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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현장 방문
-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과제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
코비원멀티주’를 개발·제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성남시
분당구 소재)를 6월 30일 방문해 백신 생산계획을 듣고,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와 함께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이번 현장 방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허가
받은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생산계획을
확인하고 철저한 제조‧품질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오유경 처장은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생산계획을 듣는 자리에서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ㅇ 아울러 “우리나라는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에 보유한
국가”라며, “앞으로는 우리의 백신 개발·제조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 이날 현장 방문 이후 오유경 식약처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백신‧혈장분획제제‧세포치료제‧마이크로바이옴

등

바이오의약품

업계* 관계자로부터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점을 진솔하게 듣고, 식약처·협회·업계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습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사노피파스퇴르, SK플라즈마, 메디포스트, 지놈앤컴퍼니

ㅇ 오유경 처장은 “이번 간담회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바이오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신개념·신기술 의약품 등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개발부터 임상시험, 허가심사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구 분

현장 시찰

현장 방문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13:55 ~ 14:00

5’

▪ 도착

14:00 ~ 14:30

30’

▪ 티타임
▪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현황 소개

14:30 ~ 14:50

20’

▪ 현장시찰

14:50 ~ 14:55

5’

▪ 참석자 소개 및 모두말씀

14:55 ~ 15:25

30’

▪ 업계 건의사항 및 자유토론

15:25 ~ 15:27

2’

▪ 마무리 말씀

15:27 ~ 15:30

3’

▪ 기념 촬영, 이동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