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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동향 분석
FDA, CDx Class Labeling 가이드 초안 발표, 환자 접근성 높이고 제조사 간 경쟁 유발할 듯

Turna Ray

GenomeWeb의 Senior Editor인 Turna Ray(사진)

“이는 의사가 환자의 Biomarker 상태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제

는 FDA가 지난 2018년 12월 발간한 “Developing

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FDA가 Guidance에서

and Labeling In vitro Companion Diagnostic

언급했다. Qiagen의 부사장이며 정밀 진단 및 종양학 분야의 파트너인

Devices for a Specific Group or Class of Oncology

Jonathan Arnold에 따르면, Therascreen EGFR 동반 테스트에 대해

Therapeutic Products.”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

Class Labeling을 고려중이며, 이전의 테스트에서 세가지 EGFR Inhibitor

하였다.

에 대해 CDx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규제 프로세스가 상대적으로 간단할

개요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FDA는 2018년 12월초 동반진단의 Class Labeling이 개인 맞춤형 암

또한 최근 FDA에 의해 승인된 NGS 기반의 동반진단 패널은 여러

치료를 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되는 상황과 Test Makers가 Labeling을

약물 반응에 대한 Biomarker 패널을 한번에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위해 제출해야 할 근거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Draft Guidance를 발표

의사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했다. 미국 FDA는 항암제의 개인 맞춤형을 위해 사용하는 동반진단
에 “Class Labeling”을 허용할 계획이며, 이는 Sponsor에게 이미
승인된 동반진단 시험방법에 대해 라벨을 확대하고자 할 때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차세대 시퀀싱 패널(Next-Generation Sequencing Panels)
의 발전을 장려하도록 한다.
FDA는 CDx에 대한 Class Labeling을 수행할 때, 환자에 적합한 약물
등급(Drug Class)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변이를 탐지할 수 있도록 하는

Class Label을 추구할 시점
등급내에서 여러 약물이 상품화되고, Biomarker 시험에 대한 많은 경험
이 축적된 후에, 시장에서 CDx에 대한 Class Labeling을 구하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이 동일한 약물군(Drug Class)에서 개발될 때,
Class-specific Labeling을 갖는 CDx는 허가될 것" 이라고 Arnold는
말했다.

것처럼 테스트 개발자가 명심해야 할 몇가지 고려사항을 지적하였다.

CDx 시장의 개방

또한, 관심 Marker가 동일하고 분석 성능이 유사한 동반진단은 음성 및

컨설팅 회사인 ClearView Healthcare Partners의 수석 책임자인 Charles

양성 결과에 대한 서로 다른 cutoff가 있기 때문에 적합한 Treatment로서

Mathews는 FDA의 목표는 동반진단과 관련하여 더 큰 경쟁과 환자들의

다른 환자군으로 식별될 수 있음을 Sponsor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자들의 접근성 향상
FDA는 의사가 다른 동반진단을 처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
이 환자 치료에 최적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생검, 또는 환자와 의사 둘 모두에게 추가적인 치료 옵션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 FDA는 Draft Guidance에서 EGFR exon
19 deletions 또는 exon 21 (L858R) substitution mutation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NSCLC) 환자에 대해 5가지 의약품을 허가했으며 4가지
동반진단은 이러한 돌연변이에 대해 각각 다른 EGFR 억제제와 함께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언급했다. 아래에 4가지 동반진단을 소개한다.
- Foundation Medicine의 FoundationOne CDx : Gilotrif(afatinib),
Iressa(gefitinib) 및 Tarceva(erlotinib)와 함께 사용하도록 허가
- Thermo Fisher Scientific의 Oncomine Dx Target Test : Iressa와
함께 사용하도록 허가
- Roche의 Cobas EGFR Mutation Test V2 : Iressa, Tarceva 및
Tagrisso (osimertinib)와 함께 사용하도록 허가
- Qiagen의 Therascreen EGFR RGQ PCR 키트 : Gilotrif, Iressa,
Vizimpro(dacomitinib)와 함께 사용하도록 허가
또한, EGFR Testing은 EGFR exon 19 deletions 또는 exon 21
(L858R)substitution mutations가 있는 NSCLC 환자를 식별하기 위한
동반진단 방법이며, 이러한 질환에 FDA의 승인을 받은 tyrosine kinase
inhibitor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Guidance에서 언급하고 있다.

FDA의 Guidance는 특정 적응증에 대한 승인 시 개별 제약회사와 파트너가
되어 단일시험이 아닌 많은 Class Approach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
될 것이며, FDA의 지침은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 보상 정책을
조정하여 payors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한다.
원문 출처: https://www.genomeweb.com/molecular-diagnostics/fda-cdx-class-labeling
-draft-guidance-may-ease-patient-access-spur-competition#.XFOfRVUzaUk

FDA, CDx Class Labeling 가이드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의사 밝혀
미국 FDA는 2018년 12월 7일 발간된 “Developing and Labeling In vitro

의견 제출 지침(Instruction) 및 Docket 정보 제공

Companion Diagnostic Devices for a Specific Group or Class of Oncology

접수된 모든 제출에는 "Developing and Labeling In vitro Companion

Therapeutic Products.”라는 제목의 Draft Guidance에 대해 관련 업계의

Diagnostic Devices for a Specific Group or Class of Oncology Therapeutic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으며, 다음의 내용과 같은 논문을 공개했다.

Products"에 대한 Docket No. 인 FDA-2018-D-3380가 포함되어야

의견 제출 방법(전자/서면)과 비밀사항 표시 방법

한다.

전자: 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s://www.regulations.gov
에서 관련 제출 지침을 따르며, 첨부 파일을 포함한 전자적으로 제출된
의견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입력한 상태 그대로 게시됩니다. 게시한
의견은 공개될 것이므로, 의료 정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

접수된 의견은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며 “Confidential Submissions”
으로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https://www.regulations.gov 또는 Dockets Management
Staff에게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번호와 같은 게시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비밀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보충정보 및 Agency’s Contact Person과 Department 제공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이다.

FDA는 발표한 Draft Guidance는 적절한 경우에 다중 종양 치료제의

또한 제조 공정과 같은 비즈니스 비밀 정보, 이름, 연락처 또는 의견
본문에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면 해당 정보는

사용을 위한 동반진단의 Development 및 Labeling에 대한 고려사항을
기술하였다.

https://www.regulations.gov에 그대로 게시된다. 일반대중에게 공개

이 Draft Guidance는 전체 정책을 포함하는 기존의 정책을 확대하여

하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 정보가 포함된 의견을 제출하려면 Written/

경우에 따라 동반진단이 특정 그룹 또는 치료 제품군에 적합하다고

Paper 제출 방법으로 그에 따른 세부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다면, 동반진단의 사용/지시된 용도는 특정

한다.

제품이 아닌 치료 제품의 특정 그룹 또는 등급(종류)를 지칭해야 한다고

서면: 우편/인편 송달/택배(서면/문서 제출): Dockets Management

명시하고 있다.

Staff (HFA-305), FDA, 5630 Fishers Lane, Rm. 1061, Rockville,

논제에 대한 FDA의 견해를 기술하기 위해 Draft Guidance에는 특정

MD 20852.으로 보낸다. FDA는 Dockets Management Staff에게 제출

생체지표(Specific biomarker), 질병(Disease) 및 표본 유형(Specimen

된 서면 / 문서의견에 대해 "Instructions"에 설명된대로 제출한 경우에

type)(조직 표본에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종양에서의 특정 표피 성장

비밀로서 표시되고, 그 식별된 정보를 제외하고 의견과 첨부물을 게시

인자 수용체 돌연변이)에 대한 동반진단의 특정한 예가 논의되어 있다.

한다.

원문 출처: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8/12/07/2018-26554/developing
-and-labeling-in-vitro

바이오 · 제약 뉴스
FDA,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에 발맞춰 지침 문서
및 인력 준비 가속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글로벌 진출을 이끌 핵심 법안, 절충점 찾지 못해 국회 문턱에 발목

2025년까지 매년 세포유전자치료제 10~20개씩 승인될 것

‘K바이오’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 핵심 법안이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못하면서 소모적인 토론만 거듭하다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침 문서를 발표합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에서의 유전자 치료제 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CAR-T 치료제 개발에 대한 지침이 나올 예정이며, 소규모 스폰서를 위한

21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규제완화를 위해 마련된 첨단바이오의약

임상시험 설계지침도 준비하고 있다.

품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만 반복하며 절충점을

FDA 스콧 고틀립 국장과 생물제제평가연구센터의 피터마크 센터장은

찾지 못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기존 약사법, 생명

15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세포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2019년 정책

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흩어진 바이오의약품 규제를 일원화한 법으로,

아젠다를 공개했다. 그동안 활성 세포 기반 또는 직접 투여하는 유전자

합성의약품을 위한 각종 규제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치료제로 FDA에 임상시험 계획승인(IND)신청서를 제출한 후보물질만

골자이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첨단바이오의약품법도 파격적인 규제 완화

800개 이상이다. FDA는 2020년까지 매년 200개 이상의 IND가 접수될

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맞춤형 심사를 도입해 바이오기업이 최종 임상시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식약처 심사가 가능하며, 경쟁력을 갖춘 신약은

또한 현재 파이프라인과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시험 성공률을 고려

일반 바이오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환자

했을 때 2025년까지 매년 10~20개 세포 유전자치료제를 승인할 것으로

에게 꼭 필요한 신약은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아도 조건부로 허가를

전망했다. 이처럼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에 대비해

내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발의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도 속도를

FDA는 전담 인력을 늘릴 계획이며, 최종 목표는 임상연구와 개발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한

감독하고 승인 신청서를 검토할 임상시험 평가자를 약 50명 정도 추가로

자리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해 업계가

확보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식약처, 2019년 업무계획 수립 발표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제의 업무계획 발표

안전한 식품ㆍ의약품, 건강한 국민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ㆍ의료기기
생활용품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식약처는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식약처가 함께 하겠습

발행한 위생증명서 위ㆍ변조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수입 전 과정의 정보를

니다’ 주제의 2019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혁신적 포용국가’

연계하고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문제 식품은 실시간 추적 및 신속

비전을 식품ㆍ의약품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올해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조치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12월)한다.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믿고 사용하는 약ㆍ의료기기ㆍ생활용품

방사능 오염 우려지역에서 수입하는 식품은 모두 정밀 검사해 안전기준

△따뜻함과 소통을 더한 안전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

이상의 방사능 검출 시 즉시 통관을 차단한다. 식품을 해외직구할 때 구매

네 가지로 정했다.

시점에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올해 업무계획 추진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 최일선에서

위해정보를 게시(8월∼)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

공영도매시장 등 농축수산물 유통길목 안전관리 강화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를 통해 부적합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ㆍ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 방지 샴푸,

으로 판매하도록 해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유통되도록 한다.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농산물을 생산할 때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질병 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1월~),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한다.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의사ㆍ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어린이ㆍ여성ㆍ어르신 등 민감계층 안심 지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공개한다.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 체험기를 선별ㆍ
단속하고, 소비자 신고가이드를 마련(3월)하며,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직접 위생상태
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마켓, 홈쇼핑 납품업체
등에 대해 식재료 안전성, 조리ㆍ가공시설 위생상태, 식품 취급과정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전면 개편
식품업체가 인증받은 HACCP 기준을 상시 지킬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없이
전면 불시점검(1월∼)하는 체계를 갖추고, 점검기록 위ㆍ변조를 막고 위생
상태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시스템을
도입(10월)한다. 학교급식 식중독을 줄이기 위해 급식메뉴에 자주 선정되거
나 상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식재료업체 정보를 실시간 연계, 추적관리 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철저
부적합 실적이 있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위해우려
식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하여 통관 차단하며, 통관
이후에도 위해정보가 있을 경우 추적관리(시험성적서 확인 등)를 통해 안전
성을 입증(9월)토록 하는 등 위해도 중심의 수입식품 관리로 전환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증명 시스템을 구축(1월∼)해 수출국에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반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의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올해부터는 소규모 어르신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의 위생과 식단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시범사업, 7월∼)한다. 비만치료용 한약제제, 모유착유기
등 여성 다소비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용 정보 제공을 확대
한다.

소비자 요청 정보 제공 강화 및 국민참여 확대
계란 사육환경,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2월)하고,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농장위치, 사육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 서비스를 제공(9월∼)한다. 국민이 요청한 제품
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대상 선정 기준을 정비한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질의ㆍ응답 서비스 운영(5월∼)한다.

공유경제 실현 및 일자리 확대
식품 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품목 제조소 시험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1월∼)하고, 서로 다른 영업자가 칸막이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
같은 공간에서 영업(2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소규모 급식
시설 위생안전 및 식단 영양관리를 담당하는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고용을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추진한다.
출처: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039

MFDS 법령 정보 소식
MFDS에서 외부업체 평가(Vendor Audit)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10년 최초로 발간 후 9년

필요항목 등을 개정하여「원자재업체 관리 방안안내(개정안)을 마련
하고 2019년 01월 15일까지 업계에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만에 개정안(사진)을 내놓았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완보다는 작년인 2018년
8월 발사르탄 사건으로 인해 개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용어의 정의, 원료 의약품 불순물 관리,

록원가족 소개
순환암세포 기반 동반진단기기 개발사, (주)지노바이오
회사 소개
(주)지노바이오(대표 고석범)는 순환암세포 (Circulation tumor cells,

재발 모니터링과 항암제에 대한 치료 반응 모니터링, 저항성 분석 뿐만

CTCs)에 기반한 동반진단기기 제조기업으로 2014년 12월 미래창조

아니라, 치료전략 수립을 위한 예후 예측에 사용될 수 있으며, 세포 상에

과학부(현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사회문제해결형사업의 지원을 받아
동반진단을 위한 액상생검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핵심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동반진단기기 개발이나 미세암전이 및
고위험군에서의 조기 진단 등에 활용 가능하다.

사업으로는 순환암세포 분리와 분석을 위한 의료기기 및 플랫폼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순환암세포 기반의 동반진단기기 개발이다. 고석범

회사 비전

대표는 "지노바이오는 '융합을 통한 가치 있는 제품 개발'을 비전으로

(주)지노바이오는 올해 지난 4년 간의 노력으로 개발된 순환암세포 분리

가지고, 융합의 정신과 장인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고 회사를 소개

/분석 플랫폼인 GenoCTC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 및 제품개발,

하였다.

타 기업과의 협업 및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고석범 대표는 순환암
세포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그간의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 게재 등을 통해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2019년 상반기 중으로 분리된 순환암
세포의 자동 염색 및 분석을 위한 장비를 추가하여, 미국 FDA 승인을
위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노바이오는 앞으로
건강검진센터 등과 협력하여 건강검진 수신자와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한 매출의 증대와 GenoCTC 및 소모품 양산

순환암세포 기반 동반진단기기, GenoCTC

체계 수립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지노바이오가 개발한 GenoCTC는 혈액에 존재하는 희귀세포를
분리하는 제품(의료기기 1등급)으로 액상생검 기반의 순환생체지표
(Circulating biomarker)인 순환암세포를 분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순환암세포는 원발암 조직으로부터 분리되어 혈액을 따라 신체를 순환
하는 암세포로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혈액 1 mL에 5~20개 정도로 매우 적은 수의 세포만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장비가 요구
된다. GenoCTC는 환자의 혈액과 Magnetic bead에 결합시킨 순환암세포
특이 항원을 인지하는 항체를 혼합한 뒤 일회용 카트리지에 넣어주면,
자기력을 이용하여 수십 억 개의 혈구세포 중에서 순환암세포만을 높은
순도로 분리하도록 개발된 전자동 순환암세포 분리기기이다. GenoCTC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적은 수의 순환암세포를 고순도로 분리한다는
점이고, 이렇게 분리된 순환암세포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비롯한
각종 분자 진단에 활용할 수 있어 더욱 더 정밀한 환자의 질병 정보를
얻을 수 있다. GenoCTC를 이용하여 분리된 순환암세포는 암 환자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