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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존 국내 약물유전체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 연구 

 

정 나 현 

약학과, 예방‧임상‧사회약학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물유전체 연구는 약물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약품의 효능(efficacy)과 안전성(safety)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약물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임상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부작용 비율을 감소시키면서 

약물 개발 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또한,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체 분석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개발단계에서 

약물유전체의 적용이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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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 FDA, 유럽 EMA 등의 선진외국에서도 

약물유전체 정보를 약물개발단계에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한편, 각 의약품 규제당국의 규제 의사 결정(regulatory 

decision making) 과정 개발에 따른 관련 지침 발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부터 약물유전체 이용 지침을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1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물 

개발(시료의 품질관리, 비임상/임상시험), 데이터의 제출, 

동반진단기기의 분야에서 총 6개의 약물유전체 관련 지침을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약물개발 단계에서의 약물유전체의 사용 

지침을 제공하였을 때 오직 초기임상(임상 1상, 2상)만을 

포함하였기에 약물 개발 전 단계를 포함하는 FDA, EMA 지침에 

비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임상 약물유전체학; 초기 임상시험에서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지침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하고자 이미 개발된 양질의 지침을 기반으로 국내상황에 가장 

알맞은 지침을 선별하여 사용하는 수용개작 방법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용개작 단계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간한 지침 및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한 지침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수용개작 중 지침의 검토 단계에서는 gap-analysis를 

위한 matrix를 디자인하여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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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항목을 선정하였다. Matrix를 이용하여 국내외 약물유전체 

지침을 비교함으로써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최종 개선사항을 

기술하였고, 이에 대한 국내 반영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용성 및 

적용성에 대한 평가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지침을 선택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초안은 두 번의 외부검토를 거쳤다. 1차 외부검토에서 

약물유전체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산업계 혹은 학계 종사자 

9인에게 초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다. 참여자에게 초기 정보를 

제공하고, 초안에 대한 지침 선택의 적절성, 목차 구조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국내 반영 가능성,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방안을 

자문하였다. 1차 외부검토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오거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후 동일 집단에 대해 

2차 외부검토를 시행하였다. 2차 외부검토는 1:1 심층 서면(이메일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 자문 자료 설명서와 초안에 대한 

수정본을 전송하였으며, 참여자에게 자문의견서를 받았다. 최종 

합의가 도출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두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각 질문은 

IND와 NDA영역에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국내 제약사가 

IND 승인을 위해 약물유전체를 활용한 비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할 점이며, 두 번째 질문은 국내 제약사가 NDA 허가를 

위하여 약물유전체를 활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할 

점으로 선정되었다. 각 질문에 대해 선별 단계를 거쳐 선택된 

지침은 각각 2개(FDA의 Pharmacogenomic data submission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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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의 Guideline on the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그리고 

5개(FDA의 Pharmacogenomic data submissions, Adaptive 

design clinical trials for drugs and biologics 및 Enrichment 

strategies for clinical trials to support approval of human drugs 

and biological products 와 EMA의 Reflection paper on 

methodological issues with pharmacogenomic biomarkers in 

relation to clinical development and patient selection 및 

Guideline on the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로 해당 지침을 

바탕으로 matrix를 작성하고, 수용성과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임상시험에서의 

약물유전체학의 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각론부분에서 

비임상단계에서의 약물유전체 이용 방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두 번째, 임상시험에서의 약물유전체학의 

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총론부분에서 임상시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각론부분에서 임상 3상에 대한 기술을 추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1,2차 

외부검토를 진행한 결과 1차 외부 그룹 자문에서 지침 선택의 

적절성, 목차 구조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국내 반영 가능성 모두 

적절함에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2차 심층 서면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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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고, 수정된 모든 사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기에 이를 

반영한 최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ICH, FDA, EMA, HC, TGA, PMDA에서 발간한 

약물유전체 관련 지침에 대한 gap-analysis matrix 작성 및 

수용개작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 약물유전체 지침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한 최초의 연구로, 제시한 개선(안)을 통하여 의약품 

안전 사용에 관한 약물유전체 정보의 관리 및 적용 제도 기반 

구축에 기여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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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Introduction 

 

1.1 약물유전체학 

 

1.1.1 약물유전체학의 정의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 PGx)이란, 약물반응과 

관련된 유전체(DNA 및 RNA)의 특징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1) 약물유전학(Pharmacogenetics, PGt)은 

약물유전체학의 하위개념으로, 약물반응과 관련된 DNA 

염기서열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1)  

약물유전체학은 약물의 약동학적 특성(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변화시키거나 약물의 약력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다양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둔다.(2) 

약물유전체 정보는 (i) 약물 반응군 혹은 약물 비반응군에 따른 

치료 대상의 선정 기준 정립 (ii) 유전자형에 따른 용량 조절 

제시 (iii) 이상 반응 위험성이 높은 하위집단 선별  (iv) 약물 

작용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약물유전체 생체지표의 규명 등과 

같이 의약품 사용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3) 

 

 



2 

 

1.1.2 약물유전체학 정보를 허가사항에 포함한 의약품 

현황 

 

약물유전체학은 1950년대 후반 처음으로 “약물유전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시작되었으나,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Health(NIH) 중심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비로소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다.(2) 약물유전체학 연구는 기존의 

“one size fits all” 치료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개별 유전자형에 

따라 개개인이 의약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하기 때문에,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개념에 상응하는 새로운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4, 5) 약물유전체학의 발전에 따른 관련 

연구 결과가 축적됨에 따라 미국, 유럽, 캐나다 등의 선진 

외국에서도 의약품 허가사항 내 약물유전체 정보를 포함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6, 7) 현재까지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265개, 유럽 European Medicines 

Agency(EMA) 91개, 캐나다 Health Canada(HC) 168개, 호주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 134개, 일본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PMDA) 62개의 

의약품 허가사항 내에 약물유전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8) 

미국 FDA를 기준으로 약물유전체 정보를 라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약품은 종양학(oncology) 분야에서 개발된 의약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종양학(non-oncology) 분야 

중에서는 정신의학(psychiatry) 분야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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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가장 높다. 주로 종양학 분야 의약품에서 약물유전체 

시험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약물유전체가 의약품의 적응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예: trastuzumab-Her2, panitumumab-

RAS, EGFR 등). 비종양학 분야 의약품에서는 대부분 

약물유전체가 의약품 사용의 정보제공 측면에서 이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의약품 사용 전 필수적으로 약물유전체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예: amitriptyline-

CYP2D6, clopidogrel-CYP2C19 등). 이러한 경향은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3, 

8-11) 

 

1.2 약물개발에서의 약물유전체 활용 

 

1.2.1 약물 개발 단계 

 

약물의 개발은 일반적으로 물질의 발견 – 비임상시험 – 

임상시험(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 시판 후 조사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 단계별 소요비용을 확인하였을 때, 

비임상시험이 전체 비용의 약 32%, 임상시험이 약 63%로 

전체의 95%를 차지하며, 전체 개발 기간을 약 15년으로 

가정하였을 때 비임상시험은 3년, 임상시험에는 8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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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12)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비임상시험에서 임상시험, 임상시험에서 의약품 허가의 단계로 

진행될 때, 각각 임상시험 계획 승인신청(Investigational New 

Drug, IND)과 신약허가신청(New Drug Application, NDA)이 

필요하다. 신청 시 제출되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양과 질에 

대한 요구가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또한 커지고 있다.(13) 

이에 실패율을 줄이고 신약개발의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제약사들은 비임상시험에서의 예측성을 높이거나, 임상시험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체지표의 발굴, 

약물유전체학의 적용 등과 같은 다양한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14, 15)  

  

1.2.2 약물 개발 단계에서 약물유전체 정보의 이용 

현황 

 

약물유전체 연구는 약물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약품의 효능(efficacy)과 안전성(safety)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16) 이에 따라 약물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임상시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물부작용 비율을 

낮추면서 기존 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17, 18)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체의 분석에 대한 접근성이 



5 

 

높아지면서 약물 개발단계에서 약물유전체의 적용이 

용이해졌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개발 단계에서 약물유전체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약물유전체 

정보를 허가사항 내 포함하는 의약품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19)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 FDA, 유럽 EMA 등의 

선진외국에서도 약물유전체 정보를 약물개발단계에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한편, 각 의약품 규제당국의 규제 의사 

결정(regulatory decision making) 과정 개발에 따른 관련 지침 

발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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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약물유전체 활용 가이드라인 

 

1.3.1 국외 약물유전체 활용 지침 발간 현황 

 

약물개발단계에서 약물유전체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활용방안 그리고 시험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의 제출 

방안 등 관련 규제 지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22, 

23) 이에 FDA는 약물유전체학 분야의 과학적 진보를 

촉진하고, 약물개발단계에서 약물유전체 데이터의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이에 대한 규제 방안 또한 제시하기 위하여 

2005년에 첫 약물유전체 이용 지침을 발간하였다.(24) 잇따라 

유럽 EMA와 캐나다 HC, 일본 PMDA에서도 관련 지침을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의약품 규제기관 별 지침 간 통일성을 

위하여 국제의약품조화기구인 ICH에서 2007년 용어 지침(25), 

2011년 Common Technical Document(CTD) 제출 지침(26), 

그리고 2015년에 Good Pharmacogenomics Practice를 위한 

유전체 시료 관리에 대한 지침(27)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각 국가의 

현실에 입각한 약물유전체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다.(20) 현재까지 각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약물유전체 관련 가이드라인 목록은 Table 1과 같다.  

미국 FDA는 각 제약사의 자발적인 유전체 데이터 

제출(Voluntary Genomics Data Submission)을 장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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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바탕으로 약물유전체의 약리∙약동학적 사용(24) 및 

임상시험 단계 중 특히 초기 임상시험에서 약물유전체 정보의 

사용(28)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29) 유럽 

EMA는 타 의약품 규제기관에 비해 약물동태학적 다양성을 

유발하는 유전체적 특성을 규명하는 지침(30)에서 

비임상단계를 포함하며 정확한 cut-off 값을 제시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시판 후 의약품에 대한 감시 및 위해성 관리 

단계에서 약물유전체의 이용 방안에 대한 지침(31)을 따로 

발표하여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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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pharmacogenomics guidelines published by ICH, 

FDA, EMA, HC and PMDA 

의약품 

규제기관 
연도 제목 

ICH 

2007 
E15. Definitions for Genomic Biomarkers, 

Pharmacogenomics, Pharmacogenetics, 

Genomic Data and Sample Coding Categories 

2011 

E16. Biomarkers Related to Drug or 

Biotechnology Product Development: 

Context, Structure, and Format of 

Qualification Submissions 

2015 E18. Guideline on Genomic Sampling and 

Management Of Genomic Data 

FDA 

2005 Guidance for Industry: Pharmacogenomics 

Data Submission 

2005 Attachment to Guidance on Pharmacogenomic 

Data Submissions 

2007 
Guidance for Industry: Pharmacogenomic 

Data Submissions- Companion Guidance - 

DRAFT GUIDANCE 

2012 
Enrichment Strategies for Clinical Trials to 

Support Approval of Human Drugs and 

Biological Products  

2013 
Clinical Pharmacogenomics: Premarketing 

Evaluation in Early-Phase Clinical Studies 

and Recommendations for Labeling  

2014 Qualification Process for Drug Development 

Tools 

2014 Framework for Regulatory Oversight of 

Laboratory Developed Tests (LDTs) 

2014 In Vitro Companion Diagnostic Devices 

2016 
Clinical Pharmacology Section of Labeling for 

Human Prescription Drug and Biological 

Products — Content and Format 

2016 
Use of Standards in FDA Regulatory 

Oversight of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Based In Vitro Diagnostics (IV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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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for Diagnosing Germline Diseases 

2016 
Principles for Codevelopment of an In Vitro 

Companion Diagnostic Device with a 

Therapeutic Product 

2016 

Use of Public Human Genetic Variant 

Databases to Support Clinical Validity for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Based 

In Vitro Diagnostics 

2017 
Drug Interaction Studies — Study Design, 

Data Analysis, Implications for Dosing, and 

Labeling Recommendations 

2018 
Guidance for Industry: Adaptive Design 

Clinical Trials for Drugs and Biologics 

EMA 

2002 Position Paper on Terminology in 

Pharmacogenetics 

2007 

Processing Joint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European Medicines 

Agency Voluntary Genomic Data Submiss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fidentiality 

Arrangement 

2007 Reflection Paper on Pharmacogenomic 

Samples, Testing and Data Handling 

2010 

Reflection Paper on Methodological Issues 

with Pharmacogenomic Biomarkers in 

Relation to Clinical Development and Patient 

Selection (draft) 

2010 
Co-development of Pharmacogenomic 

Biomarkers and Assays in the Context of 

Drug Development 

2012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2016 
Key Aspects for the Use of Pharmacogenom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vigilance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2018 Guideline on Good Pharmacogenomic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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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2008 Revision to Guidance Document: Submission 

of Pharmacogenomic Information 

PMDA 

2008 ゲノム薬理学を利用した治験について (약물유전

체학을 이용한 임상시험에 대하여) 

2012 Basic Principles on Global Clinical 

Trials(Reference cases) 

2013 

コンパニオン診断薬等及び関連する医薬品の承認

申請に係る留意事項について(동반진단 의약품 

등과 관련된 의약품의 승인신청에 관한 유의사

항) 

2013 
コンパニオン診断薬及び関連する医薬品に関する

技術的ガイダンス等について(동반진단 및 관련

된 의약품의 개발에 관한 기술적 가이던스) 

2014 
Basic Principles for Conducting Phase I Trials 

in the Japanese Population Prior to Global 

Clinical Trials 

2017 

遺伝子検査システムに用いる DNA ークエンサ

ー等を製造販売する際の 

取扱いに関する質疑応答集（Ｑ＆Ａ）(유전자 검

사 시스템에 사용되는 DNA 시퀀스 등을 제조‧

판매 할 때 취급방법에 관한 질의응답집) 

2018 
「医薬品開発と適正な情報提供のための薬物相互

作用ガイドライン」(의약품 개발과 적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약물 상호작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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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국내 약물유전체 활용 지침 발간 현황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에서도 이러한 국외 흐름에 발맞추어 2015년부터 

약물유전체 이용 지침을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2018.10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물 개발(시료의 품질관리, 

비임상/임상시험), 데이터의 제출, 동반진단기기의 분야에서 총 

6개의 약물유전체 관련 지침을 발간한 바 있다. (Table 2.) 

국내 지침 개발 시, 국외에서 발간된 기존 약물유전체 지침을 

분야별로 스크리닝하여 국내 상황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 

지침을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는 

약물유전체를 이용하는 분야에 한 개씩의 알맞은 지침이 발간된 

바 있지만, 약물 개발 중 비임상/임상시험 단계에서의 

약물유전체 이용에 대해 발간된 국내∙외 지침을 비교한 

결과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8) FDA에서는 

“Pharmacogenomic Data Submissions”에서 약물 개발 전 

단계를(24), “Clinical Pharmacogenomics: Premarket 

Evaluation in Early-Phase Clinical Studies and 

Recommendations for Labeling”에서는 초기임상단계에서 

약물유전체의 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28) 

EMA에서는 “Guideline on the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에서 약물 개발 전범위를 다루고 있다.(30)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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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 약물유전체학; 초기 임상시험에서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 1,2 단계만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33)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를 위해 의약품 개발 

전 단계에서 유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 

지침에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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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pharmacogenomics guidelines published by MFDS 

연도 제목 내용구성 

2015 

임상 약물유전체학; 

초기 임상시험에서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 

- 전향적 DNA 자료 수집 방법 

- 임상시험 목적에 따른 

약물유전체 정보 이용방법 

- 허가사항 기재에 포함시켜야 

할 약물유전정보 목록 

2015 

약물유전체 

생체지표 적격성 

평가 가이드라인 

- 용어 정의 

- 유전체 자료와 검체 암호와의 

범주 

- 시험 데이터의 제출 양식 

2015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체외동반진단기기의 심사대상 

구분  

- 허가신청서에 기재해야하는 

사항 

- 체외동반진단기기의 신청서 

기재항목 및 제출자료 

2016 

시판 후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수립 시 약물유전체 

활용 가이드라인 

- 약물유전체를 활용한 시판 후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 시험 데이터 제출 양식 

2018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 

- 의약품 및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허가 

- 동반진단 관련 허가사항 기재 

- 의약품 및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개발 및 허가심사 

시 고려사항 

2018 

임상시험에서 

유전체 시료 수집 

및 자료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 유전체 시료 수집 

- 유전체 자료 

- 프라이버시와 비밀 유지 

- 시험대상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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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침의 수용개작(Adaptation) 방법론 

 

기존 약물유전체 지침의 개선을 통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약물유전체 최신 규제 환경에 발맞춤으로써, 의약품 개발 및 

사용단계에서 약물유전체의 사용을 장려하고 의약품 개발의 안전성,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20) 이에 기존 

지침의 올바른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용개작 방법론이란, 특정 문화적, 제도적 상황에 맞게 개발된 

지침을 다른 의료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기존에 개발된 양질의 지침의 타당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현실에 맞도록 변경 혹은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34) 수용개작의 목적은 기존에 개발된 

양질의 진료지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종 지침의 내용이 사용 

지역의 요구 등을 만족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원의 효율성이 높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호되는 

방법론이다.(35, 36)  

선정된 지침의 국내 반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용성(acceptability)과 적용성(applicability)의 개념을 이용한다. 

수용성이란 해당 개선항목을 지역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적용성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지 기술, 자원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용성과 

적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ADAPTE에서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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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kit을 사용할 수 있다. ADAPTE는 47개국 100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국제 기구인 Guidelines International Network(GIN)에서 

2006년에 결성한 국제 연대 기구로 2009년에 수용개작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관련 toolkit을 개발하여 제공한 바 있다.(37) 

Toolkit 중, 수용성 및 적용성과 관련된 것은 ‘Tool 15: Evaluation 

sheet – acceptability/applicability’가 존재하며, 수용성과 적용성 

에 따라 각각 전반적인 평가 1항목과 구체적인 평가 3,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toolkit에 대해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형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34, 37) 수용성은 지침의 질, 

사용 시 이득, 지역 가치 평가의 세 가지 항목을, 적용성은 사용 

주체, 기술, 법률, 제도 항목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연구자가 수용성 및 적용성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게 

된다.(34, 37)  

 

1.5 Gap-analysis matrix 

 

Gap-analysis, 혹은 needs analysis란 시장, 기술, 프로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는데 사용된다.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gap-analysis에 대한 틀을 기반으로 보다 

쉽게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하여, matrix를 디자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38) Matrix의 형식은 상황과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본 템플릿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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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하여 연구자의 상황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다. Gap-analysis 

matrix를 이용한 연구 시에는 분석하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집한 자료의 적절성을 한 번 더 검토한 뒤 자료를 

matrix에 기술하여야 한다. Matrix에 기술된 자료를 비교하여 

gap을 도출하고 도출된 gap을 바탕으로 개선해야할 최종 시사점을 

정립한다.(39, 40) 

 

1.6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가 간 지침 비교를 통해 “임상 약물유전체학; 초기 

임상시험에서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기존 

항목을 보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약물 개발 

단계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약물유전체 사용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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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Methods 

 

2.1 연구설계 

 

지침 개발의 어떠한 방법론을 채택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기준이 없다.(41) 이에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개발 방법 선택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을 기존 진료지침을 근거원(source of evidence)로 두고 

개발 방법의 결정을 위한 toolkit을 개발하여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따라 최종 개발 방법을 선택하였다.(34) 

약물유전체 가이드라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약물개발단계에서 약물유전체 데이터의 이용방안) 및 

범위에 부합하는 양질의 국외 지침이 이미 존재한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지침의 개선안을 작성하거나 혹은 신규 지침을 

개발할 때 수용개작 방법론을 고려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수용개작 과정인 질문의 선정, 지침의 검색 및 선별, 

지침 검토 및 초안 작성, 외부 검토 및 최종본 작성의 단계에 

맞추어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간한 

임상진료지침 실무를 위한 핸드북 version 1.0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한 한국형 진료지침 수용개발 방법의 

이해와 활용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따라 시행하였으며, 필요 시 

일부 과정을 부분 수정하여 진행하였다.(34, 41) 특히 지침 



18 

 

검토 단계(내용 평가 및 권고 작성 내용 도출)에서 gap-

analysis를 위한 matrix방법을 적용하여 초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각 질문 별 연구의 진행 

 

IND, NDA의 영역에서 도출된 질문을 기반으로 근거를 

검색하였으며, 각 질문에 대한 연구 진행 절차는 Figure 1.에 

요약하여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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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workflow 

질문 1 질문 2 

지침 검색 및 선별 지침 검색 및 선별 

Gap-analysis Matrix 작성 

1차 외부 그룹 자문 

2차 심층 자문 
(최종합의도출) 

최종 개선(안) 도출 

1차 외부 그룹 자문 

2차 심층 자문 
(최종합의도출) 

Gap-analysis Matrix 작성 

초안 도출 초안 도출 

Investigational New 

Drug 영역 

New Drug Application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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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침의 검색 및 선별 

 

2.3.1 지침의 검색 

 

6개 의약품 규제기관(국제조화기구 ICH, 미국 FDA, 유럽 

EMA, 캐나다 HC, 호주 TGA, 일본 PMDA)에서 발간된 모든 

약물유전체 관련 지침은 각 의약품 규제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였다. 규제당국별 지침을 수집한 웹사이트 주소는 Table 

3.과 같다.(42-47)  

약물유전체 지침에 대해 영문의 경우 ‘Pharmacogenomic, 

Pharmacogenetics, Genomic, Biomarker’, 일문의 경우 

‘ゲノム薬理学, コンパニオン診断薬, ゲノム, 

バイオマーカー’를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2.3.2 지침의 선별 

 

발간된 지침의 포함 기준은 2018년 9월 30일까지 발간된 

모든 약물유전체 관련 지침 중에서, 국가 단위 또는 국제적 

단위의 지침이고 약물유전체의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침이며 사용 언어가 영문 및 일문인 지침으로 제한하였다. 

약물상호작용이나 동반진단기기 지침의 일부로 약물유전체가 

언급된 지침은 제외하였고, 타 국가 지침의 수정 없는 

수용이거나 국내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국외 지침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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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포함/제외 기준에 의해 1차 선별된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질문에 대한 지침을 최종선택하기 위하여 3명의 연구자(JNH, 

LYK, HHJ)가 독립적으로 1차 선별된 지침을 모두 검토하였고, 

1명의 연구자(JNH)가 이를 재 검토하였다. 비 일치된 사항은 

논의를 통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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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ebsites of pharmacogenomics guidelines lists provided 

by each drug regulatory authority 

규제기관 웹사이트 주소(지침 목록 제시) 

ICH ‘Efficacy Guidelines’ 

(https://www.ich.org/products/guidelines/efficacy/a

rticle/efficacy-guidelines.html) 

FDA ‘FDA Guidences Related to Pharmacogenomics’ 

(https://www.fda.gov/Drugs/ScienceResearch/ucm5

72736.htm) 

EMA ‘Multidisciplinary: Pharmacogenomics’  

(https://www.ema.europa.eu/en/human-

regulatory/research-development/scientific-

guidelines/ multidisciplinary/multidisciplinary-

pharmacogenomics) 

HC ‘Biologics, Radiopharmaceuticals and Genetic 

Therapies-Health Canada - Guidance Documents’ 

(https://www.canada.ca/en/health-

canada/services/drugs-health-products/biologics-

radiopharmaceuticals-genetic-

therapies/applications-submissions/guidance-

documents/submission-pharmacogenomic-

information.html) 

TGA 'Scientific guidelines -Multidisciplinary guidelines ’ 

(https://www.tga.gov.au/publication/scientific-

guidelines) 

PMDA ‘基準作成調査業務ガイダンス・> ガイドライン’ 

(https://www.pmda.go.jp/rs-std-jp/standards-

development/guidance-guideline/0001.html) 

IC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 HC: Health Canada, 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Last Accessed date: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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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Gap-analysis를 위한 matrix의 작성 

 

2.4.1 선별된 지침에서의 자료 추출 

 

각 질문에 대해 2.3. 지침의 검색 및 선별 방법에 따라 최종 

선택된 지침에 대해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선별된 

지침의 개발기구, 제목, 발간년도, 내용의 요약과 더불어 지침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총론과 각론 내용에 따라 총 

6가지(총론-용어정의, 개념설명 그리고 각론- 시료 관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데이터의 제출)로 분류하였으며 각 

지침의 요약된 내용을 함께 기술하였다.   

 

2.4.2 국가별 지침 간 gap-analysis를 위한 matrix 

작성 

  

2.4.1. 선별된 지침에서의 자료 추출 과정에서 분류한 내용과 

이를 다시 세부분류한 내용을 행에 배치하고, 의약품 

규제기관을 열에 배치하여 해당 지침에 대한 요약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지침 간에 존재하는 gap 분석을 위한 

matrix를 작성하였다. 질문 1, 2 에 따른 matrix 구성은 Table 

4 및 Table 5와 같이 구성하였다. Matrix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수용성과 적용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함께 기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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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수용성 및 적용성 평가 방법 

 

지침의 권고사항이 지역상황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수용성과 해당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번역하여 

제공하고있는 ADAPTE toolkit을 이용했다.(34, 37) 본 

연구에서는 해당 toolkit의 내용을 약물유전체 규제 지침에 

적합하도록 단어를 부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담당 연구자 

1명이 평가하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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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ap-analysis matrix form for question 1 

질문 1. 

내용 분류 세부내용 분류 MFDS 지침 FDA 지침 EMA 지침 비고 수용성/적용성 

평가결과 

목차 

- - 목차기술 목차기술 목차기술  시사점 

도출 

- 

총론 

N/A - - - - - - 

각론 

비임상시험 

일반적인 고려사항 지침 내용 

요약 기술 

지침 내용 

요약 기술 

지침 내용 

요약 기술 

 시사점 

도출 

평가결과 

기술 

구체적인 비임상시험 

방법 

… … … … … 

비임상 데이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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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ap-analysis matrix form for question 2 

질문 2.  

내용 분류 세부내용 분류 MFDS 지침 FDA 지침 EMA 지침 비고 수용성/적용성 

평가결과 

목차 

- - 목차기술 목차기술 목차기술  시사점 도출 - 

총론 

개념설명 

: 임상시험디자인 

Exploratory 

development 

지침 내용 요약 

기술 

지침 내용 요약 

기술 

지침 내용 요약 

기술 

 시사점 도출 평가결과 

기술 

Confirmatory 

development 

… … … … … 

각론 

임상시험 

1 상시험 지침 내용 요약 

기술 

지침 내용 요약 

기술 

지침 내용 요약 

기술 

 시사점 도출 평가결과 

기술 

2 상시험 … … … … … 

3 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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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assessment tool for each 

questions 

해당 질문(1 혹은 2)에 대한 내용 기술 

 지침#1 지침#2 

예 모름 아니오 예 모름 아니오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하다. 

      

지침의 질이 

개선사항을 지지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추가했을 때 

충분한 이득이 

있다. 

      

지역의 가치에 

부합된다. 

      

전반적으로 

적용가능하다. 

      

제약사가 

이용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이용가능하다. 

      

법률적, 제도적 

장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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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초안 도출 

 

Gap-analysis matrix를 통해 도출된 최종 개선 내용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였다. 개선 방안은 기존 “임상 약물유전체학; 

초기 임상시험에서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변경 사항을 들어갈 부분을 목차로 먼저 

제시하였다. 각 질문에 대하여 본문 내용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Gap-analysis matrix의 

작성을 통해 최종 선택된 외국 지침의 원문을 기술한 뒤, 

국문으로 번역하였다.  

 

2.6 1차 외부 그룹 자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안 초안에 대해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룹 자문 회의를 진행하였다. 대상으로는 

약물유전체 관련 영역에서 전문성이 있고,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전문가 9명을 선정하였다. 표본 수는 Guest 등(2006) 및 

Francis 등(2010)의 방법을 참고하여 질적 연구의 결과 도출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연구참여자 수(중복되는 의견이 없는 최소 

지점)를 고려하여 총 10명 내외로 선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다.(48, 49) 자문 위원은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산업계(제약회사)와 학계(의학 및 약학) 종사자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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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참석에 동의한 전문가 9인에게 사전에 초기 정보를 

제공하였다.  회의 당일에는 질문 1, 2 각각에 대하여 미리 

준비한 6개의 자문 항목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였다. 자문 

항목은 지침 선택의 적절성, 목자 구조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국내 반영 가능성,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 방안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었다. 회의는 구성원들이 각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회의 중에는 회의 

내용에 대한 녹음 및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회의 이후 자문결과의 작성은 6개의 자문 항목에 대한 

동의/비동의 여부 혹은 추가적인 자문의견에 대해 서술하였고 

이견없이 합의를 이룬 경우 ‘합의가 도출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으로 기술하였다. 만약 항목에 

대한 비동의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초안에 대해 

자문의견을 반영한 2차 수정본을 작성하였다.  

 

2.7 2차 심층 자문 

 

1차 외부 그룹 자문에서 도출된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 

방안을 반영하여 초안을 재 수정하고, 이에 대해 2차 심층 

자문을 진행하였다. 2차 심층 자문 대상은 1차 외부그룹 자문에 

참여했던 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1:1 

심층 자문을 이메일로 요청하였다. 전문가 자문자료 설명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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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대한 2차 수정본을 전송하고, 이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받았다. 1차, 2차 자문에 방법에 대한 요약은 Table 7과 같다. 

 

2.8 최종 개선(안) 도출 

 

2차 심층자문에서 최종 합의가 도출된 결과에 따라 IND, 

NDA 영역에서의 각 질문 내용을 반영한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31 

 

Table 7. Summary of the first and second advisory meetings 

 1차 외부 그룹 자문 2차 심층 자문 

대상 
관련분야 경력이 5 년 이상인 산업계 혹은 학계 

종사자 9 인으로 1,2 차 동일한 집단에 자문을 요청 

목적 
초안에 대한 자문 개선(안)에 대한 최종 

합의 도출 

진행방법 

∙ 참여자에게 초기 

정보를 제공하고, 각 

질문에 대하여 6 개의 

자문 내용에 대한 

회의를 진행 

- 자문항목: 지침 

선택의 적절성, 

목차구조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국내 

반영 가능성,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방안, 기타사항 

∙ 회의는 구성원들이 

각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약 2 시간 동안 진행됨 

∙ 회의 중에는 회의 

내용에 대한 녹음 및 

녹취록을 작성함 

∙ 1 차 회의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거나, 

혹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항목을 수정한 

내용에 대해 적절성 

및 국내 반영 

가능성을 자문 

∙ 1:1 심층 

서면(이메일 요청) 

자문을 진행 

∙ 전문가 자문자료 

설명서, 초안에 대한 

수정본을 첨부파일로 

전송하고, 

자문의견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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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Results 

 

3.1 영역별 질문의 결정 

 

기존 국내 약물유전체 이용 지침인 ‘임상 약물유전체학; 초기 

임상시험에서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찰 결과 및 사용하는 대상 집단(population)과 약물유전체의 

이용 단계(phase) 그리고 결과(outcome)를 고려하여 IND, NDA 

영역에서 도출된 질문은 다음 두 가지이다. 

 

질문 1. 국내 제약사가 IND 승인을 위하여 약물유전체를 활용한 

비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질문 2. 국내 제약사가 NDA 허가를 위하여 약물유전체를 활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3.2 질문 1에 대한 결과 

 

3.2.1 진료지침의 검색과 선별 

 

질문 1을 토대로 6개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발간된 모든 

약물유전체 관련 지침을 스크리닝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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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통해 확인된 총 지침 수는 48개로 ICH 3개, FDA 17개, 

EMA 11개, HC 3개, TGA 4개, PMDA 10개로 나타났다. 이 중 FDA, 

EMA, PMDA에서는 ICH에서 발간된 3개의 지침을, HC에서는 

2개의 지침을 준용하고 있었고, TGA에서는 약물유전체와 관련된 

모든 지침을 EMA지침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총 15개의 

지침이 중복으로 제거되었다.  

국내에 이미 반영된 지침이나 약물상호작용이나 동반진단기기 

지침의 일부로 약물유전체가 언급된 지침 역시 제외하였다. 국내에 

이미 반영되어 제외된 지침의 개수는 의약품 규제기관 별로 ICH 

3개, FDA 2개, EMA 1개, PMDA 1개로 나타났으며, 

약물상호작용이나 동반진단기기와 관련된 지침은 FDA 7개, EMA 

1개, PMDA 4개로 나타나 총 19개의 지침이 제외되었다. 중복 및 

제외기준에 따라 배제된 지침을 제외하고 남은 14개의 중 질문 1과 

관련된 지침을 선택하기 위하여 3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14개의 

지침을 읽고 최종적으로 2개의 지침을 선택하였다. 제외된 12개의 

지침은 약물유전체 시험을 위한 시료의 관리에 관련된 지침(2개), 

약물유전체 시험 결과 데이터의 제출 양식에 대한 지침(4개), 기타 

용어집 혹은 예시집(3개), 비임상시험과 관련된 내용 없이 

임상시험만 다루고 있는 지침(3개)으로 질문 1과 무관 하였다. 

이를 1명의 연구자가 재검토하였고, 비일치는 없었다. 선택된 2개의 

지침은 FDA의 “Pharmacogenomic Data Submissions”(24)과 

EMA의 “Guideline on the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이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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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의약품 규제당국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된    

지침 수 

(n = 48) 

중복 제거 후 남은 지침 수 

(n =33) 

선별 대상 지침 수 

(n = 14) 

질문 1에 대한 매트릭스 

작성을 위해 최종 선택된  

지침 수 

(n = 2) 

 

배제된 지침 수 (n=19) 

- 상호작용/기기 관련

(n=12) 

- 국내에 반영된 지침

(n=7) 

질문 1(비임상시험)과 

무관한 지침 배제  

(n =12) 

Figure 2. PRISMA flow chart for ques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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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Gap-analysis matrix의 작성 

 

3.2.2.1 선별된 지침에서의 자료 추출 

 

최종 선별된 지침에 대해 2.4.1의 내용에 따라 자료를 

추출하였다.  

FDA에서 2005년에 발간된 “Guidance for Industry: 

Pharmacogenomics Data Submission” 지침은 비임상, 임상, 시판 

후에 걸친 의약품 개발 전 단계에서의 약물유전체 연구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약물유전체 생체지표를 검증된 

생체지표(valid biomarker)와 검증되지 않은 생체지표(non-valid 

biomarker)로 나누어 decision tree를 제공하고 있다. 검증된 

약물유전체 생체지표의 경우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조항에 따라 약물유전체 데이터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예: Section 601.2 states that the BLA 

manufacturer shall submit data…) 검증되지 않은 약물유전체 

생체지표라도 제약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데이터 제출을 

장려하며 (voluntary genomic data submissions; VGDSs) VGDSs 

양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24) 

EMA에서 2012년에 발간된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지침은 약물유전체를 이용하여 의약품의 약동학적 

성질을 평가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비임상단계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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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후까지 약물유전체를 이용한 약동학 시험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약물상호작용 및 장기 기능과 나이에 

따른 시험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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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xtract data from selected guidelines for question 1 

개발기구 제목 발간년도 코드 내용분류 내용요약 비고 

FDA 

Guidance for 

Industry: 

Pharmacogenomics 

Data Submission 

2005 FDA(2005) 
각론  

-비임상시험 

- 비임상, 임상, 

시판 후 

단계에서 

약물유전체의 

이용에 대한 

decision tree 

- 데이터 제출 

형식 

-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근거한 지침 

- Non-valid 

biomarker 까지도 

voluntary genomic 

data submissions 

(VGDSs)를 장려함 

EMA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2012 EMA(2012) 
각론  

–비임상시험 

- 약물유전체를 

이용한 비임상 

및 임상시험 

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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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국가별 지침 간 gap-analysis를 위한 

matrix 작성 

 

최종 선별된 지침 FDA(2005)와 EMA(2012)에 대한 국내와의 

gap-analysis matrix를 작성함으로써 개선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Table 9) 최종 개선점은 각론부분에서 비임상시험과 

관련된 약물유전체 사용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총론에서는 질문 1과 관련하여 개선해야할 내용이 

없었으며, 각론에서는 약물유전체를 이용한 비임상시험의 일반론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국내 지침에서 포함하고 있었고 데이터 제출에 

대한 내용은 국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포함할 수 없었다. 

두 지침 중 수용성 및 적용성 평가 결과 EMA(2012)가 더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Tabl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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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Gap-analysis matrix for question 1 

질문 1. 제약사가 IND 승인을 위하여 약물유전체를 활용한 비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내용 분류 세부내용 

분류 

MFDS 지침 FDA (2005) EMA (2012) 비고 수용성/적용성 

평가결과 

목차 

  1.서론 

2.배경 

3.시료 

4.임상시험 

5.허가사항기재 

1.서론 

2.배경 

3.관련정책 

4.PGx 데이터 

5.VGDS 

6.Process 

7.기관리뷰 

1.서론 

2.범위 

3.관련법 

4.비임상/임상단계 

5.방법론 

6.결과발표 

7.평가 

8.특이집단 

 필요 

내용에 대한 

목차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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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용어정의 - N/A N/A N/A  총론에는 

비임상과 

관련하여 

개선해야할 

내용이 없음 

- 

개념설명 - N/A N/A N/A - 

각론 

비임상시험 일반적인   

고려사항 
∙ 약물유전체학 

요인에 대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 

∙ 비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임상 연구로의 

진행 

∙ 비임상시험 

대상: 대사효소, 

수송체 또는 

수용체의 유전자 

변이 

∙ 약물유전체

학 요인에 

대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 

∙ 비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임상 

연구로의 

진행 

∙ 비임상시험 

결과의 이용 

방안  

∙ 약물유전체학 

요인에 대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 

∙ 비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임상 연구로의 

진행 

∙ 비임상시험 대상 

 일반적인 

고려사항은 

개선해야할 

내용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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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임상연구 

방안 

N/A N/A ∙ 임상 1 상 전 

Early 

pharmacologica

l activity 

screening 방안 

∙ 유의미한 in 

vitro data 결과 

∙ In vivo 시험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비임상연구에

서의 

약물유전체 

이용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EMA(2012) 

지침에서 

수용성/적용성 

모두 높다고 

판단되었다.  

 비임상 

데이터의 

제출 

N/A ∙ 제약사가 

비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비임상시험 

제출 

자료에서 

포함해야 

하는 정보 

N/A  데이터의 

제출은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며, 

허가사항 

기재 사항도 

다르므로 

참고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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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assessment for question1 

질문 1. 제약사가 IND 승인을 위하여 약물유전체를 활용한 

비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질문 1 내용에 대한 

FDA(2005) 평가 

질문 1 내용에 대한 

EMA(2012) 평가 

 예 모름 아니오 예 모름 아니오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하다. 

 O  O   

지침의 질이 

개선사항을 지지할 

수 있다. 

O   O   

해당 내용을 

추가했을 때 충분한 

이득이 있다. 

O   O   

지역의 가치에 

부합된다. 

  O O   

전반적으로 

적용가능하다. 

  O O   

제약사가 

이용가능하다. 

 O  O   

기술적으로 

이용가능하다. 

O   O   

법률적, 제도적 장벽이 

없다.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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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초안 도출 

 

최종 선정된 EMA(2012) 가이드라인 중에서 각론 단계의 

비임상시험에서 약물유전체 연구 방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초안을 도출하였다. (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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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rafting the question 1 

기존 목차 수정된 목차 

1. 서론 

2. 배경 

 

3. 임상시험에서의 전향적 DNA 시료 수집 

4.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임상시험 

5. 허가사항 기재에 포함되는 약물 유전정보 

1. 서론 

2. 배경 

3.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비임상시험 

4. 임상시험에서의 전향적 DNA 시료 수집 

5.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임상시험 

6. 허가사항 기재에 포함되는 약물 유전정보 

기존 내용 초안 

(없음) 

3.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비임상시험 

 임상 1 상 전에 in vitro 대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연구는 시험관 내 대사를 촉매 하는 효소를 

확인하고 주요 대사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 대사체의 확인 

및 특성 규명을 포함하며, 대사산물의 초기 약리 활성 

스크리닝을 가능하게 한다. 활성 모약물의 경우, 대사 

효소에 대한 시험관 내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제안될 수 있다: 단일 다형성 효소에 의해 약물의 50% 

이상이 제거될 때 그 대사경로를 ‘중요하다’고 간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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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제거율이 50% 감소할 경우 두 배 증가된 노출을 

야기하고, 이는 초기 PK 연구에서 용량을 다음 단계로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기 연구에 등록된 느린 대사자가 연구되지 않은 노출에 

우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다형성 효소는 독성 대사산물을 포함한 약물의 활성 

대사산물의 생성 및 제거에 참여할 수 있다. 

 시험관 내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약물의 대사 및/또는 

활성 대사산물의 생성과 제거에 이미 기능적 다형성이 

알려진 효소가 관련되어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 시험관 

내 연구가 항상 생체 내의 상황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소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생체 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주요 약물 대사 

경로에 관련된 후보 효소를 찾는데 기존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검증된 in silico 생리학 기반 약동학 (PBPK) 모델이 

개발 된 일부 효소 시스템의 경우, 이 단계에서 개체 간 

약물유전학적 차이를 예측하고 약물유전체와 관련된 

임상시험 연구 설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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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1차 외부 그룹 자문 

 

1차 외부 그룹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단의 특성은 Table 12와 

같다. 총 9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였고, 연령분포는 30세 이상 

40세 미만 1명, 40세 이상 50세 미만 3명, 50세 이상이 5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1명, 10년 이상 15년 

미만 1명, 15년 이상 20년 미만 2명, 20년 이상이 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 비율은 여성이 44%, 종사분야로는 산업계가 

67% 및 학계가 33%로 도출되었다. 

초안에 대한 1차 자문 결과, 지침 선택의 적절성, 목차 구조상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국내 반영 가능성 모두 적절하고, 국내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이견없이 합의가 도출되었다. 

다만 지침의 내용 상 부족한 부분이나 국내 환경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용어의 적절한 번역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2차 수정본을 작성하였다.  

 

3.2.5 2차 심층 자문(최종 합의 도출) 

 

1차 외부검토회의에 참석하였던 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2차 수정 

내용 5가지에 대한 1:1 서면 자문을 진행하였다. 모든 자문 내용에 

대해 적절하다는 자문 의견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1, 2차 외부 검토에 대한 결과는 Table 1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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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특성 N Percent(%) 

전체 9 100 

나이    

≥20 세 - <30 세 0 0 

≥30 세 - <40 세 1 11 

≥40 세 - <50 세 3 33 

≥50 세 5 56 

경력   

≥5 년 - <10 년 1 11 

≥10 년 - <15 년 1 11 

≥15 년 - <20 년 2 22 

≥20 년 5 56 

성별    

여성 4 44 

남성 5 66 

분야 
  

 산업계 6 67 

 학계 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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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advisory meeting for question 1 

 1차 검토 결과 (자문회의) 1차 결과에 따른 수정안의 작성 2차 수정본 (서면자문) 

지침 선택의 

적절성 
적절하며, 합의 도출 됨 - - 

목차 구조상의 

적절성 

적절하며, 합의 도출 됨 
- - 

내용의 적절성 적절하며, 합의 도출 됨 - - 

국내 반영 가능성 가능하며, 합의 도출 됨 - -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 방안 

서론이 추가되어야 함 

[2 차 수정내용 1] 

추가적인 자문을 통하여 서론 내용을 

추가함 

해당 수정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 됨 

중요한 대사경로를 50%로 

확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 

[2 차 수정내용 2] 

단일 다형성 효소에 의해 약물의 

상당량이 제거될 때 그 대사경로를 

‘중요하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해당 수정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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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검토 결과 (자문회의) 1차 결과에 따른 수정안의 작성 2차 수정본 (서면자문) 

모든 경우에서 제거율이 

50%감소할 때 노출이 2 배 

증가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2 차 수정내용 3] 

청소율이 상당량 감소할 경우 증가된 

노출을 야기하고, 

해당 수정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 됨 

기타 

해당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지침의 제목을 수정해야 함 

[2 차 수정내용 4] 

임상 약물유전체학 ; 임상시험에서의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 

해당 수정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 됨 

Clearance 를 ‘청소율’로 

수정 

[2 차 수정내용 5] 

청소율 

해당 수정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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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질문 1에 대한 최종 개선안 도출 

 

다음의 내용을 기존 임상 약물유전체학; 임상시험에서의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추가함으로써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개선(안)에서는, 서론과 배경은 기 내용을 유지하며, 각론에서 

초기임상시험에 국한되었던 지침의 내용을 비임상시험의 영역으로 

넓히고자 하였다. 이에 EMA의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지침(50) 중 개인의 유전적 다양성이 의약품의 

약동학적, 약력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비임상시험 방안에 대한 내용을 국내 상황에 맞게 수용하여 

제시하였다. 서론과 배경은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며, 각론의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 전 파트에 약물유전체를 이용한 비임상시험 

방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1. 서론 

 

기 내용 유지 

 

2. 배경 

 

기 내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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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에 “3.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비임상시험” 내용 추가 

3.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비임상시험 

 

 유전적 변이는 약력학뿐만 아니라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과 같은 약동학적 성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대상 

약물과 약물의 주요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대사물질의 약동학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 혹은 수송 단백질의 결핍, 발현 감소, 증가와 

관련 있는 유전형이 알려져 있다면 비임상단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활성물질(모약물 및/혹은 활성대사산물)의 약물동태에 대한 

약물유전체의 영향과 개발 중 효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영향에 

대한 시험관 내(in vitro) 및/혹은 생물체 내(in vivo) 연구는 

일반적으로 약물 노출에 대한 개인 간 차이가 매우 큰 경우 수행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상연구 전 기능적 다형성이 알려진 

효소 혹은 수송체에 대한 시험관 내 연구에 대해 설명한다.  

 임상 1상 시작 전에 시험관 내 대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시험관 내 대사를 촉매 하는 효소를 확인하고 주요 

대사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 대사체의 확인 및 특성 규명을 

포함하며, 대사산물의 초기 약리 활성 스크리닝을 가능하게 한다. 

활성 모약물의 경우, 대사 효소에 대한 시험관 내 연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제안될 수 있다: 단일 다형성 효소에 의해 

약물의 상당량이 제거될 때 그 대사경로를 ‘중요하다’고 간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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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청소율이 상당량 감소할 경우 증가된 노출을 야기하고, 

이는 초기 PK 연구에서 용량을 다음 단계로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기 연구에 등록된 느린 

대사자가 연구되지 않은 노출에 우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다형성 효소는 독성 대사산물을 포함한 약물의 활성 

대사산물의 생성 및 제거에 참여할 수 있다. 

 시험관 내 데이터에 기초하여, 모약물의 대사 및/또는 활성 

대사산물의 생성과 제거에 이미 기능적 다형성이 알려진 효소가 

관련되어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 시험관 내 연구가 항상 생체 

내의 상황을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소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생체 내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주요 약물 대사 경로에 관련된 후보 효소를 찾는데 기존 

지식을 사용해야 한다. 검증된 in silico 생리학 기반 

약물동태(PBPK) 모델이 개발 된 일부 효소 시스템의 경우, 이 

단계에서 개체 간 약물유전학적 차이를 예측하고 약물유전체와 

관련된 임상시험 연구 설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임상 1상 전에 얻은 시험관 내 데이터를 통해 약물 수송체가 

연관되어 있는지 예측할 수 있다. 특정 수송체의 생물체 내 연구의 

중요성은 동물 모델, 시험관 내 연구의 중요성은 세포 시스템 또는 

유사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송체의 

생체 내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수송체에 대한 정확한 기준치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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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4. 임상시험에서의 전향적 DNA 시료 수집 

 

기 내용 유지 

 

5.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임상시험 

 

기 내용 유지 

 

6. 허가사항 기재에 포함되는 약물 유전정보 

 

기 내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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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질문 2에 대한 결과 

 

3.3.1 진료지침의 검색과 선별 

 

질문 2를 토대로 6개 의약품 규제기관에서 발간된 모든 

약물유전체 관련 지침을 스크리닝한 결과는 Figure 3과같다. 중복 

및 제외기준에 따라 배제된 지침을 제외하고 남은 14개의 중 질문 

2와 관련된 지침을 선택하기 위하여 3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14개의 지침을 읽고 최종적으로 5개의 지침을 선택하였다. 제외된 

9개의 지침은 약물유전체 시험을 위한 시료의 관리에 관련된 

지침(2개), 약물유전체 시험 결과 데이터의 제출 양식에 대한 

지침(4개), 기타 용어집 혹은 예시집(3개)으로 질문 2와 무관 

하였다. 이를 1명의 연구자가 재검토하였고, 비일치는 없었다. 

선택된 5개의 지침은 FDA의 “Pharmacogenomic Data 

Submissions”(24), “Adaptive Design Clinical Trials for Drugs 

and Biologics”(51) 및 “Enrichment Strategies for Clinical Trials 

to Support Approval of Human Drugs and Biological 

Products”(52) 와 EMA의 “Reflection paper on methodological 

issues with pharmacogenomic biomarkers in relation to clinical 

development and patient selection”(53) 및 “Guideline on the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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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의약품 규제당국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된    

지침 수 

(n = 48) 

중복 제거 후 남은 지침 수 

(n =33) 

선별 대상 지침 수 

(n = 14) 

질문 2에 대한 매트릭스 

작성을 위해 최종 선택된  

지침 수 

(n = 5) 

 

배제된 지침 수 (n=19) 

- 상호작용/기기 관련

(n=12) 

- 국내에 반영된 지침

(n=7) 

질문 2(임상시험)와 

무관한 지침 배제 (n =9) 

Figure 3. PRISMA flow chart for ques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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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Gap-analysis matrix의 작성 

 

3.3.2.1 선별된 지침에서의 자료 추출 

 

최종 선별된 지침에 대해 2.4.1의 형식에 따라 자료를 

추출하였다. FDA에서 2010, 2012년 발간된 “Adaptive Design 

Clinical Trials for Drugs and Biologics”(51) 및 “Enrichment 

Strategies for Clinical Trials to Support Approval of Human 

Drugs and Biological Products”(52)지침과 EMA에서 2012년에 

발간된 “Reflection paper on methodological issues with 

pharmacogenomic biomarkers in relation to clinical development 

and patient selection”(53)지침은 모두 총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약물개발단계에서 약물유전체를 이용한 임상시험 

디자인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FDA에서 발간된 지침은 

각각 확증적 연구의 적응적 설계, 강화적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EMA 지침은 탐색적연구에서부터 확증적 연구까지 넓은 

범위를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FDA에서 2005년에 발간된 

“Pharmacogenomic Data Submissions”(24)지침과 EMA에서 

2012년에 발간된 “Guideline on the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30)지침은 모두 임상3상단계에서 약물유전체의 

활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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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Extract data from selected guidelines for question 2 

개발기구 제목 발간년도 코드 분류 요약 

FDA 

Guidance for Industry: 

Pharmacogenomics Data 

Submission 

2005 
FDA 

(2005) 

각론 

-임상시험 

초기임상/임상3상/시판 후 단계에서 

약물유전체의 이용방법 및 데이터의 

제출 

Enrichment Strategies for Clinical 

Trials to Support Approval of 

Human Drugs and Biological 

Products 

2012 
FDA 

(2012) 

총론 

-개념설명 
임상연구 디자인 방법 (강화적설계) 

Guidance for Industry: Adaptive 

Design Clinical Trials for Drugs 

and Biologics 

2018 
FDA 

(2018) 

총론 

-개념설명 
임상연구 디자인 방법 (적응적설계) 

EMA 

Reflection paper on methodological 

issues with pharmacogenomic 

biomarkers in relation to clinical 

development and patient selection 

2010 
EMA 

(2010) 

총론 

-개념설명 

임상연구 디자인 방법 (탐색적 연구, 

확증적 연구의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내용 포함)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2012 
EMA 

(2012) 

각론 

-임상시험 

약물유전체를 이용한 환자선택 및 

임상시험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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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국가별 지침 간 gap-analysis를 위한 

matrix 작성 

 

최종 선별된 지침 5개에 대한 국내와의 gap-analysis matrix를 

작성함으로써 개선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종 개선점은 

총론부분에서 임상시험 디자인에 대한 정보 추가, 각론부분에서는 

임상3상시험과 관련된 약물유전체 사용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것으로 도출되었다.(Table 15) 

각 개선 내용에 대한 국외 지침들의 수용성 및 적용성을 평가한 

결과 임상시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의 경우 EMA(2010) 지침이 

제약사가 이용하기에 더 적절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임상3상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의 경우 법률적,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EMA(2012) 지침을 반영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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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Gap-analysis matrix for question 2 

 

질문 2.  제약사가 NDA 허가를 위하여 약물유전체를 활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내용 

분류 

세부내용 

분류 

MFDS 지침 FDA 지침 EMA 지침 비고 수용성/ 

적용성 

평가결과 

FDA 

(2005) 

FDA 

(2012) 

FDA 

(2018) 

EMA 

(2010) 

EMA 

(2012) 

목차 

  1.서론 

2.배경 

3.시료 

4.임상시험 

5.허가사항 

기재 

1.서론 

2.배경 

3.관련정책 

4.PGx 

데이터 

5.VGDS 

6.Process 

7.리뷰 

1.서론 

2.배경 

3.이질성감소 

4.고위험군 

식별 

5.예측 

6.설계방법 

7.정책이슈 

1.서론 

2.개념 

3.원칙 

4.비교군 

없음 

5.비교군 

있음 

6.고려사항 

1.서론 

2.범위 

3.생체지표 

4.연구디자인 

5.진단 

6.기기 

1.서론 

2.범위 

3.관련법 

4.임상단계 

5.방법론 

6.결과발표 

7.평가 

8.특이집단 

 개선 

1,2에 

대한 목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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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분류 

세부내용 

분류 

MFDS 

지침 

FDA 지침 EMA 지침 비고 수용성/ 

적용성 

평가결과 

FDA 

(2005) 

FDA  

(2012) 

FDA  

(2018) 

EMA 

(2010) 

EMA 

(2012) 

총론 

개념 

설명 

탐색적 

연구 

N/A N/A N/A N/A ∙ 탐색적 임상시험 

∙ 비무작위 시험 

(코호트, 

환자/대조군 등) 

N/A  

약물유전체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 

디자인 방법 

개선 필요 

(개선항목 1) 

EMA(2010) 

지침에서 

수용성/적용성 

모두 높다고 

판단되었다. 
확증적 

연구 

N/A N/A ∙ 강화적설계 

∙ Prognostic 

강화적 설계: 

고위험 

환자군의 선별  

∙ Predictive 

강화적 설계: 

유전체를 

이용한 전략 

∙ 적응적설계 

∙ 설계 원칙 

∙ 비교대상군 

없는/있는 

적응적 설계 

∙ 설계 고려 

사항 

∙ 확증적 임상시험 

∙ 비선택적 RCTs 

∙ 강화적설계 

∙ 적응적설계 

∙ 마커기반설계 

∙ 하이브리드설계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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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분류 

세부

내용 

분류 

MFDS 지침 

FDA 지침 EMA 지침 

비고 

수용성/ 

적용성 

평가결과 

FDA  

(2005) 

FDA 

(2012) 

FDA 

(2018) 

EMA 

(2010) 

EMA 

(2012) 

각론 

임상 

시험 

1상

시험 ∙ 유전자 변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 건강한 지원자에서 

약동학과 약력학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유전자 변이 식별 

∙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 약물용량 

조정 

∙ 안전성평가 

∙ 유효성평가 

∙ 환자군선택 

N/A N/A N/A ∙ 유전자 변이에 대한 

탐색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in 

vitro/ in vivio 결과 

기준 

∙ 약동학과 약력학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유전자 변이 식별 

 

개선해야할 

사항 없음 

- 

 2상

시험 
∙ 유전자형에 대한 

PK/PD 예측 재현 

∙ 시험자 선별 

∙ 모집단 계층화 

∙ 용량 조절 

∙ 용량-반응 연구 

N/A N/A N/A ∙ 유전자 변이에 대한 

2상 분석이 필요한 

경우 

∙ 모집단 계층화 

∙ 용량 조절 

 

개선해야할 

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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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상

시험 

N/A N/A N/A N/A ∙ 유전자 변이에 대한 

3상 분석이 필요한 

경우 

∙ 약동/약력학적 

차이를 보이는 

하위그룹 확증 

∙ 다형성이 효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결과 확증 

∙ 유의성이 부족한 

경우 유의성 부족을 

확증 

  

임상 3상에 

대한 내용 

개선 필요 

(개선항목 

2) 

EMA 

(2012) 

지침에서 

수용성/적용

성 모두 

높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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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assessment for question2 

질문 2. 제약사가 NDA 허가를 위하여 약물유전체를 활용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개선내용 1] 약물유전체를 활용한 임상시험 디자인 

 질문 2-개선내용 1에 

대한 FDA(2012), 

FDA(2018) 평가 

질문 2-개선내용 1에 

대한 EMA(2010) 평가 

예 모름 아니오 예 모름 아니오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하다.  O  O   

지침의 질이 개선사항을 

지지할 수 있다. 

O   O   

해당 내용을 추가했을 때 

충분한 이득이 있다. 

O   O   

문화, 가치에 부합된다.   O O   

전반적으로 적용가능하다.  O  O   

제약사가 이용가능하다.   O O   

기술적으로 이용가능하다. O   O   

법률적, 제도적 장벽이 

없다. 

O   O   

[개선내용 2] 약물유전체를 활용한 임상3상시험 방법 

 질문 2-개선내용 2에 

대한 FDA(2005) 평가 

질문 2-개선내용 2에 

대한 EMA(2012) 평가 

예 모름 아니오 예 모름 아니오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하다.  O  O   

지침의 질이 개선사항을 

지지할 수 있다. 

O   O   

해당 내용을 추가했을 때 

충분한 이득이 있다. 

O   O   

문화, 가치에 부합된다.   O O   

전반적으로 적용가능하다.   O O   

제약사가 이용가능하다.  O  O   

기술적으로 이용가능하다. O   O   

법률적, 제도적 장벽이 

없다.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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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초안 도출 

 

최종 선정된 EMA(2010) 지침에서는 총론 부분의 연구디자인 

개념 설명 파트와 EMA(2012) 지침 중에서는 각론 단계의 

임상3상시험에서 약물유전체 연구 방법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초안을 도출하였다. (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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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Drafting the question 2 
 

목차 

기존목차 수정된 목차 

1. 서론 

2. 배경 

2.1. 유전적 차이 

 2.2. 약물유전체학 연구 

 

 

3. 임상시험에서의 전향적 DNA 시료 수집 

4.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임상시험 

  4.1. 일반적인 고려사항 

4.2. 약물유전체 임상연구 

4.2.1. 건강한 지원자에서의 약동학 및 약력학 연구 

     4.2.2. 환자에서의 약동학 및 약력학 연구 

     4.2.3. 용량-반응 연구 

      

4.3. 임상시험 설계 시 세부 고려사항 

5. 허가사항 기재에 포함되는 약물 유전정보 

1. 서론 

2. 배경 

2.1. 유전적 차이 

  2.2. 약물유전체학 연구 

  2.3. 약물유전체 생체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디자인 

3.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비임상시험 

4. 임상시험에서의 전향적 DNA 시료 수집 

5.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임상시험 

  5.1. 일반적인 고려사항 

 5.2. 약물유전체 임상연구 

     5.2.1. 건강한 지원자에서의 약동학 및 약력학 연구 

     5.2.2. 환자에서의 약동학 및 약력학 연구 

     5.2.3. 용량-반응 연구 

     5.2.4. 임상 3상 연구 

  5.3. 임상시험 설계 시 세부 고려사항 

6. 허가사항 기재에 포함되는 약물 유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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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용 초안 

(없음) 

2.4. 유전체 생체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디자인 

2.4.1. 탐색적 연구 

(1) 비무작위 배정 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단일 환자군 연구) 

 유전체 생체지표는 종종 비무작위 코호트 또는 단일 

환자군 연구(약물 개발 단계 내부 또는 외부)에서 탐색 

변수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전체 생체지표를 통해 

질병의 중증도, 결과에 대한 예후를 판단하고 단일 혹은 

병용 약물 요법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유전체 생체지표의 확인과 개발을 위한 이러한 연구는 

설계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 탐색적 연구의 코호트는 제한된 표본 크기를 가진, 

잘 선택되지 못한 편의 집단인 경향이 있고, 유전체 

생체지표의 예측적 가치를 확립하고 민감도 및 특이도를 

정량화하기에 충분히 정밀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사전 정의된 (명확히 설정된) 생체지표 관련 

종말점 혹은 분석 계획이 부족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포함기준이 임상시험 진입 당시의 생체지표의 상태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비선택 연구와 동일하지만, 

유전체 생체지표에 기반하여 치료 배정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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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5.2.4. 임상 3상 연구 

 유전형/표현형이 정의된 하위 그룹에서 약물/대사체의 

노출 혹은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임상 3 상 

연구에 포함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유전자의 

유전형을 분석하거나, 그 대신 표현형을 분석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장래의 약물유전체학 분석을 위해 

DNA 시료 수집 및 보관이 권장된다. 다형성이 효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결과와 앞선 임상시험으로부터 얻은 

지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상 3 상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임상 2 상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약물 노출의 현저한 

차이가 임상적으로 관련성이 없으며 유전형/표현형 특이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나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경우, 임상 3 상 연구는 서로 다른 

노출에서 임상적 유의성 부족을 확증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모약물의 노출이 낮거나 높은 피험자에서 효능 및 

안전성 차이에 대한 결론은 이러한 노출 레벨에서 얻어진 

임상적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임상 3 상에 충분한 수의 유전적 하위집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느린 대사자의 유병률이 낮은 경우 노출이 증가된 

추가적 치료집단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련된 PK-PD 데이터가 유용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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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1차 외부 그룹 자문 

 

1차 외부 그룹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단의 구성은 Table 12와 

같다. 총 9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였으며 인구학적인 특성은 위의 

결과에서 기술한 바와 동일하다.  

초안에 대한 1차 자문 결과 지침 선택의 적절성, 목차 구조상의 

적절성, 내용의 적절성, 국내 반영 가능성 모두 적절하고, 국내 

환경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이견없이 합의가 도출되었다. 

다만 지침의 내용상 부족한 부분이나 국내 환경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용어의 적절한 번역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2차 수정본을 작성하였다. 

 

3.3.5 2차 심층 자문(최종 합의 도출) 

 

1차 외부검토와 동일한 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2차 수정 내용 

5가지에 대한 1:1 심층 서면 자문을 진행하였다. 모든 자문 내용에 

대해 적절하다는 자문 의견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합의가 

도출되었다. 1, 2차 외부 검토에 대한 결과는 Table 18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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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Results of the first and second advisory meeting for question 2 

 1차 검토 결과(자문회의) 1차 결과에 따른 수정안의 작성 2차 수정본(서면자문) 

지침 선택의 적절성 적절하며, 합의 도출 됨 - - 

목차 구조의 적절성 적절하며, 합의 도출 됨 - - 

내용의 적절성 적절하며, 합의 도출 됨 - - 

국내 반영 가능성 가능하며, 합의 도출 됨 - - 

구체적인 내용의  

수정 방안 

전체적인 톤이 decisive하므로 

tone down 필요 

[2차 수정내용1] 

~할 수 있다. 로 모든 어미 수정 

해당 수정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 됨 

EMA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도 함께 반영 

[2차 수정내용2] 

예시 추가: 약물의 안전성이 확인된 용량을 

사용하고, 이어서 약물의 생체활성 

대사물질을 측정함 

해당 수정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 됨 

다형성 뿐만 아니라 과발현, 재배열 

등이 있으므로 유전자 변이로 수정 

[2차 수정내용3] 

새로운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수정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 됨 

기타 

연구디자인의 영문명을 함께 표기 

[2차 수정내용4] 

탐색적 연구(Exploratory development) 

등 영문명 함께 표기 

해당 수정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 됨 

모든 약어는 full name 표기 

[2차 수정내용5] 

RCT(Randomised control studies) 등 

약어와 full name 함께 표기 

해당 수정 내용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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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질문 2에 대한 최종 개선안 도출 

 

다음의 내용을 기존 “임상 약물유전체학; 임상시험에서의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추가함으로써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본 개선(안)에서는 배경에서 유전체 생체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디자인 방법을 추가하였다. 국내 상황에 알맞다고 판단된 EMA의 

“Reflection Paper on Methodological Issues with 

Pharmacogenomic Biomarkers in Relation to Clinical 

Development and Patient Selection” 지침(53)을 선정하여 탐색적 

연구, 확증적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각론에서 초기임상시험에 국한되었던 지침의 내용을 임상 

3상시험 영역까지 넓히고자 하였다. 이에 EMA의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지침(50) 중 약물유전체 

정보에 대한 확증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임상 3상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서론은 변경되는 사항이 없으며, 2. 배경에서 약물유전체를 

이용한 생체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디자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각론의 5.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임상시험의 

하위 파트에는 약물유전체를 활용한 3상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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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 내용 유지 

 

2. 배경 

 

(중략) 

 

총론 “2. 배경”에서 연구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추가 

2.3. 유전체 생체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디자인 

2.3.1. 탐색적 연구(Exploratory development) 

(1) 비무작위 배정 [코호트 연구(cohort), 환자-대조군 

연구(case-control), 단일 환자군 연구(single arm)] 

연구(Non-randomized studies) 

 유전체 생체지표는 종종 비무작위 코호트 또는 단일 환자군 

연구에서 탐색 변수로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전체 

생체지표를 통해 질병의 중증도, 결과에 대한 예후를 판단하고 

단일 혹은 병용 약물 요법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유전체 생체지표의 확인과 개발을 위한 연구는 설계 디자인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다. 탐색적 

연구의 코호트는 편의성에 근거하여 제한된 표본 크기를 가진 

집단인 경향이 있고, 유전체 생체지표의 예측적 가치를 

확립하고 민감도 및 특이도를 정량화하기에 충분히 정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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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경우가 있다. 많은 연구에서 생체지표에 대한 사전에 

정의된(명확히 설정된) 평가변수(endpoint) 혹은 분석 계획이 

부족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선정기준(eligibility criteria)이 

임상시험 진입 당시의 생체지표의 상태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비선택 연구 디자인(unselected study design)과 

동일하지만, 유전체 생체지표에 기반하여 치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계점이며 따라서 생체지표의 진정한 

검증을 수행하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 유전체 생체지표와 관련된 사전 정보를 이전의 

동일 계열 약물 혹은 공통적 특성을 가진 약물의 연구 

과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예: CYP2D6의 대사를 거치는 

동일한 약물 계열에서 CYP2D6 느린 대사자(poor metabolizer, 

PM)에서 약물부작용 발생률이 공통적으로 증가될 수 있음). 

따라서 새로운 약제의 경우 특정 유전체 생체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이 약물이 승인되기 이전 조기에 얻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예: 새로운 CYP2D6 기질 약물에서 CYP2D6의 

다형성이 미치는 영향). 유전체 생체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약물이 승인(혹은 허가) 또는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표적 집단에 대한 후속 임상시험 연구가 필요할 수 있다. 개발 

프로그램은 코호트 연구와 전향적 RCT(Randomised control 

studies)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호트 

연구는 지표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향적 

RCT는 교란 변수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지표의 진정한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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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 

 

(2) 무작위 배정 연구(Randomised control studies; RCT) 

 예측적 유전체 생체지표의 가치에 대한 사전 정보가 발표된 

문헌이나 초기 약물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통한 유전체 생체지표(가설 생성)에 대한 

탐색적 조사가 종종 가능하다. 이는 새로운 전향적 RCT 혹은 

완료된 임상시험 데이터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유전체 생체지표의 확인(그리고 유효성 확인) 시 전향적 

RCT가 가장 이상적이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값이 비싸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작위 연구 이전에 연관성이나 

생물학적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전 증거가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설계는 유효성 확인을 위한 허가 

임상시험과 유사하다. 그 대신, 완결된 RCT(두 가지 다른 약물 

혹은 치료방침 간의 비교)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가설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후향적 탐색 혹은 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데이터는 잘 수행된 RCT로부터 

얻어야 하고, 선택 비뚤림을 피하기 위해 충분히 많은 수의 

피험자로부터 유전체 생체지표 데이터를 얻어야 하며, 분석 

계획이 사전에 정의되어야 한다. 

 

2.3.2. 확증적 연구(Confirmatory development) 

 유전체 생체지표의 역할을 확증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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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에서 하나의 유전체 생체지표 혹은 유전체 생체지표 

패널이 임상적 타당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도록 엄격하게 

관리된 개발과정을 통하여 장래성을 입증하였다고 가정한다. 

탐색적 연구에서 양성 및 음성 예측도가 높은 유전체 

생체지표가 주요 관심 대상이지만 선택의 엄격성 수준은 각 

사례별로 결정해야 한다. 

 RCTs는 생체지표의 전향적 밸리데이션을 위한 허가 

임상시험/확증적 임상시험의 연구 디자인으로 가장 선호된다. 

다음의 몇 가지 형태의 무작위 배정 연구가 가능하다; 

비선택(unselected), 강화적(enriched) 혹은 표적화(targed), 

하이브리드(hybrid), 그리고 적응적 설계(adaptive designs)로 

마지막 세 방법이 포함된 개체군과 최종 분석 측면에서 가장 

구체적이다. 표지자의 빈도가 희박한 경우에는 아래에 기술된 

방법 중 어떤 것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1) 비선택 무작위 배정 연구(Unselected design RCTs) 

 일반적으로 비선택 연구 디자인은 임상시험 포함 기준이 

생체지표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가장 유용할 수 있다. 

비선택 무작위 배정 연구는 프로토콜 지정 방식에 따라 크게 a) 

연속 시험 전략 디자인(sequential testing strategy designs), b) 

지표-기반 디자인(marker-based designs), 또는 c) 

하이브리드 디자인(hybrid designs)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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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어떠한 전략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속 전략 디자인에서 전체 환자군의 치료 반응을 1차 분석, 

지표 의존적 반응을 2차 분석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거꾸로 

지표 의존적 반응을 1차 분석으로 하고 전체 환자군의 반응을 

2차 분석으로 시행하는 것과 같이 분석 계획 수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디자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본 크기가 비교적 

커야하고 미리 설정된 유전체 생체지표 기반 분석에서 명백한 

이득을 보여야 한다. 전반적인 임상시험에서 명백한 이득을 

보이지 않으나 유전체 생체지표 기반 분석에서는 이득이 있을 

때에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유전체 생체지표 

기반 분석을 미리 지정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일 허가 임상시험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체로 2차 유전체 생체지표 기반 

분석은 다른 연구 디자인을 사용하여 충분한 효력이 있는 

또다른 임상시험을 통해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 전이성 

대장암에서 3차 치료제로 panitumumab의 사용을 평가한 

임상시험에서 이 디자인을 사용하여 EGFR+ 종양이 있는 

피험자를 1차적 포함기준으로 모집했다. KRAS-WT 또는 변이 

KRAS에 대한 반응은 사전에 계획된 2차 (혹은 탐색적) 

분석으로 시행되었다. 임상시험에 대한 피험자 선택 기준에 

KRAS 변이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석(WT vs 

변이 KRAS)에 있어서 이 임상시험은 비선택 연구 디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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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화적 무작위 배정 연구(Enriched design RCTs); (표적화 

연구(targeted design)) 

 강화적 또는 표적화 설계에서는 표지자의 상태가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작용한다. 즉, 피험자는 표지자의 유무에 따라 

임상시험에 포함된다. 강화적 또는 표적화 무작위 배정 연구가 

시행되는 경우, 유전체 생체지표와 질병을 연관 지을 수 있는 

강한 생물학적 타당성 및 약물반응 간의 연관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전 증거가 필요하다. 이것은 유전체 생체지표가 정의된 

인구집단이므로, 정의되지 않은 환자군에서 피험자 배제 기준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표적화된 강화적 설계는 유전체 

생체지표가 치료(약물) 표적을 형성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가장 유용하다. 가장 널리 알려진(성공적인) 

사례는 doxorubicin과 cyclophosphamide의 병용요법 후에 

Her-2 양성인 수술 후 환자에서 trastuzumab을 paclitaxel과 

병용 투여한 경우의 반응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이고, 여기서 

trastuzumab은 무질병 생존기간에 대한 위험비를 ~25% 

감소시켰다. 

 강화적 설계는 분석의 정확성과 재현성이 매우 잘 정립되어 

있고 피험자를 유전체 생체지표 +/-로 잘못 분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이 설계는 지표가 정의된 치료법에 

무작위로 배정된 그룹 간의 결과 차이만을 탐색할 수 있으며 

질병 인구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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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표에 따라) 선택된 인구에서 치료에 대한 양성 

이득-위험 비율만을 검증할 수 있다. 이 설계는 전체 인구의 

치료 효과는 보통 수준이지만 유전체 생체지표+ 혹은 -로 

표지자가 정의된 인구에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유용하다. 시험약과 위약 사이의 반응속도 차이가 

위약으로 치료된 유전체 생체지표+, -피험자 간의 반응속도 

차이와 같다면, 강화적 임상시험으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화적 설계는 특정 치료가 비선택 인구집단에서 

효과는 보통이지만 심각한 독성이 있는 경우, 혹은 비선택 

설계가 윤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가장 유용할 수 있다. 

 

(3) 지표 기반 연구(Marker based designs) 

 약물 개발이나 이분적 지표의 검증 과정에서 지표 기반 연구가 

채택된 여러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 치료 상호작용 디자인은 

지표를 계층화 도구로 사용하고 환자들은 각 하위그룹 내에서 

치료에 할당된다. 이것의 주 이점은 표본 크기가 각 하위그룹 

안에서 전향적으로 정의되고 이것이 두 개의 무작위 배정 

연구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지표 기반 전략 디자인에서 환자들은 지표에 따라 혹은 지표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배정된다. 후자에서(그림에 나타나있지 않음) 

검출 가능한 전체적 결과 차이가 줄어들고 표본 크기가 커진다. 

 



78 

 

(4) 하이브리드 무작위 배정 연구(Hybrid design RCTs) 

 하이브리드 설계에서는 유전체 생체지표로 정의된 피험자의 한 

하위그룹만이 표지자 상태에 따라 치료에 무작위 배정되고, 

다른 유전체 생체지표 정의군은 표준 치료법에 배정된다. 

강화적 설계와 유사하지만, 이 방법은 추가적인 가치를 지닌다. 

치료가 여러 가지 약물 혹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효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특정 치료법을 포함하는 경우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표준치료법은 기존에 정의된 치료법이지만 

시험군 및 전체 임상시험은 유전체 생체지표 정의 대상에 대한 

2차적 혹은 추가적 치료 옵션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하이브리드 연구의 이점은 표준 치료 및 후속 비교에 비해 

점진적 유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지만, 스크리닝 시 얻은 

유전체 생체지표 분석용 샘플을 다른 예후 표지자에 대한 향후 

테스트용으로 저장해야 한다. Predict-1 연구에서는 abacavir의 

과민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수정된 하이브리드 설계를 사용했다. 

HIV로 진단된 피험자는 유전자 검사 그룹과 표준 치료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다. 전자에서는 HLA-B*5701에 대해 

양성으로 판정된 환자는 제외하였고 음성으로 판정된 후에만 

abacavir를 투여 받았다. 반면 표준 치료 그룹에서는 abacavir 

투여 전 HLA-B*5701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양쪽 

그룹에서 과민반응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는 안전 상호작용 

연구의 전형적인 예시이지만, HLA-B*5701 지표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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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응적 설계 연구(Adaptive design) 

 최근 적응적 설계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과에 따라 적응적 임계값(통계분석) 설계, 적응적 추가발생 

설계 혹은 적응적 무작위배정 설계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조합도 가능하다. 적응적 임계값 설계에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전체적 비교를 위한 유의성 수준에는 미리 설정된 

임계값을 적용하고 후속 비교의 유의수준에는 다른 임계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분석방법은 유전체 생체지표 + 

피험자만이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는 선택된 표지자에 대한 치료효과와 기준값의 

유효성을 검증할 때 유용하다. 적응적 무작위배정 설계는 중간 

분석 결과에 따라 특정 치료 그룹의 모집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규제 환경에서 적응적 설계 예시가 거의 없으며 

실제 임상 시험에서 그러한 설계가 시도된 적도 거의 없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 

 

3.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비임상시험 

 

질문 1을 바탕으로 추가 

 

4. 임상시험에서의 전향적 DNA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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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용 유지 

5. 약물유전정보를 활용한 임상시험 

 

(중략) 

5.2.4. 임상 3상 연구 

 유전형/표현형이 정의된 하위 그룹에서 약물/대사체의 노출 

혹은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임상 3상 연구에 

포함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유전자의 유전형을 

분석하거나, 그 대신 표현형을 분석할 수 있다. (예: 약물의 

안전성이 확인된 용량을 사용하고, 이어서 약물의 생체활성 

대사물질을 측정함).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필요 시 약물유전학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대상 집단의 DNA 시료 수집 및 보관이 

권장된다. 다형성이 효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결과와 앞선 

임상시험으로부터 얻은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상 3상의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임상 2상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약물 노출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임상적으로 관련성이 없으며 유전형/표현형 특이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그러나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경우, 임상 3상 연구는 서로 다른 노출 정도에서 

임상적 유의성 부족을 확증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모약물의 노출이 낮거나 높은 피험자에서 효능 및 안전성 

차이에 대한 결론은 이러한 노출 레벨에서 얻어진 임상적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임상 3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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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수의 유전적 하위집단이 필요하다. 유병률이 낮은 느린 

대사자의 경우 노출이 증가된 추가적 치료집단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련된 PK-PD 데이터가 

유용할 수 있다.  

(2) 임상 2상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약물 노출의 차이가 임상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전형/표현형에 기반한 

투여용량이 임상 1상/2상에서 개발된 경우, 임상 3상 연구에서 

유전형/표현형에 기반한 용량을 투여하여 활성 대사체에 대한 

노출을 표준화할 수 있다. 노출 표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간헐적 

시료채취를 이용한 인구-약동학 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임상 2상까지의 데이터를 통해 약물 노출의 차이가 임상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유전형에 관계없이 용량 적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적절한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임상 3상 

연구에서는 제시된 적정 용량이 유전적 하위집단에 투여되었을 

때 유효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련된 PK-PD 데이터가 유용할 수 

있다. 

(4)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 약물 노출의 차이가 임상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시판될 제제로써 노출을 

표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특정 유전형/표현형을 가진 

환자(즉, 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를 제외시킬 수 있다. 

 다형성 수송체가 연관된 경우 서로 다른 유전형에서 혈장 내 

노출은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세포 내 혹은 기관 간 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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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의 국소 노출과 약력학 

사이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필요한 경우 그러한 유전적 

변이의 결과를 탐색하기 위해 임상 3상 연구에서 관련 수송체 

유전자의 유전형을 분석할 수 있다. 

 임상 개발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유전형/표현형에 따른 

하위집단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용량 

혹은 치료지침을 얻는 것이다. 

 

6. 허가사항 기재에 포함되는 약물 유전정보 

 

기 내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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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Discussion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약물유전체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첫 연구로서, 수용개작 방법론과 갭 분석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총론과 각론에서 총 세 가지의 개선항목을 도출하였다. 해당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 국내 지침에는 연구 디자인 방법, 비임상 

단계 및 임상 3상 단계에서의 약물유전체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항목을 반영한 

개선(안)은 외부 검토를 통해 최종 도출 되었다.   

약물유전체학은 DNA 및 RNA의 수준에서 약물에 대한 개인별 

약동학 및 약리학적 반응의 차이 등 약물에 대한 모든 반응과 

유전체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54) 약물유전체학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신약 개발의 

보다 효율적인 임상시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약개발 성공률을 

향상시키며 부작용의 위험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약물개발비용을 

낮출 수 있다.(17) 그러므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여러 선진 

외국에서 약물유전체의 활용을 장려하는 한편, 규제의사결정에 

이용하기 위한 관련 지침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1, 23)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2015년부터 

약물유전체 지침을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약물개발, 

데이터 제출, 동반진단기기의 분야에서 총 6개의 지침이 발간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약물개발 단계에서 약물유전체의 사용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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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을 때 오직 초기임상(임상 1상, 2상)만을 포함하였기에 

약물개발 전 단계(비임상~임상3상)를 포함하는 FDA, EMA 지침에 

비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부족하였다. 이에 기존 ‘임상 

약물유전체학; 초기 임상시험에서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누락된 점을 보완하여 제약사가 의약품 개발 전 

단계에서 유전정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기존 지침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용하고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간한 

개발 방법의 결정을 위한 toolkit을 참고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용개작 방법론을 바탕으로 개선(안) 작성 연구를 

진행하였다.(34, 41) 대부분의 진행 단계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지침과 더불어 및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한 한국형 

진료지침 수용개발 방법의 이해와 활용을 따랐으나, 지침의 검토 

단계에서는 gap-analysis matrix를 적용하여 초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부분 수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4, 41) 

구조화된 질문을 만들기 위해 지침을 사용하는 대상 

집단(population)과 약물유전체의 이용단계(phase) 그리고 

결과(outcome)를 고려하여 질문을 작성하였고, 첫 번째 질문은 

비임상시험에서의 약물유전체학의 이용, 두 번째 질문은 

임상시험단계에서의 약물유전체학의 이용에 관한 것으로 두 가지 

질문을 도출하여 각 질문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6개 의약품 규제기관(국제조화기구ICH, 미국 FDA,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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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 캐나다 HC, 호주 TGA, 일본 PMDA)에서 발간된 모든 

약물유전체 관련 지침을 검색한 결과, 48개의 지침이 도출되었다. 

48개의 지침에 대하여 중복 제거 및 제외 기준을 거쳐 질문 1에 

대해서는 2개의 지침, 질문 2에 대해서는 5개의 지침을 최종적으로 

선별하였다. 

각각의 지침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고,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gap-analysis matrix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질문 1에 대한 개선방안은 비임상단계에서의 

약물유전체 이용방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임상시험에 진입하기 전, 약물의 약동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소 및 수용체의 다형성을 in vitro/in vivo 

실험을 통해 파악하여 부작용 발생률을 줄이거나 약물 타겟 혹은 

작용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반응군(responder)을 미리 식별하는데 

약물유전체가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55, 56),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ADAPTE의 

수용성/적용성 평가 toolkit에 따라 국내 상황에 가장 알맞다는 

결론이 도출된 EMA(2012) 지침을 반영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질문 2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는 

임상시험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국내 지침에 부재하였기에 이에 

대한 추가가 필요하였다. 약물 개발 단계에서 사용되는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약물 유전체 시험 방법 및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약물 개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약물유전체를 

이용한 임상시험 디자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21) 이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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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황에 대한 수용성 및 적용성이 높은 EMA(2010) 지침을 

반영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두 번째 개선항목은 임상 3상에 대한 

내용으로써, 초기임상에서 도출된 결과 및 유전적 다양성에 따라 

투여 용량 기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3상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기존 연구의 결론 하에(57) 마찬가지로 국내 수용성 및 적용성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 EMA(2012) 지침을 수용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작성한 초안에 대해 1차 외부 그룹 자문 및 2차 1:1 심층 자문을 

거쳐 최종합의가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국내 약물유전체 

지침을 보완한 최종 개선(안)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으로는, 기존 국내에서 발간된 타 

약물유전체 지침과 용어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본 

지침 내에서는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타 지침에서는 다르게 

기술된 용어들이 존재하므로(예: 지침에 따라 biomarker를 

생체지표 혹은 바이오마커로 번역) 향후 지침 간 용어 통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ICH, FDA, EMA, HC, TGA에서 발간한 약물유전체 

관련 지침에 대한 gap-analysis를 위한 matrix의 작성 및 

수용개작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 약물유전체 지침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한 첫 번째 연구이다. 기존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gap-analysis matrix의 작성과 더불어 수용개작 방법론을 이용하여 

기존 지침을 평가함으로써, 체계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개선점을 

도출했으며 수용성/적용성 평가와 외부 자문을 통해 국내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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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최종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안)을 이용하여 제약사의 보다 

적극적인 약물유전체 활용 약물 개발을 장려하며, 이를 통한 개발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규제당국의 약물유전체를 

이용한 시험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우고, 적용 제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규제당국 간 약물유전체 지침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존 “임상 약물유전체학 ; 초기 임상시험에서 

활용 및 허가사항 기재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데이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은 지침의 

총론에서 약물유전체를 이용한 약물개발전략(디자인) 방법, 

각론에서 비임상시험, 임상3상 단계에서 약물유전체 시험의 적용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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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ogenomics enables predicting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rug development- the efficacy and safety of drugs. 

This will shorten the time it takes to develop the drug, reduce 

the adverse side effects that can occur in clinical trials, and help 

to lower existing development cost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made the analysis of genomes 

more accessible, making it easier to apply the 

pharmacogenomics at the development stage. 

In accordance with this trend,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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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FDA and European EMA are encouraging to integrate drug 

genomic information into the drug development stage. They are 

making efforts to issue relevant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ulatory decision-making process for each drug 

regulatory authority as well. 

In Korea, the guidelines for the use of pharmacogenomics 

began to be published in 2015. By 2018,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MFDS) issued six guidelines that are related 

to drug development (genomic sampling, non-clinical and 

clinical trials), data submissions, and companion diagnostic 

devices. However, when the guidelines for the use of 

pharmacogenomics in the drug development were produced in 

2015, only phase 1 and phase 2 of a clinical trial were included. 

Therefore, compared with that of FDA and EMA, the content of 

the proposal was insufficient. Thus,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plan was designed to supplement the existing 

guidelines, “Clinical Pharmacogenomics: Premarket Evaluation 

in Early-Phase Clinical Studies and Recommendations for 

Labeling.” 

In order to make use of systematic methods to derive 

improvements from the guideline, we conducted research based 

on the “Adaptation methodology.” The adaptive methodology 

is an approach to select and use the most appropriate guidelines 

for the domestic situation based on developed and high-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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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Most of the steps of the adaptation methodology 

were formed from the guidelines issued by the Korea Health 

and Medical Research Institute and the guidelines issued by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the review phase of the guideline, a matrix for gap analysis 

was designed and the improvement items were chosen by 

objective and structural methods. The final improvements were 

acquired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by comparing 

international pharmacogenomics guidelines to Korea’s using 

matrix. In addition, the evaluation of 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domestic reflection. Based on the suggestions that have been 

derived, the most appropriate guidance has been selected and 

drafted. The draft was undergone to two external reviews. The 

first external review consisted of nine academics or industry 

experts with more than five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of 

pharmacogenomics with the aim of advising on drafts. The initial 

information was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and the 

appropriateness of selected guidelines for the draft, of the 

structure of the table of contents, of the contents, a possibility 

of domestic reflection, and revision of specific contents were 

consulted. When it was judged to be inappropriate or no 

agreement was reached, the second external review was 

conducted by the same group after the amendment wa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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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external review was led in 1: 1 (email request). 

The final improvement proposal was suggested by reflecting 

the final agree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derived based on two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that Korea pharmaceutical companies 

should consider when conducting non-clinical trials using 

pharmacogenomics for IND approval, and the second question 

is that when Korea pharmaceutical companies should consider 

when conducting clinical trials using pharmacogenomics for 

NDA approval. For each question, guidelines were selected for 

each of the two (FDA's Pharmacogenomic data submissions, 

EMA's Guideline on the Use of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s) and 5 (FDA's Pharmacogenomic Data 

Submissions, Adaptive design clinical trials for drugs and 

biologics and EMA’s Reflection paper on methodological issues 

with pharmacogenomic biomarkers in relation to clinical 

development and patient selection and Guideline on the use of 

pharmacogenetic methodologies in the pharmacokinetic 

evaluation of medicinal product). Based on these guidelines, a 

matrix was created and evaluated for acceptability and 

applicability. The followings are improvements to each question. 

First, the question of the use of pharmacogenomics in non-

clinical studies has been elicited in the addition of information 

on the use of pharmacogenomics data in the non-clinical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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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the questions about the use of pharmacogenomics in 

clinical trials were added to the summary of the clinical trial 

design, and the details of phase 3 clinical trials were added. 

Based on the improvements, the draft was drafted and the first 

and second external reviews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in 

the first external group consultation, it was agreed that the 

selection of the guidelines, the structure of the table of contents, 

the contents, and the possibility of domestic reflection were all 

appropriate. However, no consensus was reached on the 

specific contents. Therefore, the second consultation was 

conducted and the final improvement proposal was presented. 

As the agreement on all revised matters was derived, the final 

improvement (draft) was reflected. 

This study is first to derive an improvement for the 

pharmacogenomics related guidance in Korea using a gap-

analysis matrix and the adaptation methodology. It is meaningful 

that the proposed improvement contributed to the management 

of pharmacogenomics in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ppl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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