조군으로부터 잔여 혈청을 확보해 두어 모백신이 변이 균주에 대
해 유도하는 면역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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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에 관한 면역 표지자가 확립된 경우(ICP)

가 해당 백신 구조체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동의한 방어면역 표지자(ICP)가 있
다면, SARS-CoV-2 비노출 시험대상자는 모백신에 관한 SmPC에 의거한 투여계획에 따
라 변이체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해야 한다. 변이균주에 대하여 ICP(예: 혈청전환률)에
해당하는 혹은 이를 초과하는 역가에 도달한 시험대상자의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혈
정방어율에 대한 점추정치의 정밀도(precision)는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추산해야
한다. 혈청방어율이 허용가능하다고 결정하기 위한 신뢰구간의 하한에 대해서는
CHMP의 동의가 필요하다.
CHMP

이전에 SARS-CoV-2 백신을 접종한 시험대상자
방어에 관한 면역 표지자 미확립의 경우(ICP)

모백신으로 기초접종을 한 시험대상자에게 변이균주 방어를 위한 변이체 백신을 투
여하는 경우, 이 변이체 백신의 유효성은 이전의 모백신 접종에 관하여 명세하게 문서
화가 된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유추할 수 있다.
시험대상자들은 모백신으로 진행한 이전 시험에 참가하였고 이들의 기초접종 후 중
화항체 역가 정보가 확보되어 있을 것을 권고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일차분석
에서 사용하는 기초접종 후 중화항체 역가는 최소한 연령, 성별 및 중한 기저 동반질
환 상황을 기반으로, 변이체 백신의 1도즈를 투여받기 위해 전향적 시험에 동록한 모
집단과 매칭되는 모집단에서 추출해야 한다.
모백신의 기초접종 시리즈 완결과 변이체 백신 1도즈 투여 사이의 간격 그리고 이
간격 전후의 시간(window)에 대한 고려와 근거가 필요하다.
일차분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등록한 모든 시험
대상자가 변이체 백신 1도즈를 투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일차분석은 SARS-CoV-2 감염에 대한 혈청학적 증거가 없는 시험대상자로 수행해야
한다. 변이균주에 대해 변이체 백신 1도즈로 유도한 중화항체 GMT를 모균주에 대해
모백신으로 유도한 기초접종 후 중화항체 GMT와 비교해야 한다. GMT 비율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이 최소 0.67이어야 한다.
이차분석에서는 변이균주에 대하여 변이체 백신이 유도한 중화항체 GMT를 변이균주
에 대하여 모백신이 유도한 기초접종 후 중화항체 GMT와 비교해야 한다.
다른 이차분석에서는 모백신과 변이체 백신이 각각의 모균주 및 변이균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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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한 항체전환율을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서 모백신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한 시험대상자를 1도즈의 모백신 혹은
변이체 백신을 투여받도록 무작위배정할 것인지는 선택사항이다. 이러한 설계를 선택
했다면, 모백신으로 기초접종을 한 시험대상자의 변이체 백신 투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차분석은 정확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일차분석 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선택적인 시험 설계는, 모백신으로 기초접종 한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1도즈의 변이체 백신 혹은 모백신이 유도하는 변이균주에 대한
중화항체 역가를 비교하는 이차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가 흥미로운
이유는, 모백신의 추가 도즈에 대한 면역반응이, 기초접종 후 획득한 변이균주에 대한
역가와 비교할 때, 변이균주에 대한 중화항체 역가를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변이체 백신 1도즈 투여 후 변이균주에 대한 GMT가 모백신 1도즈 투여 후 변이균주
에 대한 GMT보다 우월하다면(GMT 비율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이 >1), 이러한
결과는 모백신으로 일차접종한 시험대상자에게 모백신 대신 변이체 백신을 투여함에
따르는 잠재적 가치를 뒷받침해 줄 것이다.

방어에 관한 면역 표지자가 확립된 경우(ICP)

가 해당 백신 구조체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동의한 방어면역 표지자(ICP)가 있
다면, 모든 시험대상자에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변이체 백신 1도즈를 투여할 수 있
다. 일차분석은 변이균주에 대해 변이체 백신이 유도한 혈청방어율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혈청방어율에 대한 점추정치의 정밀도는 95% 신뢰구간으로 추산해야 한다. 혈청
방어율이 허용가능하다고 결정하기 위한 신뢰구간의 하한에 대해서는 CHMP의 동의가
필요하다.
2.3.2 변이체 백신의 안전성
모백신에 대한 안전성 우려 및/혹은 변이체 백신으로 실시한 시험에서 발견된 안전성
우려가 없다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변이체 백신으로 실시한 면역원성 시험 중에
수집한 안전성 자료로서 허가에 충분할 것이다.
CH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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