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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가. COVID-19 발생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펜데믹은 국제사회 보건 및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옴1)

⚫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RNA 바이러스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호흡기
질환 감염 사례가 증폭하면서 전 세계 관심이 높아짐2)

- 처음에는 원인 미상의 폐렴 합병증으로 보고되었으나, 중국 우한 병원에 입원한 3명의 환자에서 나온 샘플
확인 후, 중국 질병 본부에서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 2019-nCOV 바이러스 발병을 보고3)

⚫ 이후 폭발적인 전염속도로 퍼졌으며,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전 세계 긴급위험상태(Global Emergency) 선언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를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로 명명

⚫ 코로나바이러스의

게놈(genome) 분석 결과,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며 인간이나 동물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로 밝혀짐4)

- 박쥐에서
⚫ 임상적

추출한 코로나 바이러스 게놈과 88% 일치한다고 발표5)

증상으로는 전혀 증세가 없는 경우가 있고, 감염자에 따라 가벼운 증세부터 심각한 호흡기

질환 및 불편함, 고열, 기침 등 독감과 같은 증세로 알려짐6)

⚫ 잠복기는 1~14일로 알려져 있으며, 평균 5~6일지만 증세가 없는 감염자도 전염성이 높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고 보고됨7)

- 증상이 사라진 후 진단 테스트로 두 번 음성 결과를 확인 받은 이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케이스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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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염 현황
COVID-19는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 갔으며, 특히,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백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국가가 19개국이 넘음

⚫ 전 세계 220개국에서 COVID-19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전 세계 2억 이상의 확진자와 470만
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2021.09.13.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자료: Worldometer-Coronavirus Worldwide Graphs (2021.09.13. 기준)

글로벌 보건 위기를 타개를 위해, 전 세계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완치 가능한
치료제는 없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좋은 방지책으로 알려져 있음8)

⚫ 더불어 정확한 진단법,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과 COVID-19에 대한 백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본보고서는 현재 백신 기술 동향과 개발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먼저

다양한 COVID-19 백신의 효과와 위험성(risk)에 대해 살펴봄

-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백신 기술: COVID-19 바이러스, 죽은 바이러스, 약해진 바이러스, 바이러스의
일부 단백질, 유전자 물질인 RNA 혹은 DNA, 바이러스 벡터 사용 등

⚫ 백신 개발과 더불어 백신 보관, 전달 방법, 안전도, 효과 지속 기간과 같은 많은 질문과 의문이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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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종류

백신 개발 현황
2021년 9월 22일 기준, 105개의 백신이 임상시험 테스트 중이며, 35개는 최종 테스트 단계, 75개
이상의 백신이 전임상 동물연구로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음

전임상 테스트

Ÿ 백신 세포 테스트 후 쥐, 원숭이와 같은 동물에게 투여하여 면역 반응 생성 여부 확인

1단계 안전 시험

Ÿ 안전성 및 용량을 테스트하고, 면역체계 자극 여부 확인을 위해 소수 지원자 백신 제공

2단계 확장 실험

Ÿ 집단에 따른 결과 확인을 위해 어린이/노인과 같은 그룹 단위 수백 명 지원자 백신 제공
Ÿ 이 단계에서는 백신 안전성을 추가로 테스트 함
Ÿ 수천 명의 지원자들에게 백신 투여 후, 비교집단(위약) 비교하여 감염자 수 확인

3단계 효능 시험

Ÿ 이 단계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효능률이라고 함
Ÿ 3단계 시험은 비교적 드물지만, 부작용 확인이 가능할 만큼의 충분한 큰 규모임

조기 또는
제한적 승인
승인

Ÿ 국가에서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예비 증거를 기반으로 긴급승인을 허가하는 단계
Ÿ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상세한 3단계 데이터 공개 전 백신 투여 시작
Ÿ 전문가들은 명확한 결과에 앞선 백신 투여 결정에 대해 위험성 경고
Ÿ 규제 기관의 백신 제조 및 전체 임상시험 결과와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 결정
Ÿ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시험 단계를 결합하는 것

단계 결합

Ÿ 예를 들어, 일부 백신은 현재 1, 2처 임상시험아 동시 진행 중
Ÿ 본 백신개발 추적 시스템은 이러한 백신을 1단계와 2단계 모두에 포함하였음

중단 또는 폐기

Ÿ 자원자에게서 심각한 부작용 증상이 관찰되면 테스트 일시 중지
Ÿ 원인 조사 후 재개되거나 혹은 백신 개발 중단
자료: New York Times Coronavirus Vaccine Tracker

⚫ 1차

임상실험의 목적은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고, 2차

실험은 1차의 실험보다 큰 규모의 몇 백 명의 지원자들로 부터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며, 3차
실험은 적어도 몇 천 명을 상대로 안정성과 효과를 평가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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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백신 리스트
3차 임상시험 및 실제 사용 중인 COVID-19 주요 백신 리스트
백신

백신 종류

임상실험

제조회사

Comirnaty

전령 RNA

Approved

화이자 바이오앤텍

mRNA-1273

전령 RNA

Approved

모더나

AZD1222

Adenovirus vector

Approved

Oxford, Astra Zeneca

COVID-19 백신

비활성 바이러스

Approved

Sinopharm/우한 연구소

CvronaVac

비활성 바이러스

Emergency
use in China

Sinovac

COVID-19 백신

비활성 바이러스

3차

베이징연구소

NVX-CoV2373

재조합 S 단백질

3차

Novavax

Ad26.COV2.S

Adenovirus 26
vectored

3차

Johnson&Johnson
Beth Israel medical Center

Ad5-nCoV

Adenovirus type 5
vectored

limited

Cansino biologics/ Academy of
military medical science

Gam-COVID-Vac

Adenovirus 5 and 26

Approved
in Russia

Gamaleya Research Institute

protein

Approved
in Russia

Vector Institute

비활성 바이러스

Approved
in India

Bharat Biotech

Adenovirus vector

2차

University of Witwatersrand, South
Africa, Janssen Vaccines

2019-nCOV
vaccine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2차

Academy of Military Medical Science,
China

2차

SARs0CoV-2
Vaccine

비활성바이러스

2차

Shenzhen Kangtai biological Products,
Beijing Minhai Biotechnology

임상실험

BNT162a

mRNA

2차/3차

BioNTech, Fosun Pharma, Pfizer

CHO cell based
Vaccine

재조합 RBD 단백질

2차

Anhui Zhifei Longcom Biologic
Pharmacy

CVnCoV

mRNA

2차

CureVac AG

1차/2차

Inovio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3차
임상실험
및
사용 중

Covaxin

INO-48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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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plasmid

Ⅲ

백신 개발 방법

백신 개발 방법에는 바이러스 단백질의 일부(Protein Subunit Candidates), 바이러스 벡터
(Non-replicating Viral Vector Vaccines), 약화된 바이러스(Attenuated), 비활성화된 바이러스
(Inactivated, RNA), 바이러스 RNA 및 DNA 그리고 가성 바이러스 단백질(Virus-like Protein,
VLP)이 있음
백신 개발은 기존 방식과 차세대 백신 방법이 있음

가. 기존 백신 플랫폼
기존 방식은 정식으로 허가 받아 이미 널리 사용되어온 백신 개발 방식으로, 바이러스 혹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사용하는데, 바이러스 베이스 백신을 약화(attenuated) 시키거나 비활성화(inactivated)
시킨 바이러스를 사용

⚫ 1950년대에

개발된 소아마비 백신이 한 예임

약화된(attenuated) 바이러스는, 여러 번의 세포배양을 통해 바이러스의 독성을 없앤 후 만들어짐

⚫ 약화된

바이러스는 경미한 감염만을 유발

⚫ 약화된

바이러스는 스스로 복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음

단백질로 만든 백신은 정제된 바이러스 단백질, 혹은 재조합(recombinant)되었거나, 바이러스 같은
입자(Virus-like Particles, VLP)를 사용10)

⚫ 약성

바이러스 단백질(VLP)은 바이러스 껍질의 구조 단백질을 사용

⚫ 바이러스의

유전적 게놈(Viral Genome)이나 중요한 비구조적인 단백질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비활성 바이러스 백신 및 단백질 베이스 백신은 면역 반응 자극을 위해 추가 접종이 필수적임11)

나. 차세대 백신 플랫폼
차세대 백신은 실제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고, 바이러스 벡터(Vector), 핵산(Nucleotide), 항원 제시세포
(Antigen-presenting Cells)를 사용함12)

⚫ 단백질을

코딩한 핵산서열 통해 세포내에서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면역반응을 유도

❙

5

1

기존 백신 플랫폼

가. 비활성화(Inactivated) 바이러스 백신
비활성화는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
이러한 백신은 여러 개의 항원(Antigen)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면역반응을 유발13)

⚫ 약화된

바이러스를 쓰는 백신과는 달리 반응성이 약하기 때문에 면역반응도 적음

⚫ 따라서

여러 번 백신을 맞아야 하고, 보다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보조제(Adjuvant)를

활용하기도 함

⚫ 장점으로는

백신 개발 공정이 안정되어 있음14)

비활성 바이러스 백신 개발 방식 사용 사례

⚫ 현재 임상실험 3차에 있는, 중국 우한 생물 제품 연구소(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 Ltd.)와 베이징 생물제품연구소(Beijing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 Ltd.)에서
개발한 시노팜(Sinopharm) 백신과, 시노백(Sinovac) 연구소와 부탄탄 연구소에서(Butantan
Institute) 개발한 시노백 백신이 비활성화 방식 사용

⚫ 2차 임상실험 중인 베이징 바이오텍 회사에서 개발한 백신과, 다른 3가지 백신이 3개의 회사에서
임상실험 1차 및 2차 검증 중

- Bharat

Biotech International Limited, Research Institute for Biological Safety Problems, the

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s

⚫이

외에 12개의 백신 후보 물질이 동물실험 중

나. 약화된(Attenuated) 바이러스 백신
또 다른 전통적인 백신 개발 방법 중 하나인 약화 바이러스 백신은 여러 개의 항원을 가지고 있음15)
약화되었지만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쓰는 백신 개발로 비활성 바이러스에 비해서 강한 면역성을 유발

⚫ 백신효과는
- 천연두는

천연두, 홍역, 소아마비 백신에서 증명되었음

성공적으로 완전 소멸되었고, 소아마비는 거의 근절에 가까운 결과를 얻어냄16)

백신 개발방법은 이미 잘 정립되어 있으나, 면역능력이 저하된 사람의 경우 약화되었더라도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이론적으로는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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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코로나 백신 후보는 아직 없으나, 전임상 시험중인 백신은 있음

- 인도의

메멧 알리 아이딘라 대학(Mehmet Ali Aydinlar University, Codagenix), 혈장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 면역 연구소(Indian Immunologicals Ltd. Griffith University)에서 3개의 약화
백신후보가 동물실험 중

다. 소단위(Subunit) 백신
소단위 백신은 주로 강한 면역성을 유발하는 1개 혹은 2~3개정도의 항원을 포함

⚫ 약화

바이러스백신에 비해서 안전하고, 만드는 공정이 어렵지 않음

⚫ 백신

생산 공정에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 백신

생산 공정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음

⚫ 단점으로는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조제(Adjuvant)를 더 투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단위 백신은 면역성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사용하는데, 비활성화된 바이러스백신

보다 안전함
코로나 바이러스 소단위 백신은 항원으로 Spike (S) 단백질 사용

⚫이

S 단백질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잘 보존된 단백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세포를

인식하고 접촉하여 세포내 침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러한

중요한 기능성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타깃이 되고 있음

소단위 백신 중 일부는 S 단백질의 일부분만 항원으로 사용하는 백신도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기 위해서 S 단백질에서 RBD(the Receptor-Binding

Domain)를 이용해서 세포에 접착

- 이러한 방법으로 개발된 2개의 백신이 (Kentucky BioProcessing, Novavax) 현재 임상 3차에 있고, 1개의
백신이 1차, 55개 소단위 단백질들이 동물실험 중에 있음

⚫ 특히,

Novavax에서 만든 백신이 현재까지 가장 안전해 보이고, 예상보다 높은 항체 유발 및

보조주사로 면역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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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성 바이러스입자 백신(Virus-like Particles Vaccines, VLP)
가성 바이러스입자 백신은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바이러스 구조(structure)를 변형 시킨
입자를 사용

⚫ 여러

가지 다른 바이러스에서 구조 단백질을 합성하여 재조합 가성바이러스 입자를 만듬18)

⚫ 이러한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없앴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고 안전함

가성 바이러스입자 중 특별히 관심을 받는 것은 식물로부터 만든 백신임

⚫ 식물로

만든 백신은 주사제 대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백신개발에 아주 유용함19)

⚫ 바이러스 단백질의 유전자를 숙주 식물세포에 박테리아를 사용해서 주입하면, 유전자가 식물세포의
핵 내(內) 게놈(genome) 들어감

⚫ 이러한

유전변환(transformation) 식물세포는 많은 숫자의 가성 바이러스입자를 생성함20)

이 방식을 사용해서 독감 A형 백신과 조류독감 백신이 개발되었음

⚫ 개발된

백신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강한 면역반응을 유발함21)

이 방식으로 2개의 연구소에서(Serum Institute of India, Medicago) 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현재 임상실험 1차 혹은 2차에서 검증되고 있고, 15개의 백신후보가 동물실험 중에 있음

2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가. 바이러스 벡터 백신 (Viral Vector)
벡터 베이스 백신은 유전자 혹은 항원을 숙주의 표적 조직에 전달해주는 살아있는 재조합 바이러스 사용

⚫ 약화된

바이러스는 안전에 필수적이지만, 벡터 베이스 백신은 부작용 관련 위험을 높임

⚫ 바이러스

벡터는 실제 바이러스 감염을 본떠 재조합 바이러스 단백질로 개발한 백신에 비해

더 강한 면역능력을 유발22)
현재 많은 백신이 아데노바이러스나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해서 개발 중임

⚫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과 아스트라 제네카(Astra Zeneca)에서 만든

백신이 여러 나라에서 승인을 받아 접종되고 있음

⚫ 3개의

기관에서 얀센 백신예방기관(Janssen Vaccines&Prevention B.V.), 칸시노(CanSino

Biologics Inc.), 가말리아 연구소(Gamaleya Research Institute of Epidemiology a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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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iology)에서 만든 백신이 임상실험 3차에 있거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음

⚫ 중국 바이오텍 연구소(Institute of Biotechnology)에서 개발한 후보백신이 임상실험 2차 중이며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3개의 후보 백신은 현재 임상 1차 시험 중

- Vaxart,

ImmunityBio, Inc. ReiThera Srl)

다른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해서 만든 백신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임

⚫ 19개

백신 후보가 동물실험 중이며, 17개의 다른 바이러스를 사용한 백신 후보가 있음

-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해서 만든 백신이 이 현재 임상 2차에 있으며, 이스라엘기관에서는 VSV(Vesicular
Stomatitis Virus) 벡터로 만든 백신이 임상실험 2차 단계에 있음

- Merck(Merck

Sharp&Dohme

Corp.)에서는

VSV

벡터를,

독일

햄버그-에펜도르프

회사

(Universitätsklinikum Hamburg-Eppendorf)에서는 변형된 백신 바이러스니아 벡터 (Modified Vaccinia
Virus Ankara)를 사용

- 중국

북경 완태 생물제약(Beijing Wantai Biological Pharmacy)은 독감 바이러스 벡터 사용

-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Institut Pasteur)에서는 홍역 바이러스 벡터 사용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스트라 제네카에서 개발한 백신, ChAdOx1 nCoV-19는 예비 리포트에서 안전성과
백신 부작용이 없다고 발표

⚫ 면역 반응이 접종 후 14일에 최고조에 이르렀고, 백신 접종받은 사람의 9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확인되었음23)
중국 칸시노 회사에서 만든 다른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임상실험 결과에 의하면, 항체는
접종 후 14일 부터 확인되며 28일에 이르러 최고조에 이름

⚫ 1차

접종 후, RBD 항체가 모든 접종받은 사람에게서 4배 증가

- 주사 부위 통증,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나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음24)
⚫ 임상

2차에서는 두 번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의미 있는 항체반응이 보고되었음

- 10%의

접종자에게서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나,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음25)

러시아에서 임상실험 중인 Gam-COVID-Vac 백신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보고됨

⚫ 알려진

부작용은 미약한 정도이고, 대부분 주사 부위 통증, 열, 두통, 무력증, 근육통, 그리고

관절 통증으로 알려져 있음

⚫ 접종

21일 후 모든 접종에게서 코로나 바이로스 단백질 항체가 나타남

- 접종

28일 후, T-세포 면역반응도(T-helper (CD4+), T-killer (CD8+))가 모든 지원자에게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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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령 RNA 백신 (mRNA)
전령 RNA 백신은 보조제와 같이 접종 시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남

⚫ 또한,

개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빠른 제조공정 시간과 공정 단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26)

⚫ 항체

생성과 면역세포 반응을 유발함27)

⚫ 어떤

전령 RNA 백신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 입자(Lipid Nanoparticles, LNPs)를

사용하기도 함28)
모더나와 화이자-바이오텍에서 개발한 mRNA 백신이 승인을 받고 수백만 명이 접종을 하고 있음

⚫ 2개의

또 다른 백신이 현재 영국(Imperial College London), 중국(Yunnan Walvax

Biotechnology Co., Ltd,)에서 임상 2차 단계에 있음

⚫ 현재

19개의 mRNA 백신이 동물 실험 중

모더나에서 만든 mRNA-1273 백신은 지방 입자로 둘려 싸인 mRNA로 되어있음

⚫ 영장류
⚫ 1차

동물실험에서 아주 강한 항체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29)

임상실험에서는 mRNA-1273 백신이 두 번의 접종으로 모든 참가자에게서 면역반응을

유발했다고 알려져 있음

⚫ 부작용으로는 접종 부위 통증, 염증,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이

알려져 있고, 전신 부작용으로는

1차 접종 후에는 경증이지만, 2차 접종 후에 심각하고, 빈도도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짐30)

다. 바이러스 DNA 백신
DNA 백신은 주로 항원 단백질을 코딩하는 플라스미드(Plasmid) DNA를 사용

⚫이

바이러스 DNA는 항원을 만들기 위해 세포의 핵 안으로 들어가야 함31)

⚫ 이런 타입의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필요하지 않고, 동결건조 방법으로 오랫동안 저장 가능32)
현재, 4개의 백신후보가 있음

⚫ 이노비오의

INO-4800(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novio Pharmaceuticals), 카딜라의

nCov vaccine(Cadila Healthcare Ltd.), 앤제스의 AG0301-COVID19(AnGes, Inc.) 그리고
제넥신의 GX-19(Genexine, Inc.)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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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은 모두 임상 1차 혹은 2차 실험중이며, 13개의 후보가 동물 실험 중

Ⅳ

미국 백신 개발 동향

일반적으로 새로 개발된 백신을 임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20년 정도의 연구 기간과
시험 기간이 필요

⚫ 하지만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인해 더 빠르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해 전 세계 연구진들이 노력하고 있음
2021년 9월 22일 기준, 105개의 백신이 임상시험 테스트 중이며, 35개는 최종 테스트 단계, 75개
이상의 백신이 전임상 동물연구로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음

⚫ 현재

1

8개의 백신이 승인되었고, 13개의 후보가 제한적으로 승인이 되었음

화이자-바이오텍 백신

가. 화이자-바이오텍 (Pfizer-BioNTech) 임상시험 절차
2020년 11월 9일, 뉴욕에 있는 화이저와 독일 바이오텍이 90% 이상 효과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발표

⚫ 발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승리를 향한 첫 걸음이었으며, 한 달 후 2020년 12월 11일

FDA에서 처음으로 긴급승인 허가를 받음

- BioNTech

연구진들은 초기에 Tozinameran이었으나 지금은 Comirnaty라는 이름을 사용

mRNA를 사용하는 이 백신은 코로나 단백질의 일부인 S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코드를 사용

⚫이

Comirnaty 백신이 몸에 주입되면, 접종자의 세포에서 S 단백질을 만들어서 몸에 내보내게

되는데, 이 단백질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발함
독일 BioNTech 회사는 2020년 3월부터 화이저와 파트너십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5월 2가지의
mRNA 백신에 대한 1/2차 임상실험에 들어감

⚫ 1차

실험에서, BNT162b2로 알려진 백신 접종 지원자들의 부작용이 덜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고 또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T세포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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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 27일, 화이자와 BioNTech은 미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독일에서 3만 명의 지원자를
통해 임상 3차 실험 시작을 발표

⚫ 2020년

9월 12일에는 미국에서만 44,000명의 지원자로 실험 범위를 넓힘

화이자의 CEO인 Albert Bourla박사는 빠르면 2020년 10월정도 임상실험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했고,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 소식을 듣고, 대통령 선거일 전에 백신이 나올 것 이라고 선전을 해왔음

⚫ 하지만,

10월 27일 Bourla 박사는 지원자 중 충분한 숫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백신이 효과적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발표

⚫ 11월 8일, 화이저와 바이오앤텍은 첫

94명의 환자를 베이스로 한 예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 결과는 심각한 부작용 없는 90% 이상 예방효과를 보고함
2020년 12월 8일, FDA는 임상실험을 화이자와 따로 분석한 후 Comirnaty 백신이 95% 효과가
있음을 발표

⚫ 1차

접종 후 2주 이내에, 접종 지원자는 코로나로부터 보호받기 시작했고, 2차 접종 후 3주

부터 면역능력이 증진되었음

⚫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인종별 효과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는데, 흑인, 라티노, 백인 간 예방 효과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

- 또한

비만, 당뇨환자에게도 차이점이 없었다고 발표

-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65세 이하 지원자들과 거의 같은 효과를 보임

⚫ 심각한

부작용은 없지만, 피로, 발열, 근육통 등 경미한 부작용이 보고되었음

나. 화이자-바이오텍 백신 승인 현황
2020년 11월 20일 FDA에서 긴급사용 승인을 내렸고, 다음 달 12월 2일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영국에서 화이자-바이오텍의 백신을 긴급 승인

⚫ 12월 8일에 81세의 노인의 첫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12월 9일 캐나다, 12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
12월 11일에는 멕시코 국가들의 승인이 잇따름

⚫ 미국에서도

12월 13일, 미시건 주(州) 칼라마주시에 있는 화이자 생산 공장에서 처음으로 백신

배달을 시작하며 12월 14일부터 백신 접종 시작

- 화이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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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텍은 승인 받은 첫 주에 Comirnaty 290만 회 분량을 미국에 배달

⚫전

세계적으로 점차 Comirnaty에 대한 긴급승인 시작

-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쿠웨이트, 멕시코, 파나마, 싱가포르 등

- 유럽연합은

12월 21일 승인하고, 바레인,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스위스가 정식으로 승인

⚫ 2021년 12월 31일에는 국제보건기구(WHO)에서 전 세계적 빠른 승인을 위해 긴급사용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였음
<그림 1> 화이자 백신 승인 상황 (2021.09 기준)

자료: New York Times Coronavirus Vaccine Tracker

다. 화이자-바이오텍 백신 공급
Comirnaty의 전 세계 분배가 지난여름부터 시작된 많은 국가들과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

⚫ 2020년
⚫ 전(前)

7월 22일, 화이자-바이오텍은 유럽연합에 3억 회분, 일본에 1억 2천만 회분 공급

트럼프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22일 1억 회 분량을 12월까지 공급하는 조건으로 19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 만일
⚫ 또한

FDA가 승인한다면, 5억 회 분을 더 공급받을 수 있는 옵션사항도 포함

2021년 7월까지 미국 정부와 총 10억 회분 계약

- 절반은
⚫ 2021년

자국 배포용, 절반은 다른 국가 기부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짐

4월, 유럽 연합은 18억 회분의 백신 거래를 협상했으며, 이는 백신 출시 초기에 겪었던

막대한 부족현상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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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Pfizer-BioNTech는 Comirnaty 생산 공장을 확장

⚫ 최근 화이자 최고 과학책임자인 필 도미처(Phil Dormitzer)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앤텍이 2021년 30억 회, 2022년 40억 회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힘
Comirnaty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초기 –94°F(–70°C)에서 냉동 보관 요건 했기 때문에
배포가 어려운 백신이었음

⚫ 2021년 2월

19일, Pfizer-BioNTech는 백신을 –25°C~-15°C(-13°F에서 5°F)에서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발표

라.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 부스터
2021년 1월, 항체를 회피할 수 있는 빠르게 확산되는 변이체 출현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

⚫ 2021년

5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Comirnaty는 일부 변종에 대해 다소 덜 효과적이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백신 기능을 제공

- 영국

연구에 따르면, Comirnaty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변종 Delta 바이러스에 대해 88%의 효과를

보였으며, Delta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효과는 96%

Pfizer-BioNTech는 Beta 및 Delta 변종에 대한 실험적 부스터 개발

⚫ 2021년
- 실제로
⚫ 1월

4월, CEO인 Dr. Bourla는 2회 접종 후, 1년 이내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발표
여름 동안 Comirnaty의 감염 효과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

대량 백신 접종을 조기에 시작한 이스라엘의 연구원들은 백신이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입원 예방에 덜 효과적임을 관찰

⚫ Delta

변종이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사례의 급증에 따라 부스터로 Comirnaty의 세 번째 접종을

제공하기 시작
다른 국가들도 부스터 샷 접종 시작

⚫ FDA는

2021년 8월 13일 특정 면역 저하 성인에 대한 Comirnaty의 3차 접종을 포함한 긴급

승인 확대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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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자문 위원회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Comirnaty 부스터 승인

마. 화이자-바이오텍 백신 원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시 같은 S 단백질이 표면에 있는데, 인간세포에 침투 할 때 사용됨 (그림 2)

⚫ 이S

단백질이 감염시킬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백신 개발은 S 단백질을 표적으로 함

⚫ 화이자

백신은 S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코드 mRNA를 사용

mRNA는 안정적이지 않고 잘 분해되기 때문에 지방(Lipid) 나노입자로 만든 지방성 거품으로 포장
(그림 3)

⚫ 이러한

RNA 취약성 때문에 상온에서는 백신이 빠른 시간 내에 분해되어버림

- 영하 70도 이하에서 보관 및 배달될 수 있도록 드라이아이스와 온도감지기 그리고 위치장치(GPS)가 장착된
특수 제작된 용기를 사용함
<그림 2> 코로나 바이러스

<그림 3> mRNA를 포함한 나노입자

접종 후 백신입자들이 세포에 결합해서 mRNA를 세포 안에 넣으면, 세포는 mRNA의 코드에 따라
S 단백질을 만들어내고(그림 4), 백신의 mRNA는 S단백질을 만든 후 세포내에서 파괴됨

⚫ 만들어진
⚫ 이러한

S 단백질은 세포의 표면에서 Spike를 만들고, 또 어떤 세포는 일부만 만들기도 함

S 단백질이 면역세포에 의해서 인식됨 (그림 5)

<그림 4> 나노입자 세포 진입

<그림 5> 세포의 인식

<그림 6> B 세포 항체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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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들어간 세포가 분해될 때, 많은 세포 조각들이 S 단백질을 포함해서 나옴

⚫이

조각 단백질들이 항원제시 세포에(Antigen-presenting Cell) 에 흡수

⚫이

세포는 S 단백질조각들을 세포 표면에 만드는데, 다른 종류의 도우미 면역세포(Helper T

cell)가 이조각 단백질을 인식하면서 다른 면역세포를 도와 코로나 감염과 싸움

⚫ 이때,

다른 B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Helper T 세포에 의하여 활성화되면, 세포증식을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S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만들어 냄 (그림 6)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S 단백질과 단단히 결합하여 바이러스를 파괴시키고, S 단백질이 다른 세포에
붙는 것을 막으며 감염을 중지시킴
항원제시 세포(Antigen-presenting cells)는 또 다른 타입의 면역세포 살인 T 세포(Killer T cell)
라고 불리는 세포를 S 단백질을 세포 표면에 만들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파괴함
자료: Jonathan Corumand Carl Zimmer Updated Jan.21,2021

2

모더나 (Moderna) 백신

가. 모더나 백신 임상시험 및 승인 절차
2020년 12월 8일, 보스턴 베이스의 모더나와 미(美)국립보건국(NIH)에서 개발한 백신 mRNA-1273에
대하여 FDA가 긴급사용 승인을 내림

⚫ 화이자-바이오텍
⚫ 캐나다는

백신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백신 긴급 승인임

12월 23일, 이스라엘은 1월 4일, 유럽 의학회에서 1월 6일에 각각 승인

화이자-바이오텍처럼 모더나 역시 mRNA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

⚫ 지금까지는

어떠한 백신 개발도 성공하지 못했으나,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성공
2020년 4월 16일 미 정부는 코로나 백신 연구개발을 위해서 모더나에 약 5억 달러 투자

⚫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과의 공동연구로, 영장류실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었고, 2020년 3월부터 임상실험 시작

- 7월

27부터 미국에서 3만 명의 지원자 3차 임상실험을 시작하였으며, 지원자의 25%는 65세 이상

노인이었음

16

❙

<그림 7> 모더나 백신 승인 현황 (2021.09 기준)

자료: New York Times Coronavirus Vaccine Tracker

⚫ 1월16일

1차 예비 데이터 발표하고, 11월 30일 전체 데이터 발표

- 196명의
- 나머지
- 같은

COVID-19 확진자 중 185명은 위약(placebo)을 접종 받은 지원자

11명의 확진자는 백신 투여 그룹에서 나왔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음

날 FDA의 긴급사용 승인

⚫ 모더나

백신 연구진은 백신의 예방효과가 처음 개발 시작할 때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높은

94.1%라고 추정된다고 보고

- 효과

지속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더나 접종 후 3개월 후에도 COVID-19에 강한 면역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됨

2020년 12월 2일 모더나는 12살~18살까지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임상실험 등록

⚫ 12월

18일, FDA 승인을 받고 12월 21일 부터 백신 접종 시작

나. 모더나 백신 공급
모더나는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국가와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

⚫ 2020년
- 같은

8월 11일, 미(美)정부는 모더나 백신 1억 회분 공급 조건으로 15억 달러 계약 체결

해 12월에는 또 다시 추가 1억 회분 공급에 대해서 계약

- 2021년

1월 26일 모더나는 미국에 3,000만 회분 추가 공급

⚫ 2020년 11월 25일 유럽연합에 4억 6천만 회분 공급을 계약했고, 캐나다, 일본, 카타르, 한국과도
비슷한 공급계약을 체결함
모더나는 2021년 8억~10억 회 분량 생산, 2022년 30억 분량 생산 계획 발표
자료: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ature; Florian Krammer,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

❙

17

다. 모더나 백신 부스터
백신에 대한 변종 테스트는 백신이 Beta 및 Delta와 변이체 역시 강력한 백신 기능을 제공함을 보여줌
2021년 3월, 모더나는 베타 변이체 대비 특별히 제작된 새로운 mRNA 백신의 1차 임상시험 시작

⚫ 모더나
⚫ 원래

백신의 변이체 부스터 주사는 인간과 생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임

백신의 세 번째 용량을 부스터로 사용하는 시험을 진행

- 장기 이식을 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세 번째 모더나 주사를 시도한 결과에 따르면, 부스터가 면역 반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해당 인구집단에 부스터 투여 승인

- 건강한

지원자 대상 시험 실시 결과, 부스터가 모든 주요 변이체에 대한 항체 생산을 증가시킴을 확인

모더나는 9월 2일 부스터샷 시험 초기 데이터를 FDA에 보냈다고 발표

⚫ 2021년

8월 2일 독일은 9월부터 화이저와 모더나 부스터샷을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

라. 모더나 백신 원리
화이자 백신과 같이 모더나 백신도 바이러스의 S 단백질을 위한 유전 코드를 사용

⚫ mRNA는

안정적이지 않고 잘 분해되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같이 모더나 백신 역시 mRNA를

지방나노입자로 만든 지방성 거품으로 포장 (그림 8)
<그림 8>
모더나 mRNA 지방 나노입자

<그림 9>
항체로 바이러스 공격

<그림 10>
Killer 세포의 바이러스 공격

접종 후 백신 입자들이 세포에 결합해서 mRNA를 세포 안에 넣으면, 세포는 mRNA의 코드에 따라
S 단백질 생성하고, 백신의 mRNA는 S 단백질 생성 후 세포내에서 파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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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 이러한

S 단백질은 세포의 표면에서 Spike를 만들고, 또 어떤 세포는 일부만 만들기도 함

S 단백질이 면역세포에 의해서 인식됨

바이러스 백신이 들어간 세포가 분해될 때, 많은 세포 조각들이 S 단백질을 포함해서 나옴

⚫ 조각

단백질들이 항원 제시 세포에(Antigen-presenting Cell)에 흡수

⚫ 세포는

S 단백질 조각들을 세포 표면에 만드는데, 다른 종류의 도우미 면역 세포(helper T

cell)가 이조각 단백질을 인식하면서 다른 면역세포를 도와 코로나 감염과 싸우게 됨
이때, 다른 B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Helper T 세포에 의해 활성화 되면, 세포증식을 시작하면서
S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 냄

⚫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S 단백질과 단단히 결합하여 바이러스를 파괴시키며 (그림 9), S 단백질이
다른 세포에 붙은 것을 막으며 감염을 중지시킴 (그림 10)

3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 옥스퍼드-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개발 과정
2020년 1월,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연구 시작

⚫ 옥스퍼드 대학교와 영국과 스웨덴 회사인

아스트라 제네카(AstraZeneca)는 공동으로 ChAdOx1

nCoV-19 혹은 AZD1222라고 불리는 코로나 백신 개발
2020년 3월, 옥스퍼드 연구진들은 임상실험을 위해 지원자를 모집 시작

⚫ 4월

23일, 영구에서 임상실험 1차/2차 시작

⚫ 5월

28일, 2차/3차 임상실험 시작

⚫ 12월

8일. 임상 3차 결과를 과학지에 발표

⚫ 임상실험에서

백신은 COVID-19에 대한 면역을 보였지만 질문이 아직 남아있음

팬데믹 시작 후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들은 영장류를 감염시키는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를 유전공학
적으로 변형시킨 백신 개발

⚫ 백신을

접종받은 영장류는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관찰

⚫ 4월에는

임상 1차 2차에 들어갔고 접종자에게서 항체와 다른 면역반응은 관찰되었으나,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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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신은 영국과 인도에서 임상 2차 3차에 들어갔고, 이후 아스트라 제네카는 6월에는 브라질,

남아프리카, 8월에는 미국에서 40,000명이 참가하는 3차 임상실험 진행
2020년 9월 6일, 영국에서 지원자 중 한사람이 접종 후 횡단척수염(Transverse Myelitis)이라는
염증이 생겨서 아스트라 제네카는 백신 임상실험을 중단했다가 1주일 내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다시 임상실험 시작

⚫ 10월

21일에는, 브라질에서 임상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COVID-19로 사망했다고 전했으나,

임상시험은 중단되지 않음

⚫ 10월

23일, FDA는 미국 내 임상실험 재개 승인
<그림 11> 모더나 백신 승인 현황 (2021.09 기준)

자료: New York Times Coronavirus Vaccine Tracker

2020년 11월 19일, 연구자들은 영국에서 임상 3차 결과를 발표

⚫ 발표에서

지원자 나이에 따른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집중

- 18-55세, 56-69세, 그리고 70세 이상,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결과를 관찰하여 어느 그룹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음을 확인

- 고무적인

결과는 나이가 많은 그룹의 항체 형성이 젊은 지원자와의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

⚫ 2020년 11월 23일, 아스트라 제네카와 옥스퍼드에서 영국과 브라질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를
토대로 백신 효과 발표

-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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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들은 2번의 접종을 받았고, 몇몇 케이스는 한 번의 접종을 받음

- 의외의 결과는 한 번만 접종 받은 지원자가 90%의 효과를 보였고, 2번 받은 지원자에게는 62%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

- 결과는 한번만 접종받은 지원자가 실제 감염과 비슷한 효과를 더 잘 나타내고, 그래서 더 강한 면역반응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추측했음

- 하지만, 처음 발표이후에 백신의 투여 양이 잘못 계산된 것 이라고 알려지고, 55세 이하 그룹에서만 결과가
발표가 되어 분석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됨

여러 의문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아르헨티나에서는 12월 30일에 긴급승인 발표

⚫ 2021년

1월 3일 인도 혈청연구소(the Serum Institute of India)에서는 Covishield라는

이름으로 승인을 받음

⚫ 1월

4일에는 멕시코에서 승인

이러한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 12월 11일 아스트라 제네카에서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서 Sputnik
V 백신을 개발한 러시아 그룹과 공동연구를 발표

⚫두

연구팀은 자신들의 백신을 합쳐서 접종하여 따로 접종하는 것 보다 강한 백신 효과를 기대

⚫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 조합은 참가자의 85%에서 항체가 최소 4배 증가

⚫ 2021년

9월 Imperial College London은 흡입형 백신 시험 시작

나. 옥스퍼드-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공급
2020년 5월부터 아스트라 제네카는 여러 정부와 안전한 백신 공급을 위한 계약을 맺음

⚫ 5월

21일 미국은 3억 회분의 공급받기로 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위해 12억 달러 지원 계약

⚫ 8월에는

임상실험에서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에 4억 회분의 공급 계약

⚫ 백신공급을
⚫ 아스트라

위한 국제 공동기구 COVAX는 1억 7천만 회분의 백신 확보

제네카는 1년 백신 제조 능력을 20억 회 분이라고 발표

아스트라 제네카는 2020년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수십억 용량의 Vaxzevria를 생산하기 위해
여러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

⚫ 그러나

2021년 1월, 유럽연합에 공급할 백신 공급량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

- 인도

폭발 사건으로 인해 공장에서 백신 수출을 차단한 3월에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4월 26일 회사를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

❙

21

- 법원은 6월 18일에 아스트라제네카에 Vaxzevria의 추가 투여량 5000만 회를 제공하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유럽 위원회가 요구한 9000만 회보다 훨씬 적은 양임

- 아스트라

제네카는 7월 26일에 수정된 기한을 준수

- 9월 아스트라 제네카와 유럽위원회는 분쟁을 해결했으며, 회사가 2022년 3월까지 2억 회분을 공급하기로
합의

2021년 봄, 다른 국가들이 치명적인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도에서 Covishield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미국이 보류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받음

⚫ 4월

25일 바이든 행정부는 금지령을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

- 이후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급하기로 약속

- 그러나

볼티모어에서 백신 생산 시설에 대한 우려로 백신은 아직 출시되지 않음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규모 실험에서 백신이 베타 변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 2021년 2월

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100만 회분 출시 계획을 중단하고

존슨 앤 존슨 백신으로 전환
2021년 3월, COVAX는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 백신을 제공하기 시작

⚫ 그러나

제조 병목 현상으로 인해 파이프라인이 느려짐

자료: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ature; Lynda Coughlan,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Medicine

다. 옥스퍼드-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부스터
영국 연구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Delta 변이체 감염에 대해 67%의 효과를 제공

⚫ 캐나다

연구에 따르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및 사망에 대해 87%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는 베타 변종에 맞춘 새 버전의 백신을 개발 중이며 비강 스프레이로 전달할
수 있는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음

⚫ 6월

28일, 참가자들은 새로운 2차/3차 시험에서 AZD2816이라는 베타 변이 백신을 투여 받음

지난 6월, 옥스퍼드 연구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세 번째 부스터가 지원자에게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고 보고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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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유럽의 의료 규제 기관은 Vaxzevria를 투여 받은 젊은 사람들의 혈전 사례에

대해 우려

⚫ 유럽의약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은 백신이 저혈소판과 결합된 대정맥에 혈전을 겪는

매우 드문 부작용이 있다고 결론

⚫ 규제

당국은 백신이 효과적이며 백신이 제공하는 이점이 낮은 부작용 위험보다 더 크다고 판단

- 이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을 고령자에게 제한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기로 결정

- 5월에
- 지난

노르웨이는 백신 프로그램에서 Vaxzevria를 영구적으로 제거

8월 영국 연구진은 혈전 위험이 Vaxzevria 백신보다 COVID-19에서 훨씬 더 높다고 보고

라. 옥스퍼드-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원리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도 S 단백질을 위한 유전 코드를 이용하지만 모더나와 화이저 백신과는 달리
RNA가 아닌 DNA를 사용 (그림 12)
연구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S 단백질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바이러스 안에 넣음

⚫ 아데노바이러스는
⚫ 아스트라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

제네카는 영장류 아데노바이러스를 변형시켜서 몸 안에 들어 갈수는 있으나 복제는

못하게 개발함
아스트라 제네카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 연구에 수십 년 간 투자

⚫ 2020년
⚫ 에이즈와

7월에 존슨 앤 존슨에서 만든 에볼라 백신이 승인을 받음
지카 바이러스의 백신을 위한 임상실험이 진행 중

아스트로 제네카에서 만든 백신은 화이자 백신보다 더 안정적임

⚫ DNA는 RNA

보다는 훨씬 안정된 구조로 되어있고, 또 아데노바이러스의 단단한 단백질이 안에

있는 DNA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함

⚫ 그러므로

아스트로 제네카 백신은 냉동 상태로 보관하지 않아도 됨

- 냉장(2-8도)

상태에서 적어도 6개월은 안정적

아데노바이러스 백신 입자들이 세포에 결합해서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 안 핵에 들어가 DNA를 저장

⚫ 세포는

DNA의 코드에 따라 mRNA를 만들어서 S 단백질을 만들어 냄 (그림13)

⚫ 만들어진
⚫ 이러한

S 단백질은 세포의 표면에서 Spike를 만들고, 어떤 세포는 일부만 생성

S 단백질이 면역세포에 의해서 인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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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DNA를 가진 아데노바이러스

<그림 13>
아데노바이러스의 세포진입

<그림 14>
Killer 세포의 바이러스 공격

백신이 들어간 세포가 파괴될 때, 많은 세포 조각들이 S 단백질을 포함해서 나옴

⚫ 이조각

단백질들이 항원 제시 세포에(antigen-presenting cell)에 들어간 후에 S 단백질들을

세포 표면에 만드는데, 다른 종류의 도우미 면역 세포(helper T cell)가 이 S 단백질을 인식하면서
다른 면역세포를 도와 코로나 감염과 싸움

⚫ 이때,

다른 B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Helper T 세포에 의해 활성화되면, 세포증식을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S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만들어 냄

⚫ 항체는

코로나바이러스 S 단백질과 단단히 결합하여 바이러스를 파괴시키고 S 단백질이 다른

세포에 붙는 것을 막으며 감염을 중지시킴
백신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임

⚫ 백신

접종 몇 달 후에는 항체 레벨과 세포면역 능력이 떨어지겠지만, 면역시스템에는 기억 B

세포, 기억 T 세포가 여러 해 혹은 몇 십 년 지속할 수도 있음
자료: Jonathan Corum and Carl ZimmerUpdated Jan. 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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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말리아 연구소, Sputink V

가. 가말리아 연구소 Sputnik V, 임상실험 및 승인 절차
2020년 6월 러시아 보건부(Ministiry of Health) 산하의 가말리아 연구소(Gamaleya Research
Institute)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임상실험 시작을 발표

⚫ 2020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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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연구소는 91.4% 효과가 있는 백신 개발을 발표

가말리아에서 개발한 백신은 Gam-COVID-Vac, 이름으로 두 가지의 아데노바이러스(Ad5 와 Ad26)
를 합쳐서 생산

⚫ 2개의

바이러스는 오랜 기간 동안 백신으로서 연구되어 온 바이러스임

⚫ 러시아 연구자들은 두개의 바이러스를 합치면, 면역시스템에서 이 바이러스들을 이물질로 감지하여
백신을 파괴할 가능성이 낮아지기를 기대
러시아 연구진들은 2020년 6월부터 임상실험에 들어갔고 백신을 임상실험 3차가 시작되기 전,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8월 11일에 러시아 보건부 담당자에게 Sputnik V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승인을 요구

⚫ 백신
⚫ 8월

전문가들은 성급한 승인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
20일, 앞선 발표에 한걸음 물러나며, 승인은 “조건부 등록인증(conditional registration

certificate)”이고 최종결과는 3차 임상시험에 따를 것이라고 재발표

- 임상실험은
- 10월

러시아만이 아니라, 아랍통합국(United Arab Emirates), 벨라러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

17일 인도에서도 3차 임상시험 시작

11월 11일, 러시아 직접투자 펀드는 Sputnik V 백신의 임상3차 예비 실험결과가 효과적이라고 발표

⚫ 20명의
⚫ 전체
-이

COVID-19 확진자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이 백신이 92% 효과적이라고 예상

7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방효과는 처음 분석과 비슷한 레벨인 91.4% 효과
78명 중에 20명의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케이스들은 모두 위약(placebo) 그룹에서 나옴

⚫ 또한

백신에서 유발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되었고, 12월 26일에는 Sputnik V

백신 제조사에서는 60세가 넘은 지원자에서도 90%이상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발표
11월부터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에서 대규모 백신 캠페인을 통해서 Sputnik V 백신을 홍보했으나
백신이 너무 조속히 승인된 것 같다는 우려가 퍼짐

⚫ 12월

24일에 연합 통신사(Associated Press)는 지원자 중 자신이 위약그룹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 지원자들이 이 임상실험에서 중도 탈락하고 있다고 보고

- 임상실험을 주도하는 연구진들은 지원자를 4만 명에서 3만 1,000명으로 줄였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축소는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충분한 통계분석 크기가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함

-이

임상실험에 상세 내용 역시 아직 과학 학술지에 보고되지 않고 있음

가말리아 연구소에서는 12월 11일에 아스트로제네카와의 공동연구를 발표

⚫ 아데노바이러스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두 회사는 새롭게 만든 백신으로 12월 24일 1차

임상실험에 들어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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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브라질, 인도, 멕시코, 베네수엘라와 Sputnik V 백신 공급 계약

⚫ 12월

22에는 벨리루스는 러시아이외의 첫 번째 Sputnik V 백신의 등록국가가 되었으며, 12월

23일에는 아르헨티나가 긴급사용을 승인

⚫ 세르비아도

1월부터 사용하기 시작
<그림 15> Sputnik V 백신 승인 현황 (2021.09 기준)

자료: New York Times Coronavirus Vaccine Tracker

나. Sputnik V 예방 원리
Sputnik V 바이러스는 아스트로 제네카 백신과 같이 2개의 아데노바이러스에 S 단백질을 코드한
DNA를 넣음 (그림 16)
<그림 16> DNA를 포함한 아데노바이러스 Ad26과 Ad5

⚫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이를 변형시켜서 세포 안에는 들어 갈수 있지만
그 안에서 복제 할 수 없게 변형시킴

⚫ 접종 후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입자들이 세포에 결합해서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 안 핵에 들어가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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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를 저장

- 세포는

DNA의 코드에 따라 mRNA를 만들어서, S 단백질을 만들어 냄

- 만들어진
- 이러한
⚫ 백신이

S 단백질은 세포의 표면에서 Spike를 만들고, 또 어떤 세포는 일부만 만들기도 함

S 단백질이 면역세포에 의해서 인식

들어간 세포가 파괴될 때 많은 세포 조각들이 S 단백질을 포함해서 나옴

- 이조각 단백질들이 항원제시 세포에(antigen-presenting cell) 에 흡수되며, S 단백질을 세포 표면에 만드는데,
다른 종류의 도우미 면역 세포(helper T cell) 가 이조각 단백질을 인식하면서 다른 면역세포를 도와 코로나
감염과 싸움

⚫ 이때,

다른 B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helper T 세포에 의하여 활성화되면, 세포증식을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S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만들어 냄

- 항체는 코로나바이러스 S단백질과 단단히 결합하여, 바이러스를 파괴시키고, S 단백질을 다른 세포에 붙는
것을 막으며 감염을 중지시킴

백신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지만, 면역시스템에는 기억 B 세포,
기억 T 세포가 여러 해 혹은 몇 십 년을 지속할 수 있음
자료: Jonathan Corum and Carl ZimmerUpdated Jan. 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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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팜 백신

가. 백신 개발 및 승인 현황
2020년 1월부터 북경 생물제품 연구소(The Beijing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는 비활성화된
(inactivated) 코로나바이러스로 만든 백신 BBIBP-CorV로 중국 정부 제약회사인 시노팜(Sinopharm)
에서 임상실험을 시작

⚫ 12월

30일에 시노팜은 79.34% 예방효과를 발표했고, 이러한 결과로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음

- 자세한

임상실험 3차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2020년 6월에 북경연구소 연구진은 시노팜 백신의 영장류 실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고,
임상1차 2차 결과는 심각한 부작용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

⚫ 7월에는

UAE(United Arab Emirates)에서 임상 3차에 들어갔으며, 8월에는 페루에서도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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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4일에 UAE에서 시노팜백신을 의료종사자,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에게 접종하기 위해

긴급승인을 하였고, 2달이 지나지 않아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 승인을 허가함

- 예방효과는 86%라고 발표하였으나, 자세한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인지는
확실치 않음

UAE 정부는 전국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클리닉을 만들었고, 이웃나라의 바레인도 시노팜 임상실험에
참가하며 12월 13일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림

⚫ 1월

3일에는 이집트가 긴급승인

⚫ 한편,

중국에서는, 2020년 여름에 긴급승인을 받은 시노팜을 정부공무원, 의료진, 그리고 다른

선택된 그룹에게 접종

- 2020년

11월에는 시노팜 대표는 중국 내에서 약 백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았다고 발표

2021년 5월 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효능 추정치를 78.1%로 제시하고 백신 긴급사용 승인

⚫ 2021년

8월 3일 블룸버그는 헝가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백신이 노인의 1/4이상에서 충분한

항체를 생산하지 못했다고 보고

⚫ 페루 임상시험 결과 백신이

의료 종사자의 감염 예방에 50.4%만 효과적이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월 13일 보도
<그림 17> 시노팜 백신 승인 현황 (2021.09 기준)

자료: New York Times Coronavirus Vaccine Tracker

나. 변종 바이러스 및 부스터 샷
2021년 2월 코로나바이러스 새로운 돌연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연구원들은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Beta.1.351이라는 변종에 대해 BBIBP-CorV를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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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에
-이

의해 생성된 항체 반응이 베타에 대해 적은 정도로 약하다고 보고

연구는 아직 의학 저널에 발표되지 않음

⚫ 7월에

발표된 스리랑카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BBIBP-CorV가 델타 변이체에 대해 자연 감염에

의해 생성되는 항체 반응만큼 강력한 항체 반응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백신 유효성에 대한 우려 속에 5월 18일 UAE는 BBIBP-CorV를 2회 투여 받은 사람들에게 추가
부스터 주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 바레인도

6월 3일 비슷한 발표를 했고, 8월 29일 UAE는 BBIBP-CorV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인 부스터 주사 시행

⚫ 9월

17일 로이터는 소규모 부스터 연구 결과 백신 3차 접종이 수개월 후 항체 감소를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다. 시노팜 백신 예방 원리
백신 개발을 위해서 북경연구소 연구진들은 중국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서 3개의 다른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얻음

⚫그

중 하나는 영장류 신장 세포에서 아주 빠르게 증식함

⚫이

코로나바이러스 배양액에 화학물질, Beta-propiolactone을 넣으면 이들의 유전자가

붙어버리면서 비활성화됨 (그림 18)

-즉

증식은 못하지만, S 단백질은 보존
<그림 18>
코로나 바이러스의 비활성화

⚫ 연구진들은
-이

<그림19> 항원제시세포에
비활성 코로나바이러스 흡수

이 비활성화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조제와 섞음

보조제는 면역시스템을 자극시키고, 백신의 반응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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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성 바이러스는 100년 이상 백신개발에 사용되어옴

⚫ Salk

박사가 1950년대에 이 방식을 통해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했고, 다른 질병으로는 공수병,

A형 간염 백신 같은 질병에 사용되어 옴

⚫ BBIBP-CorV

백신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은 상태이기에 감염을 일으킬 수 없음

접종 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자들이 항원제시세포에(Antigen-presenting cell)에 흡수 (그림 19)

⚫이

세포는 S 단백질들을 세포 표면에 만드는데, 다른 종류의 도우미 면역 세포(Helper T cell)가

이 S 단백질을 인식하면서 다른 면역세포를 도와 코로나 감염과 싸움

⚫ 이때,

다른 B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Helper T 세포에 의하여 활성화되면 세포증식을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S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 생성

⚫ 항체는

코로나바이러스 S단백질과 단단히 결합하여 바이러스를 파괴시키고, S 단백질이 다른

세포에 붙는 것을 막으며 감염을 중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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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백 백신

가. 백신 개발 및 승인 현황
2020년 1월, 중국의 바이오 회사인 시노백(Sinovac Biotech)은 비활성바이러스로 만든 CoronaVac
백신을 개발

⚫ 743여명의
⚫ 결과

지원자로 임상 1차/2차를 마쳤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

및 백신이 비교적 그리 높지 않은 항체를 유발했다고 과학 학술지에 2020년 11월 발표

⚫ 2020년
- 임상

7월부터 브라질에서 임상 3차 실험에 들어감

3차 실험 지원자 중, 백신 투여 집단에서는 아직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

2020년 7월, 중국정부는 CoronaVac를 제한적으로 긴급승인을 했으며, 10월에는 중국 동부의 가흥
(Jiaxing)시에서는 고위험군 직업에 속하는, 의료진, 항구검사관, 공공서비스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접종한다고 발표
2020년 10월 19일에는 브라질 정부에서 시노백이 브라질에서 임상실험하고 있는 5개의 후보백신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발표

⚫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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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에 브라질 정부는 시노백 임상실험을 중단을 발표

- 10월에
⚫ 2일

일어난 부작용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있음

후 임상실험은 다시 재개 되었고, 3차 임상실험의 결과는 12월에 발표하기를 기대했지만,

CoronaVac 백신의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검증된 데이터가 없었음

⚫ 2021년 1월 초, 브라질 연구진은 12,476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방효과는 기대보다 낮다고
발표하면서, 예방효과는 50%이상이라고 발표했으나 나중에 78%라고 재발표

- 하지만 이 결과는 일부 환자만 분석한 것으로 실제 모든 지원자를 포함한 분석결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음
⚫ 12월

25일에 터키의 과학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백신 예방효과는 91%라고 발표

- 하지만

이 역시, 전체 7,400명의 지원자 중 1,300명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분석 결과로 정확도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서면으로 분석 결과가 없음

1월 11일에는 인도네시아가 긴급승인, 1월 13일에는 터키가 긴급사용승인
<그림 20> 시노백 백신 승인 현황 (2021.09 기준)

자료: New York Times Coronavirus Vaccine Tracker

나. 백신 공급 현황
시노백은 전 세계 공급을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준비해옴

⚫ 2020년

8월 인도네시아와 4천만 회분, 우크라이나와 180만 회분을 공급 계약

⚫ 2020년

9월 시노백 대표 Yin Weidong은 2021년 초까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20년

12월 시노백은 2020년에는 3억 회분을 제조 하고, 연간 생산능력을 6억 회분으로

늘리기를 기대한다고 발표
자료: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Science; The Lancet; Lynda Coughlan,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Medicine; Jenna Guthmiller, University of Chicago

❙

31

다. 백신 예방 원리
시노백에서 만든 CoronaVac은 면역시스템을 자극시켜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항체 생성

⚫ 처음 시노백 연구진은 중국, 영국, 스페인, 스위스의 환자들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 정보를 얻었으나,
결국은 중국에서 추출한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로 백신 만듬
코로나바이러스 배양액에 화학물질 Beta-propiolactone을 넣고 유전자를 결합시키면서 비활성화됨

⚫ 즉,

증식은 못하지만 S 단백질은 보존됨

⚫ 연구자들은
-이

이 비활성화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조제와 섞음

보조제는 면역시스템을 자극시키고, 백신의 면역반응을 증가시킴

접종 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자들이 항원제시 세포에(Antigen-presenting cell)에 흡수

⚫ 세포는

S 단백질들을 세포 표면에 만드는데 다른 종류의 도우미 면역 세포(Helper T cell)가

이 S 단백질을 인식하면서 다른 면역세포를 도와 코로나 감염과 싸움

⚫ 이때,

B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도우미 면역 T 세포에 의하여 활성화되면, 세포증식을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S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생성

⚫ 항체는

코로나바이러스 S단백질과 단단히 결합하여, 바이러스를 파괴시키고 S 단백질이 다른

세포에 붙는 것을 막으며 감염을 중지시킴
자료: Jonathan Corum and Carl Zimmer Updated Jan.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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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랏 바이오텍 백신

가. 바랏 바이오텍 백신
인도 의학연구협의회(Indian Council of Medical Research)와 국립 바이러스 연구소 바랏 바이오텍
(Bharat Biotech)이 비활성 코로나 바이러스로 Covaxin 공동 개발

⚫ 2020년

9월에 실시한 동물실험에서 영장류와 햄스터로 예방효과를 관찰

⚫ 2020년

6월 인도에서 최초로 생산되어 임상실험에 들어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755명이 참가한 임상 1차, 2차 실험에서 백신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발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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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3일에 2만 5천 8백 명의 지원자로 3창 임상이 시작됐고, 12월에 1차 및 2차

임상 실험결과 예비 발표에서 코로나백신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없고 항체를 유발한다고 발표

⚫ 12월

23일에는 미국 시장을 열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Ocugen 회사와 협업

1월 3일, 인도 정부는 Covaxin 긴급승인

⚫ 바랏

바이오텍은 백신이 긴급 승인을 받은 지 두 달 후인 2021년 3월에 시험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하여, 최종 결과는 7월 2일 온라인에 게시

- 이 백신은 증상이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77.8%의 효능을 보였고, 중증 코로나19에 대한 효능은 93.4%였음
- 무증상

질병의 경우 백신의 효능이 63.6%로 전파를 늦출 수 있음을 나타냄

자료: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Science; The Lancet; Lynda Coughlan,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Medicine; Jenna Guthmiller, University of Chicago

<그림 21> 바랏 바이오텍 백신 승인 현황 (2021.09 기준)

자료: New York Times Coronavirus Vaccine Tracker

나. 바랏 바이오텍 백신 예방 원리
바랏 바오텍에서 만든 Covaxin은 시노백에서 만든 백신처럼 면역시스템을 자극 시켜 코로나바이러스
항체를 생성

⚫ 처음에는
⚫이

연구진은 인도 국립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추출한 바이로스로 백신을 개발

코로나바이러스 배양액에 화학물질 Beta-propiolactone을 넣으면, 이들의 유전자가

붙어버리면서 비활성화됨

-즉

증식은 못하지만, S 단백질은 그대로 생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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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들은
-이

이 비활성화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조제와 섞음

보조제는 면역시스템을 자극시키고, 백신의 반응을 증가시킴

- Covaxin

백신 안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을 일으킬 수 없음

접종 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자들이 항원제시 세포에(Antigen-presenting cell)에 흡수됨

⚫이

세포는 S 단백질조각들을 세포 표면에 만드는데, 다른 종류의 도우미 면역 세포(Helper

T cell)가 이 단백질을 인식하면서 다른 면역세포를 도와 코로나 감염과 싸움

⚫ 이때,

다른 B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도우미 면역 T 세포에 의하여 활성화되면, 세포증식을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S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생성

⚫ 항체는

코로나바이러스 S단백질과 단단히 결합하여 바이러스를 파괴시키고 S 단백질이 다른

세포에 붙는 것을 막으며 감염을 중지시킴
자료: By Jonathan Corum and Carl ZimmerJan. 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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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앤 존슨 백신

가. 존슨 앤 존슨 백신
10년 전부터 보스턴에 있는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 센터(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연구진들은 아데노바이러스26으로 백신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해오고 있었음

⚫ 존슨

앤 존슨은 이 아데노바이러스26으로 에볼라와 다른 질병을 위한 백신을 개발한 적이 있음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한 백신 개발에 착수

⚫ 2020년
⚫이

3월에 미국정부로 부터 4억 56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음

백신은 영장류의 실험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2020년 7월에 임상실험 1차 2차에 들어감

⚫ 2020년 9월에는 임상실험 3차에 들어갔고, 10월 12일에 존슨 앤 존슨 회사는 지원자의 부작용으로
임상실험을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

⚫ 10월

23일, 11일 만에 임상실험은 다시 재개

- 원래는

6만 명의 지원자를 모집하려 했으나, 임상실험은 4만 5천명까지 모집하는 것으로 결정

2020년 11월 16일에는 두 번째 3차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실험의 목적은 한번이 아니라
2번의 접종 경우의 예방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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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29일 존슨 앤 존슨은 임상시험을 통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으며,

2021년 4월 21일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 발표

-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 번의 주사로 백신의 효능은 66%를 나타났으며, 중증 질환에 대한 효능은 76%로
더 높았음

⚫ 2월에는

임산부 대상 임상도 시작했고, 3월에는 곧 어린이를 대상으로 임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진행되지는 않음
최근, 9월 21일 존슨 앤 존슨은 2020년 11월에 시작된 3상 시험 결과를 보고

⚫이

시험에서 32,000명의 지원자가 8주 간격으로 위약 또는 2회 용량의 백신을 투여 받음

-한

번의 투여기 훨씬 더 높은 효율을 제공

⚫ 미국에서는
⚫전

경증에서 중증의 COVID-19에 대한 효능이 74%에서 94%로 증가

세계적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효능이 100%로 증가

이러한 연구 결과를 FDA에 제출했으나 아직 부스터에 대한 긴급 승인을 신청하지 않음
바레인은 2월 25일에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최초의 국가가 되고, 이틀 후 미국이 승인을 내림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소규모 시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국적으로 우세해진 베타 변종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 후, 의료 종사자를 위한 백신 사용 계획을 중단하고 대신 존슨 앤
존슨 백신을 사용하기 시작
<그림 22> 존슨앤 존슨 백신 승인 현황 (2021.09 기준)

자료: New York Times Coronavirus Vaccine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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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신 공급
2020년 8월 미국 정부는 존슨 앤 존슨 회사와 1억 회분의 FDA 승인된 백신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10억 달러를 계약

⚫ 미국

공급의 대부분은 볼티모어에 기반을 둔 Emergent Solutions에서 생산되기로 되었으나,

회사는 백신 개발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 유럽연합은 비슷한 조건으로 2억 회분을 계약하고, 국제 협력체인 코백스(COVAX)는 5억 회분을
확보

- 8월
⚫ 존슨

기준 제조상의 문제로 인해 회사가 약속한 백신을 COVAX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앤 존슨은 2021년에 10억 회분의 생산 예정

다. 백신 예방 원리
존슨 앤 존슨 백신도 S 단백질을 위한 유전 코드를 이용하지만 모더나와 화이저 백신과는 달리 RNA가
아닌 DNA를 사용

⚫ 코로나

바이러스의 S 단백질의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26 라고 불리는 감기

바이러스 안에 넣음

- 아데노바이러스26을
⚫ 존슨

변형시켜서 몸 안에 들어 갈수는 있지만, 복제는 못하게 함

앤 존슨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연구에 수십 년을 투자하였음

- 2020년
- 에이즈와

7월, 존슨 앤 존슨에서 만든 에볼라백신이 승인을 받음
지카바이러스 백신을 위한 임상실험 진행 중

존슨 앤 존슨에서 만든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보다 더 안정적임

⚫ DNA는 RNA

보다는 훨씬 안정된 구조로 되어있고, 또 아데노바이러스의 단단한 단백질이 안에

있는 DNA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함

⚫ 존슨

앤 존슨 백신은 냉동 상태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냉장(2-8도) 상태에서 적어도 6개월은

안정적임
접종 후,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입자들이 세포에 결합해서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 안 핵에 들어가서
DNA를 저장

⚫ 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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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의 코드에 따라 전령RNA를 만들어서 S 단백질을 만들어 냄

⚫ 만들어진
⚫ 이러한

S 단백질은 세포의 표면에서 Spike를 만들고, 또 어떤 세포는 일부만 만들기도 함

S 단백질이 면역세포에 의해서 인식됨

백신이 들어간 세포가 분해될 때, 많은 세포 조각들이 S 단백질을 포함해서 나옴

⚫이

단백질들이 항원제시 세포에(antigen-presenting cell)에 흡수됨

⚫이

세포는 S 단백질들을 세포 표면에 만드는데, 다른 종류의 도우미 면역 세포(Helper T cell)가

이 단백질을 인식하면서 다른 면역세포를 도와 코로나 감염과 싸움

⚫ 이때,

다른 B세포라고 불리는 면역세포가 Helper T 세포에 의하여 활성화되면, 세포증식을

시작하면서 많은 양의 S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생성

- 항체는 코로나바이러스 S단백질과 단단히 결합하여, 바이러스를 파괴시키고 S 단백질이 다른 세포에 붙은
것을 막으며 감염을 중지시킴

라. 변종 바이러스와 부스터
존슨 앤 존슨은 백신의 효능이 시험 기간 동안 베타 변이체가 우세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2%의
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

⚫ 2021년

여름에 Delta 변이가 등장하면서 존슨 앤 존슨은 백신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

⚫ 그러나 외부 과학자들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백신은 델타 바이러스를 약한 정도로 보호한다고
보고
존슨 앤 존슨은 두 번째 백신 접종이 면역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2가지 연구결과 발표

⚫ 초기

백신 접종 후 6개월 후에 17명의 시험 지원자에게 추가 주사를 투여

⚫ 2021년

8월 25일 회사는 부스터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수치를 초기 최고치 보다 9배

더 높인다고 발표했고, 이후 수준이 12배나 증가했다고 발표
부작용

⚫ 2021년
- 열흘

4월 13일 미(美)정부는 희귀 혈전 부작용을 조사하는 동안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

후, C.D.C. 연구자들은 백신을 맞은 800만 명에게서 비정상적인 혈전이 15건 발생했다고 보고

⚫ 정부는 일시 중지를 해제하고 젊은 여성이 심각한 부작용의 낮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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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에 추가하기로 결정

⚫ 5월

12일 C.D.C. 연구원들은 9백만 개가 넘는 백신 접종에서 총 28건의 혈전 사례를 보고

- 30-39세

여성의 경우 비율은 100만 회당 12.4건

- 40~49세

여성의 경우 비율은 100만 회당 9.4건

- 모든

연령대의 여성과 남성 중 백만 회 복용량 당 3건 미만

⚫ 2021년 7월 F.D.A. 백신은 드물지만 잠재적으로 심각한 신경학적 상태인 길랭-바레 증후군의 위험이
약간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

8

기타 백신 – 칸시노 백신 및 벡터 백신

가. 칸시노 바이오로직스 (CanSino Biologics)
중국 바이오회사 칸시노(CanSino Biologics)는 중국 국방의학연구소와(Institute of Biology at the
country’s Academy of Military Medical Sciences) 공동으로 Convidecia를 개발하였는데, 이
백신은 Ad5 아데노바이러스를 베이스로 개발

⚫ 2020년 5월, 연구자는 Convidecia 백신의 임상1차 결과의 안전성에 관해서 발표하였고, 7월에는
2차 임상실험에서 강한 면역반응을 유발한다고 발표
중국 국방부는 6월 25일, 이 백신을 특별 필요의약품(specially needed drug)으로 1년 동안 승인

⚫ 2020년

11월 28일에 칸시노 대표는 인터뷰에서 현재 4만~5만 명 정도가 Convidecia를

접종했으며, 파키스탄, 러시아, 멕시코, 칠레에서 3차 임상실험을 시작예정이라고 발표
2021년 2월 25일 중국은 CanSino 백신의 일반 사용 승인을 발표

⚫ 회사는

자사의 백신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65.28%의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

⚫ 그러나

4월 1일 CanSino의 최고과학책임자(CSO)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백신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발표

- 로이터는

8월 5일 6개월 후에 약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에 첫 번째 투여 후 6개월 후 추가

주사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나 더 많은 임상 시험 데이터가 필요

2021년 3월 23일 칸시노는 흡입형 백신의 임상 시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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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Xuefeng은 2021년 6월 2일 이 버전이 현재 2상 시험 단계에 있다고 발표

⚫ 1차

시험의 예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입형 백신이 면역 반응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며 주사

용량에 이어 흡입 용량을 투여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연구원들은

또한 CanSino와 Anhui Zhifei Longcom의 백신을 교대로 투여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시작

⚫ 6월

9일 로이터는 CanSino백신이 추가 주사로 테스트되고 있다고 보도

9월 7일에 발표된 중국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Sinovac백신을 접종한 후 CanSino추가 접종을 하면
Sinovac 백신 3차 접종에 비해 항체 반응이 더 강력해짐을 확인
칸시노는 6~1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9월 26일 발표

나. 벡터 연구소 (Vector Institute)
2020년 8월 26일 러시아 생물학 연구소인 벡터연구소(VectorInstitute)에서 EpiVacCorona 코로나백
신을 1차, 2차 임상실험 등록

⚫ 다른

백신과는 달리, 아주 작은 바이러스 단백질조각(peptides)을 사용

⚫ 10월

14일, 푸틴대통령은 가말리아 연구소의 Sputnik V 다음으로 두 번째로 러시아에서 승인

⚫ 11월에

임상 3차에 들어갔으며, 12월 15일자로 1,438명의 지원자가 백신접종을 받음

2021년 1월, 아직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로 러시아는 EpiVacCorona를 포함한 대규모 예방
접종 캠페인을 시작

⚫ 2월에

Tass는 EpiVacCorona의 면역 반응이 "약 1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고했지만 백신

제작자는 이 주장에 대한 과학적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음

⚫ 3월

3일 Vector Institute는 국제 레지스트리에 시험을 등록하여 2021년 9월까지 예비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EpiVacCorona의 1/2상 시험 결과는 2021년 3월 말 러시아 저널에 발표되었지만 연구의 심각한
결함을 지적한 외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함

⚫ 러시아의

비평가들은 3상 시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러시아 정부에 백신 투여를 중단할 것을

요청
7월 5일, Tass는 Vector Institute가 Aurora-CoV라는 이름으로 백신을 등록하고 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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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약청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현재 5개의 백신후보가 임상실험중이며 대부분 임상실험 중
백신

백신 종류

임상실험

제조회사

INO-4800

DNA

1/2a

Inovio/국제백신연구소

GLS-5300

DNA

1/2a

진원생명과학

GX-19N

DNA

1/2a

Genexin

1

SK Bioscience

1/2a
1/2a

SK Bioscience
Cellid/LG Chem

NBP2001
GBP510
AdCLD-Cov19

1

단백질
Ad5, Ad35

이노비오 (Inovio)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에는 펜실베니아 있는 이노비오(Inovio)는 소형 휴대 기기로 부터 나오는
전기 자극을 피부에 전달하는 DNA로 만든 백신을 개발하던 회사

⚫ 현재

여러 가지의 질병을 위한 백신의 임상실험 중

- HIV,

지카(Zika), 그리고 여러 가지 암 백신이 있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S 단백질을 표적으로 한 DNA 백신 개발

⚫ 12월에

발표된 임상실험 1차 결과는 모든 38명의 지원자로 부터 면역반응이 관찰되었으며,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음

- 이노비오는 현재 주주들과 파트너와 여러 건의 소송에 걸려있고, 9월 28일에는 FDA에서 전달기기에 대한
문의로 부분적으로 임상실험을 중지

⚫ 11월

16일 FDA에서 진행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뒤 미국, 중국, 한국에서 2차 임상 실험

연구 결과를 2021년 5월 7일 게시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변종에 맞는 백신 버전을 테스트하기 시작

⚫ 이노비오는

3차 시험에 대한 정부 자금을 잃은 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백신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음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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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회사는 중국 회사인 Advaccine Biopharmaceuticals와 협력하여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에서 3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발표

⚫ 이노비오는 8월

26일 브라질 규제 당국이 3상 시험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며 9월에는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또 다른 3상 시험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

⚫ 이노비오의

2

백신은 또한 Sinovac의 백신과 결합하여 중국에서 혼합 시험의 일부를 진행 중

진원생명과학(GeneOne Life Science)
한국 바이오텍 회사인 진원 생명과학(GeneOne Life Science)은 과거 이미 감염 질병 백신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음

⚫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때 백신을 개발해 임상 2상 결과까지 발표

이 경험을 가지고 진원 생명과학은 코로나바이러스의 2가지 단백질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DNA를
사용한 백신 GLS-1200을 개발했으며, 12월에 345명의 지원자로 임상실험 1차와 2차에 들어감

⚫ 임상

3

시험에서 긍정적인 중간 결과를 받은 후, 2021년 7월 8일에 2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SK 바이오 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GBP510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3차 실험 줌
GBP510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재조합 백신’

⚫ 바이러스
⚫ 실제

단백질 조각을 인체에 주입해 항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원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백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항체는 이 단백질과 비슷한 모양의

바이러스 단백질을 공격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또 다른 재조합 백신인 NBP2001의 임상시험을 승인 받아 총 2개의 백신을
임상시험 중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전염병 대비 혁신 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으
로부터 GBP510 개발을 위해 2억 1010만 달러를 지원 받음
8월에는 GBP510을 AstraZeneca의 Vaxzevria백신과 비교하는 3차 임상시험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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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셀리드(Celid)
셀리드 회사는 코로나19 백신 ‘AdCLD-CoV19’를 개발하고 있음

⚫암

치료 백신의 전달체로 활용해온 벡터를 사용

- Ad5
⚫암

항원 대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S 단백질 유전자를 삽입해 만듬

⚫ 여러
⚫이

및 Ad35라고 하는 두 가지 아데노바이러스 변종의 조합을 기반으로 합

영장류 실험에서 고농도 항체 형성 및 방어 효능을 확인

항체는 7주 이상 지속되었고, 세포 면역반응도 4주 이상 지속

셀리드는 12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실험 1차, 2차 승인을 받고, 12월 말에 국제 백신
연구소(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와 공동으로 임상실험 시작

⚫ 6월

18일 원래 백신의 2상 시험이 종료되었고, 회사는 초기 결과를 2021년 7월 23일 발표

⚫ 8월, 셀리드는 셀리드 백신과 존슨 앤 존슨 백신을 비교하기 위해 임상 3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충분한 존슨 앤 존슨 용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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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과제
최근 여러 개의 백신들이 코로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를 유발하는 것은 밝혀졌으나33) 예방효과가
얼마나 지속 될지는 미지수

⚫ 과거

메르스 질병에 대한 항체 레벨은 3년이 지나 낮아짐34)

⚫ 영장류

실험에서는 S 단백질에 대한 항체로 코로나 감염의 예방효과를 관찰하지 못했지만 폐

조직이 상하는 것을 막아 준다고 알려짐35)

-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의 항체가 감염 후 3달 후에 사라진다고 알려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에는 항체 뿐 만이 아니라 세포 면역반응도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은
2가지의 면역반응을 유발시켜야함36)

⚫ 어떤

리포트는, 확진자가 회복된 후 다시 재감염 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37)

- 불행하게도,
⚫이

2번 째 감염은 첫 번째 보다 더욱 심하다고 알려짐

사실은 첫 번째 감염에서 만들어진 항체가 오래 지속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함

벡터를 사용해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는 임상 1차 2차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38)
다른 임상실험39)에서 모더나 백신을 맞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관찰되었음

⚫ 주사부위

통증,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설사, 구역질, 식욕부진, 부종, 기침이 보고되었음

⚫ 현재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최근 아스트라 제네카까지 많은 나라에서 일반인에게 접종 시작

⚫ 존슨

앤 존슨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4만 명이 참가한 임상실험 3차가 끝나가는 중

- 하지만

여러 과학자들이 영국에서 있었던 척수염 부작용으로 다음단계로 진행을 중지하라고 경고40)

백신의 주된 목적은 집단 면역(Herd immunity)을 달성하여 질병의 감염 및 전염성을 현저히 줄이거나
근절시키는 것임

⚫ 독감의 경우 80%이상의 집단이 백신을 맞았을 때 도달할 수 있으며,41)

홍역의 경우는 90%이상4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집단 면역은 67% 이상이 백신을 맞아야 이룰 수 있다고 알려짐

⚫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약 100억 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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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백신이 필요

- 이에

따른 백신 제조, 배달, 보관과 접종에 관한 모든 단계에서 도전과제가 발생 할 수 있음

현재의 팬데믹 이전에는 백신 개발부터 승인까지는 평균 15년 정도 소요됨43)

⚫ 예를

들면, 메르스 바이러스감염이 발생한지 17년이 되었는데, 아직 백신이 없음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인해 전에는 볼 수 없는 빠른 개발이 기대

여러 가지 백신 플랫폼에는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음

⚫ 유전물질을
⚫ 바이러스

이용한 DNA 혹은 RNA 백신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일반인에 접종되고 있음

벡터 백신은 염색체 통합(chromosomal integration) 혹은 암이 발생 할지도 모르는

위험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면역능력이 저하 된 사람들에게는 쓸 수 없음

- 단백질

백신은 면역반응을 위해서 보조제가 필요

-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백신접종 프로젝트를 전개하다보면, 약화시킨(attenuated) 병원균이 다시 활성화되어서.
재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음44)

현재는 모든 백신 기술마다 예방효과, 안전성, 최소 부작용 특성에서 타협이 필요함

2

미래 전망
백신 개발과 접종은 현대의학의 커다란 공적이지만, 이러한 혜택이 외에도 임상시험은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음

⚫ 예를

들면, 독감 바이러스는 항원의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같은 타입의 독감 바이러스는 매

3~8년 마다 항원구조가 크게 바뀜45)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로라 바이러스 백신이 새로운 변종에 예방 효과를 바꿀 가능성이 있음

- 현재까지
- 따라서

총 6개의 변종이 알려져 있는데, 변종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편임

아직은 현재의 백신이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46)

전 세계가 팬데믹 정복을 위해서 모든 재원을 투입하고 있음

⚫이

사상 초유의 노력은 결국 단기간에 백신을 생산하는 놀라운 결과를 냈음

- 또한 여러 백신후보가 임상실험 3차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예비 결과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희망적임
하지만, 전 세계가 집단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해가 걸릴 것 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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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COVID-19 백신 접종 현황

가.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
2021년 9월까지 전 세계에 코로나19 확진자수는 2억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는 400만 명 이상
블룸버그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184개국에서 35억 6천만 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접종(2차
접종 포함 시 62억 5000만 회분) 받았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약 46.4%에 해당

⚫ 가장

최근의 비율은 하루에 약 3030만 회

⚫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억 9200만 회분이 투여됐으며, 하루 평균 706,771회 접종되고 있음
<그림 23> 전 세계 백신 접종률 (2021.09 기준)

2020년 12월 14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의료 종사자들에게 먼저 접종을 시작

⚫ 1월 12일 부터, 미국 정부는 만성병이 있는 16세 이상의 환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시작하도록 권장

⚫ 화이자,

모더나, 존슨 앤 존슨 백신으로 미국 성인 인구의 83.0%인 2억 1,400만 명이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했으며, 최소 1억 8,600만 명이 백신 접종 완료 (2021년 9월 기준)

나. 백신 불균형 현상
여러 나라의 동시적인 대량 백신 접종 캠페인의 시작으로, 개발 도상국가는 백신의 확보와 접종이
어려워짐

⚫ 백신을
⚫ 특히

이미 시작한 국가들 역시 많아진 추세이지만,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나라도 많음

RNA 백신의 경우 극저온 냉동보관이 요구되므로, 공급과 배달에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어떤 지역배달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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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 (2021.09 기준)

자료: New York Times Coronavirus Vaccine Tracker

세계보건기구(WHO)는 개발 도상국가의 백신 캠페인을 지원하기위해 컨소시엄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추진하고 있음

⚫ COVAX는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세계보건기구(WHO), 오슬로에 있는 전염병 예방 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이 함께 만든 펀드

⚫ 189개가

넘는 국가들이 COVAX에 가입했는데 여기에는 백신 접근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부유한 국가들도 포함

⚫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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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량을 많이 확보한 국가는 COVAX에 기부할 수도 있음

Ⅷ

COVID-19 진단 테스트 종류

가. 바이러스 전염성 위험
바이러스 질환이 나타날 때마다 세계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왔음

⚫ 지난

20-30년 동안에 여러 번의 바이러스 전염병이 발생했고,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

- 2002-2003년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 virus, SARS-CoV)

- 2009년

돼지형 독감 (Swine 독감, H1N1 인플루엔자)

- 2012년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 virus, MERS-CoV)

- 2020년부터
⚫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뿐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지만, 인류에게서는 7개의 다른 종류가 발견47)

⚫이

7가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중에서 4가지는 소규모 지역에서만 전염병을 일으키고 또

병세도 가벼운 편이나, 나머지 3개는 심각한 전염 및 질병을 일으킴48)

- HCoV-229E,

HCoV-NL63, HCoV-OC43, HCoV-HKU1, SARS-CoV, MERS-CoV 그리고

SARS-CoV-2

⚫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추출한 변종과 아주 가깝고(88%), 게놈 시퀀스를

비교하면 사스바이러스와는 79%, 그리고 메르스 바이러스와는 50% 정도 일치

- 아미노산
⚫이

레벨에서 비교하면 이 바이러스들은 훨씬 더 비슷함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폐렴을 일으키고 전염성 역시 사스 바이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보다 더 강함49)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세는 가벼운 독감부터 위독한 상태까지 가기도 함

⚫ 대부분의

감염자는 호흡 곤란을 동반한 고열 그리고 폐에 침습성 병변(invasive lesions)을

일으킴

⚫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다 활동적이어서 감염되기가 쉽지만 증세는 경증 혹은

전혀 없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전염성을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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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된 사람들을 조기에 진단하고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증세가 없는
감염 환자들은 확실한 임상 증세가 없기에 예방에 조심하지 않고 의료진의 도움을 찾지 않음

⚫이

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에 기여

따라서 팬데믹 초기 적당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진단 방법 개발이
예방과 관리뿐 만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도 중요함

⚫ 팬데믹
⚫ 이런

초기 많은 나라에서는 전염을 막기 위해 봉쇄 및 완화 같은 정책을 채택하였음

정책이외에도 고(⾼)위험군에 있는 집단의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함

나. 바이러스 조기진단 검사 방법
바이러스 조기진단을 위한 여러 개의 검사 방법이 있고, 각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음

⚫ 성공적인

진단 방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

- 발병시간과
- 샘플

실제 테스트 받는 시간과의 차이

내 바이러스의 농도

- 채취한

샘플의 품질 및 처리과정

- 테스트

키트 안에 있는 시약의 정확성 등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위한 진단 방법은 2가지 분자생물학식(Molecular), 그리고 혈청식(Serological)
테스트가 있음
첫 번째 카테고리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에 의한 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RNA를 찾아내는 분자생물학 실험

⚫ 코로나

바이러스 구조에 따라 여러 가지 유전자 분자식 실험의 타깃이 될 수 있음

⚫ 바이러스

게놈 시퀀싱(Genomic sequencing)분석으로 쉽게 변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정도와 빈도를 알아낼 수 있음

⚫이

테크닉으로 더 효과적인 백신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변종의 바이러스를 알아낼 수 있음

두 번째 카테고리는 혈청과 면역학적 분석 방법

⚫ 혈청

검사는 대부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생긴 항체를 발견하는 시험에 의존

⚫ 반면에

48

❙

면역적인 방법은 항원의 단백질을 발견하는 검사를 베이스로 함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긴 항체를 혈청 테스트중의 하나인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음
이러한 진단 테크닉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고, 팬데믹 대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분자식 방법으로 환자의 RNA를 검사하는 테스트는, 현재 감염 되고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전염병
관리를 위해 이 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음

⚫ 반면,

항체 검사를 위한 혈청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던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회복기 혈장 기증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게다가

항체 테스트는 기간별로 개인이나 집단의 면역상태를 감시하는데 아주 유용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검사를 위해서 능률적인 실험실 테크닉과 비용 효율적인 검사 키트 개발을
위해 노력 중임

1

분자생물학적 진단 방법
현재의 바이러스 검사로 분자 생물학적 검사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비교적 빠른 검사시간,
높은 정확성을 가짐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중합효소 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음

⚫ 바이러스

RNA 혹은 DNA의 일부를 여러 번 복제하는 방법
<그림 25> PCR 검사 원리

최근 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를 분자생물학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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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 (RT-PCR)
코로나 바이러스의 RT-PCR 검사는 팬데믹 초기 임상테스트로 개발되었음

⚫ 코로나 바이러스는 DNA 대신 RNA 게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합 효소 연쇄 반응으로는
검출되지 않음

⚫ 따라서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Real-time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CR, RT-PCR)으로 DNA의 존재를 검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량까지 측정할 수 있고
또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많은 샘플을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PCR 기술의 주요발전을 이루었음
코로나 바이로스를 위한 RT-PCR 방법은 바이러스의 게놈 중의 일부를 표적으로 함50)

⚫ 여러

가지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외부 보호막을 만드는 E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음51)
RT-PCR 검사를 위해서 상부 기도의 비인두에서 면봉으로 점액과 타액 채취 후, 실험실에서 여러
화학물질로 단백질, 지방들을 제거하고 바이러스 RNA만을 추출

⚫이

RNA

샘플을

역전사

반응(Reverse

transcription)을

통하여

DNA로

바꾸고,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통하여 복제

⚫ 이 RT-PCR은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진단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이 검사를 골드 스탠더드로 간주함
⚫ RT-PCR

테스트는 4-6시간 정도 걸리지만, 샘플의 배송시간을 감안하여 24시간이면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하루에

몇 천개이상의 샘플을 분석할 수 있고, 정확도는 95%이상

하지만 이 RT-PCR 검사도 제약은 있음

⚫ 검사를
-이
⚫ 또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실험기기, 고도로 숙련된 연구진들이 필요

RT-PCR 테크닉은 인력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편

바이러스가 일정 필요 숫자가 있어야 양성 반응이 나옴

- 가끔 적당 하지 못한 샘플수집, 샘플 배송, 저장, 처리, 실험실 테스트 상태, 실험실 직원 숙련도로 인해서
잘못된 위 음성(false negative)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음

나. 바이러스 시퀀싱(Virus Sequencing)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게놈 시퀀싱으로 하면, 바이러스 변이, 진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분자 역학의 정보를 얻고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됨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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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게놈 시퀀스가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올려짐

⚫ 현재

전 세계에서 2만개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퀀스가 제출되었음53)

⚫ 차세대 시퀀싱 기법은 새로운 변이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을 수 있고, 또한 변이의 시작점이나
바이러스의 진화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2

혈청 테스트 방법
혈청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인 전염병에 관한 조사나 과거에 있었던 전염병의 범위 혹은 발병률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매우 중요

⚫ 코로나

바이러스 PCR 테스트가 음성이라도, 과거의 감염 기록 때문에 역학적으로 혈청 검사는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청검사는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을 검사하는 것인데, 면역 B 세포에서 만들어 지는 항체는 그
항원에만 반응하는 특별한 방어 반응을 일으킴

⚫ 현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항체는 감염된 지 6~10일 정도 후 만들어짐54)

⚫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판단은 주로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항체 유무에 따라 결정

가. 항체 검사를 위한 빠른 진단 테스트 (Antibody detection)
항체 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는 것으로 양성 반응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든
지, 아니면 과거에 감염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냄

⚫ 테스트

결과는 10-30분 정도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진단기기는

작은 크기로 휴대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음

⚫ 이 항체 검사법의 단점중의 하나는 양성 반응일 때, 현재 감염 상태인지 아니면 과거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한 상태인지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 또한

양성 혹은 음성으로만 결과가 나오고 정량적 결과를 제공하지 않음

이 테스트는 과거에 감염 되었고 증상이 없으며 바이러스가 더 이상 체내에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거나, 전파시킬 염려가 없는 인구 판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테스트라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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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체

테스트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에 얼마나 퍼져있나 알 수 있고, 집단면역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회격리, 학교 및 직장의 폐쇄, 격리와 같은 조치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
항체 테스트 결과는 비교적 간단하게 판독할 수 있음
<그림 26> 항체 검사 및 테스트 결과

⚫ 그림에서

보듯이, 제일 위의 컨트롤 라인은 검사가 제대로 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항상 줄이

보여야 함

⚫ 그리고

항체의 타입에 따라, 항체 G 타입, 혹은 항체 M 타입, 아니면 두 가지 항체 타입에

라인이 보이면 양성을 의미함

⚫ 검사를

위해서는 소량의 혈액이 필요

⚫ 혈액내의

항체가 검사키트의 화학 물질과 결합해서 색깔을 나타냄

나. 효소 면역 분석법을 사용한 항체검사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효소 면역 분석법은(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혈액이나 혈장을 이용해서
항체를 검사하는데, 감염의 양성/음성 여부만 판단뿐만 아니라, 항체의 정량적 결과를 제공함

⚫ 이러한

특성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중요하고, 회복기 혈장 치료 개발에도 아주 중요함

테스트는 항체의 존재를 판독하여, 과거에 이 사람이 감염된 적이 있었는지 판단

⚫이

52

❙

테스트는 바이러스 항원과 바이러스 항체 간의 상호작용의 판독에 의지

⚫ 효소

면역 분석법은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코팅한 플레이트를 사용

검사 받는 사람의 샘플이 바이러스 항원에 적용되었을 때, 항체가 있으면 이 항원과 항체는 같이 결합하고
두 번째 항체를 써서 색깔이 나타나게 됨

⚫ 즉,

항체가 있으면 색깔이 나타나고, 없으면 색깔이 변하지 않음

⚫이

테스트는 혈액이나, 혈장을 쓸 수 있음

ELISA 테스트는 바이러스 항원을 코팅해서 90여 개의 샘플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플레이트 사용

⚫ 희석된 혈장 샘플을 플레이트에 넣고, 1시간이 지난 후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인식하는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항체를 넣어서 판독
<그림 27> ELISA 테스트 플레이트

3

컴퓨터 단층 촬영(CT Scan)
분자 생물학적 혹은 혈청 검사 외에도 비(⾮)조영 흉부컴퓨터 단층촬영(Non-contrast Chest Computed
Tomography, CT scan)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조기 진단에 사용됨

⚫ 환자의

흉부 단면(Cross-sectional) 엑스레이를 여러 가지 각도로 촬영 후, 비정상적인 조직

변화를 검사55)

⚫ 코로나
⚫ 감염

바이러스 감염 후 2일 이내에는 비정상적인 CT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음56)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후부터 4일 이내에 흐릿하고 불투명한 부분이 보이고, 폐 조직이

압축되기 시작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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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폐 CT scan

⚫ 증상

발생 10일 정도 후에는 병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바이러스가 폐 조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CT 이미지 상으로 나타남
다른 검사 방법과 비교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CT 스캔 감염 검사 민감도는 86–98% 정도로 알려졌으며,
RT-PCR 테스트 보다 더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58)
하지만,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이미지는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과 혼동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정확도는 25% 정도로 추정됨

⚫ 이러한

이유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기 검진으로는 권장 되지 않음

4

진단 검사법 개발의 도전과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 개발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제가 있음

⚫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스트레인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다른 스트레인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환자는 다른 호흡기 환자와 증세가 비슷해서,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함
적절한 검사방법이 질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

⚫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임상 미생물학 검사 실험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줌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초기 진단이 환자 관리에 중요하고 전파를 막기 위한 확진자 격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더욱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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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훌륭한 실험실이나 검사 진단방법이 있더라도, 잠복기에 있으나 증세가 없는 사람을 판독 할
수 없는 문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임

⚫ 더욱이,

검사 방법의 민감도는 아직도 논쟁의 대상임

- 따라서 아직도 많은 환자가 위(僞)음성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초기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함

⚫ 또한 개발 도상국가들은 보건 치료 시스템이 선진국처럼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자생물학적
진단에 더욱 어려움이 있음59)
결국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조기 진단이 확진자 확인, 환자 치료, 감시체제
강화, 사회적 전파 방지를 위해 필수적임

⚫ 전자

현미경, 게놈 시퀀싱, RT-PCR 테스트, 혈청테스트, 컴퓨터 단층 촬영테스트, 이외의도

여러 다른 진단 방법이 개발 되고 상용화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더 정확하고, 현장 활용 가능하며, 검사비용이 비싸지 않고, 고가의 장비나, 숙련된
직원이 필요 없는 검사법이 필요함

⚫ 현재의

대부분의 방법은 바이러스의 특별한 게놈의 일부분이나 항체를 발견하는 방식이지만,

혁신적인 방법, 예를 들면, 결과가 즉시 나올 수 있는 진단법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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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COVID-19 치료제 개발 현황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일 가닥 RNA 게놈을 가지고 있고 26,200~31,700개 정도의 베이스를 가진
아주 작은 바이러스임

⚫이

바이러스는 클럽 같이 생기고 표면에 돌출된 Spike 단백질이 있는 외피구조로 싸여있음60)

⚫ 다른 RNA바이러스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주 일어나는 유전자 재조합과정으로 독성이 변하는
다른 변종으로 변할 수 있음
현재까지 사람에게서 7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발견

⚫ 229E,

NL63, OC43, HKU1, 메르스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CoV,

사스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CoV, 그리고 코비드19(2019-Novel
Coronavirus, nCoV)임61)

⚫이

7가지의 변종 중 3개는 병원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SARS-CoV,
⚫ 코로나

MERS-CoV, and 2019-nCoV)

바이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단백질은 Spike (S) 단백질임

-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게놈에는 7개의 유전자가 있음62)

현재까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없음

⚫ 대부분의
⚫몇

가지

치료는 증상을 관리하고, 보조 지지요법을 쓰고 있는 실정63)
개발

중이거나

실험중인

약으로는

알파

인터페론(Interferon,

(IFN)-α),

항진균제인(Mycophenolic acid)64)이 있음

⚫ 에이즈 치료제 렘데시버, 그리고 키니네와 같은 유명한 치료제를 동시 투여 후 일부에서는 효과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 결과는 더 검증되어야 함
<그림 29>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현황 (2021.10.04. 기준)

자료: New York Times Coronavirus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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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만 공격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지만, 치료제의 표적으로 쓸 수 있는 단백질
중 가장 유망한 것은 Spike 단백질임

⚫이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65)

⚫S

단백질은 세포의 ACE2라고 불리는 숙주 수용체와 결합하고, 세포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RNA를 들여보내 복제를 함

⚫ 이는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타깃이 될 수 있음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수백 개 이상의 임상실험이 등록되어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는 것은 빈도 높은 유전자의 재조합 특성으로 인해

쉽지 않음

⚫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 생물학, 라이프 사이클에 관한 정보는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임

그동안 의료진과 연구진들은 감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 고전해옴

⚫ 코로나
⚫몇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치료제에 관해서 기술하고자함

가지는 효과적이라고 결과가 나왔으나, 대부분은 아직도 연구 초기 단계임

현재까지 단 한 가지 치료제, 렘데시버(Remdesivir)만 FDA에서 승인되었음

⚫ 연구결과에서
⚫ FDA는

약은 환자에게 그리 크지 않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다른 후보치료제에도 긴급사용 승인을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스케일이 큰

무작위 임상 실험에서 효과를 증명하지는 못함

⚫ 연구진들은

1

다른 후보 치료제, 혹은 치료방법에 대해 연구 중이나 대부분이 아직 초기 단계임

렘데시버(Remdesivir)
렘데시버는 길리아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에서 베크러리(Veklury)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FDA
에서는 첫 번째로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승인 받은 치료제임

⚫ 새로운

바이러스 유전자를 삽입시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렘데시버는 원래 에볼라 바이러스와 C형 간염을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 형태로 테스트를 하던 것
이었는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음

⚫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발생 후, 연구진은 렘데시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내에서 증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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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가

큰 임상실험에서 렘데시버가 입원 환자의 회복시간을 15일에서 11일로 줄이는 것을

발견
2020년 5월, FDA에서는 산소보조기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해 렘데시버의 사용 긴급승인

⚫ 2020년

8월, 덜 위독한 입원환자들이 5일간의 렘데시버 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를 넓힘

⚫이

개정된 승인은 증세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입원환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

⚫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이 렘데시버의 사용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음
2020년 10월 3일, 전(前) 트럼프 대통령은 5일간의 렘데시버 치료를 받음

⚫ 이후

FDA는 10월 22일 12살 이상의 환자에게 쓸 수 있는 무조건 승인을 허함

⚫ 10월

말에 길리아드 사이언스는 렘데시버가 2020년에 약 9억불의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렘데시버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

⚫ 예를

들면, 렘데시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 숫자를 감소시킨다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것

⚫ 2020년

10월 15일 WHO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결과 발표 후 더욱 회의적이 되었음

- 2,75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게서 렘데시버의 치료 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사망률, 산소호흡기 사용,
병원 입원기간을 비교해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도출할 수 없었음

- 2020년 11월 19일, WHO는 렘데시버의 사용 반대 권고하며 현재까지의 출판된 임상실험의 결과를 통해
렘데시버의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림

2

하이드록시클로로키니네 (Hydroxychloroquine)
1930년에 독일 과학자는 말라리아의 치료제로 키니네를 합성

⚫ 독성이

약한 하이드록시클로로키니네는 1946년에 만들어졌고, 후에 류마티스형 관절염이나

낭창(lupus) 같은 다른 병의 치료제로 승인되었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작 후, 연구자들은 시약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내에서 증식하는 것을
막는 것을 발견

⚫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의 치료제로서 연구를
환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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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왔고, 몇 개의 작은 스케일의 임상실험이

2020년 3월, WHO는 무작위 임상실험을 실시

⚫ 전(前)트럼프

대통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키니네에 관련 기자회견에서 “game changer” 라고

칭하면서, 본인이 직접 치료를 받음

⚫ FDA에서는
- 나중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키니네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치료용 약으로 긴급 승인

이 승인은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이뤄졌다고 보고됨

⚫ 약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주문이 들어왔고, 실제로 이 약을 써야하는 다른 환자, 예를 들면 말라리아
환자들이 약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
하지만, 계속되는 연구는 실망스런 결과를 보여줌

⚫ 먼저

동물 실험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키니네가 질병의 진행을 늦춘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함

- 무작위 임상실험에서, 이 약이 코로나 바이러스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건강한 사람에게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함

-또

다른 무작위 임상실험에서는, 새로 진단된 환자의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함

⚫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키니네의 임상실험을 중단시키고, FDA는 긴급 승인을 취소
⚫ FDA는 코로나 감염 치료 시 이 약이 심장이나 다른 장기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
2020년 7월에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포드 병원의 연구자들은 하이드로키니네가 코비드 환자의 사망률을
줄인 것과 관계가 있다고 발표

⚫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 연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

임상실험은 위약(placebo) 그룹이 있는 무작위 대조 실험이 아니었음

- 이 실험은 하이드로키니네가 병을 치료한 것 보다는 의사들이 병이 덜 심각한 환자에게 처방을 했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더 빨랐던 것으로 보임

이러한 실망스런 여러 결과에도, 많고 작은 스케일의 임상실험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현재
⚫이

180건이 넘는 임상실험이 진행 중

약이 실제로 완벽하게 치료는 못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약과 같이 치료했을 때 효과를

볼 수도 있고 특히 감염 초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많은

환자들로 이루어지고 제대로 설계된 임상실험이 해답을 줄 것으로 보임

⚫ 현재

미(美)국립보건원은 이 약을 임상실험으로만 쓸 것을 권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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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혈장(Convalescent plasma)
100년 전, 의사들이 독감에서 회복된 환자의 피에서 혈장을 걸러내어 항체가 풍부한 회복기 혈장을
독감에 걸린 환자들 회복에 사용하였음
현대에서도 연구진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에 같은 전략을 쓰고 있음

⚫ 메이오 클리닉과 연방정부 주관 치료과정에서 미국 내 수 만 명의 환자가 회복기 혈장으로 치료를
받음

- 메이오 클리닉의 결과에서는 약간의 치료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비교적 감염 초기 환자를 항체 레벨이
높은 혈장으로 치료했을 때만 효과를 보임

- 외부

연구자들은 제대로 설계된 임상실험만이 정확한 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2020년 8월, 정부 기관 과학기관에서는 이 회복기 혈장 치료의 증거가 미약하다고 하여 FDA 긴급승인을
중지시킴

⚫ 하지만

전(前)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긴급승인을 허락

⚫ NIH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가이드라인 담당 패널들은 회복기 혈장 효과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 FDA에서 긴급승인을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이 치료제를 권고 여부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경고
2021년 1월 6일,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된 임상실험에서 회복기 혈장은 최근에 감염된 노인 환자들에게
치료효과가 있다고 발표

⚫ 하지만 실험에 참가한 환자는 모두 감염된 지 2~3일 후여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 조금

더 위독한 환자가 참가한 다른 임상실험에서는 실망스런 결과가 나옴

- 치료

4

시작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원인 분석

단일 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ies)
코로나 바이러스감염 치료에 쓰이는 회복기 혈장에는 수십억 종류의 항체가 포함 되어있음

⚫ 어떤

항체는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격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타깃을 목표로 함

⚫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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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연구진들은 이 많은 항체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몇 십 개의 항체를 동물과 세표배양을 통해서 고른 후, 정제하고 검사를 시행

⚫이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하는 치료법은 전망이 좋은 것으로 보였음

이 단일 클론항체 방법은 1970년대에 시작이 되었으며, FDA에서 이미 79개의 다른 질병 암이나
에이즈 같은 병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을 받음

⚫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임상실험에 들어갔을 때 많은 기대가 있었음

2020년 9월, 연구자들은 임상실험의 첫 번째 결과를 받음

⚫ 결과는

아직 예비 수준이지만, 단성항체는 감염초기에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20년

9월 16일, 엘리 릴리(Eli Lilly)에서는 새로 감염된 452명의 임상 실험결과를 발표

- Bamlanivimab 이라고 불리는 단성 항체는 위약(placebo) 그룹과 비교해서, 병원에 입원율을 72% 줄여준다고
발표

⚫ 2020년

10월 28일, 레제네론(Regeneron)은 미약한 증세가 있는 799명의 환자 데이터에서

2개의 단성 항체를 섞은 치료제가 의사방문이나 병원방문을 57% 줄여 준다고 발표

⚫ 하지만,

중증환자들에 대한 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음

- B10월 26일에는 국립보건기구(NIH)는 엘리 릴리의 단성항체와 길리아드의 렘데시버를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상대로 하는 임상실험을 중지

- 회사들은

감염초기에 효과를 보았던 항체로 다른 실험을 계속하고 있음

2020년 11월 9일, FDA는 엘리 릴리에게 항체 치료제인 Bamlanivimab 긴급사용을 승인

⚫이

치료제는 바이로스에 감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상태의 환자를 위한 것이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쓰면 안 된다고 발표

⚫ 비슷한

긴급사용 승인이 레제네론에게도 11월 21일에 주어짐

2020년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백악관은 대통령이
레제네론의 항체와, 렘데시버와 스테로이드치료제를 받았다고 발표

⚫ 트럼프는

레제네론의 항체가 자신의 병을 낫게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여러 가지 약이 동시에

투여되었으므로 어떤 약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 이후,

레제네론과 엘리 릴리는 단성항체의 긴급사용 승인을 요청

⚫ 10월 28일에는 엘리 릴리는 두 달 내에 30만 회분을 제공하고 2021년에는 65만 회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정부와 3억 7500만 달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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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사메타손과 코티코스테로이드
코티코스테로이드는 염증이나, 알레르기 혹은 천식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어옴

⚫ 1960년

의사들은 폐렴이나 다른 호흡기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했으나, 효과는 확실하지

않았음

⚫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이후에 코티코스테로이드 치료 임상실험 시작

2020년 6월 덱사메타손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줄였다고 발표

⚫ 6,000여명의
⚫ 하지만
⚫ 국립

환자가 참여한 실험에서 덱사메타손은 중증의 환자의 사망률을 20-30%정도 줄임

초기 환자에게서는 효과를 볼 수 없었음

보건원(NIH)에서는 코비드 감염치료 가이드라인에 호흡기 치료를 받거나,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만 처방되도록 권고
2020년 9월, 연구자들이 덱사메타손 임상실험과 다른 스테로이드, 하이드로코티손, 메칠프레드니소론
같은 스테로이드 임상실험 결과를 연구

⚫ 스테로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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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률을 30%정도 줄일 수 있다고 결론

Ⅹ

맺음말

팬데믹 발생 후, 전 세계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옴

⚫ 이전에는

정상이라고 생각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들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이 변하고 있음
이 보고서는 팬데믹을 종료 시킬 수 있는 현재로는 유일한 방법인 백신 개발의 현황과 접종상황에
대해서 기술하였음

⚫ 현재

전 세계에서 8개의 백신이 사용되고 있고, 더 많은 후보 백신이 임상 실험 중

⚫ 새로운

뉴스 및 빠른 개발 진행으로 최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기술하려고 노력

- 객관적으로 기술을 했지만, 실제 백신 개발 및 승인 진행상황을 보면 일반적인 처리과정이 예상 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 된 것을 알 수 있음

- 어떤

과정은 제대로 된 통계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듯이 보이는 과정도 있음

⚫ 하지만, 1년 만에 백신 개발 시작부터 일반인에게

접종 할 수 있는 단계로 도달한 것은 혁명적인

기술의 혁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서 승인까지는 10-15년 정도 소요됨

새로운 변종에 대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백신의 효과 및 예방 효과 기간 그리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장기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많은 질문이 남아있음

⚫또

한 가지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음

한국 백신 기술 개발을 살펴보았는데, 외국에서 기술도입을 하는 회사 혹은 자체개발을 하는 업체가
있었으나 아직 모두 3차 임상실험 단계는 못 미친 상태

⚫ 몇몇

선진국들이 2020년 여름부터 개발 중에 있는 제약회사에게 연구 지원금을 주고, 백신개발

성공 시 선(先)제공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의 백신 도입이 늦어진 원인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런 연구 개발 지원금 계약은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음

⚫ 하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백신이 수입되어 국내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비록 개발에는 조금 뒤쳐져 있지만, 아직 더 좋은 장점이 있는 새로운 백신이 예상되고 또한 앞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양의 백신 공급을 위해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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