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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국내의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의 허가 관련 규제 정보

  미국, 국내의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의 허가 관련 규제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미국과 국내 모두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을 단독으로 다루는 가이드라인은 없었으나, 생물학적제제나 코로나19 등의 

주제로 함께 포함되어있는 경우로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어 있었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백신 제제가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도의 허가·심사 규정이 명확하게 없는 

상황임

  -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경험 부족으로 임상시험 설계와 계획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승인과 허가심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허가신청 전 품목별 

국가출하승인 시험법을 확립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전반적인 백신 허가 관련 규제 정보 중에서 아데노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로만 

정리하여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1)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 미국 허가 관련 규제 정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긴급사용승인 산업계 지침 (Guidance for Industry: Emergency Use Authorization for 

Vaccines to Prevent COVID-19), 2022.3

  -  FDA는 공중보건비상사태 기간 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승인(EUA)을 요구하는 회사들에게 FD&C Act, 21 U.S.C. 

360bbb-3(미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의거하여 코로나19 예방백신 연구 및 EUA의 승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정보에 

관한 권고사항 및 지침을 발표함

  -  화학, 제조 및 제어정보(CMC), 비임상 데이터 및 정보, 임상 데이터 및 정보, 행정 및 규제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긴급사용승인 신청보다 먼저 제출되어야 하는 임상시험신청(IND) 또는 상호 참고 마스터파일 핵심정보 및 데이터 

권고사항을 제공함

  -   2020년 10월에 발행되고 2021년 2월에 재발행된 동일한 제목의 지침을 본 최종 지침으로 대체함

가이드라인 관련 페이지 링크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emergency-use-authorization-

vaccines-prevent-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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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World Data를 포함하는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허가제출서류에 대한 데이터 표준 (Data Standards for Drug 

and Biological Product Submissions Containing Real-World Data), 2021.10

  -   '16.12.13 제정된 'The 21st Century Cure Act'에 따라,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FD&C 법)에 섹션 505F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FDA가 규제 의사결정 시 Real-world evidence(이하 RWE) 사용에 

대한 지침마련의 근거자료가 됨

  -   이에 FDA는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FD&C 법) 제 505절(c)에 따라 이미 

승인된 약물에 대한 새로운 적응증 승인을 뒷받침하거나, 승인 후 시험 요건을 지원 또는 충족하는데 일조할 Real-world 

evidence(이하 RWE)를 생성하는 RWD 잠재사용 평가 프로그램 프레임워크를 구축

가이드라인 관련 페이지 링크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data-standards-drug-

and-biological-product-submissions-containing-real-world-data

  신약 및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유익성-위해성 평가 산업계 지침(초안) (Benefit-Risk Assessment for New Drug and 

Biological Products Guidance for Industry(draft)), 2021.9

  -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FD&C 법) 제 505절(c)에 따라 제출한 신약 허가신청서(NDA) 및 FDA의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Service Act, PHS 법) 

제 351(a)절에 따라 제출한 생물학적제제 허가신청서(BLAS)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당국)이 시판 전·후 특정 

규제 결정을 내릴 때 의약품의 이점, 위해성 및 위해성 관리 옵션을 어떤 식으로 고려하는지 명확히 밝히고자 함

  -   유익성-위해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데 환자 경험 데이터가 사용되는 방법을 포함하여, 의약품평가연구센터(CDER) 

및 생물학적제제평가연구센터(CBER)의 유익성-위해성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설명함

  -   또한 임상시험 의뢰자가 개발 프로그램의 설계 및 수행을 통해 FDA의 유익성-위해성 평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함

가이드라인 관련 페이지 링크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benefit-risk-assessment-new-

drug-and-biological-products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의료제품 임상시험 수행에 대한 FDA의 지침 (FDA Guidance on Conduct of 

Clinical Trials of Medical Product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2021.8

  -   FDA는 임상시험 의뢰자가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GCP(Good Clinical Practice)를 준수하며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임상시험의 무결성이 침해받을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침을 발간함

  -   부록으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중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하여 FDA에 접수된 질문과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일반적 고려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

가이드라인 관련 페이지 링크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arch-fda-guidance-documents/fda-guidance-conduct-clinical-

trials-medical-products-during-covid-19-public-health-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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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 국내 허가 관련 규제 정보

  코로나19 mRNA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2022.6

  -   해당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mRNA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시험항목,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모델을 제시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됨 

  -   코로나19 mRNA 백신 품질관리 및 출하승인 시 고려사항으로 mRNA 기반 백신 개발 전략, mRNA 백신 출하승인 

시험항목, 표준품, mRNA 백신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은 바이러스벡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자료 바로가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표 누리집(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코로나19 mRNA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가이드라인 관련 페이지 링크  

https://www.nifds.go.kr/brd/m_15/view.do?seq=13075&srchFr=&srchTo=&srchWord=%EB%B0%B1%EC%8B

%A0&srchTp=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예방용 mRNA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 2022.1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인체 투여를 위한 예방용 mRNA 백신의 제조 및 품질관리 그리고 

비임상및 임상 평가의 핵심적 측면과 관련된 정보와 규제 고려사항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가이드라인의 범위는 감염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능동적 면역접종과 관련된 표적항원을 코딩하는 서열을 체내로 

전달하기 위해 지질나노입자로 봉입된 mRNA 및 sa-mRNA로 제한됨

  -   자료 바로가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표 누리집(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예방용 mRNA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가이드라인 관련 페이지 링크  

https://www.nifds.go.kr/brd/m_15/view.do?seq=13059&srchFr=&srchTo=&srchWord=%EB%B0%B1%EC%8B

%A0&srchTp=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코로나19 바이러스벡터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2021.6

  -   해당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벡터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시험항목,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모델을 제시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됨 

  -   코로나19 바이러스벡터 백신 품질관리 및 출하승인 시 고려사항으로 바이러스벡터 기반 백신 개발 전략, 바이러스벡터 

백신 출하승인 시험항목, 표준품, 바이러스벡터 백신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은 바이러스벡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   자료 바로가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대표 누리집(www.nifds.go.kr) ▶ 전자민원 ▶ 민원인안내서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코로나19 바이러스벡터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가이드라인 관련 페이지 링크  

https://www.nifds.go.kr/brd/m_15/view.do?seq=13074&srchFr=&srchTo=&srchWord=%EB%B0%B1%EC%8B

%A0&srchTp=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Vaccine Brief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   4



3)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 WHO 허가 관련 규제 정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메신저 RNA 백신의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규제 고려사항, TRS No 1039 부록 3 (Evaluation 

of the quality, safety and efficacy of messenger RNA vaccine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regulatory considerations, Annex 3, TRS No 1039), 2022.4

  -   본 지침은 감염병에 대한 예방 mRNA 백신의 제조 및 품질관리, 비임상, 임상 평가에 관한 정보와 규제 고려사항을 제공함

  -   mRNA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백신은 COVID-19 백신이지만 본 문서가 COVID-19 백신에 특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mRNA 백신 개발 속도를 고려하여 예방 백신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임

가이드라인 관련 페이지 링크  

https://www.who.int/publications/m/item/annex-3-mRNA-vaccines-trs-no-1039

<표 1>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 국내외 허가 관련 규제 정보

기관 가이드라인

FD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for Vaccines to Prevent COVID-19: Guidance for Industry (2022.3)

Data Standards for Drug and Biological Product Submissions Containing Real-World Data (2021.10)

Benefit-Risk Assessment for New Drug and Biological Products Guidance for Industry(draft) (2021.9)

FDA Guidance on Conduct of Clinical Trials of Medical Products During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 (2021.8)

Development and Licensure of Vaccines to Prevent COVID-19: Guidance for Industry  (2020.6)

Submitting Study Datasets for Vaccines to the Office of Vaccines Research and Review; Guidance for 
Industry; Technical Specifications Document (2019.12)

Providing Submissions in Electronic Format-Postmarketing Safety Reports for Vaccines - Guidance for 
Industry (2015.8)

Guidance for Industry: General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Vaccines to Protect Against Global 
Infectious Diseases (2011.12)

Guidance for Industry: Characterization and Qualification of Cell Substrates and Other Biological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Viral Vaccines for Infectious Disease Indications (2010.2)

WHO

TRS 1039 Annex 3.valuation of the quality, safety and efficacy of messenger RNA vaccine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regulatory considerations

TRS 927 Annex 1. Guidelines on Nonclinical Evaluation of Vaccines

TRS 850 Annex 3. Guideline for good clinical practice(GCP) for clinical trials on pharmaceutical products

TRS 924 Annex 1. Guidelines on clinical evaluation of vaccines: regulatory expectations

TRS 987 Annex 2. Guidelines on the nonclinical evaluation of vaccine adjuvants and adjuvanted vaccines

TRS 822 Annex 2. Guidelines for national authorities on quality assurance for biological products

TRS 978 Annex 2. Guidelines for independent lot release of vaccines by regulatory authorities

식품
의약품
안전처

코로나19 바이러스벡터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코로나19 mRNA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

예방용 mRNA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계획서 표준안

생물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백신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백신 임상시험 이상반응 중증도 평가 가이드라인

생물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생물의약품 안정성시험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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