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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머리말
의약품의

허가․심사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0년부터 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 기준으로
심사․평가하기 위한 평가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연구사업단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의 인·허가시 요구되는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과학적인 가이드라인 및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관련 제약업계에
제공하여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줄기세포치료제 평가 연구사업단과
공동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 현황 및 국내·외 주요 국가의 줄기세포치료제
심사·평가와 관련된 규제 정책 동향 등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6」은 2016년 3월에 발간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5」를 토대로 하여,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 임상연구 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에 등록되어 있는 임상연구 정보를
심층 분석·조사한 정보와, 미국, 유럽 등 국외 규제기관에서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의 허가·관리와 관련된 규제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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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적 임상연구 동향

1. 서 론
줄기세포치료제는 이전까지의 의학과 차별된 작용기전을 바탕으로, 기존의 의학적
치료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영역에서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생명이
위험하거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적 기회를
제공하고, 그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4개의
제품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총 6종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가 시판허가를 취득한
데에 이어, 지난해 일본에서 조건부 승인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신재생의료등
제품’으로 2품목이 시판 허가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인 연구개발 동향 및 정책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개발자에게는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원 및 규제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특히,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한 기업 주도 상업적 임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를 산업적 견지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는 물론, 산업계 내에서도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세대

줄기세포기반제제

평가

연구사업단’과

공동으로 해마다 미국의 임상연구 등록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상업적
임상연구 동향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6’에는 2016년 12월까지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314건의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적 임상연구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이 보고서에서 '임상연구'라 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업체에서 주도 또는 협력한 것으로 확인된 임상연구들을 의미하며,
임상연구 등록 사이트(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임상들에 국한된다. 또한, 이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를 인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선정기준과 분석과정에서 적용된
각종 기준 등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 내에서 실시되는 임상연구는 이 사이트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국 이외 국가에서 실시하는 임상연구는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전세계의 모든 임상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등록사이트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임상연구
현황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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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검색방법 및 선별기준
1) 검색방법
❍ 대표적인 임상연구 등록 인터넷 사이트인 www.clinicaltrials.gov에서 "stem
cell"을 키워드로 검색한 후, 얻어진 5,989건의 검색 결과(2016년 12월 31일
기준)를 대상으로 "By Topic"으로 정렬한 후 Sponsor/Collaborator 항목 중 "By
Category"로

지정하고,

"Industry"를

선택함으로써

1,570건의

산업체

주도

임상연구를 1차로 선별하였다(그림 1).
❍ 1차 선별된 1,570건의 연구들은 개별 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줄기세포치료제에
해당하는 임상연구로 확인된 최종 314건의 임상을 상업적 임상연구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그림 1. 분석대상 임상연구의 검색 및 선별 과정]

2) 선별기준
최종 분석대상 314건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별하였다.

❍
y

임상연구에 사용된 줄기세포치료제 또는 줄기세포기반제제는 미국 PHS Act
351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허가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기질혈관분획(stromal vascular fr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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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F)은 아직 제품 해당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단순 지방이식을 제외한 임상 적응증에 사용할 경우에는 비동종적
사용(non-homologous use)으로서 허가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미국
FDA의 지침 초안에 따라 제품화 대상으로 보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y

기업체가 책임주도하는 연구이거나, 연구기관 및 병원이 책임주도하는 경우에는
기업체가 협력,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포함하였다.

y

피험자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철회되었거나(withdrawn, terminated),
심사당국에 의해 중지된 경우(suspended, terminated), 또는 2년 이상 유효한
자료의 업데이트가 없으면서 예상 종료기간이 경과된 임상(unknown)은 더
이상 유효한 임상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y

줄기세포치료제를 치료적 중재요법으로 사용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순 관찰 연구나 본 임상
이후에 진행되는 추적관찰 또는 피험자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는 동일한 임상이
중복된 경우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y

여러 기업체가 공동으로 관여되어 있는 임상연구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임상연구 책임 회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y

줄기세포기반제제는 규정적 정의에 얽매이지 않고, 줄기세포가 최종 제품의
주요 유효성분인 경우, 최종 투여 시 줄기세포가 포함되는 경우, 줄기세포와
함께 복합제품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기, 치료제 제조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동반 의료기기[companion device], 예. 세포 선별기 등)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y

이에 따라, 규정적으로는 유전자치료제로 분류되는 유전자 도입 줄기세포제제,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는 줄기세포 함유 복합제제 및 의료기기 자체도
줄기세포기반제제로서 분석에 포함되었다.

y

다만,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요법제제는 제외하였다.

y

추가 정보가 업데이트됨에 따라 임상연구 철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료
자체의 변동이 있거나, 분석대상 기준의 변경에 따라 전년도 분석에 포함되었던
연구가 당해 연도에는 제외되었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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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5’ 분석 당시에는 허가당국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17년 3월 현재 해당 정보는 더 이상 임상 등록사이트
(clinicaltrials.gov)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전년도까지
제외되었던 허가기관 미승인 임상시험들도 구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번
분석에 모두 포함되었다. 따라서, 허가당국 승인 여부는 동 분석 보고서에서
선별기준으로 적용되지 못하였다.

나. 분석에 적용된 기본적 원칙
동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y

개발국은 임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기업체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y

연도별 분석은, 임상실시(예정) 일자(Starting Date)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y

적응증 분류는, 병소의 해부학적 위치와 작용기전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발병위치가 동일하더라도 작용기전이 다른 경우에는 작용기전을 우선적으로
분류에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퇴행성관절염은 근골격계질환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계질환으로 분류하였다.

다. 국가별 임상연구 현황
y

개발 국가별로 누적 및 2016년도 신규 등록 임상건수와 개발 국가별
임상점유율을 비교하였다.

y

분석기간 동안 시간적 추이에 따른 임상개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기간별
주요 개발 국가(미국, 한국, 중국, 스페인)의 상업적 임상 건수를 분석하였다.

y

주요 개발국의 임상적응증에 따른 개발 현황을 보기 위하여, 주요 개발
국가(미국, 한국, 중국, 스페인)의 임상적응증에 따른 임상연구 실시현황을
분석하였다.

라. 세포기원 및 종류별 임상연구 현황
y

두 가지 이상의 세포군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포군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임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세포군이 계수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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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세포의 기원은 자가유래(autologous)와 동종유래(allogeneic)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으며, 임상실시 시기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 기간별 분포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y

줄기세포의 종류는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Stromal Cells, MSC),
조혈줄기세포(Hematopoietic Stem Cells, HSC), 기질혈관분획(Stromal Vascular
Fraction, SVF), 신경줄기세포 (Neural Stem Cells, NSC), 배아유래줄기세포
(Embryonic Stem Cell (ESC)-derived),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y

줄기세포의 유래조직은 골수(Bone marrow, BM), 지방조직(Adipose tissue,
Adipoase), 제대혈(Cord blood, CB), 가동화한 말초혈액(Mobilized peripheral
blood, PB),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ESC),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y

제품의 종류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체외증식 및 분리를 비롯하여,
단순 분획, 세포의 체외 조작 과정 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작(타 세포군과의
접촉 유도, 특정 인자의 사전 처리 등), 분화유도, 유전적 변형(유전자치료,
유전자교정 포함) 등 투여하는 세포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한 경우와 함께,
지지체(scaffold) 등의 의료기기와 복합된 제품, 세포의 가공에 사용되는
동반기기(companion device)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 적응증별 연구현황
적응증은 심장질환, 신경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위장관계질환, 혈관질환, 면역계질환,

❍

항암, 피부질환, 호흡기계질환, 혈액질환, 안과, 비뇨기계, 생식기계, 유전질환, 기타
질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y

심장질환으로는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 등이 포함되었다.

y

혈관질환으로는 중증사지허혈, 말초혈관질환 등이 포함되었다.

y

신경계 질환으로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손상, 뇌졸중,
척수질환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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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위장관계 질환으로는 크론병, 치루, 간경변, 당뇨병 등이 포함되었다.

y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퇴행성 추간판질환, 골관절염 등이 포함되었다.

y

악성질환으로는 백혈병 등의 혈액암, 림프종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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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면역계 질환으로는 이식편대숙주병(GvHD), 다발성경화증 등이 포함되었다.

y

눈질환으로는 황반변성 등이 포함되었다.

y

호흡기계 질환으로는 기관지폐형성이상, 만성폐쇄폐질환 등이 포함되었다.

y

비뇨기계 질환으로는 신장관련 질환 등이 포함되었다.

y

혈액질환으로는 빈혈 등이 포함되었다.

y

피부질환으로는 화상 등이 포함되었다.

y

생식기계 질환으로는 발기부전 등이 포함되었다.

y

유전질환으로는 선천성 대사질환 등이 포함되었다.

y

기타 질환으로는 HIV, 치과질환, 탈모 등이 포함되었다.
각 적응증 별 임상개발 진행 정도를 보기 위해, 임상연구단계를 1상, 1/2상, 2상/
2/3상, 3상으로 나누고, 각 임상단계별 임상연구 분포를 임상건수와 점유 비율로
각각 분석하였다.

바. 국가별 적응증 개발현황
❍

국가별로 강세를 보이는 임상 적응증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개발국가(미국,
한국, 중국, 스페인)의 적응증별 임상 현황을 임상 건수와 점유율로 비교
분석하였다.

❍

적응증별로 강세를 보이는 개발국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임상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9개 주요 질환군(신경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심장질환, 혈관질환,
위장관계 질환, 면역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악성질환, 피부질환)에 대하여
국가별 임상 점유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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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적 임상연구 동향
가. 국제적 상업 임상연구 추이
❍ 1999년 최초로 기업체 주도의 임상연구가 시작된 이래, 2016년에 새롭게 등록된
47건의 임상을 포함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총 314건의 상업적 임상연구가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수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2).
y

연도별로 상업적 임상연구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연간 신규 임상이
10여건 내외로 본격적인 상업적 임상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11년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y

2011년에 정점을 이룬 이후 2012년~2013년에 걸쳐서 다소 둔화된 양상을
보였으나, 2014년 한 해 동안 45건, 2015년 한 해 동안 51건이 새롭게 등록된
데에 이어, 2016년에도 47건의 임상이 새롭게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y

이 후 분석에서, 기간에 따른 각 분석 항목별 변화를 보기 위하여, 전체 임상
연구 기간을 1999년~2009년(73건), 2010년~2012년(72건), 2013년~2014년(71건),
2015년~2016년(98건)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기간별 변화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2. 연도별 임상연구 개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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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별 임상연구 현황
❍ 199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수행된 총 분석대상 임상 314건 중 한국은 총 46건을
등록하여, 155건을 등록한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임상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3).
y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된 314건 중 미국은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국이 15%, 중국이 9%로 그 뒤를 이었다.
개발국

건수

미국

155

한국

46

중국

29

스페인

15

이스라엘

11

독일

10

인도

9

벨기에

7

영국

7

타이완

6

기타

19

[그림 3. 국가별 임상연구 수행 현황(1999~2016년, 누계)]
•

9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 199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수행된 총 분석대상 임상 314건 중 2016년 한해동안
47건의 임상이 새롭게 등록되었다(그림4).
y

2016년에 미국은 23건으로 가장 많은 신규 임상을 등록하였으며, 중국은 8건,
한국은 5건을 신규로 등록하였다.

y

미국, 한국, 중국에 이어 대만이 3건의 임상을 신규로 등록하며 급부상 하였다.

y

스페인과 이스라엘도 각각 2건의 임상을 추가하면서, 중국에 이어 세계 4번째와
5번째로 가장 많은 상업적 임상연구를 실시한 국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개발국

건수

미국

23

한국

5

중국

8

스페인

2

이스라엘

2

대만

3

독일

1

캐나다

1

스위스

1

기타

1

[그림 4. 국가별 임상연구 수행 현황(1999~2016년, 누계)]
y

2016년에는 스위스와 브라질이 최초로 상업용 임상연구를 1건씩 추가하면서
상업 임상 개발국에 진입하였다.

❍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임상개발 시기를 총 4개 기간으로 구분하고, 각 기간별
상위 4대 임상 개발국가의 비중 변화를 분석하였다(그림 5).
y

미국은 임상 연구 초창기에는 전체 임상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2년간 신규로 등록된 임상연구들 중 비율은 40%까지 낮아졌다.

y

한국은 2007년도부터 꾸준히 임상연구를 증가시켜온 결과 전 기간에 걸쳐서
15%를 전후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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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기간별 임상 점유율 변화(신규 등록건수)]

y

중국은 2009년부터 상업적 임상개발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늘려온 결과 최근
2년간 신규 등록 임상연구의 비율은 약 20%로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y

스페인과 이스라엘은 2010~2012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매년 비슷한 수의
임상연구를 추가하여 5% 전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y

상업임상 개발초기에는 미국이 절대 우위에 있었으나, 한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기타 국가들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미국의 임상점유율은 개발
초기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y

다만, 본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분석 대상 임상연구가 허가당국으로부터
제품개발용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실제로 적법하게 허가당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임상연구의 수는 본 보고서에 분석된 것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FDA에서 높은 수준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자료 조사 및 문헌 조사에 따르면 FDA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 또는 시판까지 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1)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에도 관계 당국의 비공식 확인에 따르면 허가당국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은 실제로 10개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분석에 포함된
모든 임상이 식약처 승인을 받은 한국은 실제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분석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1) Cell Stem Cell, Vol. 19, p 154-157 (4 August 2016) Selling Stem Cells in the USA: Assessing the Direct-to-Consum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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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포기원· 종류· 원료별 임상연구 현황
❍ 세포 공여자를 기준으로 자가유래(autologous)와 동종유래(allogenic)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6).

[그림 6. 세포기원별 임상개발 현황]

y

전 기간에 걸친 누적 분석에서는 동종유래 세포가 51%(161건), 자가유래 세포가
49%(156건)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y

기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임상연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2010년 이전으로는
자가유래가 우세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동종유래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4년 동안에는 자가유래 세포의 비율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y

상업화를 위한 대량생산에는 자가유래 줄기세포보다는 동종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주도형 임상연구에서는
동종유래

줄기세포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자가유래

기질혈관분획(SVF)을

이용한 임상이 미국 등에서 대거 추가됨으로써, 자가유래 세포를 이용한 임상이
증가된 결과로 분석되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뒤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
❍ 줄기세포의 종류를 중간엽줄기세포(Mesenchymal Stem/Stromal Cells, MSC),
조혈줄기세포(Hematopoietic Stem Cells, HSC), 기질혈관분획(Stromal Vascular
Fraction, SVF), 신경줄기세포(Neural Stem Cells, NSC), 배아유래줄기세포 (Embryonic
Stem Cell (ESC)-derived),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임상연구 비율을 분석하였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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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분석 전 기간에 걸쳐서 보았을 때에는, 중간엽줄기세포가 62%(195건)로 전체
임상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조혈줄기세포가 16%(51건)를 차지하였다.

y

최근 3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인 SVF는 전 기간에 걸쳐 9%(30건)으로
중간엽줄기세포와 조혈줄기세포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경줄기세포가 3%(10건), 배아줄기세포가 2%(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y

기타로 분류된 종류들로는 각종 근모세포류, 배양과정에서 특이적 양상을
보이거나 특정 표지자를 발현하는 세포 등이 포함되었다.

y

임상연구 기간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중간엽줄기세포는 전기간에 걸쳐
60% 내외의 점유율을 유지한 반면, 조혈줄기세포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y

가장 유의한 변화는 최근 4년간 기질혈관분획(SVF)을 이용한 임상연구의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7. 세포 종류별 임상개발 현황]
❍ 줄기세포의 기원 조직을 골수, 지방조직, 제대혈 등으로 구분하여 임상연구 현황을
분석하였다(그림 8).
y

분석 전 기간 동안 골수유래 줄기세포가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방조직과 제대혈이 각각 24%와 16%로 그 뒤를 이었다.

y

세포 종류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의 기원조직도 통상적인 구분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13%에 달하였으며, 태반, 척수, 뇌조직 등 특정 조직
부위인 경우로 유산된 태아에서 유래된 경우를 포함하여, 해당 조직에서 직접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경우도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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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임상개발 초기단계에서는 가동화 말초 혈액과 함께 골수가 주요 세포원료로
활용되었으나, 임상이 본격화되는 2010년 이후부터 비중이 낮아졌다.

y

골수유래 줄기세포는 중반기인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55%까지 비중이
높아졌다가, 2013년 이후 최근 4년간은 전체의 20~30% 정도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y

지방조직과 제대혈은 임상개발 중기 이후 최근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 동안 추가된 임상 중 지방조직과 제대혈을
이용한 경우는 각각 35%와 19%까지 증가하였다.

y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은 2010년~2012년 사이 4건의 임상이 이루어진
데에 이어 2015년 2건의 임상이 추가되는 데에 그쳐,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y

이러한 분석 결과는 원료 획득의 용이성 및 줄기세포 분리 효율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조직이나 제대혈 등이 줄기세포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8. 세포의 기원 조직별 임상개발 현황]

라. 체외조작 종류별 임상연구 현황
❍ 줄기세포의 체외조작 유형별로 임상 연구 현황을 분석하였다(그림 9).
y

전기간에 걸친 분석 결과, 체외증식 및 분리가 71%로 전체 임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단순 분획(fractionation)이 14%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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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시기별로 분석하였을 때에는, 체외증식 및 분리를 거친 세포에 대한 임상이
최근 4년간 다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y

이와 같은 체외증식 및 분리의 비율 감소는 같은 기간 동안 단순 분획을 거친
세포를 이용한 임상이 20%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단순 분획을 통해 얻어지는
혈관기질분획(SVF)을 이용한 임상이 최근 4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y

기능강화를 위한 조작, 분화유도 및 유전적 변형과 관련된 임상의 비율은 유의한
추세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지지체 등과 함께 복합제로 투여하는 줄기세포의
임상연구와, 줄기세포로 간주되는 분획을 얻거나 특수 배양을 위한 동반기기
(companion device)와 관련된 임상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9. 체외조작 종류별 임상연구 개발 현황]

마. 적응증별 임상연구 현황
❍ 적응증별 임상연구의 비율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전 분석 기간 동안 등록된
임상연구와 2016년도에 새롭게 등록된 임상연구 비율을 비교하였다(그림 10).
y

전 기간에 걸친 분석결과, 신경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이 각각 49건(15%)과
48건(1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심장질환, 혈관질환, 위장관계,
면역계 질환 등이 그 뒤를 이었다.

y

2016년 한 해 동안 추가된 임상들을 적응증별로 분석한 결과, 신경계 질환
(13건)과 호흡기계 질환(7건)에 대한 임상연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y

반면, 최근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심장질환의 경우 1건의 임상을
추가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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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경계 근골격계

심장

혈관

위장관계 면역계

폐

악성질환

피부

기타

합계

2016년

13

4

1

4

2

4

7

0

4

8

47

누계

49

48

42

31

27

21

19

17

15

45

314

[그림 10. 적응증별 임상연구 현황]
❍ 각 적응증 별로 분석 기간에 걸친 임상연구 비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그림 11).

[그림 11. 주요 적응증별 임상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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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009년까지 수행된 임상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적응증 중
하나였던 심장질환과 혈관질환은 이 후 전반적 임상연구의 증가에 부합하지
못하고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y

이와는 반대로 신경계 질환은 개발 초기에는 10% 미만의 비율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비중이 증가되어 2016년까지 현재 총 49건의 임상으로 가장 많은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적응증이 되었다.

y

위장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도 중반부까지 잠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 4년간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y

반면 호흡기계 질환과 면역질환은 최근 4년 동안 급격하게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각 적응증별로 연구 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적응증별로 임상연구 단계에
따른 연구현황과 단계별 분포현황을 분석하였다(그림 12).
y

2016년까지 심장질환과 위장관계질환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은 3상 임상연구가
등록되었으며, 면역계질환이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y

3상 연구에 진입한 심장질환은 급만성 심근경색과 만성 심부전이었으며,
위장관계질환은 크론병, 면역계질환은 이식편대숙주병이었다.

y

심장질환과

위장관계질환은

초기부터

상당한

수의

임상연구가

실시된

적응증으로 후기임상(제 2/3상 이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16년까지 진행된 총 임상연구 수에 있어서는 신경계질환이 가장 앞서지만
대부분이 최근 4년 이내에 개시된 임상들로 후기 임상의 비율이 아직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y

그 외에 후기임상에 진입한 적응증으로는 근골격계질환, 혈관질환, 악성질환이
포함되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피부질환은 아직 대부분이 초기임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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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상

제1/2상

제2상

제2/3상

제3상

계

신경계

15

24

8

2

0

49

근골격계

6

29

11

0

2

48

심장질환

10

11

15

2

4

42

혈관질환

11

12

6

0

2

31

위장관계

7

8

8

0

4

27

면역질환

4

11

2

1

3

21

호흡기계

5

12

2

0

0

19

악성질환

4

7

4

1

1

17

피부질환

8

3

3

1

0

15

[그림 12. 주요 적응증별 임상단계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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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가별 적응증 개발 현황
❍ 각 적응증별로 강세를 보이는 국가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주요 9개 적응증을
대상으로 국가별 분포를 확인하였다(그림 13).

[그림 13. 주요 질환군별/국가별 임상개발 현황]
y

미국은 심장질환 및 악성질환에서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임상연구를 수행해온
주요 연구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신경계, 근골격계, 혈관질환,
위장관계, 면역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에서 고른 강세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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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한국은 피부질환(상처치유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그
외에 신경계, 근골격계, 위장관계, 호흡기계 질환 및 악성질환에서 약 20%
가량의 임상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y

중국은 특히 호흡기계 질환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악성질환과 피부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들에서 10% 수준의 점유율을 비교적 고르게 보이고 있었다.

y

스페인은 타질환군에 비해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였으며, 독일은
심장질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악성질환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업적 임상 연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4개국의 적응증별
개발 역량을 분석하였다(그림 14).
y

미국은 대부분의 임상적응증에 대한 임상연구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신경계, 근골격계, 심장질환이 주요 개발 적응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y

한국은 조사대상 적응증 중 상위 9개 질환군 모두에 대한 임상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신경계, 근골격계, 피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y

중국은 상위 9개 질환군 중 악성질환과 피부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질환군에
대한 임상개발 경험이 있었으며, 특히 신경계와 근골격계, 그리고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임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y

스페인은 신경계, 근골격계, 위장관계, 눈질환에 대한 임상경험이 있었으며,
근골격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고 신경계와 위장관계질환에
대한 임상실시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y

그림 12에서 조사한 질환군별/국가별 임상개발 현황과 연계하여 분석하였을
때, 미국은 신경계, 근골격계, 심장질환 및 혈관질환에서 국제적 우위를 보이는
동시에 미국 국적의 개발사가 가장 높은 빈도로 임상을 실시한 질환군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y

한국은 신경계, 근골격계, 피부질환에서 국제적 우위를 보이는 동시에 한국
국적의 개발사가 가장 높은 빈도로 임상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y

조사 대상 질환군들 중, 한국은 피부질환에서, 중국은 호흡기계 질환에서,
스페인은 근골격계에서, 이스라엘은 악성질환에서 각각 고유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심장질환이 사망원인 1위이며, 중국은
호흡기계 질환이 자국 내 사망요인으로 두 번째,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가장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발국 내의 유병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2)

2) Nature Medicine, Vol. 4, p 1241-1243 (1998),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1990-2020

20 •

Ⅰ.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적 임상연구 동향

[그림 14. 주요 국가별/질환군별 임상개발 현황]

사. 기질혈관분획(SVF)을 이용한 임상 현황
❍ 기질혈관분획(SVF)은 환자로부터 채취한 지방조직으로부터 소화효소 또는 물리적
방법을 이용한 세포의 해리 및 원심분리, 세척을 통해 얻은 분획으로 중간엽
줄기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줄기세포를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 다만, 이를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임상의들은 SVF를 얻기 위한 절차가
최소한의 조작(minimal manipulation)에 해당하므로 의약품이 아닌 시술로서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FDA는 원료조직인 지방조직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이 SVF에는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임상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도 유래 조직인 지방조직(구조조직)과는 달라 동종목적 사용(homologous
use)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3)
3) Draft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Minimal manipulation of Human Cells, Tissues, and Cellular
and Tissue-Based Products (December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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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총 27건의 SVF 임상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중 2건(한국, 캐나다
각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미국 개발사(병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y

2011년 2건의 임상으로 시작한 이래 지난 3년간 급증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FDA가 지침 초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조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각종 질환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그림15).

[그림 15. 기질혈관분획을 이용한 임상 현황]
y

특히 개발사 홈페이지나 clinicaltrials.gov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였을 때 미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SVF는 대부분 개발사가 ‘최소조작으로
FDA 승인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 시판까지 하고 있으며, 아직 줄기세포치료제에
따른 유효성이 확실히 입증된 바 없는 뇌질환에 대해 임상연구 당 200명과
같은 수준의 대규모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현재 FDA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규제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 최근의 SVF 급증이 본 보고서의 각종 분석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몇가지
중요한 분석에서 SVF가 미친 영향을 상세 분석하였다.
y

SVF 임상의 대부분이 미국의 개발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기에,
SVF 임상을 제외하고 각 기간별 미국, 한국, 중국의 임상 비중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6).

y

그 결과, SVF 임상을 제외한 경우 미국의 임상 비중이 2013년 이후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한국과 중국의 임상 비중은 각각 소폭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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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SVF 임상이 국가별 임상 비중에 미치는 영향]
y

세포의 기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전 기간 분석 및 기간별 분석
모두에서 SVF 임상을 제외한 경우 동종유래 세포치료제의 비율이 현저히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7).

y

특히 기간별 분석에서 2010년 이후 동종유래 세포치료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관성 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제품 개발에 이용되는 세포는
동종유래 세포를 이용한 경우가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17. SVF 임상이 세포의 기원별 비중에 비치는 영향]
y

세포의 유래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SVF의 원료가 되는 지방조직의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기간별 분석 결과에서는 여전히 지방조직을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임을 나타내고 있었다(그림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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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SVF 임상이 세포의 원료조직별 비중에 비치는 영향]
y

기간별 분석에서 증가 추세를 보인 신경계, 호흡기계, 면역계 질환에 대한 임상
중에도 SVF 임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각 증가율에 SVF 임상이
기여한 정도를 확인하고자, 이 3가지 임상적응증에 대하여 SVF를 제외한
기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19).

y

SVF 임상을 제외하였을 때 최근 4년간의 각 적응증별 비중은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신경계 및 호흡기계 질환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된 반면,
면역계는 2015년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SVF 임상이 적응증별 비중에 비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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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및 전망
동 보고서에서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임상연구

등록

인터넷

사이트(www.clinicaltrials.gov)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토대로 하여, 임상연구들 중 줄기세포치료제를 이용하여, 기업체가
주도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상업적 임상연구에 대한 국제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임상연구가 제품개발 동향을 전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치료제로 분류될 수 있는 줄기세포제제를 활용하여 기업체가 실제
임상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치료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의 제품 개발 동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허가당국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수준의 비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확보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은 큰 한계로 간주된다.

❍ 줄기세포치료제의 국제적인 임상연구 동향
y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47건의 상업
임상이 신규로 등록되었으며,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4건의 상업적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연구가 등록되었다.

y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임상은 1999년부터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부터 최근 3년 동안에는 연간 40건 이상의 임상연구가 등록되고 있다.

y

임상개발 초기단계에는 미국이 전체 임상의 60%를 차지하면서 상업임상을
주도해나갔으나, 2010년도 이후 최근까지 한국, 중국, 스페인 등의 임상개발
증가로 최근 2년간 미국의 신규임상 등록 비율은 40%까지 저하된 반면, 한국과
중국은 꾸준히 임상연구를 증가시켜 신규 임상 등록 비율이 각각 15%와 19%에
이르는 등 국제적 주도권이 재편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국가별 임상연구 특성
y

미국은 전 분석기간에 걸쳐서 가장 많은 임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면서 전체
임상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내 임상개발 양상과 관련한
특이적인 사항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한국과 중국 등의 임상개발 비율 증가에
따라 전체 임상 점유율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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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한국은 2004년도에 최초의 상업적 줄기세포 임상연구를 개시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16년 현재까지 전 분석기간 동안 총 314건의 임상 중 46건의
임상을 수행함으로써 155건의 임상을 수행한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임상을 실시한 국가의 자리를 유지고 있다.

y

한국과 동일하게 2004년도에 최초의 상업적 줄기세포 임상연구 1건(동종
중간엽줄기세포, 치조골 결핍증)을 개시한 일본은, 이 후 시판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용 임상연구에 대한 등록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본 내 자체 자료에 따르면 2013년까지 총 6건의 임상이 허가기관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이에 반해 임상연구(연구자 임상과 유사)는 73건이
실시된 바 있다는 보고가 있다.4) 일본 내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볼 때
재생의료등안전확보법안이 실시되기 이전, 자유진료와 임상연구의 자유로운
실시로 인하여 제품개발을 위한 체계적 임상시험이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5)

y

중국은 최초의 상업적 임상연구가 2009년에 시작됨으로써 한국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꾸준히 신규임상을 등록하여 총 29건의 임상을 등록함으로써,
누적 임상 건수가 한국 대비 63%에 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실제 중국의
허가기관(Chines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은 유의미한
임상은 이보다 더 작은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y

스페인은 중국에 이어 총 15건의 임상으로 누적 임상 4위의 임상 개발국가로
2007년 이후부터 꾸준히 임상연구를 추가해 왔으나, 2016년에는 새로운 임상을
추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y

이스라엘 역시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임상연구를 추가해 왔고 2016년도에는
2건의 신규 임상을 등록하면서 스페인에 이어 5위의 임상 개발국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최근 2년간 인도가 주춤한 사이 독일이 꾸준이 신규 임상을
등록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이어 6위 임상 개발국가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y

그 외에 2016년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 국가는 타이완으로 2014년 1건을
최초로 등록한 이래, 2016년 3건의 신규 임상을 등록하면서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스위스와 브라질은 2016년 최초로 상업임상을 등록하였다.

4) www.lifescience.mext.go.jp/files/pdf/n1183_09.pdf (재생의료등안전확보법안에대하여, 자료 4-2)
5) www.nihs.go.kr/kanren/iyaku/20130510-cgtp.pdf (재생의료, 세포치료의 규제에 관한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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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세포치료제의 특성에 관한 동향
y

임상 개발 초기에는 자가유래 세포가 우세하다가 2010년 이후 동종유래 세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업화에 따른 대량 생산 시, 제조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점이 많은 데에 기인한 결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자가유래 줄기세포의 비율이 다시 반등하여 두 유래군 간에
큰 차이가 없이 임상연구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동안 급증한 자가유래 SVF를 이용한 임상연구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y

세포의 종류에 따른 구분에서 중간엽 줄기세포가 전체 분석 기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혈줄기세포가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두 세포 종류 모두 다소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SVF를 이용한 임상연구는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하였고 배아줄기세포나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y

기원조직의 경우 골수가 아직은 전체의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초혈액은 개발초기에 비하여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아진 반면,
지방조직과 제대혈은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상업적 개발을 위해 좀 더 확보가 용이한 원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y

세포에 가해진 체외조작의 종류는 체외증식 및 분리가 분석 전기간에 걸쳐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었고, 단순 분획(fractionation)이 14%로 그 뒤를
이었다. 단순 분획의 경우 최근 3년간 급증한 SVF 임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능강화를 위한 조작, 분화유도, 유전적 변형과 같은 추가 조작의
비중은 특별한 변화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반면, 지지체 등과 함께 복합제로
투여하는 임상이나, 특정 세포를 얻기 위해 이용되는 동반기기(companion
device)를 이용한 임상연구는 최근 2년 동안 뚜렷하게 증가되었다.

y

이와 같은 움직임은 체외 증식 및 분리를 주로 활용하여 제조한 기존 제품군의
임상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줄기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변형하는 것 뿐만
아니라 투여형태의 변화도 함께 모색하여 기존 제품군이 안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사료된다.

•

27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 임상적 적응증에 관한 연구개발 동향
y

현재까지 가장 많은 상업적 임상이 실시된 적응증은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2015년까지 선두를 유지하고 있던 심장질환은 이들 두 질환군에 이어
3번째로 임상연구가 많이 진행된 질환군으로 밀려났다.

y

2016년 한 해 동안 추가된 47건의 임상을 분석한 결과, 신경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면역계 질환에 대한 상업적 임상개발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개발 초기에 주류를 이루던 심장질환과 위장관계 질환은 각각 1건 및 2건의
임상을 추가하는 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y

기간별 개발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심장질환은 유의하게 비율이 감소해
온 반면, 신경계 질환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개발
초기에 비해 대폭 감소한 질환군으로는 혈관질환과 위장관계 질환이 있으며,
면역질환과 호흡기계 질환은 최근 4년 동안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y

심장질환은 전체 임상 수에 있어서는 신경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에게
밀리기는 하였으나 가장 후기 임상 비율이 높아 개발 성숙도가 높은 적응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계 질환은 실시된 임상건수는 많으나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가 심장질환에 비해 늦은 탓에 아직 후기임상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y

국가별 적응증 개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심장질환, 신경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분야에서 높은 임상점유율을 보였다.

y

한국은 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신경계, 근골격계, 피부질환에서 상당한
임상점유율 및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y

중국은 주요 개발 국 중 개발 대상 질환군의 다양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경계와 근골격계, 그리고 호흡기계 질환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y

그 외에 스페인은 최초 EMA 승인 제품인 Holoclar를 개발한 국가로서
눈질환에

대한

임상을

비롯하여

근골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이스라엘은 악성질환에서 상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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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질혈관분획(SVF)을 이용한 임상 현황
y

SVF는 환자로부터 채취한 지방조직에서 비교적 간단한 조작으로 체외배양 없이
얻을 수 있는 분획으로 최근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y

특히 최근 4년간 SVF를 이용한 상업적 임상이 급증하여 중간엽줄기세포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y

최근에 등록된 대부분의 SVF 임상은 미국 소재 개발사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SVF 임상을 제외한 후 국가별 임상 점유율을 분석하였을 때 최근 2년 동안
미국의 비중은 약 40%에서 30%로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의 10%가 SVF
임상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y

또한 자가유래 지방조직으로부터 유래되는 SVF를 이용한 임상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을 때,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동종유래 세포가 우위를 보이다가 최근
4년간 다시 자가유래 세포와 동률을 유지하게 된 것이 SVF 임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실제 제품화를 위한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2010년
이후 꾸준히 동종유래세포가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y

SVF의 원료 공급원인 지방조직은 SVF 임상을 제외하고 분석하더라도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y

임상적응증들 중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신경계, 호흡기계, 면역계 질환의
경우에도 SVF 임상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증가 추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면역계 질환은 최근 2년간의 임상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y

현재 특히 미국 내에서 뇌질환, 혈관질환, 면역질환 등 지방이식술의 범위를
넘어선 임상적 질환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FDA는 지침 초안을 통해 이와 같은 행위는 의약품과 시술의 차이를 규정하는
데에 적용되고 있는 최소조작의 정의나 동종적 사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약품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지침 초안의 형태로 피력한 상태에
그쳐 아직 법적 시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y

최근 2년간 급증한 상업적인 임상연구의 수적 증가 뿐만 아니라 총 27건의 SVF
임상 중 13건은 100명이상, 7건은 5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초
인체적용 임상연구로서는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y

SVF는 아직 명확한 임상적 사용근거나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규제적 결단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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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향후 전망
Ÿ

미국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실시되는 임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중국 등의 꾸준한 임상 개발 증가로 인하여
미국의 상대적 국제 임상점유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미국의
개발력 감소보다는 기타 국가의 산업적 개발 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점유율
감소로 해석된다.

Ÿ

중국의 경우,

2015

년 줄기세포 임상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수행된

줄기세포 투여는 적절한 규제적 준수(GCP 등) 하에서 실시된 임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측면이 있다. 중국 내에서는 이 임상들로부터 얻어진 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이외의 국가에서는 적절한 임상자료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수치 자체가 주는 의미를 그대로 개발력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에 새롭게 발표한 임상연구 관리에
관한 법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기본 요건이 갖추어진 상업적 임상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Ÿ

일본은

년 최초의 상업적 임상 1건을 실시한 이래

2004

2016

년 현재까지 본 임상

레지스트리에는 추가적으로 등록된 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줄기세포치료는 재생의료라는 개념으로 ‘자유 진료(임상의의 권한 및 책임으로
자유롭게 투여),’ ‘고도선진의료(상업적 치료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임상시험이
아닌 임상연구로 연구자 임상에 가까운 완화된 기준 적용)’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공급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 국내적으로는 상업적인 제품 개발이
미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재생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정부가

년 발효한 조건부 승인 제도를

2015

통해 해외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제품(Prochymal)이 완전한 승인을 취득하고
일본 내 개발 제품(HeartSheet)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일본 내 개발 제품의
경우

7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pilot

연구만을 근거로 승인을 해 준 것이라

이와 같이 낮은 승인 요건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과 규모의 적절한 임상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필요성에 대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Ÿ

중국과 일본의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기준에
근접한 규제적 잣대를 적용하여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상업적 임상개발 성장을
이루어 왔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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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한국이 국제적 상업 임상연구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 이어 꾸준히 세계
2위의 위치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규제 선진화를 주된 산업 육성책의
방향으로 채택하고, 임상연구 수준을 높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탄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측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y

따라서, 한국은 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시장규모가 큰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임상, 고도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임상설계 채택, 적절한 피험자 수 확보 등 질적 성장에
주력하여 세계시장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해석된다.

y

본 임상동향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의 승인조건 완화와 중국의
임상승인 요건 강화라는 행보를 달리한 두 아시아 국가에서의 결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산업적 기반이 약한 일본이 개발을 위한
기업차원의 투자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중국의 경우 GCP 등 기본적 요건을
준수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향상시킴으로써

고지에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경쟁력을

임상연구의
갖추는

수준과

데에

주력하는

품질을
것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동 보고서에서는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상업적 임상연구 개발 현황을 여러 가지
요소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실제 연구개발의 측면에 있어서 수적
또는 양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개발의 확률이 높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국가별로 혹은 각 적응증별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연구로부터
축적된 결과를 잘 활용하여 고유한 역량을 집중하는 바에 따라 개발 성공률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특정 분야에서 절대적인 강세 또는
우위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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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줄기세포치료제의 해외 규제 동향

해외 각국 정부는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제제의 의학적 가능성과 고부가가치의
시장성 등을 전망하며 기초연구부터 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지원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해외 각국의 허가기관들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제품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지원책은 과거 단순히 허가 검토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임상 자료 제출
요건의 완화(예, 희귀의약품이나 항암제)를 확대하기 보다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는 컨설팅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 등 규제기관에서의
첨단제제 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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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절차

조건부승인(Accelerated Approval)

허가신청(BLA, NDA) 또는 유효성 자료제출신청
(efficacy supplement) 접수 후 달력일 기준
60일

6)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증에 사용하는 항균 및 항진균 의약품으로 기준에 부합여부를 심사하여 기준에 부합되면 해당 의약품은 QIDP로 지정받을 수 있음.
7) FD&C Act section 524(a)(3) 및 (a)(4)에 정의된 특정 열대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과 FD&C Act의 529(a)(3)에 정의된 희귀소아질환 치료제에게 부여됨.
8) 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기 전에 준비된 항목부터 순차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차심사(rolling review)임. 심사는 모든 서류가 접수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

추가적
고려사항

특별히 없음

신속심사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혁신치료제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y 광고물
허가신청(BLA, NDA) 또는 유효성 자료제출신청
지정 취소 가능
지정 취소 가능
y IMM을 대상으로 기대한 효과 또는 다른 (efficacy supplement) 시점에 대상 지정
임상적 유익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기술하기 위한 확증 임상시험
y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가취소 가능

신청접수 후 달력일 기준 60일

개발과 심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효율적인 의약품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가이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을 타당하게 예측할 수 일반 심사보다 심사 소요기간 단축(일반 심사는
8)
조치
위원회 조직순차심사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있는 대리인자 결과변수 또는 중간 시점에 측정한 10개월인에 비해 우선심사는 6개월)
8)
순차심사
기타 조치들
임상적 결과변수로 평가한 유효성을 토대로 승인

신청접수 후 달력일 기준 60일

IND와 함께 혹은 그 이후허가신청 사전 미팅 IND와 함께 혹은 그 이후상 임상 종료 후 미팅 신청인은 승인을 전제로 한 예정 결과변수의 허가신청(BLA, NDA) 또는 유효성 자료제출신청
(pre-BLA/pre-NDA) 이전까지
(end-of phase 2 meeting) 이전까지
사용에 대해 논의하고 조건부 승인 시점에는 (efficacy supplement) 접수와 함께
진행상태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확증 임상
시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조건부 승인 가능성에
대해 해당 심사부서와 개발과정 중에 상시로
논의해야 함.

y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며, 승인될 경우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유의한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의약품의 신청(최초 안유 또는
유효성 자료제출 심사), 또는
y 505A 조항에 해당하는 소아대상 시험성적에
근거하여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자료제출
심사, 또는
y AIDP로 지정받은 의약품에 대한 신청, 또는
y 우선심사권(priority review voucher)7)과 함께
제출된 일체의 의약품 승인 또는 자료제출
신청

심사대상 지정

우선심사(Priority Review)

특징

FDA 회신
기한

신청 시점

선정 기준

심사대상 지정

프로그램 성격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y 심각한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비임상 y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y 심각한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며;
또는 임상 자료를 통해 미충족 의학적 수요에
이면서, 비임상 근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이
기존 시판 치료제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응할 잠재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약품
기존 시판 치료제들에 비해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유익성을 가져오며;
유의미한 결과변수에 대해 현저한 향상을
임상적인 유익성이 있을 가능성을 타당성
y 적격 감염질환제품(QIDP, qualified infectious
가져올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약품
있게 예측할 수 있는 대리인자 결과변수,
disease product)6)으로 지정받은 의약품
또는 비가역적 이병상태 또는 사망(IMM,
irreversible morbidity or mortality)에 대해
타당성 있게 예측할 수 있으면서 IMM 이전에
측정 가능한 임상 결과변수에 대해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의약품

신속심사(Fast Track)

프로그램 명칭

[표 1. 미국의 의약품 허가 지원제도]

❍ 미국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로로 개발과정 및 허가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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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표1에 요약 제시된 것과 같이 의약품 전반에 대하여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개발과 심사 및 허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첨단제제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은
두고 있지 않음.
❍ 2016년 12월 13일, 미국은 (1)고위험, 고부가가치 연구, 신규연구자를 위한 연구 등
각종 생물의학 연구 지원, (2)생물의학연구를 위한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
(3)해당 법안에 명시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NIH and Cures Innovation Fund
설립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Cures법(21st Century Cures Act 법)을 발효함.
❍ 21세기 Cures법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식품의약품청(FDA), 질병관리본부(CDC)를
주축으로 하여 연구에서 제품의 개발 및 승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법에서 제안한 시한 내에 각 기관은 해당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FDA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발췌한 재생의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002항 FDA 혁신 프로젝트
y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 5억 달러가 지원됨.

y

법의 발효 후 180일 이내 개혁대상 분야를 선정하여 제출하도록 함.

2072항 국제 소아 임상연구 네트워크
NIH와 FDA로 하여금 EU, 산업계 등과 연계하여 국제 소아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독려함.
3001항 환자 경험 자료
y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심사 결정 과정에 환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002항 환자 중심 의약품 개발 지침
FDA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도록, 환자 경험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야 함:
y

규제적 결정에 사용될 자료의 적절한 수집 방법

y

이와 같은 자료를 FDA에 제출하는 데에 있어서 환자들이 원하는 방식

y

FDA에 제출된 환자 경험 자료에 FDA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y

환자 경험 자료 제출 형식 및 내용

y

의약품의 위험성 및 유익성 평가에 환자 경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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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항 의약품 개발 도구의 검증
y

2012년부터 FDA가 수행해 오고 있는 의약품 개발 도구 검증 프로그램
(Drug Development Tools Qualification Program)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으로, 새로운 생체표지자, 임상적 결과변수 평가, 환자 보고 결과변수
및 동물 모델 등 의약품 개발에 이용되는 도구들의 유용성 및 적절성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임.

y

그와 같은 생체 표지자 및 기타 개발 도구들과 관련한 심사 경로를
실질적으로 확립하고, 모든 활용가능한 대리인자 등 검증된 의약품 개발
도구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022항 실제 임상현장 근거(Real World Evidence)
기승인 의약품의 새로운 적응증 승인 및 시판후 임상시험 요건 충족을 돕기 위해
실제 임상현장에서 얻은 근거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FDA가 평가하도록 함.
3033항 재생 첨단 치료제의 신속 승인
이 항에서는 FDA가 재생의학 치료제품에 대하여 신속승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은 치료제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신속심사 이외에 근거의 기준이나 FDA가 가진 어떤 다른 권한에
대해서도 변경은 하지 못함.
3034항 재생 첨단 치료제와 함께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분류
재생 첨단 치료제와 함께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FDA가 고위험군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중등도 위험군으로 간주하도록 함.
3035항 재생의료제품에 대한 지침 및 규정 업데이트
FDA로 하여금 재생의료제품에 대한 지침 및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
3036항 재생의료 및 첨단 치료제에 대한 요건기준(standard)
y

재생의료 및 첨단 치료제의 개발, 평가, 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들 및 미국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자문을 구하도록 함.

y

이 항에서는 “재생의료 및 첨단 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nd advanced
theparies”를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유전자 변형 세포치료제,
치료적 조직공학제품, 사람 세포 및 조직 제품, 이상의 복합 치료제 및
제품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3038항 복합제품 혁신
의약품 또는 생물학적제제와 의료기기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제품에 대하여
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구의 방향과 제품 승인을 위한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사전 미팅 및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혁을 하도록 함.
•

35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 유럽
❍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허가 및 개발 지원 프로그램은 표2에 제시되어 있음.
❍ 이들 중 특히 첨단제제의 인허가를 염두에 둔 개발 및 신속개발 지원제도(PRIME,
PRIority MEdicine)가 2017년 3월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음.
y

목적: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의학적 수요에 대한

의약품 지원

강화
y

대상: 기존 치료법에 비해 현저한 치료적 유익성이 있거나,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유익성이 있는 의약품으로서, 이 의약품은 우선순위 의약품
(priority medicines)으로 간주됨. PRIME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약품이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가진 환자들에게 유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을 초기 임상시험 결과로 입증해야 함.

y

PRIME 제도의 지향점
▷ 제품의 유익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확고한 근거 자료를 최적화된 과정을
통해 생성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의약품 개발자들에게 초기단계에서
전향적이고도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제품 신청 시 신속한 평가를
가능하게 함.
▷ 초기 단계에 개발자들과 연계하여 시판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품 평가에
요구되는 자료를 높은 수준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설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y

PRIME 제도를 통한 EMA의 주요 지원 사항
▷ 우선순위 의약품이 첨단제제인 경우, 시판허가 신청 전에 지속적인 지원과
사전 이해를 돕기 위해 EMA의 CHMP 또는 첨단치료제위원회(CAT)
소속의 담당자(rapporteur)가 지정됨.
▷ 지정된 담당자는 EMA 과학위원회 및 실무진 소속 전문가로 이루어진
다학제 그룹과 함께 개시회의(kick-off meeting)를 조직하고, 전반적인
개발 계획 및 규제관련 전략에 관한 안내 제공.
▷ 보건기술평가와 같은 추가적인 관련 부분들을 함께 연계하여 핵심적인 개발
단계에서 과학적 조언 제공.
▷ 시판승인을 위한 신청 시점에서 신속 심사의 가능성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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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제품 승인 시점에서 신속심사 적용을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동정적 사용에 대한 CHMP의 의견을 받아내고

종합적인 자료를 얻기 전에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음.

y

y

y

※ 각종 지원 제도들은 중복 활용이 가능함. 예를 들어 PRIME 계획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제품의 경우:

y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신속심사 적용 대상 제품허가신청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150일로 y 다소 불완전한 임상자료에 기반하여, 미충족 y 만족스러운 치료법이 없거나 현재 진행 중인
발굴
의학적 수요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위해 의료
임상시험에 등록할 수 없는 중환자들이
단축(일반적인 경우 210일)
제품을 조기에 승인
혜택을 볼 수 있음.
y 제품 개발 과정에서 승인절차 담당자
y 합의된 기한 이내에 승인 이후 종합적인 자료 y CHMP는 동정적 사용 대상 적응증, 공급
(rapporteur) 조기 지정
y 과학자문 실무위/CHMP, 다른 관련 분과들 및
생성
및 표적 환자군에 대하여 회원국 간에 일관된
EMA로부터 과학적 및 규정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가져줄 것을 권고하고 있음.
지원 제공
y EMA 내 연락을 담당하는 전당자 지정

신속한 시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신청 시점

신속한 시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동정적 사용 (Compassionate use)

y 개발 중, 예비 임상 근거(개념 입증 자료)에 y 허가신청 6~7개월 이전에 신속심사 요청 y 개발 과정 중 과학자문/임상시험계획서 보조를 신청인이 직점 CHMP에 신청할 수 없으며,
기초하여
계획을 EMA에 통보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논의할 것
각 국가 허가당국을 경유해야 함.
y 중소기업 및 학계의 경우 더 초기단계(원리 y 허가신청 2~3개월 전 신속심사 요청
y 허가신청 시점에 요청
입증[proof of principle])에서 지원가능하며, y 또는, 이전에 PRIME을 통한 지원 대상이라면, y 허가신청 평가를 받는 동안 평가위원회
허가신청 이전에 신속심사 기준에 부합되는
(CHMP)가 제안할 수도 있음
최초 인체 대상 연구(임상시험) 결과만 요구됨
지를 재확인 요청

신속한 시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조건부승인 (Conditional marketing approval)

선정 기준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 성격

신속심사 (Accelerated assessment)

미승인 의약품으로:
공중보건, 특히 치료 혁신(미충족 의학적 수요)의 공중보건, 특히 치료 혁신(미충족 의학적 수요)의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제품:
y 심각하게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질병 또는 y 유럽연합 내에는 만족할 만한 승인 치료법이
측면에서 주요 관심대상이 되는 의료제품:
측면에서 주요 관심대상이 되는 의료제품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없는 만성적이고 심각하게 심신을 쇠약하게
신속심사 기준과 동일
만드는 질병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며,
y 응급 상황
y 희귀의약품
y 개인보다는 환자군을 표적으로 하고,
y 중앙검토 시판승인 신청 또는 임상시험 승인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다음의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함:
y 긍정적인 위험성-유익성 비율
y 중앙검토 절차 의무대상 또는 선택 가능한
y 허가 후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제품
y 미충족 의학적 수요를 충족하는 경우
y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 인한 위험성에 비해
즉각 시판함으로써 발생하는 혜택이 더 큰
경우

PRIME

프로그램 명칭

[표 2. 유럽연합의 의약품 허가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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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에 제시된 주요 지원제도 외에도 다양한 제도로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y

혁신 태스크포스(ITF, Innovation Task Force): 신청인들, 특히 초소규모 및
중소기업 및 학계 개발자들을 위해 개발 초기 단계에 새롭게 부상하는 치료제
및 기술들과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규제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토론을 제공하는 다학제 그룹.

y

초소규모 및 중소규모 기업(SME,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전담 사무소: 초소규모 및 중소기업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행정적 및 절차상의 도움을 주며, SME를 대상으로
워크샵 및 훈련 세션을 개최.

y

과학적 조언 및 임상시험계획서 지원: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적절한 시험 및
연구에 관한 특정 질문을 할 경우 그에 대한 과학적 조언 제공.

y

보건기술평가기구(HTA, health-technology-assessment)와 과학적 자문 병행:
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에 어떤 의약품의 위험도-유익성 비율 및 그 평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근거를 확립할 수 있도록 HTA와 규제기관 양쪽으로부터
답변을 얻어 지원.

y

단계별 승인(Adaptivce Pathways):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고, 대상 환자군 및 실제 환경에서 자료를 수집 및 사용할 가능성이
점차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학적 수요도가 높은 의약품을 개발하고 자료를
생성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과학적 개념으로 다음의 3가지를 원칙으로 함.
① 다음과 같은 개발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제한적인 환자군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상 환자군을 넓히는 방식으로
단계별 승인
- 중요한 임상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초기 자료
(대리인자 결과변수)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위험성-유익성 비를 확인
② 실제 상황에서 얻은 근거로 임상시험 자료 보완
③ 의약품 개발에 대한 논의에 환자 및 보건기술평가기구(HTA, healthtechnology-assessment bodies)가 초기부터 관여

y

초소규모, 중소규모 기업 확인증 발급제도(Certification procedure): 초소규모,
중소규모 기업이 개발하는 첨단제제를 위한 제도로서, 임상연구 전에 실시한
품질 및 비임상 자료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9711; 시판허가
신청과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이후 임상연구 및 시판허가 신청시 동일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를 신속히 할 수도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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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 일본은 특히 기초단계의 연구를 제품개발에 활용하기 쉽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마련하였음.
❍ 일본의 허가심사당국인 PMDA는 2013년 9월 재생의료 관련 주요기관이 밀집해 있는
간사이(오사카) 지방에 관서지부를 신설하고, 다양한 단계에서 재생의료 제품의
제품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약사 전략 상담’ 업무 및 GMP 실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

<PMDA 본부와 관서지부와의 업무 연계도>
❍ PMDA 관서지부를 신설하면서 새롭게 도입한 ‘약사 전략 상담’ 제도를 통해 기존의
‘임상 치험 상담’에 추가하여 혁신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실용화를 위하여 개발
초기부터 품질, 비임상시험, 임상치험에 관련된 지도와 조언을 본부와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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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전략 상담 개요>
❍ 전략 상담은 개별면담, 사전면담, 대면조언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1회 약 2시간 가량인 대면조언의 경우 874,000엔(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연구소
및 벤처기업은 87,400엔)의 수수료가 부과됨.

<재생의료등의 약사전략상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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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면담은 1회 약 20분간 진행되며, 사전면담을 위해 상담과의 기술 전문가가
약사전략상담 사업의 절차 및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상담기록은 작성되지 않음.
❍ 사전면담은 1회 약 30분간 진행되며, 약사전략상담에 대해 미리 상담범위 및
논점을 정리하고, 데이터 등을 확인하며,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
등에 관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면담으로, 상담기록은 작성되지 않으나, 상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가 주로 대응하며, 필요에 따라 심사 팀도
동석함.
❍ 대면조언은 1회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사전면담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현재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임상시험 실시, 승인 신청을 향한 과제 정리 및
구체적 인지도와 조언이 제공됨. 상담기록이 작성되며, 주로 심사 팀 및 기술
전문가가 상담에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기도 함.
상담기록은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정됨.
❍ 이처럼 조직개편 및 상담제도 추가 신설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기초연구결과가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사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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