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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

지침·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백신 위해성관리계획 사례집(민원인 안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등록된 지침·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안내서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

등록대상
여부

지침·안내서
구분

기타 확인
사항

□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 예
■ 아니오
□ 예
□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 아니오
□ 1년 이내 한시적 적용 또는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 예
내용입니까?
■ 아니오
□ 예
□ 외국 규정을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 아니오
□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 예
정리한 자료입니까?
■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정 □ 예(☞지침서)
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 아니오
□ 법령, 고시‧훈령‧예규와 같은 규정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특정한
■ 예(☞안내서)
사안에 대하여 그 절차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거나
□ 아니오
식약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
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
2018 년 11 월

일
담당자
확 인(부서장)

백 선 영

이 안내서는 해외규제기관의 백신 위해성 관리 계획의 사례를 공유
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민원인 여러분께서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18년 11월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물제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3-719-3452
팩스번호 : 043-71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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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

2015

년

7

월 이후부터 품목허가 신청 시 시판 후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 및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이행하도록 하였으며,

2017

년

7

월 이후부터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2조에 따른 재심사대상 의약품도 적용됨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다.
위해성

관리

계획의

목적은

의약품

품목허가시

또는

시판

후

안전성

중점검토를 위해 해당 품목의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및
중요한 부족 정보’를 확인하고 시판 후 부작용 조사를 위한 의약품 감시방법 및
위해성 완화를 위해 첨부문서, 환자용 사용설명서 및 전문가용 설명자료 등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백신의 경우 허가 후 장기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 안전성·유효성 검토항목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
유용성 평가 또는 장기면역원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백신에
있어서 유효성(efficacy)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없거나 장기적인 면역원성이
필요한 백신에 대해서는 유용성(effectiveness) 평가나 장기 면역원성 시험계획을
제출하고 그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례집은 국내보다 먼저 위해성 관리 계획을 도입한 일본, 유럽연합의
해외 규제기관에서 공개한 백신의 제품별 위해성 관리 계획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백신 개발자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 안전성 검토항목, 유용성 평가
및 장기 면역원성시험 등 위해성 관리 계획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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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국가별 위해성 관리 계획 공개 현황

1. 일본
일본의 경우,

년 위해성 관리 계획이 도입된 이래로 백신 중 유일하게

2013

프리베나13주(폐렴구균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이 공개되어 있다(www.pmda.go.jp).
안전성 감시활동에 따라 실시하는 소아 및 고령자 대상 사용성적조사는 목적,
증례수, 실시방법, 관찰기간, 실시계획의 근거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등을 중요 안전성 검토항목으로 지정한 사유, 위해성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조치 계획, 선택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위해성 관리 계획서 작성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13주>
□ 품목개요
승인연월일

2013년 6월 18일

약효분류

재심사기간

소아: 8년
고연령층: 1차 승인
승인번호
에 관계된 재심사기
간의 잔여기간

국제발매일

2009년 7월 10일

판매명

프리베나13®수성현탁주

유효성분

폐렴구균협막 폴리사카라이드-CRM197결합체

함량 및 제형

1 시린지 중에
폴리사카라이드혈청형1, 3, 4, 5, 6A, 7F, 9V, 14, 18C, 19A, 19F, 23F:
각 2.2µg
폴리사카라이드혈청형6B: 4.4µ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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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311

22500AMX00917000

CRM197:약 34µg(단백질량으로)을 함유하는 주사제.
1. 고연령층
1회 0.5mL를 근육 내에 주사한다.
용법 및 용량

효능 또는 효과

2. 소아
• 1차 면역: 보통, 1회 0.5 mL씩을 3회, 모두 27일 이상의 간격으로
피하에 주사한다.
• 추가면역: 보통, 1회 0.5mL를
1회, 피하에 주사한다. 단, 3차 접종
부터 60일 이상의 간격을 둔다.
1. 고연령층
폐렴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23F)에 의한 감염증의 예방
2. 소아
폐렴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23F)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의 예방

승인조건

없음

비고

2014년 6월 20일에 고연령층에 대한 ‘폐렴구균(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및 23F)에 의한 감염증의 예방’의 효
능·효과로 승인사항 일부변경 승인을 취득.

변경 내역

전회 제출일:
2015년 9월 20일
변경내용의 개요:
1. 추가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으로 계획된 사용 성적 조사(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에
관해서 실시상황을 갱신했다.
2. 1.1 안전성 검토사항의 중요한 부족 정보로 설정한 ‘13vPnC를 복수회 접종한 고연령층
(6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안전성’의 설정 이유의 변경.
변경이유:
1. 사용 성적 조사(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의 실시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
2. 설정 이유에 기재한 일본 외 국가 임상시험의 실시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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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의 개요
- 안전성 검토사항
중요한 특정 위해성
쇼크, 아나필락시스
중요한 특정 위해성으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소아, 고연령층 모두,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서 쇼크, 아나필락시스의 보고는 없으
나, 일본 국내외에서 본 제제(이하, 13vPnC)의 시판 후 자발보고가 있었기 때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 이유:
【내용】
• 일반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선택이유】
제조판매 후에 대하여 쇼크, 아나필락시스의 발현이 확인된 경우는, 사용 성적 조
사의 증례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수집에 노력하는 것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으로 첨부문서의‘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의 항 및
백신접종을 받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에 기재해 주의를 환기한다.
【선택이유】
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및 보호자 등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사용에 관한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
주사부위

국소반응
중요한 특정 위해성으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외국인 영유아 15시험의 병합 데이터(근육 내 접종)에서 각회 접종 후의 13vPnC 접
종부위에 대한 국소반응의 발현비율은 발적 25.1%~40.2%, 종창 21.8%~30.6%, 압통
39.0%~46.5%였다.
한편, 일본인 영유아 대상의 일본 국내 임상시험 6096A1-3024 및 3003(피하접종)에
서 각회 접종 후의 발현비율은 각각 발적 53.6%~62.7% 및 67.8%~74.4%, 종창
41.1%~49.0% 및 47.2%~57.1%, 압통 7.8%~14.5% 및 13.3%~19.9%의 범위였다.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서 국소반응의 발현비율을 외국인 영유아 15시험 병합 데이
터와 비교하자, 발적 및 종창의 발현비율이 높았고 압통의 발현비율은 낮았다. 피
하접종은 일본에서만 승인을 받은 접종경로로, 피하접종 시 국소반응의 발현비율이
높은 경향이었다.
또, 고연령층은 일본 외 국가와 동일하게 일본에서도 근육 내 접종이기 때문에, 중
요한 특정 위해성으로는 설정하지 않았다.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 추가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으로 다음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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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적조사(소아)
【선택이유】
사용성적조사(소아)에서 주사부위 국소반응을 중점 조사 사항으로 설정하고 발현상
황을 집계, 검토하기 위해.
위해성 최소화(완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으로 첨부문서의‘기타 이상약물반응’의 항에 기재
하고 주의를 환기한다.
【선택이유】
의료기관에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사용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과민증
중요한 특정 위해성으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소아, 고연령층 모두에서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 대하여 과민증의 보고는 없으나,
일본 외 국가에서 시판 후의 자발보고가 있기 때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선택이유】
접종에 의한 과민증 관련 사례의 발현상황, 기초질환 등의 환자배경에 관련된 정보
를 사용 성적 조사의 증례도 포함해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
위해성 최소화(완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으로 첨부문서의‘기타 이상약물반응’의 항에 기재
하고 주의를 환기한다.
【선택이유】
의료기관에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사용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경련
중요한 특정 위해성으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소아의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서 경련의 이상약물반응의 보고는 없었으나, 일본 국
내외에서 시판 후 자발보고가 있었기 때문.
고연령층은 신청 시까지 일본 국내 임상시험 및 일본 외 국가의 시판 후 자발보고
에서 경련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특정 위해성으로는 설정하지 않는다.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 추가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으로 다음을 실시한다.
사용 성적 조사(소아)
【선택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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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성적 조사(소아)에서 접종에 의한 경련, 열성경련 및 발열을 중점 조사사항으
로 설정하고 발현상황을 집계, 검토하기 위해.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으로 첨부문서의‘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의 항 및
백신접종을 받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에 기재해 주의를 환기한다.
【선택이유】
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및 보호자 등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사용에 관
한 이해를 촉진한다.
무호흡
중요한 특정 위해성으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소아의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서 무호흡의 보고는 없었으나, 일본 외 국가에서 호흡
곤란, 호흡 이상, 호흡장애, 호흡부전이 시판 후 자발보고에 있기 때문.
고연령층은 신청 시까지 일본 국내 임상시험 및 일본 외 국가의 시판 후 자발보고
에서 무호흡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특정 위해성으로는 설정하지 않는다.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선택이유】
접종에 의한 무호흡의 발현상황, 기초질환 등의 환자배경에 관한 정보를 사용 성적
조사의 증례도 포함해 폭넓게 수집하기 때문.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현시점에서 새로운 위해성 최소화 활동은 실시하지 않는다.
【선택이유】
통상 및 추가 안전성 감시활동의 결과에 따라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다른 폐렴구균백신과의 접종과오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으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13vPnC와 다른 폐렴구균백신을 착오로 잘못 접종할 우려가 있기 때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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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유】
다른 폐렴구균백신과 접종과오의 상황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추가 위해성 최소화 활동으로 다음을 실시한다.
뉴모박스®NP와의 접종과오 방지의 활동
【선택이유】
뉴모박스®NP와의 접종과오가 우려되므로 과오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확실
한 정보제공, 주의환기 등을 실시하여 적정 사용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접종대상 및 접종경로 선택에 관한 과오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으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대상마다 접종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경로로 접종 받을 우려가 있다(접종경
로: 근육 내(고연령층), 피하(소아)). 또,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및 소아를 대상
으로 한 제제이기 때문에 승인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한 접종이 우려된다.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선택이유】
접종대상 및 접종경로 선택에 관한 과오 상황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으로 첨부문서의‘용법·용량’의 항 및 백신접종을
받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에 기재하고 주의를 환기한다.
• 추가 위해성 최소화 활동으로 다음을 실시한다.
접종대상 및 접종경로 선택에 관한 과오방지의 활동
【선택이유】
접종대상자가 2개월령 이상 6세 미만의 소아 및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으로 한정되
어 있고 소아(피하)와 고연령층(근육 내)은 대상별로 접종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접
종과오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및 보호자 등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사용에 관한 이해를 촉진한다.
혈소판감소성 자반병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으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소아의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서 혈소판감소성 자반병의 보고는 없으나, 일본 국내
시판 후의 자발보고가 있기 때문.
고연령층은 신청 시까지 일본 국내 임상시험 및 일본 외 국가의 시판 후 자발보고
에서 혈소판감소성 자반병의 보고가 없으므로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으로는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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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선택이유】
접종에 의한 혈소판감소성 자반병의 발현상황, 기초질환 등의 환자배경에 관한 정
보를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
또한, 제조판매 후에 대하여 혈소판감소성 자반병의 발현이 확인된 경우는 사용 성
적 조사의 증례를 포함해 충분한 정보수집에 노력하는 것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으로 첨부문서의‘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의 항 및
백신접종을 받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에 기재해 주의를 환기한다.
【선택이유】
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및 보호자 등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사용에 관한
이해를 촉진한다.
돌연사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으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흡착 7가 폐렴구균결합형 백신(무독성 변이 디프테리아 독소결합체)(이하, 7vPnC)에
대하여 발매 이후, 사망증례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2011년 3월 24일에 ‘의약품 등
안전대책부회 안전대책조사회 및 자궁경부암 등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약물반응
검토회’가 개최되었다. 본 검토회에서 백신접종과 사망증례의 사이에 직접적인 명
확한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증례에 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에 관해서 전문가에 의해 신속히 평가하도록 할 것과 10만 대
비 접종당 사망보고수가 인과관계의 유무에 관계 없는 0.5를 초과한 경우에 조사회
등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대응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 결정되었다. 13vPnC의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서 사망 보고는 없으나, 일본 국내에서 시판 후의 자발보고가 있기
때문.
고연령층은 신청 시까지 일본 국내 임상시험 및 일본 외 국가의 시판 후 자발보고
에서 돌연사의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으로는 설정하지 않는
다.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선택이유】
접종에 의한 돌연사의 발현상황, 동시접종백신, 기초질환 등의 환자배경에 관한 정
보를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
또한, 제조판매 후에 대하여 돌연사의 발현이 확인된 경우는 사용 성적 조사의 증
례를 포함해 충분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 감시를 강화한다.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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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시점에 새로운 위해성 최소화 활동은 실시하지 않는다.
【선택이유】
통상 및 추가 안전성 감시활동의 결과에 따라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천식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으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소아의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서 천식의 이상약물반응 보고는 없었으나 일본 외 국
가에서 시판 후 자발보고가 있었기 때문.
고연령층은 신청 시까지 일본 국내 임상시험 및 일본 외 국가의 시판 후 자발보고
에서 천식의 보고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으로는 설정하지 않는다.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선택이유】
접종에 의한 천식의 발현상황, 기초질환 등의 환자배경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
하기 위해.
또한, 제조판매 후에 대하여 천식의 발현이 확인된 경우는 사용 성적 조사의 증례
를 포함한 충분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 감시를 강화한다.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현시점에서 새로운 위해성 최소화 활동은 실시하지 않는다.
【선택이유】
통상 및 추가 안전성 감시활동의 결과에 따라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부적절한

접종 스케줄의 사용(접종간격간 차이)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으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소아의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서 부적절한 접종 스케줄의 사용(접종간격간 차이)이
1명 보고되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7vPnC에서도 발매 이후, 부적절한 접종 스케
줄의 사용(접종간격간 차이)이 보고되었다.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접종 스케줄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으로는 설정하지 않는다.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 추가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으로 다음을 실시한다.
사용 성적 조사(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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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유】
사용 성적 조사(소아)에 대하여 각 접종회의 접종간격 및 접종 시 월령을 산출해
부적절한 스케줄에 접종된 증례수 및 비율을 집계하기 위해.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으로 첨부문서의 ‘용법·용량에 관련된 접종상의
주의’의 항 및 백신접종을 받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에 접종대상자별 접종시기를
기재해 주의를 환기한다.
【선택이유】
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및 보호자 등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사용에 관한
이해를 촉진한다.
중요한 부족정보
면역억제상태인 사람에 대한 안전성
중요한 부족정보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 대한 면역억제상태인 사람에게 13vPnC를 접종한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부족정보로 설정했다. 또한, 일본 외 국가에서 18세 이상의 HIV 감염
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6115A1-3017),
6~17세의 겸상적혈구증 환자를 대상으
로 한 임상시험(6096A1-3014),
2세 이상의 조혈간세포이식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6115A1-3003)이 완료되었다.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 추가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으로 다음을 실시한다.
사용 성적 조사(소아 및 고연령층(65세이상의 성인))
【선택이유】
사용 성적 조사(소아) 및 사용 성적 조사(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에서 접종대상
자 배경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면역억제상태인 접종대상자에게 접종된 경우는
이상약물반응 발현상황에 관해서 기술하기 위해.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으로 첨부문서의‘효능·효과에 관련된 접종상의
주의’의 항 및 백신접종을 받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에 기재해 주의를 환기한다.
【선택이유】
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및 보호자 등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사용에 관
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다른 백신과의 동시접종 시의 안전성
중요한 부족정보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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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소아를 대상으로 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및 백일해 무균
체백신(DPT) 동시접종 시 데이터만을 얻을 수 있었다. 소아에 대해서는 DPT 이외
의 백신, 성인에 대해서는 다른 백신과의 동시접종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부족정
보로 설정했다.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 추가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으로 다음을 실시한다.
사용성적조사(소아 및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선택이유】
사용성적 조사(소아)에서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했을 때의 국소 및 전신의 이상약물
반응을 중점조사사항으로 설정하고 발현상황을 집계, 검토하기 위해.
사용 성적 조사(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에서 동시접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동시접종이 실시된 경우는 이상약물반응 발현상황에 관해서 기술하기 위해.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으로 첨부문서의‘중요한 기본적 주의’의 항 및 백
신접종을 받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에 기재해 주의를 환기한다.
【선택이유】
의료기관, 접종대상자 및 보호자 등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사용에 관
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조산아의 접종에 대한 안전성
중요한 부족정보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소아>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 대한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조산아에게 접종한 증례는
없고, 13vPnC의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아의 중요한 부족정보로 설정
했다. 또한, 일본 외 국가에 대해서는 임상시험(6096A1-4001)이 진행 중이다.
조산아의 접종이므로 고연령층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 추가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으로 다음을 실시한다.
사용 성적 조사(소아)
【선택이유】
사용 성적 조사(소아)에 대하여 재태주수 등의 접종대상자 배경정보를 수집하고 임
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조산아에게 접종한 경우는 이상약물반응 발현상황에 관해
서 기술한다.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현시점에 새로운 위해성 최소화 활동은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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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유】
통상 및 추가 안전성 감시활동의 결과에 따라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13vPnC를 복수회 접종한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안전성
중요한 부족 정보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일본 외 국가 임상시험에서 특기해야 할 이상약물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서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 13vPnC를 복수회 접종한 데
이터가 없고, 또 앞으로 일본 국내에서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의 복수회 접종
이 예상되므로, 부족정보로 설정했다. 일본 외 국가는 13vPnC의 1차 접종(접종 시
50~59세) 후 5년 시점에 13vPnC의 2차 접종을 받은 임상시험(6115A1-3001)이 완료
되었다.
소아는 복수회 접종을 접종 스케줄로 설정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족정보로는 설정
하지 않는다.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 추가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으로 다음을 실시한다.
사용 성적 조사(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선택이유】
사용 성적 조사(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하여 조사 시작 이전의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력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13vPnC 기존 접종자에 대해 13vPnC가
접종된 경우는 이상약물반응 발현상황에 관해서 기술하기 위해.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현시점에서 위해성 최소화 활동은 실시하지 않는다.
【선택이유】
통상 및 추가 안전성 감시활동의 결과에 따라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다가 폐렴구균 협막 폴리사카라이드 백신 접종이력이 있는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에게
13vPnC를 접종했을 때의 안전성
중요한 부족정보로 지정한 이유:
<위해성으로 지정된 대상군: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일본 외 국가 임상시험은 특기해야 할 이상약
물반응의 보고는 없다. 또,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다가 폐렴구균 협막 폴리사
카라이드 백신의 접종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13vPnC를 접종한 데이터가 없고, 앞으
로 일본 국내에서 다가 폐렴구균 협막 폴리사카라이드 백신의 접종이력이 있는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의 접종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정보로 설정했다.
폐렴구균에 의한 중대 질환으로 이환될 위험이 높고 겸상적혈구질환 등의 기초질
환이 있는 2세 이상의 소아를 제외하고 소아에게는 다가 폐렴구균 협막 폴리사카
라이드 백신의 접종이 투여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부족정보로는 설정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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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 추가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으로 다음을 실시한다.
사용성적 조사(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선택이유】
사용 성적 조사(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하여 조사 시작 이전의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력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다가 폐렴구균 협막 폴리사카라이드 백
신 기존 접종자에 대해 13vPnC가 접종된 경우는 이상약물반응 발현상황에 관해서
기술하기 위해.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 및 선택이유:
【내용】
현시점에서 위해성 최소화 활동은 실시하지 않는다.
【선택이유】
통상 및 추가 안전성 감시활동의 결과에 따라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 유효성에 관련된 검토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의약품 안전성 감시계획의 개요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개요:
이상약물반응, 문헌·학회정보 및 일본 외 국가 조치 보고 등의 수집·확인·분석에 근거한
안전대책의 검토
추가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사용 성적 조사(소아)
【안전성 검토사항】
주사부위 국소반응, 경련, 부적절한 접종 스케줄의 사용(접종간격간 차이), 면역억
제상태인 사람에 대한 안전성,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시 안전성,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된 조산아에게 접종 했을 때의 안전성
【목적】
2개월령 이상 7개월령 미만에 본 제제를 처음 접종한 영유아에 대하여 조사기간
내에 접종한 전체접종회의 안전성에 관련해 제조판매 후 사용 실태하에 대한 다음
의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실태의 파악
2) 이상반응의 발현상황의 파악
【실시계획】
조사기간: 2014년 3월~2016년 6월(2년 4개월)
등록기간: 2014년 3월~2015년 2월(1년)
조사대상:

- 13 -

2개월령 이상 7개월령 미만에 본 제제를 처음 접종 받는 영유아로 본 제제 1차 접
종 이전에 폐렴구균백신의 접종이력이 없으며 4차 접종이 예상되는 영유아
예정증례수: 1000명
실시방법: 연속조사방식
관찰기간:
각 접종회(1~4차 접종)에 대하여 접종 후 28일차(각 접종일을 1일차로 한다)까지를
안전성 평가기간으로 한다.
단, 중대한 이상반응은 전기간을 수집기간으로 한다(1차 접종일부터 4차 접종 후
28일차까지. 도중에 접종을 중지한 경우는 1차 접종일부터 마지막 접종 후 28일차
까지).
중점조사항목:
주사부위 국소반응, 발열, 경련 및 열성경련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 시 본 제제의 안전성(국소반응 및 전신반응)
【실시계획의 근거】
예정(목표) 증례수의 설정근거:
일본 국내에서 실시된 6096A1-3003 시험 및 6096A1-3024 시험(비열성 시험)에서
보였던 임상시험용의약품(13vPnC)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이상
약물반응) 중, 빈도가 가장 낮은 사례의 발현빈도는 각각 0.52% 및 0.55%*이다.
0.5% 발현빈도의 이상반응을 95% 이상의 검출력으로 적어도 1례 검출 가능한 증
례 수를 산출하면, 600례가 필요하다. 또, 미국에서 실시된 주요 시험인
6096A1-004 시험에서 1차 면역의 각 회 접종 후 28~42일차까지의 기간에 중대 및
비중대의 경련 각 1례(0.3%)와 중대한 열성경련 1례(0.3%)가 확인되었다. 0.3% 발
현빈도의 이상반응을 95% 이상의 검출력으로 적어도 1례 검출 가능한 증례수를
산출하면, 1000례가 필요하다.
이상으로 등록예정 증례수를 1000례로 설정했다.
*일본 국내에서 실시된 2개의 임상시험에서 13vPnC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
는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 중 빈도가 낮은 사례와 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6096A1-3003 시험: 주사부위 자극감, 주사부위 열감, 간장애, 기관지염, 감염성 크
루프, 돌발성 발진, 천식, 알레르기성 피부염, 과다각화 및 지루성 피부염 각 1건
(0.52%)
6096A1-3024 시험: 주사부위 경결 1건(0.55%)
【전환점이 되는 예정 시기 및 근거】
안전성 정기보고 시 및 조사 종료 시에 안전성 검토 및 보고를 실시한다.
【해당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결과에 근거해 실시되는 가능성이 있는 추가 조
치 및 시작의 결정기준】
전환점이 되는 시기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을 재검토한다.
• 현재의 안전성 검토사항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변경의 필요 여부에
관해 검토한다.
• 새로운 안전성 검토사항의 유무도 포함해, 본 조사의 계획내용의 변경 필요 여
부(조사의 계속·추가조사의 실시 등)에 관해 검토한다.
• 새로운 안전성 검토사항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 대책의 책정 필요 여부에 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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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적조사(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안전성 검토사항】
면역억제상태인 사람에 대한 안전성,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 시의 안전성,
13vPnC를 복수회 접종한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안전성, 다가 폐렴구균
협막 폴리사카라이드 백신 접종이력이 있는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에게
13vPnC를 접종했을 때의 안전성
【목적】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13vPnC(이하, 본 제제) 단회접종 시의 안전성에
관해서 제조판매 후의 사용실태 하에 대한 다음 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실태의 파악
2) 이상반응의 발현상황 파악
조사기간: 2015년 4월~2016년 10월(1년 7개월)
등록기간: 2015년 4월~2016년 9월(1년 6개월)
조사대상: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예정증례수: 600례
실시방법: 연속조사방식
관찰기간: 본 제제 접종 후 28일차까지로 한다.
조사항목:
Table. 65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 성적 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조사목적
주요 조사항목
접종대상자 배경(성별, 연령, 병력 등)
본 제제 접종 이전의 폐렴구균백신 접종이력, 기타
다른 백신 접종이력
사용실태의 파악
본 제제의 접종기록(접종량, 접종부위, 접종경로, 로
트 번호)
동시 접종백신(동시 접종백신명, 접종부위), 본 제제
접종 후의 다른
백신 접종상황
국소반응 및 전신반응
이상반응 발현상황의
그 밖의 이상반응
파악
중점조사항목: 없음
【실시계획의 근거】
예정증례수의 설정근거:
일본 국내에서 실시된 폐렴구균백신의 접종이력이 없는 고연령층(65세 이상의 성인)
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B1851088(비열성시험) 및 5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6115A1-3004(공개시험)의 65세 이상의 연령군에 대하여 본 제제 접종 후 14일간 전
자일지를 사용해 피험자로부터 보고 받은 국소반응의 발현율은 각각 55.8% 및
63.6%이며 전신반응의 발현율은 각각 37.9% 및 52.6%였다. 또, 두 시험에서 본 제제
접종 후 약 1개월 동안에 임상시험책임자로부터 보고 받은 본 제제와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응)의 발현율은 각각 3.9%(13례/333례) 및
6.6%(9례/136례)이며, 일본 국내 임상시험의 결과를 일본 외 국가 임상시험과 비교한
결과, 65세 이상의 일본인에서 새롭게 주의가 필요한 위해성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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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국내 임상시험에 대하여 65세 이상의 고연령층 518례(시험 B1851088: 382
례 및 시험 6115A1-3004: 136례)에 대해서 본 제제를 접종 받고 안전성 집단에 포함
된 469례(시험 B1851088: 333례 및 시험 6115A1-3004: 136례)으로 안전성이 평가되
었기 때문에 제조판매 후의 사용 실태하에 대한 본 제제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일본
국내 임상시험과 동등한 증례 규모로 안전성 정보의 수집 및 검토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사의 예정증례수 600례를 설정했다.
【전환점이 되는 예정 시기 및 근거】
안전성 정기보고 시 및 조사 종료 시에 안전성의 검토 및 보고를 실시한다.
【해당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의 결과에 근거해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추가 조치
및 시작의 결정기준】
전환점이 되는 시기에 다음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을 재검토한다.
• 현재의 안전성 검토사항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변경의 필요 여부에
관해 검토한다.
• 새로운 안전성 검토사항의 유무를 포함해 본 조사의 계획내용의 변경 필요 여부
(조사의 계속·추가조사의 실시 등)에 관해 검토한다.
• 새로운 안전성 검토사항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 대책의 책정 필요 여부에 관해 검
토한다.

□ 유효성에 관련된 조사·시험 계획의 개요: 해당 사항 없음
□ 위해성 최소화 계획의 개요
일반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
일반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개요:
첨부문서 및 백신접종을 받는 사람을 위한 가이드에 의한 정보제공
추가의 위해성 최소화 활동
뉴모박스®NP와의 접종과오 방지의 활동
【안전성 검토사항】
다른 폐렴구균백신과의 접종과오
【목적】
의료기관에 대한 뉴모박스®NP와의 식별 오류에 의한 접종과오를 방지한다.
【구체적인 방법】
• 제품의 포장(겉상자, 안상자 필름, 시린지 라벨)에 접종대상자 및 접종경로의 정보
를 직접 기재한다.
•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정보담당자 등을 통해 제품정보 개요 등을 사용해 두 제제의
포장 차이 등이 명확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특약점에 대해 의약정보담당자 등을 통해 13vPnC와 뉴모박스®NP의 착오로 인한 접
종과오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를 투여 받을 때 ‘제품명’을 확인할 것을 의뢰한다.
【전환점이 되는 예정 시기, 실시한 결과에 근거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더 나은
조치】
시판 직후 조사종료 시 및 안전성 정기보고 시에 대한 접종과오 상황을 확인하고 위
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변경의 필요 여부(자재의 개정, 실시방법의 변경, 추가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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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등)를 검토한다.
평가, 보고의 예정시기: 안전성 정기보고 제출 시
접종대상 및 접종경로 선택에 관한 과오방지의 활동
【안전성 검토사항】
접종대상 및 접종경로 선택에 관한 과오
【목적】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대상자(소아: 2개월령 이상 6세 미만 및 고연령층: 65세 이상
의 성인) 및 접종경로(소아: 피하, 고연령층: 근육 내)의 투여 과오를 방지한다.
【구체적인 방법】
• 제품의 포장(겉상자, 안상자 필름, 시린지 라벨)에 접종대상자 및 접종경로의 정보
를 직접 기재한다.
• 의료기관에 대해 앞의 내용의 접종과오 방지의 주의환기를 도모하기 위한 문서 혹
은 자재를 작성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전환점이 되는 예정 시기, 실시된 결과에 근거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더 나은
조치】
시판 직후 조사종료 시 및 안전성 정기보고 시에 대한 접종과오 상황을 확인하고
위해성 최소화 활동의 내용변경의 필요 여부(자재의 개정, 실시방법의 변경, 추가 자
재작성 등)를 검토한다.
평가, 보고의 예정시기: 안전성 정기보고 제출 시

□ 의약품 안전성 감시계획, 유효성에 관련된 조사·시험의 계획 및 위해성 최소화 계획의 일람
- 의약품 안전성 감시계획의 목록
일반적인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이상약물반응, 문헌·학회정보 및 일본 외 국가 조치보고 등의 수집·확인·분석에 근거한
안전대책의 검토
추가 의약품 안전성 감시활동
추가 의약품 안전성 전환점이 되는 증례 전환점이 되는
감시활동의 명칭
수/목표증례수
예정 시기
시판 직후 조사(소
해당 사항 없음
아)
정기보고에 수집된
사용 성적 조사(소
증 례수/ 최종목 표증
아)
례수: 1000례
시판 직후 조사(고
연령층(65세 이상의 해당 사항 없음
성인))
사용 성적 조사(고 정기보고에 수집된
연령층(65세 이상의 증 례수/ 최종목 표증
성인))
례수: 600례

실시상황

판매시작부터 2, 4,
종료
6개월 후
안전성
시기

정기보고의

실시 중

보고서의
작성예정일
작성완료(2014
년 6월 제출)
안전성 정기보
고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승인부터 2, 4, 6개
종료
월 후

작성완료(2015
년 2월 제출)

안전성
시기

안전성 정기보
고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 유효성에 관련된 조사・시험 계획의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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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고의

실시 중

유효성에 관련된 조 전환점이 되는 증례 전환점이 되는
사·시험의 명칭
수/목표증례수
예정 시기

실시상황

보고서의
작성예정일

해당 사항 없음

☐ 위해성 최소화 계획의 일람
일반적인 위해성 최소화

활동

첨부문서 및 백신접종을 받은
추가 위해성 최소화

활동

추가 위해성 최소화
명칭

활동의

사람의 가이드에 의한

전환점이 되는 예정

정보제공

시기

실시상황

실시기간: 판매시작 후 6개월간
평가 예정 시기: 판매시작부터
시판 직후 조사(소아)에 의한
2, 4, 6개월 후
종료
정보제공
보고 예정시기: 판매시작부터 8
개월 이내
실시기간: 승인 후 6개월간
시판 직후 조사(고연령층(65 평가 예정시기: 승인부터 2, 4,
세이상의 성인))에 의한 정보 6개월 후
제공
보고 예정시기: 승인부터 8개월
이내
소아 및 고연령층의 시판 직후
뉴모박스®NP와의
접종과오 조사기간
방지의 활동
고연령층의 추가 승인 시
안전성 정기보고의 시기
소아 및 고연령층의 시판 직후
접종대상 및 접종경로 선택에 조사기간
관련된 과오방지의 활동
고연령층의 추가 승인 시
안전성 정기보고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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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접종과오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적정사용’의
알림 문서의 배포 등에 의
한 정보제공을 실시한다.
접종과오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정사용’
의 알림 문서의 배포 등에
의한 정보제공을 실시한다.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경우,

이미

2006

년

홈페이지(www.ema.europa.eu)에서

위해성

관리

계획을

도입하였으며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기반

혼합백신, 수두바이러스 백신 등 여러 제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품별로 중요 안전성 검토항목(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중요한 부족정보) 및 의약품감시계획,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있다.
본

사례집은

수두바이러스

DTaP

기반

백신,

혼합백신,

일본뇌염

폐렴구균

백신,

수막구균

백신,

로타바이러스

백신,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혼합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총
제품별 유럽 공공 평가 보고서(European

Public

백신,
14

개

의 위해성

Assessment

Report)

관리 계획 항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백신의 경우 여러 제품에서 중요한
부족정보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

소아대상

백신은

미숙아였다.

또한,

제제별로 물질의 특성 등에 따라 유사한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로타바이러스

백신의

급성파종성 뇌척수염,

DTaP

장중첩증,

수막구균

백신의

길랑바레증후군,

기반 혼합백신의 저긴장성·저반응성 에피소드,

경련, 뇌병증 또는 뇌염이 제품은 상이하나 유사하게 확인된 위해성 정보에
해당된다.
일부 백신에서 허가 후 유용성 평가 또는 장기면역원성시험을 수행하는
사례가 있으나 본 사례집에는 간단한 정보만 기술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임상시험정보 사이트(예,

clinicaltrials.gov)

등을 이용하면 확인 가능하므로 유용성

평가 등 연구 설계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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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기반 혼합백신

<Hexacima>
☐ 품목 개요
회사명

제품명

Sanofi Pasteur

허가일

2013.04.17(EU)

Hexacima

위해성 관리
계획 번호
(버전)

Ver 8.0

주성분 및 함량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파상풍 톡소시드
백일해 톡소이드
필라멘트 헤마글루티닌
불활화 폴리오 바이러스 제1형
불활화 폴리오 바이러스 제2형
불활화 폴리오 바이러스 제3형
정제B형 간염 표면단백항원
파상풍톡소이드와 접합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비형균 다당류

20 IU 이상
40 IU 이상
25 μg
25 μg
40 DU
8 DU
32 DU
10 μg
12 μg

효능효과

생후 6주 이상의 영유아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간염, 폴리
오(소아마비)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에 의해 발생되는 침습성
질환의 예방

용법용량

용량
기초접종: 공식 권장 사항에 따라 2회 접종 (최소 8주 간격) 또는 3회 접
종(최소 4주 간격) 스케줄로 투여한다.
추가접종: 국가예방접종지침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접종 최소 6개월 이후
추가접종한다.
용법
근육주사(IM) 한다. 권장되는 주사부위는 대퇴부 전외측 또는 보다 높은
연령의 소아(15개월 이상부터)의 경우 삼각근이다.

☐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및 조치계획
안전성 문제 요약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표시사항에 기재된 이상사례
Ÿ 저긴장성-저반응성 에피소드
Ÿ 광범위한 팔다리 부기
유사한 백신에서 일반적으로 표시사항에 기재된 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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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경련
아나필락시스

약효군 효과 또는 사용 경험을 근거로 면밀한 감독의 대상인
이상사례:
Ÿ 무호흡
Ÿ 뇌병증, 뇌염

중요한 부족 정보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백신접종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는 면밀한 감독의 대
상인 이상사례:
Ÿ 영아 돌연사 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
돌연사(Sudden Unexpected Death, SUD), 생명 위협 사건
(Apparent Life-Threatening Event, ALTE)
DTaP-IPV-Hep B-PRP-T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서 연구되지
않았다:
Ÿ 미숙아
Ÿ (질병 또는 치료로 인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Ÿ 심부전 또는 신부전을 포함하는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을 가
진 대상자
Ÿ 발작 병력이 있는 대상자
Ÿ 유전적 다형성을 지닌 인구는 연구되거나 제외되지 않았다
의약품 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SmPC 4.8항 [부작용]:
신경계 이상
저긴장성-저반응성 에피소드
매우 드물게: 저긴장성 반응 또는
저긴장성-저반응성 에피소드
SmPC 4.8항 [부작용]:
전신 이상 및 투여 부위 상태
드물게: 광범위한 팔다리 부기. 주
자발적보고
사부위에서 확대되어 한쪽 또는
정기안전성보고(PSUR)
양쪽 관절을 침범하는 광범위한
실마리정보 확인 체계
팔다리 부기를 포함하여 큰 주사
특별관심
이상사례
부위 반응(50 mm 초과)이 소아에
(Adverse
Event
of
서 보고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접
광범위한 팔다리 부기
Special Interest, AESI)로
종 후 24~72시간 이내에 발생하고,
규명된 사례
주사부위의 홍반, 열감, 압통 또는
통증이 관련될 수 있으며, 3~5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소실된다. 이러
한 반응은 4차 및 5차 접종 시 위
험이 증가하며, 과거 무세포 백일
해 포함 백신의 접종 횟수에 좌우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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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아나필락시스는 SmPC 다음 항에
기술되었다.
4.3항 [금기]:
헥사심주(Hexacima)를 이전에 투여
한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이력
이 있는 자.
주성분, Section 6.1에 열거된 첨가
제, 미량의 잔류물질 (글루타르알
데히드, 포름알데히드, 네오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폴리믹신 B), 백
일해 백신에 대해, 또는 이전에 헥
사심주(Hexacima) 또는 동일한 성
분 또는 구성성분이 포함된 백신
을 투여한 후 과민반응이 있었던
자.

아나필락시스

4.4항 [특수 경고 및 사용상의 주
의사항]:
생물학적제제를 주사하기 전에, 투
자발적보고
여를 담당하는 사람은 알레르기
정기안전성보고(PSUR)
반응 또는 기타 반응의 예방을 위
실마리정보 확인 체계
해 알려진 모든 주의조치를 실시
특별관심
이상사례 해야 한다. 모든 주사형 백신의 경
(Adverse
Event
of 우와 마찬가지로, 백신을 투여한
Special Interest, AESI)로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발생하는
규명된 사례
경우 적절한 의학적 치료 및 관리
가 항상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준비되어야 한다
4.8항 [부작용]:
피부 및 피하조직 이상
드물게: 발진
경련은 SmPC 다음 항에 기술되었
다.
4.3항 [금기]:
백일해 백신은 조절되지 않는 신
경계 장애 또는 조절되지 않는 간
질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러한 상
태에 대한 치료가 확립되고, 상태
가 안정화되고, 백신 접종에 따른
유익성이 위해성을 명백하게 상회
하기 전에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

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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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항 [특수 경고 및 사용상의 주
의사항]:
백일해 포함 백신을 투여 받은 후
다음의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알
려진 경우, 백일해 포함 백신의 추
가 접종 여부에 대한 결정은 신중
하게 결정해야 한다:
백신접종 후 3일 이내에 발생된
발열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경련
열성 경련 병력, 가족력에 경련 또
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있더라
도 DTaP-IPV-HepB-PRP-T 투여의
금기사항은 아니다. 열성 경련의
병력이 있는 자는 접종 후 2~3일
이내에 그러한 이상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면밀하게 추적관찰
되어야 한다.
4.8항 [부작용]
잠재적 이상사례 (즉, 헥사심주
(Hexacima)의 구성요소 또는 성분
이 1개 이상 포함된 다른 백신 접
종 시 보고되었으나 헥사심주 투
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상사례):
신경계 이상
발열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경련.
무호흡은 SmPC 다음 항에 기술되
었다.
4.4항 [사용상의 주의사항]:
극미숙아(very premature infants)
(출생시 재태기간 28주 이하)와 호
흡계 미성숙 기왕력이 있는 영아
에 대해 기초접종을 실시할 경우
무호흡의 잠재적 위험과 48-72시
간 동안 호흡 모니터링의 필요성
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영아에
서 예방접종의 유익성이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보류하거나 지연해서
는 안 된다.

무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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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항 [부작용]
잠재적 이상사례 (즉, 헥사심주
(Hexacima)의 구성요소 또는 성분
이 1개 이상 포함된 다른 백신 접
종 시 보고되었으나 헥사심주 투
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상사례):
호흡, 흉부 및 종격동 이상
극미숙아 (출생시 재태기간 28주
이하)에서의 무호흡 (4.4항 참조)
뇌병증, 뇌염은 SmPC 다음 항에
기술되었다.
4.3항 [금기]:
백일해 포함 백신(전세포 또는 무
세포 백일해 백신)으로 이전에 예
방접종을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발생된 병인을 알 수 없는 뇌병증
을 경험한 경우, DTaP-IPV-Hep
B-PRP-T 백신접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우 백일해 예방접종을
중단하여야 하며, 디프테리아-파상
풍, B형 간염, 폴리오 및 Hib 백신
을 사용하여 접종을 실시해야 한
다.

뇌병증/ 뇌염

4.8항 [부작용]:
잠재적 이상사례 (즉, 헥사심주
(Hexacima)의 구성요소 또는 성분
이 1개 이상 포함된 다른
백신
접종 시 보고되었으나 헥사심주
투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상사례):
신경계 이상
뇌병증, 뇌염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 및 돌연
사(SUD)의 모니터링에 대한 강화
된 약물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사
노피파스퇴르는 가능한 경우 관찰
값:예상값 비율 평가방법을 사용하
여 이러한 이상사례에 대한 정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PSUR에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돌
연사(SUD)/생명 위협 사건
(A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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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안전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그 전에 제공할 계획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이 아니라 약물감시 활동
이다. 계획된 정기적인 관찰값 대
비 예상값(OvE) 분석을 실시하면
신뢰할 수 있는 실마리정보 확인
이 가능하다. 제안된 OvE 실시 방
법이 승인되었다.

☐ 진행중 또는 계획된 의약품 감시(pharmacovigilance) 계획
시험/활동
유형, 제목 및
카테고리 (1-3)
면역기능이 저하
된 사람에 대한
연구*
Category 3

목적

검토된
문제

면역기능이 저하 면역기능이
된 유아에서 유 된 유아에
효성과 안전성
투여

* 이 보고서 작성일 기준, 개념

안전성

진행상황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 제출일

저하
보
류
대한
(Pending)

중 2013년 제4분기
(요약 및 개요)

보고서 초안을 아직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Category 1은 제품의 유익성/위해성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무적인 활동이다.
Category 2는 고유한 의무이다
Category 3은 (고유한 안전성 문제를 기술하거나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수
적으로 요구되는 추가 PhV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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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xelis>
☐ 품목 개요
회사명

MCM Vaccine B.V.

허가일

제품명

Vaxelis

위해성 관리
계획 번호
Ver 2.1
(버전)

주성분 및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2016.02.15(EU)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20 IU 이상
파상풍 톡소시드
40 IU 이상
백일해 톡소이드(PT)
20 μg
필라멘트 헤마글루티닌(FHA)
20 μg
Pertactin(PRN)
3 μg
Fimbriae Types 2+3 (FIM)
5 μg
불활화 폴리오 바이러스 제1형
40 DU
불활화 폴리오 바이러스 제2형
8 DU
불활화 폴리오 바이러스 제3형
32 DU
정제B형 간염 표면단백항원
10 μg
수막구균 단백과 접합된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비형균 다당류 50 μg
생후 6주 이상의 영유아에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 간염, 폴리
오(소아마비)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에 의해 발생되는 침습성
질환의 예방
용량
기초접종: 공식 권장 사항에 따라 2회 접종 또는 3회 접종 (최소 1달 간
격) 스케줄로 투여한다.
추가접종: 국가예방접종지침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접종 최소 6개월 이후
추가접종한다.
용법
근육주사(IM) 한다. 권장되는 주사부위는 대퇴부 전외측 또는 보다 높은
연령의 소아(15개월 이상부터)의 경우 삼각근이다.

☐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안전성 문제 요약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없음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Ÿ
Ÿ
Ÿ
Ÿ
Ÿ
Ÿ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포함한 과민반응
열성 경련을 포함한 경련
저긴장성-저반응성 에피소드(Hypotonic-hyporesponsive episode)
뇌병증/뇌염
무호흡 (재태기간이 28주 이하인 미숙아에서)
백신 접종을 실시한 팔다리의 광범위한 부종

부족 정보

Ÿ
Ÿ
Ÿ

생후 6주 미만의 영아에 대한 투여
출생시 재태기간이 28주 미만인 미숙아에 대한 투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대한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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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생후 15개월 이후의 유아에 대한 투여
백일해 항원에 의한 방어면역기간

일반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

추가적인 위해
성 완화 조치방법

없음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포
함한 과민반응

열성 경련을 포함한 경
련

저긴장성-저반응성 에피
소드

뇌병증/ 뇌염

무호흡 (재태기간이 28
주 이하인 미숙아에서)

광범위한 팔다리 부종

백셀리스(Vaxelis) 투여와 관련된 아나필락시스 반
응을 포함한 과민반응의 잠재적 가능성은 SmPC
에 기술되어 있다
(4.3항 금기: 이 백신의 성분 또는 구성성분에 대
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백신을 투여해서
는 안 된다;
4.4항 특수 경고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위해성
완화를 위해 적절한 의학적 치료 및 관리가 항상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백셀리스(Vaxelis) 투여와 관련된 열성 경련을 포
함한 경련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은 SmPC에 기
술되어 있다 (4.4항 특수 경고 및 사용상의 주의
사항과 4.8항/c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기재된 이
상약물반응의 개요). 열성 경련을 포함한 경련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면밀하게 추적조사를 실시해
야 한다.
백셀리스(Vaxelis) 투여와 관련된 저긴장성-저반응
성 에피소드의 잠재적 가능성은 SmPC에 기술되
어 있다 (4.8항/c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기재된 이
상약물반응의 개요) (4.4항 특수 경고 및 사용상
의 주의사항).
백셀리스(Vaxelis) 투여와 관련된 뇌병증/뇌염의
잠재적 가능성은 SmPC에 기술되어 있다 (4.3항
금기). 위해성 완화를 위해 백일해 항원 포함 백
신으로 이전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병인을 알 수 없는 뇌병증이 발생된 환자에게 백
신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보를 처방의사에게
제공한다.
백셀리스(Vaxelis) 투여와 관련된 무호흡 (재태기
간이 28주 이하인 미숙아에서)의 잠재적인 가능
성은 SmPC에 기술되어 있다 (4.4항 특수 경고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4.8항/d 바람직하지 못한 효
과/기타 특수환자군).
백셀리스(Vaxelis) 또는 구성성분 투여와 관련된
광범위한 팔다리 부종의 잠재적 가능성은 Sm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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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에 기술되어 있다 (4.8항/c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
기재된 이상약물반응의 개요).
부족정보

생후 6주 미만의 영아에
대한 투여

출생시 재태기간이 28주
미만인 미숙아에 대한
투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에 대한 투여

생후
15개월
이후의
유아에 대한 투여

SmPC (4.1항 효능효과)에는 백셀리스(Vaxelis)가
생후 6주 이상 경과된 영유아에게 디프테리아, 파
상풍, 백일해, B형 간염, 소아마비, Hib(b형 헤모
필루스 인플루엔자균)에 의해 발생되는 침습성
질병에 대한 기초접종 및 추가접종을 위해 사용
하도록 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백셀리스
(Vaxelis)의 생후 6주령 미만의 영아에 대한 투여
는 연구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이 연령군의 영
아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SmPC (4.4항 특수 경고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는 임상시험을 통해 조산아에서의 투여에 대해
얻은 제한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백셀리스(Vaxelis)
를 미숙아에게 투여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낮은 수준의 면역반응이 관찰될 수
있고 임상적 방어 수준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극미
숙아(very premature infants) (출생시 재태기간이
28주 미만)와 특히 호흡계 미성숙 기왕력이 있는
영유아에 대한 기초접종을 실시할 경우 SmPC
(4.4항 특수 경고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술
된 무호흡의 잠재적 위험과 48-72시간 동안 호흡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영아
에서 예방접종의 유익성이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보류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SmPC (4.4항 특수 경고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는 백신의 면역원성이 면역억제치료 또는 면역결
핍상태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한 치료가 종료되거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하도록 권장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HIV 감염 등 만성 면역결핍이 있는 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항체반응이 제한적일 수 있기는
하지만 권장된다
SmPC (4.2항 용법용량)에는 생후 6주 미만의 영
아에서 백셀리스(Vaxelis)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사
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으므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SmPC 4.8항과 5.1항에 임상시험
을 통한 생후 15개월 이후의 유아에서 백셀리스
(Vaxelis)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고 기술되어 있다.

백일해 항원에 의한 방
없음
어면역기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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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렴구균 백신

<Prevenar 13>
□ 품목 개요
회사명

Pfizer Limited

허가일

제품명

Prevenar 13 suspension for injection
폐렴구균 다당류 접합 백신 (13가 흡착)

위해성
계획
(버전)

2009.12.09(EU)
관리
번호 Ver. 3.2

폐렴구균 다당류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23F 1
2.2 μg
주성분 및 함
CRM197 단백질 접합, 알루미늄 포스페이트에 흡착
량

효능 효과

1회 용량(0.5mL)당 CRM197 단백질 약 32μg과 알루미늄 0.125mg 포함
Ÿ 생후 6주부터 만 17세까지의 영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적 질환, 폐렴 그리고 급성 중이염에 대한 예방(예방에 대한 능
동 면역)
Ÿ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및 고령자에게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적 질환 및
폐렴에 대한 예방(예방에 대한 능동 면역)
Ÿ 생후 6주에서 만5세까지의 영아 및 어린이
프리베나13으로 첫 접종을 한 영아는 프리베나13으로 예방 접종 코스를
마치는 것이 권장된다.
Ÿ 생후 6주에서 생후 6개월 사이의 영아

3회 기초접종

용법 용량

권장되는 예방 접종 시리즈는 각 0.5mL, 4회 접종으로 구성된다. 기초 접
종은 3회 접종으로 구성되며, 첫번째 접종은 대개 생후 2개월에 하게 되
고, 접종 간격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첫번째 접종은 생후 6주에
진행할 수도 있다. 4번째 접종(추가 접종)은 생후 11개월에서 생후 15개월
사이에 하는 것이 권장된다.

2회 기초접종
프리베나13이 필수 영아 예방 접종 프로그램으로서 접종될 때, 각 0.5mL의
3회 접종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번째 접종은 생후 2개월부터 접종이 가능
하며, (첫번째 접종) 2달 후 두번째 접종을 한다. 세번째 접종(추가 접종)은
생후 11개월에서 생후 15개월 사이에 하는 것이 권장된다.
Ÿ 조산아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의 경우, 권장되는 예방 접종 시리즈는 각 0.5mL, 4회 접종으로 구
성된다. 기초 접종은 3회 접종으로 구성되며, 첫번째 접종은 생후 2개월에
하고 접종 간격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첫번째 접종은 생후 6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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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번째 접종(추가 접종)은 생후 11개월에서 생후 15개월 사이에 하는 것이
권장된다.
(4.4항 및 5.1항 참고).
Ÿ 예방 접종은 받지

않은 생후 7개월 이상 영아 및 어린이

생후 7개월에서 생후 11개월 사이의 영아
(먼저) 각 0.5mL씩 2회
접종을 하며, 접종 간격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세번째 접종은 그 다음 해에 하는 것이 권장된다.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23개월 사이의 어린이
각 0.5mL씩 2회 접종을 하며, 접종 간격은 최소 2개월 이상으로 한다.
(SmPC 5.1항 참고).

만2세에서 만17세까지의 어린이 및 청소년
0.5mL을 1회 접종한다.
Ÿ 18 이상의 성인 및 고령자

0.5mL을 1회 접종한다.
프리베나13의 후속 투여를 통한 재접종에 대한 필요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 안전성 중점 검토 항목 및 조치 계획 – ver. 3.2
안전성 중점 검토

항목

의약품 감시계획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프리베나13의 안전성 프로파
추가적인 F/U이 필요한 중요 일을 모니터하기 위한 시판후
없음
한 규명된 위해성은 없다.
안전성 관찰 연구와 일상적인
약물감시 활동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프리베나13의 안전성 프로파일
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프리베
나13을 접종한 최소 43,000
명의 어린이에서 실시되는 시
판후 안전성 관찰 연구 4002.
이 연구는 병원 및 응급실 환
프리베나13 임상시험에서 발 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학적
견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사례와 병원, 응급실 및 외래 없음
안전성 실마리 정보
클리닉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
전에 정해놓은 안전성 정보의
비율을 평가하기 위해 디자인
되었다.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발작, 경련, 천명, 무호흡과 같
은 사례가 이 연구에서 사전
에 정해놓은 평가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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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실패에 대한 시판 후 이
각국의 권고사항에 따라 예방 상사례 보고서.
접종을 모두 받은 어린이에 혈청형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서 발생한 백신 실패
확인하기 위한 백신 실패 보
고서의 F/U 질문지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프
리베나13이 접종 받는 모두
에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내용을 SmPC의 사용상의 주
의사항에 기재

중요한 부족 정보

프리베나의 높은 유효성와 프
리베나13의 유효성의 동등 여
부

백신 혈청형의 감소와 연관된
非백신 폐렴구균 혈청형의 역
학에서의 잠재적 변화

장기 백신 유효성
고위험 소아 인구군에서의 안
전성과 면역원성:
Ÿ HIV에 감염된 어린이
Ÿ 37개월 미만 조산아
Ÿ 이전에 23가 폐렴구균 백
신을 접종한 겸형 적혈구
증을 가진 어린이
어린이의 비인두 세균총에 있
는 비-폐렴구균성 세균 치환
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한
비인두 집락에 대한 프리베나
13의 영향

이전에 프리베나로 기초접종
을 한 어린이에서 6개의 추가
혈청형에 대한 예방을 위해
프리베나13이 접종되었을 때
CRM 기반 폐렴구균 접합 백
신의 4회 이상 접종에 대한
안전성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
웨이 및 영국의 국가 감시 체
계를 사용하여 5년 동안 5개
유럽 국가의 침습성 질환 발 없음
생률, 영국과 네덜란드의 폐렴
발생률 및 5년간 영국의 급성
중이염 발생률에 대한 인구
기반 조사.
5년 동안 프리베나 13 혈청형
에서의 잠재적 변화를 모니터
없음
하기 위해 5개의 유럽 인구
기반 감시 체계가 사용될 것
이다.
장기 유효성을 모니터하기 위
없음
해 유럽, 캐나다 및 미국의 감
시 체계가 사용될 것이다.
HIV 양성 어린이, 조숙아 및
이전에 12가 폐렴구균 백신을
접종한 겸형 적혈구증을 가진
어린이에서의 안전성 및 면역
원성에 대한 임상 시험.

면역 반응 장애가 있는 어린
이에서 항체 반응이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SmPC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

ACTIV 프로그램을 통한 프랑
스에서의 폐렴구균의 비인두
집락에 대한 진행 중인 조사
와 이스라엘에서의 임상시험 없음
(Study 3006). ACTIV 프로그램
을
통한 프랑스에서의 어린
이 비인두 세균총의 비-폐렴
구균성 세균 치환을 모니터링
2개의 연구(미국에서의 Study
3011과 알라스카에서의 Study
3010)에서 (추가 혈청형의 면
역원성 획득에 대한) 격차 해 없음
소 프로그램 고려를 위한 프
리베나13의 4회 이상 접종의
안전성을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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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베나로 기초 접종 3회를
받은 어린이에게 프리베나13
프리베나로 기초 접종 후 프
으로 추가 접종을 하면 6개의
리베나13으로 추가 접종했을
추가 혈청형에 대해 적절한
때 6개의 추가 혈청형에 대한
면역원성을
보인다는 Study
면역원성
008의 결과를 확증하기 위한
Study 3011 catch-up study

2-3개월의 전환 기간에 일어
나는 백신 실패는 영국, 프란
스, 독일, 네덜란드 및 노르웨
이의 국가 감시 프로그램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전환 (접종) 계획
(프리베나에서 프리베나13으로)

일상적인 약물감시 활동을 통
해 회사로 보고된 백신 실패
를 검토할 것이다.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보고서 분석을
통해 프리베나에서 프리베나
13으로 전환하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백신 실패의 모든
보고서를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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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량
항목(posology
section)에 기술된 것처럼 6
개의 새로운 혈청형에 대한
방어 면역을 얻기 위해서는
연령에 맞는 접종이 필요하
다고 SmPC 항목 4.2에서 기
재
허가권자는 의약전문인에게
a) 프리베나13과 프리베나의
차별점, 예를 들어 포장, 제
품 라벨과 시린지 및 바늘
덮개의 색상 차이와 b) 프리
베나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
는 어린이들에게 프리베나13
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릴 것이다.
앞으로 수집될 이상사례 보
고서가 접종된 백신의 종류
와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도
록 허가권자는 두 백신이
batch
no.(체계),
시린지
plunger 및 바늘 덮개의 색
상 및 carton 포장과 라벨에
서 차이를 가지도록 할 것이
다.

<Sinflorix>
□ 품목 개요
회사명

GlaxoSmithKline Biologicals S.A.

허가일

2009.03.30(EU)

제품명

Synflorix suspension for injection in
pre-filled syringe
Synflorix suspension for injection
Synflorix suspension for injection in
multidose container (2 doses)
Synflorix suspension for injection in
multidose container (4 doses)
폐렴구균 다당류 접합 백신 (흡착)

위해성 관리
계획 번호
(버전)

Ver. 3

주성분 및
함량

CRM197 단백질 접합,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흡착
1회 용량 (0.5mL)은 CRM197 단백질 약 32μg과 0.125mg 알루미늄을 포함

효능 효과

생후 6주부터 만 17세까지의 영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서 폐렴구균으로 인
한 침습적 질환, 폐렴 그리고 급성 중이염에 대한 예방 (예방에 대한 능동 면
역)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및 고령자에게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적 질환 및 폐
렴에 대한 예방 (예방에 대한 능동 면역)
Ÿ 생후 6주에서 생후 6개월까지의 영아

3회 기초접종
권장되는 접종 시리즈는 최적의 예방 효과를 위해 각 0.5mL씩 4회의
접종으로 구성된다. 기초 접종은 3회 접종으로 구성되고, 첫번째 접종은
대개 생후 2개월에 이루어지며 접종 간격은 최소 1개월로 한다. 첫번째
접종은 생후 6주에도 할 수 있다. 추가(4번째) 접종은 마지막 기초 접종
이후 최소 6개월 이후, 생후 9개월을 넘겨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5개월 사이가 좋다) (4.4항과 5.1항 참고)

2회 기초접종

용법 용량

신플로릭스가 필수 영아 예방 접종 프로그램으로서 접종될 때, 각
0.5mL씩 3회 접종된다. 첫번째 접종은 생후 6주에도 가능하며, 접종 2개월
후 두번째 접종을 한다. 추가(세번째) 접종은 최소한 마지막 기초 접종
이후 최소 6개월 이후, 생후 9개월을 넘겨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5개월 사이가 좋다) (5.1항 참고).
Ÿ 조산아 (임신 27-36주 사이 출생)

최소 임신 27주 이후의 조산아의 경우, 각 0.5mL씩 4회 접종이 권장된다.
기초 접종은 3회로 구성되며, 첫번째 접종은 생후 2개월에 이루어지며
접종 간격은 최소 1개월로 한다. 추가(4번째) 접종은 기초 접종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하는 것이 권장된다. (4.4항과 5.1항 참고).
Ÿ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생후 7개월 이상인 영아 및 어린이

- 생후 7-11개월 영아: 접종 스케줄은 각 0.5mL씩 기초 접종 2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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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며 접종 간격은 최소 1개월로 한다. 추가(세번째) 접종은 그 다음
해에 하는 것이 권장되며, 마지막 기초 접종 이후 최소 2개월 이후에
진행한다.
- 생후 12개월-만 5세 어린이: 접종 스케줄은 각 0.5mL씩 2회로 구성되며
접종 간격은 최소 2개월로 한다.
첫번째 접종을 신플로릭스로 한 대상자들은 신플로릭스로 접종 코스를 마치
는 것이 권장된다.

□ 안전성 중점 검토 항목 및 조치 계획
안전성 중점 검토

항목

의약품 감시계획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임상 자료를 추가적으로 통합
한 결과가 위해성 관리계획
버전 3에 기재되어 있다. (자
료 마감 시점 2018-06-15)
열성 경련

COMPAS 임상시험의 추가 접
종 기간 동안 경련(열성 및
비열성)을 수집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보고서
을 통한 열성 경련 발생 사례
의 모니터링

열성 경련에 대한 내용은 EU
에 제출한 SmPC의 4.8항에
있다. 의약전문인은 신플로릭
스 접종 후 열성 경련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열성 경련은 고위험군
으로 확인된 일부 인구집단에
서 발생하는 매우 드문 이상
사례이다.
EU에 제출된 SmPC의 4.4항에
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
다:
“백일해 균이 포함된 백신과
신플로릭스를 동시에 접종 받
는 모든 어린이와 이전에 열
성 경련 경험이 있거나 경련
성 질환을 가진 어린이에게는
열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
으므로 예방적 해열제가 권장
된다(4.8항 참고).
해열제 처방은 각국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Ÿ GSK는 침습성 질환/돌발 감

격리 질환의 혈청형 치환 가
능성

염/백신 실패/혈청형 치환
가능성/집단 면역/항생제 내
성 균주를 모니터할 시판후
조사 연구 수행의 타당성을 해당 없음
검토 중이다. 연구 기간은
5년이며, 신플로릭스의 연
구가 수행되는 지역에서 사
용 지속 여부에 달렸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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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
될 때 신플로릭스를 사용하
는 국가에서 침습성 질환의
확인과 모니터링을 위한 역
할 조사의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 해당 국가의 접종 권역이

시기절적하게 시판후 연구
의 주 목적을 만족시키기
에 충분할 때
- 해당 국가가 전국적인 폐

렴구균성 질환 감시 체계
를 갖추고 있을 때
해당 국가가 시기절적하게 돌
발 감염/백신 실패/혈청형 치
환 가능성의 조사가 가능할
만큼의 최소한의 폐렴구균성
질환 발생이 발생할 때

study 10PN-PD-DIT- 015의
최종 결과가 위해성 관리 계
획 버전 3 1.2.2.2.1항과 별첨
7에 기재되어 있다.
만삭 및 조산아의 무호흡증

Study 10PN-PD-DIT-016 BST:
015
조산아/저체중아 및 만삭 아
기의 시판후 사례는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보고서에서 논의
될 것이다.

돌발 감염/백신 실패 가능성

일상적인 약물감시
효능 부족을 의심하게 하는
사례들은 별도로 정기적인 최
신 안전성 보고서에서 논의될
것이다.
계획된
study
10PN-PD-DIT-043
• GSK는 침습성 질환/돌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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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제출한 SmPC의 4.4항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기초 접종이 아주 조산아
(28주 이하), 특히 호흡 미숙
에 대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조산아에게 접종되었을 때 무
호흡의
잠재적
위해성과
48-72시간 동안 호흡 모니터
링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
다.이 영아군에서의 접종으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접
종을 보류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된다.”
이 내용은 의사에게 적절히
알려질 것이고, 이 내용이 취
약한 어린이 집단에서의 무호
흡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EU에 제출한 SmPC의 4.4항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신플로릭스가 접종한 모든 사
람에게 백신이 포함한 혈청형
에 의한 침습성 질환 또는 중
이염에 대한 면역 효과가 있
는 것은 아니다.

염/백신 실패/혈청형 치환 가
능성/집단 면역/항생제 내성
균주를 모니터할 시판후조사
연구 수행의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연구 기간은 5년이며,
신플로릭스의 연구가 수행되
는 지역에서 사용 지속 여부
에 달렸다. 회사는 다음의 조
건들이 충족될 때 신플로릭스
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침습성
질환의 확인과 모니터링을 위
한 역할 조사의 강화를 지원
할 것이다:
- 해당 국가의 접종 권역이
시기절적하게 시판후 연구
의 주 목적을 만족시키기
에 충분할 때

백신의 폐렴구균 혈청형으로
인한 중이염에 대한 예방은
침습적 질환에 대한 예방 효
과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중이염은 백신에 있는
폐렴구균 혈청형들보다 많은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
에 중이염에 대한 전반적인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다. (5.1
항 참고)”
이 내용은 의사에게 적절히
- 해당 국가가 전국적인 폐 알려질 것이고, 이 내용이 이
렴구균성 질환 감시 체계 러한 환자군에서의 위험을 관
를 갖추고 있을 때
리할 수 있다.

해당 국가가 시기절적하게 돌
발 감염/백신 실패/혈청형 치
환 가능성의 조사가 가능할
만큼의 최소한의 폐렴구균성
질환 발생이 발생할 때
• 일상적인 실마리 정보 평가
업무 (위해성 관리 계획 버전
3 2.1.1항 참고)
• study 10PN-PD-DIT-043의
체계 안에서, 연구에 등록된
시판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험대상자들로부터(신플로릭
예기치 않은 안전성 실마리 스를 접종 받은 약 100,000명) 해당 없음
정보
얻어진 핀란드 입원 데이터베
이스 등록 자료는 시판 후 기
간 동안 발생한 예기치 않은
안전성 실마리 정보를 깊이있
게 평가할 수 있게 할 것이
다.
중요한 부족 정보
EU에 제출한 SmPC의 4.4항에
Study 10PN-PD-DIT-034.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임상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보고서
자료
“면역 억제 치료, 유전적 결
모니터링.
함, HIV 감염 또는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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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면역 반응 장애가 있
는 어린이들은 접종에 의한
항체 반응이 감소될 수 있
다.”
EU에 제출한 SmPC의 4.5항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면
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
서 저절한 반응이 유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은 의사에게 적절히
알려질 것이고, 이 내용이 이
러한 환자군에서의 위험을 관
리할 수 있다.
EU에 제출한 SmPC의 4.4항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폐렴구균성 감염 위험이 높
은 어린이(겸형 적혈구증, 선
일상적인 약물감시 활동
천성 또는 후천성 비장 기능
겸형 적혈구증, 비장결손, 신 특수 환자군에 대한 내용은 장애, HIV 감염, 악성 종양,
장 증후군이 있는 어린이에 별도의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신장 증후군)의 이용 가능한
대한 자료
보고서 항목에서 논의될 것이 안전성과 면역원성 자료는 없
다.
다.
이 내용은 의사에게 적절히
알려질 것이고, 이 내용이 이
러한 환자군에서의 위험을 관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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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막구균 백신

<Menveo>
☐ 품목 개요
2010.02.19
(International Birth Date)

회사명

GSK

허가일

제품명

Menveo

위해성 관리 계획
Version 7.2
번호 (버전)

주성분 및 함량

MENINGOCOCCAL
(상세내용 생략)

효능·효과

2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 및 성인에서 Neisseria meningitidis A, C, W135
및 Y 군에 의한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의 예방

용법·용량

1회 0.5mg 근육주사
(상세내용 생략)

GROUP A, C, W135 AND Y CONJUGATE VACCINE

☐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및 조치계획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의약품 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바이알/PFS에서 바이알/바이
바 이 알 / 프 리 필 드 시 린 지 바이알/PFS에서
바이알/바이알로
알로 포장 변경 및 첨부문서
(PFS) 내 반투명 입자
포장 변경 및 첨부문서 변경
변경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질문지 사용과 안전관리부서 판정
길랑바레증후군
을 통한 추가 약물감시
해당 없음
Studies V59_54 and 34
질문지 사용과 안전관리부서 판정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을 통한 추가 약물감시
해당 없음
Studies V59_54 and 34
일반 약물감시
아나필락시스 반응
해당 없음
Studies V59_54 and 34
일반 약물감시
혈소판 감소증
해당 없음
Studies V59_54 and 34
질문지 사용과 안전관리부서 판정
가와사키병과 혈관염
해당 없음
을 통한 추가 약물감시
일반 약물감시
상완 신경염
해당 없음
Studies V59_54 and 34
사지부종

일반 약물감시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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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부위 반응(중증)

일반 약물감시

해당 없음

전신 반응(중증)

일반 약물감시

해당 없음

백신기능상실

질문지 사용과 안전관리부서 판정
해당 없음
을 통한 추가 약물감시

중요한 부족정보
일반 약물감시
임신 수유 중 백신 안전
US
임신
레지스트리와
성
control study
면역기능 이상 환자

일반 약물감시

출혈 장애 환자

일반 약물감시

case

SmPC 4.6: 임부에 대한 임상
자료는 불충분하다.
SmPC 4.4: 면역 저하 환자에
서 백신 접종으로 적절한 항
체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SmPC
4.4: Menveo는 혈소
판감소증 환자, 출혈 장애
환자 및 혈종의 위험 때문에
항응고 요법을 받고 있는 환
자에서는 평가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전문가가 혈종의 위
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근육
주사 후의 위험-혜택에 대한
비율을 평가해야 한다.

중대한 급성, 만성 또는
일반 약물감시
진행성 질환 환자

해당 없음

길랑바레증후군의 병력

일반 약물감시

해당 없음

일반 약물감시

SmPC 4.2: 56~65세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자
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령자에서의
면역원성 자료

안전성과

일반 약물감시
지속성
자료에
대한
Study
V59P20E1
추가 접종을 포함한 반복 2~10세 소아에게 1회 접종과 2 회
용량 접종
접종을 비교하는 Study V59_57
여행자 백신과 멘비오를 동시 접
종하는 성인에 대한 연구:V59-38
and V59_53
일반 약물감시
High
Level
Term
2세 미만이나 off-label “Maladministrations (잘못 복용/접
(허가외) 사용
종)”과 Preferred Term “Drug
administered
to
patients
of
inappropriate age (부적절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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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SmPC 4.2: 멘비오는 2세 미
만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자료는 5.1항에
기술되어 있으나 추천 용량
은 확립되지 않았다.

환자의 약물 복용/접종)”, “Off
label use (허가외 사용)”로 보고
된 증례 수 모니터링 – 정기안전
성보고서로 보건당국에 보고 될
것이다.

☐ 진행중 또는 계획된 의약품 감시(pharmacovigilance) 계획
번호
Study V59_57

Study V59_34OB

Study V59_54OB

Study V59P20E1
Study V59_38

내용

제출일

2~10세 소아에게 멘비오 1회 또는 2회
최종
임상시험결과보고서
접종시 단기와 장기 항체 역가를 평가하
2014년 4분기
는 연구
정기안전성보고서 매년 보고
11~20세 피험자에게 MenACWY의 안전성
최종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을 평가하는 4상 연구
2015년 8월
중간 보고서 배년 보고
2~10세 집단에서 MenACWY의 안전성을 정기안전성보고서 매년 보고
평가하는 4상 연구
최종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2015년 12월
MenACWY 접합 백신의 소아 백신 접종
최종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5년 후 면역원성 유지 및 추가접종에 대
2013년 말까지
한 면역 반응
최종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여행자 백신과 멘비오를 동시 접종
2013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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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enrix>
☐ 품목 개요
GSK (구 허가권자)
Pfizer (현 허가권자)

허가일

제품명

Nimenrix

위해성
관리
계획 번호 (버
전)

주성분 및 함량

Meningococcal group A, C, W-135 and Y conjugate vaccine
(상세 내용 생략)

효능·효과

Neisseria meningitidis A, C, W135 및 Y 군에 의한 감염 예방

용법·용량

근육주사
(상세 내용 생략)

회사명

2012.04.20(EU)

☐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및 조치계획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의약품 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없음

없음

자발보고
Targeted
Follow-up
Questionnaire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자발보고
Targeted
Follow-up
Questionnaire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현재는 위해성 완화조치가 필요하
지 않음.
Safety signal이 탐지되는 경우 위
해성 완화조치 필요여부 재평가
현재는 위해성 완화조치가 필요하
지 않음.
Safety signal이 탐지되는 경우 위
해성 완화조치 필요여부 재평가
현재는 위해성 완화조치가 필요하
지 않음.
Safety signal이 탐지되는 경우 위
해성 완화조치 필요여부 재평가
현재는 위해성 완화조치가 필요
하지 않음.
Safety signal이 탐지되는 경우 위
해성 완화조치 필요여부 재평가
현재는 위해성 완화조치가 필요하
지 않음.
Safety signal이 탐지되는 경우 위
해성 완화조치 필요여부 재평가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없음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길랑바레 증후군

자색반

혈관염

자발보고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급 성 파 종 성 뇌 척 수 염 자발보고
(ADEM)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상완 신경염

자발보고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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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필락시스

자발보고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PSUR에 ECDC 보고서 및
수막구균 역학/혈청 그룹 국가별 MenACWY-TT의 분
교체의 변화
배 분포에 대한 정보를 매
년 제공
자발보고
Targeted
Follow-up
Questionnaire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효과부족
PSUR에 ECDC 보고서 및
국가 별 MenACWY-TT의
분배 분포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공
혈관내, 피내, 피하투여로 자발보고
접종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출혈 위험이 있는 혈소판
자발보고
감소증 또는 응고 장애가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있는 사람에게 투여

광범위한
사지부종/중증 자발보고
주사부위 반응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EU SmPC에 다음 내용 기술
4.3:“활성 물질 또는 부형제에 대
한 과민성"은 금기 사항으로 기재
4.4: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
는 아나필락시스를 대비하여 적절
한 치료와 감독이 항상 가능해야
합니다."라고 명시
현재는 위해성 완화조치가 필요하
지 않음.
Safety signal이 탐지되는 경우 위
해성 완화조치 필요여부 재평가
EU SmPC 4.4항에 다음 내용 기
술:“어떤 백신접종자에게는 면역
반응이 나타자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
지정된 기준 충족시, 회사는 감염
통제 기관이 설립된 개별 국가로
부터 혈청 그룹 분포 데이터를 얻
어 평가
EU SmPC 4.4항에 다음 내용 기술:
"Nimenrix는 어떤 경우에도 혈관
내, 피내, 피하로 접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EU SmPC 4.4항에 다음 내용 기술:
Nimenrix를 혈소판 감소증 또는
응고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투여
시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이러한
환자에게 IM 투여 후 출혈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위해성 완화조치가 필요하
지 않음.
Safety signal이 탐지되는 경우 위
해성 완화조치 필요여부 재평가

중요한 부족정보

Study MenACY-TT084
면역 저하 및 면역 결핍
자발보고
(무비증 포함) 환자 사용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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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SmPC 4.4항에 다음 내용 기술: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나
면역 결핍 환자에게 적절한 면역
반응이 유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
니다."및 "말초의 보체 결핍 및 해
부학적 또는 기능적 무증상과 같
은 증상으로 인해 수막구균 감염
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된 환자에
서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에서는 적
절한 면역 반응이 유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사용

임신, 수유 중 사용

장기 백신 반응 지속성 및
추가 접종 필요

자발보고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없음

자발보고
PSUR에 보고된 사례 기술

EU SmPC 4.6항에 다음 내용 기술:
임신
임산부에게 Nimenrix를 사용한 경
험은 제한적입니다. 동물 연구는
임신, 태아/태아발달, 분만 또는 산
후 발달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Nimenrix는 임신 중에는 꼭 필요
할 때만, 그리고 가능한 이점이 태
아에 대한 잠재적 위험보다 많을
것으로 여겨질 때만 사용해야 합
니다.
수유
Nimenrix가 모유에 포함되는지 여
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유
수유 중에는 가능한 이점이 잠재
적인 위험보다 많은 경우에만
Nimenrix를 사용해야 합니다.

2상, 3상 연구의 연장 연구
로 항체 지속성 및 추가 접
종 필요성 평가
(참고1. Study list)
없음
추가로 12~23개월에 1~2회
추가 접종시 즉각적인 항체
역가와 장기간의 항체역가
를 평가하는 연구 시작

Ÿ

PSUR: 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정기 안전성 보고서

Ÿ

ECDC: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 질병 예방 관리 센터

참고 1. 연구목록
연구번호

연구제목

MenACWY-TT-016/017/018/019/020
(EXT:015Y1/Y2/Y3/Y4/Y5)
MenACWY-TT-099
(EXT:015Y6/Y7/Y8/Y9/Y10);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에게 접종시 MenACWY-TT 백
신 (GSK134612) 대 Mencevax ACWY의 장기 면역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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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1차 백신 접종 후 10년 후 MenACWY-TT 백
신 추가 접종 반응 연구
MenACWY-TT-028/29/030/031/032
(EXT:027 Y1/Y2/Y3/Y4/Y5);
MenACWY-TT-100
(EXT:027Y6/Y7/Y8/Y9/Y10)

MenACWY-TT-059
(EXT:052 Y1/Y3/Y5);

MenACWY-TT-062
(EXT:055 Y1/Y3/Y5);
MenACWY-TT-043
(EXT:036 Y2/Y3/Y4/Y5);
MenACWY-TT-101
(EXT:036Y6/Y7/Y8/Y9/Y10);
MenACWY-TT-048
(EXT:039 Y2,Y3,Y4,Y5);
MenACWY-TT-102
(EXT:039 Y6/Y7/Y8/Y9/Y10);
MenACWY-TT-088
(EXT: 081 Y2, Y3, Y4, Y5)
MenACWY-TT-084.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에게 접종시 MenACWY-TT
Vaccine (PF-06866681) 대 Meningitec 또는 Mencevax
ACWY의 장기 항체 지속성 및 1차 백신 접종 10년 후
MenACWY-TT 백신 추가 접종 연구
10~25세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에게
접종시
MenACWY-TT 백신 (GSK134612) 대 Menactra 장기 항
체 지속성 및 1차 백신 접종 5년 후 MenACWY-TT 백
신 추가 접종 연구
9~12 개월의 건강한 아기에게 1회 또는 2회
MenACWY-TT 백신 (GSK134612) 접종시 장기 항체 지
속성 및 1차 백신 접종 5년 후 MenACWY-TT 백신 추
가 접종 연구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에게 수막구균 백신 GSK134612
접종 후 항체반응 지속성을 보기 위한 연구
Menacwy-tt Vaccine (Nimenrix) 또는 Mencevax Acwy
중 하나를 접종한 건강한 11-17세 대상자에게 10년 후
Menacwy-tt 백신 추가 접종을 평가하는 연구
핀란드의 14개 센터에서 실시된 두 개의 병행군으로
이루어진 무작위, 공개, 대조 3상 연구
MenACWY-TT 또는 Meningitec을 접종했던 아이에게 4
년 후 같은 백신으로 추가 접종 후 2, 3, 4, 5, 6 년에
장기 항체 지속성을 평가하는 연구
수막구균 백신 GSK134612를 건강한 어린이에게 1차
접종 후 항체 지속성과 1차 접종 후 68개월에 추가
접종시 안전성과 면역원성 연구
수막구균 백신 GSK134612을 1 세에서 18세 미만에게
접종시 면역원성 및 안전성 연구

☐ 진행중 또는 계획된 의약품 감시(pharmacovigilance) 계획
내용

제출일

장기 항체 지속성 및 추가 접종 필요 연구:
MenACWY-TT-016/017/018/019/020 (EXT:015Y1/Y2/Y3/Y4/Y5)
MenACWY-TT-099 (EXT:015Y6/Y7/Y8/Y9/Y10)
MenACWY-TT-028/29/030/031/032 (EXT:027 Y1/Y2/Y3/Y4/Y5)
MenACWY-TT-100 (EXT:027Y6/Y7/Y8/Y9/Y10)
MenACWY-TT-059 (EXT:052 Y1/Y3/Y5)
MenACWY-TT-062 (EXT:055 Y1/Y3/Y5)
MenACWY-TT-043 (EXT:036 Y2/Y3/Y4/Y5)
MenACWY-TT-101 (EXT:036 Y6/Y7/Y8/Y9/Y10)
MenACWY-TT-048 (EXT:039 Y2,Y3,Y4,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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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ACWY-TT-102 (EXT:039 Y6/Y7/Y8/Y9/Y10)
MenACWY-TT-088 (EXT:081 Y2,Y3,Y4,Y5)
위험이 있는 (무비증 아동 또는 보체 결핍 아동) 피험자에서 Nimenrix
1회
접종
및
2회
접종의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연구:
MenACWY-TT-084
CHMP와 합의된 계획서에 따라 12~23개월에 1~2회 추가 접종시 즉각적
인 항체 역가와 장기간의 항체 역가를 평가하는 연구
Nimenrix를 12개월에 1회 접종하거나 9개월 및 12개월에 2회 접종한
후 항체 지속성을 평가하고, 백신 접종 후 5년째 추가 접종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 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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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CSR:
2015년 6월
최종 CSR:
2014년 12월

1-4

수두바이러스 백신

<Shingrix>
☐ 품목 개요
회사명

GSK

허가일

2018.03.28.(EU)

제품명

Shingrix

위해성
관리
계획 번호 (버 Ver 1.0
전)

주성분 및 함량

Varicella Zoster Virus glycoprotein E antigen

효능·효과

50세 이상의 성인에서의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예방

용법·용량

0.5mL 2개월 간격으로 2회 근육 내 투여. 불가피한 경우 2번째 접종은
첫 번째 접종 이후 6개월 이내에 투여할 수 있다.

☐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및 조치계획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의약품 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없음

없음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없음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Shingrix 접종 후 잠재적 면역
1.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매개질환(potential
Immune
2. 비교관찰연구 (EPI-Zoster-030 없음
Mediated Disorders, pIMD)의
VS)
위험
SmPC 4.4, 5.1 항목에 기재
함
SmPC 4.4: 대상포진 병력
및 다중 공존이환질환을 가
대상포진 병력이 있으며, 면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진 취약한 사람들에서의
역력이 있는 사람에서의 바이
임상시험(Zoster–062, 056)
Shingrix의 투여에 대한 자
러스 재발현
료는 제한적이다(5.1 참고).
따라서 의료진이 개별적인
근거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
접종에 대한 유익성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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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중요한 부족정보
장기 유효성과 50세 이상의
성인에서의 백신 추가 접종의 임상시험(Zoster–049)
필요성에 대한 평가
50세 이상의 성인에서의 장기
임상시험(Zoster–060, 049)
면역원성

50세 이상의 취약한 성인에서
임상시험(Zoster–063, 064)
의 Shingrix의 접종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에서의
Shingrix의 접종
잠재적 면역매개질환(pIMD)를
갖고
있는
성인에서의
Shingrix 접종
대상포진, 대상포진 후 신경
통, 대상포진과 관련된 합병
증을 예방하는 Shingrix의 유
용성

없음
없음
SmPC 4.4, 5.1 항목에 기재
함
SmPC 4.4: 대상포진 병력
및 다중 공존이환질환을 가
진 취약한 사람들에서의
Shingrix의 투여에 대한 자
료는 제한적이다(5.1 참고).
따라서 의료진이 개별적인
근거에 따라 대상포진 백신
접종에 대한 유익성 및 위
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임상시험(Zoster–002, 028, 039,
없음
041)
임상시험(Zoster–069)

없음

비교관찰연구(EPI-Zoster-031)

없음

☐ 진행중 또는 계획된 의약품 감시(pharmacovigilance) 계획
안전성 중점검토 진행
항목
상태

연구제목

목적

ZOSTER-049:
Shingrix의 예방적 유효성, 안
전성과 면역원성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110390과
113077
연구의
(ZOSTER-006/022) 장기 추적
연구(ZOE-LTFU)와 50세 이상
의 성인에서의 0 또는 0, 2 개
월에 1회 또는 2회 추가접종
을 하는 2개의 군에 대한 평
가를 위한 공개, 다국가, 다기

장기 유효성 및
50세 이상의 성
장기 유효성, 안전성
중간보고서:
인에서의 추가접
과 면역원성 평가 및
2021.03.31
종의 필요성 평
1회 또는 2회 추가접
진 행 최종 임상
가
종에 대한 반응원성,
중
시험 결과
안전성과
면역원성
보 고 서 :
50세 이상의 성
평가
2024.10.31
인에서의
장기
면역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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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날짜

관, 제 3b상 임상시험
ZOSTER-060:
백신 접종 후 108개월과 120
개월에 Shingrix의 면역 반응
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평가하
고
ZOSTER-003에 참여하였
던 60세 이상의 건강한 시험
대상자의 초기접종 10년 후, 2
회 추가접종에 대하여 평가하
기 위한 공개, 제 3b상, 장기
확장 연구
ZOSTER-064:
ZOSTER-006과 ZOSTER-022
연구를 참여한 50세 이상의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진행
한 삶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를 코드화하여, 이를 근거로
한 취약한 상태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Shingrix의 유효
성, 안전성과 면역원성의 기술
적 분석

면역원성의 지속성과
중간보고서:
안전성 평가 및 2회
2019.04.30
50세 이상의 성
추가접종에 대한 반
진 행 최종 임상
인에서의
장기
응원성, 안전성 그리
중
시험 결과
면역원성
고 면역원성 평가
보 고 서 :
2020.03.31

노인에서의
취약한
상태와 대상포진 발
병의 다른 예후인자
를 인구학적 특성과
최종 임상
Z O S T E R - 0 0 6 과 50세 이상의 취
계 획 시험 결과
ZOSTER-022 연구를 약한 성인에서의
됨
보 고 서 :
참여한 시험대상자를 Shingrix 접종
2020.09.30
대상으로 진행한 삶
의 질에 대한 설문조
사를 기반으로 평가
하기 위한 관찰연구

ZOSTER-063:
50세
이상의
성인에서의 Shingrix의 반응원성
Shingrix 접종 후 반응원성이 이 삶의 질에 미치는
삶의 질에 미치는 여향을 평 영향을 평가
가하기 위한 연구
미국에서 50세 이상
의
성인에서의
EPI-ZOSTER-030 VS:
Shingrix의 안전성을
안전성 연구
평가하기 위한 비중
재(관찰적),
전향적
코호트 연구
ZOSTER-002:
자가 조혈 줄기세포 이식 성 18세 이상 자가 조혈
인 환자를 대상으로 2회 근육 줄기세포 이식 환자
내 투여하였을 때 Shingrix의 에서의 Shingrix의 대
예방적 유효성, 안전성과 면역 상포진을
예방하는
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백신의 유효성, 면역
배정, 관찰자 맹검, 위약 대조, 원성과 안전성 평가
다기관, 제 3상 임상시험
ZOSTER-039:
18세 이상의 혈액악
18세 이상의 혈액악성종양 성 성종양
환자에서의
인 환자를 대상으로 2회 근육 Shingrix의 안전성,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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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임상
50세 이상의 취
진 행 시험 결과
약한 성인에서의
중
보 고 서 :
Shingrix 접종
2019.12.31
Shingrix 접종 후
최종 임상
잠재적 면역매개 계 획 시험 결과
질환(pIMD)의 위 됨
보 고 서 :
험
2025.03.30

최종 임상
면역력이 저하된
진 행 시험 결과
성 인 에 서 의
중
보 고 서 :
Shingrix 접종
2019.03.31

면역력이 저하된
최종 임상
진 행
성 인 에 서 의
시험 결과
중
Shingrix 접종
보 고 서 :

내 투여하였을 때 Shingrix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
기 위한 무작위배정, 관찰자
맹검, 위약 대조, 다기관, 제 3
상 임상시험
ZOSTER-041:
18세 이상의 신장 이식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0개월과 1~2
개월에 근육 내 투여하였을
때 Shingrix의 면역원성과 안
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관찰자 맹검, 위약 대조,
다기관, 제 3상 임상시험
ZOSTER-028:
18세 이상의 함암치료를 받고
있는 고형암 성인 환자를 대
상으로 0개월과 1~2개월에 근
육 내 투여하였을 때 Shingrix
의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
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관찰자
맹검, 위약대조, 다기관, 제
2/3상 임상시험
ZOSTER-069:
잠재적 면역매개질환(pIMD)을
갖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0
개월과 1~2개월에 근육 내 투
여하였을 때 Shingrix의 면역
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
한 무작위배정, 관찰자 맹검,
위약대조, 다기관, 제 3상 임
상시험
ZOSTER-062:
50세 이상의 대상포진 병력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0개월
과 1~2개월에 근육 내 투여하
였을 때 Shingrix의 면역원성
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관찰자 맹검, 위
약대조, 다기관, 제 3상 임상
시험
ZOSTER-056:
ZOSTER-006과 ZOSTER-022
연구에서 위약군이었던 시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Shingrix

응원성과
평가

면역원성

2019.03.31

18세 이상의 신장이
최종 임상
식
환자에서의 면역력이 저하된
진 행 시험 결과
Shingrix의 안전성, 반 성 인 에 서 의
중
보 고 사 :
응원성과
면역원성 Shingrix 접종
2019.03.31
평가

18세 이상의 항암치
료를 받고 있는 고형
최종 임상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 자 에 서 의
진 행 시험 결과
성 인 에 서 의
Shingrix의 안전성, 반
중
보 고 서 :
Shingrix 접종
응원성과
면역원성
2019.03.31
평가

잠재적 면역매개질환
(pIMD)을 갖고 있는
성인에서의 Shingrix
의 안전성, 반응원성
과 면역원성 평가

잠재적 면역매개
최종 임상
질환(pIMD)를 갖
계 획 시험 결과
고 있는 성인에
됨
보 고 서 :
서의 Shingrix 접
2025.06.30
종

대상포진 병력이 있
는 시험대상자에서의
Shingrix의 안전성, 면
역원성과
반응원성
평가

대상포진 병력이
최종 임상
있으며, 면역력
계 획 시험 결과
이 있는 시험대
됨
보 고 서 :
상자에서의 바이
2022.06.30
러스의 재발현

Shingrix 접종 후 모
든 시험대상자(백신
접종 이전에 대상포
진의 병력이 있는 시

대상포진 병력이
최종 임상
있으며, 면역력 진 행 시험 결과
이 있는 시험대 중
보 고 서 :
상자에서의 바이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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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대상자 포함)에서
의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전체 기간
동안
대상포진으로
교차 접종 연구
의심되는 사례 발생
률 평가(백신 접종
이전에
대상포진의
병력이 있는 시험대
상자 포함)
미국에서 50세 이상의
시험대상자에서 전체
및 연령별 대상포진,
EPI-ZOSTER-031:
대상포진 후 신경통
미국에서 50세 이상의 시험대
및 안부대상포진을예
상자에게서 백신 유효성을 평
방하는 Shingrix의 유
가하기 위한 후향적 코호트
효성 평가.
관찰(비중재) 연구
Shingrix 접종 후 10
년까지의 백신의 유
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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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의 재발현

실행가능성
(Feasibility)
평가보고서:
2018.07.31

대상포진, 대상포
진 후 신경통 및
대상포진,
관련 계 획
합병증을 예방하 됨
최종 임상
는 Shingrix의 유
시험 결과
효성
보 고 서 :
2033.08.01

<Zostavax>
☐ 품목 개요
회사명

MSD

허가일

2006.05.19. (EU)

제품명

Zostavax

위해성
관리
계획 번호 (버
전)

주성분 및 함량

Varicella-zoster virus (live, attenuated)

효능·효과

50세 이상의 성인에서의 대상포진의 예방

용법·용량

이 백신은 1회 0.65㎖ 피하주사하며, 상완부(삼각근 부위)에 주사하는 것
이 선호된다. 혈관내 또는 근육 주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및 조치계획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의약품 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없음

없음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없음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및 부족정보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판매가 되면 대상포진-유사
또는 수두-유사 발진을 포함
하는 이상사례 보고서가 수집
될 수 있음. 이들이 시간적으
로 조스타박스 투여와 관련성
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들이
야생형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
대상포진 백신에 의한 일시적
스와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인 대상포진-유사 또는 수두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와 전
유사 발진
혀 관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발진이 오카/머크
(Oka/Merck) 바이러스 또는
야생형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
스의 발현과 관련성이 있을지
여부는 임상적으로나 혈청학
적으로나 구별하는 것이 가능
하지 않다. 이런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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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4.8, 5.1에 기재
SPC 4.8, c.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 기재된 이상약물반응의
개요에 대상포진-유사 및 수
두-유사 발진 포함됨.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확인
프로그램(Varicella
Zoster
Virus
Identification
Programme)을 통하여 종합효
소
연쇄반응(Poly
merase
chain reaction, PCR) 분석

을 돕기 위하여 이상사례를
보고하는 의료진에게 수두 대
상포진 바이러스 확인프로그
램(Varicella
Zoster
Virus
Identification
Programme)에
시료 샘플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PC 4.4 에 경고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이런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
하여 이상사례를 보고하는 의
오카/머크(Oka/Merck_
백신 료진에게 수두 대상포진 바이
바이러스의 잠재적 전염
러스
확인프로그램(Varicella
Zoster Virus Identification
Programme)에 시료 샘플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SPC 4.4:
조스타박스에 대한 임상시험
에서 백신 바이러스의 전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
두백신의 시판 후 경험은 수
두-유사 발진 증상을 보인 사
람들과 접촉에 민감한 사람들
(예를 들면, 수두대상포진 바
이러스에 민감한 유아) 사이
에서 백신 바이러스의 전염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수두-유
사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수
두백신 접종자로부터도 백신
바이러스의 전염이 보고된 바
있다. 이는 조스터박스 투여
에 대한 이론적인 위험이다.
백신 접종자로부터 접촉에 민
감한 사람들에게로 약독화 백
신 바이러스가 전염될 위험은
자연적인 대상포진의 발생 및
접촉에 민감한 사람들로의 야
생형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잠
재적 전염의 위험과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확인
프로그램(Varicella
Zoster
Virus
Identification
Programme)을 통하여 종합효
소
연쇄반응(Poly
merase
chain reaction, PCR) 분석
SPC 4.3, 4.4, 5.1에 기재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의 접종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계획된 안전성과 면역원성 임
상시험
- SPC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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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및 다음의 조건으로
인한 후천성 면역결핍 상태에
있는 환자: 급성 및 만성 백
혈병, 림프종 또는 골수/림프
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
황, HIV/AIDS에 의한 면역억
제, 세포성 면역결핍.
- SPC 4.4:
조스타박스는 약독화된 대상
포진생바이러스 백신으로 면
역억제환자 또는 면역결핍환
자에게 투여시 치명적인 결과
를 포함하여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 관련 산재성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 SPC 5.1:
이 백신은 면역기능이 손상된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
된 바가 없다.

잠재적인 중추신경 사례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이런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
하여 이상반응을 보고하는 의
료진에게 수두 대상포진 바이
러스
확인프로그램(Varicella
Zoster Virus Identification
Programme)에 종합효소 연쇄
반응(Poly
merase
chain
reaction, PCR) 분석을 한 뇌
척수액을 포함하여 시료 샘플
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확인
프로그램(Varicella
Zoster
Virus
Identification
Programme)을 통하여 종합효
소
연쇄반응(Poly
merase
chain reaction, PCR) 분석

SPC 4.4 에 경고

잠재적 알레르기 반응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제품의 라벨을 통하여 이상사
례 및 특성 집단에서의 금기
사항에 대한 경고

유효성 임상시험 Protocol 004
예방
기간
및
추가접종 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던 시
(booster dose)의 필요성
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장기 유
효성 연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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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4.4:
주성분 뿐만 아니라 첨가제
(예, 네오마이신)에 대한 아니
필락시스/아니필락시스 유사
반응의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의료처치 및 감독이 언제든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SPC 4.5 다른 의약품과의 상
호작용 및 기타 상호작용 항
에 기술:

다른 백신과의 병용 투여

임신 중 ZOSTAVAXⓇ 접종

- SPC 4.5: 조스타박스는 불
활화 인플루엔자 백신과 다른
투여부위에 병용투여가 가능
다른 성인 백신과의 병용투여
하다.
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계
조스타박스와 23가 폐렴구균
획되어 있음.
백신과의 병용투여는
조스타박스의 면역원성을 감
소시키므로 병용투여 하지 않
는다. 따라서 두 백신의 접종
이 필요할 경우, 최소 4주 이
상의 간격을 두고 접종할 것
을 고려하여야 한다.
SPC 4.3 금기 항에 기술:
- SPC 4.3: 임신. 백신 접종
후 1개월은 임신을 피해야 한
다.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바리박스주(VARIVAX)의 임부
레지스트리(registry)
연구에
ZOSTAVAX를 포함한 모든
VZV 백신을 포함하도록 확장
할 예정

SPC 4.6 수태능, 임신 및 수
유 항에 기술:
- SPC 4.6: 임산부의 조스타
박스 투여에 대한 자료는 없
다. 비임상 연구는 생식독성
을 확인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감염은
때로는 태아에 해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스타
박스는 임산부의 투여를 권장
하지 않는다. 백신 투여 후 1
개월은 임신을 피해야 한다.
임부 레지스트리(registry)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
허가조건(regulatory
commitment)으로써 3개의 시험
예측하지 못한 안전성 시그날 시판 후, 위약대조 일반 안전
의 검출
성 시험
허가 후, 대규모 (백신 접종한
20,000명의 시험대상자) 안전
성 관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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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임상시험, Protocol
004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던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예방
기간의 장기 지속성을 평가하
기 위한 임상시험

☐ 진행중 또는 계획된 의약품 감시(pharmacovigilance) 계획
Ÿ

Protocol 004: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인 Protocol 004(백신 접종군 약 7,000명 및

위약군 6,900명)의 추적 기간을 확장하여 진행한 장기 유효성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하여 접종 후 4~6년간의 유효성 평가 결과를 수집할 수 있다.
Ÿ

Protocol 013: 장기 유효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백신 접종 후 10년을 추적하는 Protocol 013
(예상되는 시험 대상자수: 7,000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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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본뇌염 백신

<Ixiaro>
☐ 품목 개요
회사명

Valneva Austria GmbH

허가일

2009.03.31. (EU)

제품명

Ixiaro

위해성 관리
계획 번호 (버
전)

주성분 및 함량

불활성화 일본뇌염바이러스 (Vero 세포배양 약독화 SA14-14-2 주)

효능·효과

2개월 이상의 소아, 청소년 및 성인에서 일본뇌염의 예방

용법·용량

다음의 접종 일정에 따라, 3세 이상의 소아, 청소년, 성인 및 고령자는 1
회 0.5 mL을, 2개월 이상 3세 미만의 소아는 1회 0.25 mL을 근육주사한
다.
1) 기초접종: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
2) 추가접종: 2차 접종 후 2년 이내(즉, 12-24개월)에 3차 접종

☐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및 조치계획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의약품 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개별이상
사례보고(ICSR), 정기안전성보고
(PSUR), 안전성 프로파일 모니터
링, 안전성 실마리정보 개발 및
과민/알레르기 반응:
탐지)
피부염, 호흡곤란, 홍반,
임상시험:
눈부위 가려움, 홍조,
Ongoing
follow-up
studies
과민성, 가려움증, 발진,
IC51-324, 325, Ongoing study
두드러기
IC51-322
IC51-401
Sentinel
Sites에서
20,000 Ixiaro 접종자에 대한 강
화된 감시활동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개별이상
신경계 이상반응:
사례보고(ICSR), 정기안전성보고
경련
(PSUR), 안전성 프로파일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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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Section 4.3 금기사항:
주성분 또는 부형제나 불순물(예.
프로타민황산염)에 대한 과민반
응.
본 백신을 1회 접종 후 과민반응
을 보인 자는 2차 접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는 없
음

링, 안전성 실마리정보 개발 및
탐지)
임상시험:
Ongoing
follow-up
studies IC51-324, 325, Ongoing
study IC51-322
IC51-401
Sentinel
Sites에서
20,000 Ixiaro 접종자에 대한 강
화된 감시활동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개별이상
사례보고(ICSR), 정기안전성보고
(PSUR), 안전성 프로파일 모니터
링, 안전성 실마리정보 개발 및
탐지)
과민/알레르기 반응:
임상시험:
Ongoing
follow-up
결막염, 저혈압
studies IC51-324, 325, Ongoing
study IC51-322
IC51-401
Sentinel
Sites에서
20,000 Ixiaro 접종자에 대한 강
화된 감시활동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개별이상
사례보고(ICSR), 정기안전성보고
(PSUR), 안전성 프로파일 모니터
신경계 이상반응:
링, 안전성 실마리정보 개발 및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 탐지)
성뇌염, 급성척수염, 중 임상시험:
Ongoing
follow-up
추신경계 염증, 길랑-바 studies IC51-324, 325, Ongoing
레 증후군
study IC51-322
IC51-401
Sentinel
Sites에서
20,000 Ixiaro 접종자에 대한 강
화된 감시활동

SPC Section 4.3 금기사항:
주성분 또는 부형제나 불순물(예.
Protamin Sulphate)에 대한 과민
반응.
본 백신을 1회 접종 후 과민반응
을 보인 자는 2차 접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는 없음

중요한 부족정보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개별이상
사례보고(ICSR), 정기안전성보고
(PSUR), 안전성 프로파일 모니터
링, 안전성 실마리정보 개발 및
임부에서의 사용
탐지)
임상시험 증례의 분석
IC51-401
Sentinel
Sites에서
20,000 Ixiaro 접종자에 대한 강
화된 감시활동
면역저하
환자에서의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개별이상
사용
사례보고(ICSR), 정기안전성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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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Section 4.6 임부 및 수유부:
예방책으로써, 임신 또는 수유기
동안에는 Ixiaro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SPC Section 4.5 다른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및 기타 상호작용: 면

백신 동시접종 자

(PSUR), 안전성 프로파일 모니터
링, 안전성 실마리정보 개발 및
탐지)
개별 증례 분석, PSUR에 보고된
결과
일반적인 의약품 감시(개별이상
사례보고(ICSR), 정기안전성보고
(PSUR), 안전성 프로파일 모니터
링, 안전성 실마리정보 개발 및
탐지)
다른 여행자 백신으로 Ixiaro와
동시접종 시 영향에 대한 새로운
임상시험 IC51-316

역억제요법으로 치료 중이거나
면역결핍 환자에서는 적절한 면
역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
다.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는 없
음

☐ 진행중 또는 계획된 의약품 감시(pharmacovigilance) 계획
임상시험번호

연구제목

IC51-324

비유행(non-endemic) 국가의 소아에서 일본뇌염백신 Ixiaro 접종 후 장기 면
역원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비통제, 제3상 추적관찰 연구

IC51-325

일본뇌염 유행 국가의 소아에서 일본뇌염백신 Ixiaro 기초접종 후 추가접종
유·무에 따른 장기 면역원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제3
상 임상시험

IC51-322

비유행(non-endemic) 국가의 소아에서 일본뇌염백신 Ixiaro 접종 후 면역원
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비통제, 공개, 제3상 임상시험

IC51-401

미국 군인을 대상으로 Ixiaro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능동적 감시(active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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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로타바이러스 백신

<Rotarix>
☐ 품목 개요
회사명

GlaxoSmithKline Biologicals
허가일
S.A.

제품명

로타릭스 (Rotarix)

주성분 및 함량

약독 사람 로타 바이러스 (human rotavirus, live attenuated)

효능.효과

생후 6주-24주의 영아에서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의 예방

용법.용량

생후 6주 이후에 1차 경구 투여하며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2차 경구 투여
한다.
생후 16주 이전에 2차 경구 투여를 완료하되, 동 기간 내에 투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생후 24주 내에 2차 투여를 완료하여야 한다.

2006.2.21. (EU)

위해성관리계
획번호(버전)

☐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및 조치계획
1) 최초 제출(2006) (lyophilized formulation)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의약품 감시계획

기관지염

Study 036

장중첩증 (Intussusception)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EU내에서 능동적 감시 (PSUR)
(Active surveillance in EU (PSUR))
실제 보고된 내용과 예상된 내용
비교분석
1)

폐렴 사망

PASS study (Mexico)
PASS study (Mexico)

백신효과

유럽 로타바이러스 조사 네트워크

백신바이러스의 유전학적 안 벨기에에서 백신 유전학적 안정성
정성
시험
Study 052

2)

Rota study 052

Study 054

3)

Rota study 054

면역력이 약화된 영아에서의
Study 022
사용

4)

Rota study 022

경구 폴리오백신과의 병용접
Study 024
종 후 추가적인 효능

5)

백신바이러스 전파
미숙아에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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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중요한 부족정보에 대한 구분 없음)
CHMP 의견: 제출된 허가서류 검토결과, 제품설명서에 포함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위해성완화조치 필요 없음
2) RMP 변경 제출(2008) (liquid formulation 추가)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해당사항 없음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기관지염

Study Rota 036

6)

l EU내에서 능동적 감시:

a) Germany (ESPED)
b) UK (BPSU): 보류됨
장중첩증(Intussusception)

폐렴 사망
중요한 부족정보
백신효과

없음
SPC:
4.3. 금기:
장중첩증의 병력이 있는 자.
장중첩증이 일어나기 쉬운 교
정되지 않은 선천성 위장관 이
상이 있는 자

4.8. 이상반응:
63,225명의 피험자가 참여한
l 실제 보고된 내용과 예상
라틴아메리카와 핀란드에서의
된 내용 비교분석
대규모 안전성 임상시험에서
장중첩증의 위험을 평가하였
l PASS study (Mexico) 1)
다. 해당 시험에서 이 백신 투
여군에서의 장중첩증 위험도는
위약군과 비교하였을때 증가하
지 않았다.
PASS study (Mexico)
없음
SPC:
4.4. 경고 및 주의사항: 모든
백신접종자에서 방어면역반응
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Study (Belgium)

시판 후 환경에서, 순환 RV 유럽 로타바이러스 조사 네
없음
균주의 다양성 모니터링
트워크
백신바이러스의 유전학적 안 벨기에에서 백신
정성
안정성 시험

유전학적

없음
SPC:

백신바이러스 전파

미숙아에서의 사용

Study Rota 052

2)

Study Rota 05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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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경고 및 주의사항:
백신접종자와 접촉한 항체음성
인 자에게, 배출된 백신 바이
러스가 전이된 경우 임상적 증
상을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SPC:

면역력이 약화된 영아에서의
사용
Study Rota 022

4)

4.4. 경고 및 주의사항:
조산아 140명에서의 제한된 자
료에 따르면, 이 백신은 조산
아에게 투여될 수 있으나, 더
낮은 면역반응이 관찰될 수 있
으며 임상적 방어 수준이 알려
져 있지 않다.
SPC:
4.3. 금기: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면역결
핍증이 있는 자.
무증상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
스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
은 로타릭스의 안전성과 유효
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충분한 자료가 없으
므로 무증상의 HIV 감염자에
는 이 백신의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
4.4. 경고 및 주의사항
면역이 결핍된 자(예. 악성 종
양환자나 다른 면역 저해 환
자,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자 등)와 접촉하는 경우에는
이 백신을 주의하여 투여한다.

투약/접종 오류 가능성

PSUR을 통한 검토:
label and packaging 변경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투약오류사례의 보고빈도를
국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관련결과를 추후
PSUR에 요약할 것이다.

SPC:
4.4. 경고 및 주의사항:
이 백신은 절대로 주사하여서
는 안 된다. 새롭게 개정된 라
벨과 패키지가 이용 가능하다.

CHMP 의견: 제출된 허가서류 검토결과, 제품설명서에 포함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 필요 없음

PASS: Post-Authorization Safety Study (PASS) of Post-Marketing Surveil ance for
Intussusception following Rotarix™ introduction into the Instituto Mexicano del Seguro Social
(IMSS) in Mexico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0595205)
2) 052: Phase IIIb,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study to explore the existence
[ Study

Ti t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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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orizontal transmission of the RIX4414 vaccine strain between within a family
(https://www.fda.gov/downloads/biologicsbloodvaccines/vaccines/approvedproducts/ucm133580.pdf)
(https://www.gsk-clinicalstudyregister.com/files2/d8529f6e-d475-44f6-9f35-cc2e7d7e4b13)
3) 054: Phase IIIb, Double Blind, Randomised, Placebo-Controlled, Multi-Country/Centre, Study to
Assess Safety, Reactogenicity & Immunogenicity of 2 Doses of GSK Biologicals' Oral Live
Attenuated Human Rotavirus (HRV) Vaccine in Pre-Term Infants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study/NCT00420745)
4) 022: Phase II, double blind, randomised (1:1), placebo controlled study to assess the safety,
reactogenicity and immunogenicity of three doses of GSK Biologicals’ oral live attenuated
human rotavirus vaccine administered to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infected infants at
6, 10 and 14 weeks of age
http://www.ema.europa.eu/docs/en_GB/document_library/EPAR_-_Assessment_Report_-_Variation/hu
man/000639/WC500143025.pdf)
5) 024: A Multi-country & Multi-center Study to Assess the Efficacy, Immunogenicity & Safety of
Two Doses of GSK Biologicals' Oral Live Attenuated HRV Vaccine Given Concomitantly With
Routine EPI Vaccinations Including OPV in Healthy Infants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NCT00139347)
6) 036: Phase 3b,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multi-country and multi-center
study to assess efficacy, safety and immunogenicity of two doses of GSK Biologicals' oral live
attenuatd human rotavirus (HRV) vaccine in healthy infants in co-administration with specific
childhood vaccinations
(https://www.fda.gov/BiologicsBloodVaccines/Vaccines/ApprovedProducts/ucm1341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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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eq>
☐ 품목 개요
회사명

MSD VACCINS

허가일

제품명

RotaTeq

위해성관리계
획번호(버전)

주성분
량

2006.06.27. (EU)

One dose (2 ml) contains:
로타바이러스 G1 2.2 x 106IU 이상
및 함 로타바이러스 G2 2.8 x 106 IU 이상
로타바이러스 G3 2.2 x 106IU 이상
로타바이러스 G4 2.0 x 106IU 이상
로타바이러스 P1A 2.3 x 106IU 이상

효능.효과

영아에서 G1, G2, G3, G4, G9P1A 혈청형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 예방

용법.용량

이 백신은 매 회차에 1튜브(2ml) 전량을 경구투여하고, 3차에 걸쳐 투여한다.
1차 투여는 생후 6～12주에 하고, 이 후 각 투여간 최소 4주 간격을 두고
추가 투여한다. 3차 투여는 생후 32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및 조치계획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장중첩증 (Intussusception)

백신효과와 혈청형 변경

의약품 감시계획
Ÿ

수동적 보고와 US 시판 후 안전성조사 연구

Ÿ

ESPED와 collaboration을 통한 독일에서의 장중첩
증 역학 조사

유럽에서의 로타바이러스 감시: 연속적인 로타바이러
스 seasons에 유행하는 다양한 로타바이러스 혈청형
을 확인하는 것

접종자로부터 밀접 접촉자로의 전파의
수동적 보고
위험과 새로운 재조합체 출현 가능성
로타바이러스 감염의 장외발현 가능 수동적 보고와 US 시판 후 안전성조사 연구
성(향신경작용과 간독성을 포함)
HIV감염된 영아에 대한 접종: 해당
아이들이 백신을 접종받은 다른 영
아로부터 백신 바이러스를 우연히 태국과 남아프리카에서 임상시험 (protocol 011)
전파 받게 될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임
위식도역류질환의 가능성
수동적 보고와 US 시판 후 안전성조사 연구
과민반응

수동적 보고와 US 시판 후 안전성조사 연구

(*: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중요한 부족정보에 대한 구분 없음)
CHMP 의견: 제출된 허가서류 검토결과, 제품설명서에 포함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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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홍역·유해성이하선염 및 풍진(MMR) 혼합백신

<M-M-RVaxPro>
☐ 품목 개요
회사명

제품명

Sanofi Pasteur MSD

허가일

2006.05.05. (EU)

위해성 관리
계획 번호
(버전)

M-M-RVaxPro
0.5ml 안에

홍역 바이러스. Enders' Edmonston strain (생약독화 백신) 1x103 CCID50* 이하
볼거리 바이러스, Jeryl Lynn™ [Level B] strain
12.5x103 CCID50 이하
(생약독화 백신)
주성분 및 함량

풍진 바이러스, Wistar RA 27/3 strain (생약독화 백신)

1x103 CCID50 이하

M-M-RVAXPRO는 12개월 이상에서 홍역, 볼거리 그리고 풍진에 대한 동
시 예방 접종으로 받을 수 있다.
M-M-RVAXPRO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9개월 이하의 유아에게 투여될 수
있다.

효능효과

홍역 발병 또는 사후 노출 후 백신 접종 또는 취약한 임신부 그리고 볼거
리와 풍진에 대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과 접촉한 이전에 백신을
투여 받지 않은9개월 이상의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다.
M-M-RVAXPRO는 공식적인 권고사항에 기반해 사용된다.
용량
12개월 또는 이상
12개월 또는 이상인 사람은 정해진 날에 첫 용량(one dose)을 투여받는다.
공식적인 권고사항에 따라 적어도 첫 투여 이후 4주 차에서 두 번째 용량
(second dose)을 투여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용량은 이유와 상관 없이 첫
번째 용량 (first dose)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투여된다.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유아

용법용량

면역원성 및 안전성 자료들에 의하면 공식적인 권고사항에 따라
M-M-RVAXPRO는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유아에게 또는 초기예방이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 투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간돌봄 (day-care), 발
병 또는 홍역 유병율이 높은 지역으로의 여행). 이러한 유아들은 12~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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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때 다시 백신 투여를 받아야 한다. 홍역 바이러스가 포함된 백신의 추
가 투여량은 권고 사항에 따라 고려 되어져야 한다.

9개월미만의 유아
9개월 미만의 유아에 대한 M-M-RVAXPRO 사용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
한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투여 방법
본 백신은 근육내 또는 피하로 투여되어야 한다.
선호되는 접종 부위는 어린 소아 (younger children)일 경우 허벅지 전외측
부위이며, 소아 (older children), 청소년 그리고 성인일 경우 삼각근이 해
당된다.
혈소판 감소증 또는 다른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경우 본 백신은 피하로
주사되어야 한다.
본 제제를 투여하거나 다루기 이전에 취해야 할 주의 사항과 투여 전 본
제품의 구성 성분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sectin 6.6을 참고한다.
혈관 내로 투여하지 않는다.

☐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및 조치계획
안전성 문제 요약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HSA(human serum albumin) 및 rHA(recombinant human albumin)
의 교체와 관련된 M-M-RTMII의 안전성 프로파일에서의 잠재적 변
화

중요한 부족 정보

임부

안전성
중요한

의약품

중점검토항목
잠재적 위해성

HSA(human
serum
albumin)
및
rHA(recombinant human
일반적인
albumin)의 교체와 관련
감시계획
된 M-M-RTMII의 안전성
프로파일에서의 잠재적
변화

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의약품 환자 및 전문가용 사용설명서를 통한 위해성
완화

중요한 부족 정보
일반적인

의약품 환자 및 전문가용 사용설명서를 통한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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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SmPC4.3 금기
임부. 추가로, 예방 접종 1달 가량 임신을 피
해야 합니다.
(중략)

임부

감시계획

4.6 수태능, 임신 및 수유
임신
임신한 여성은 M-M-RVAXPRO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M-M-RVAXPRO의 시험
은 수행되지 않았다. 이것이 임부에게 투여되
었을 때 태아에게 위해가 발생되거나 추후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홍역 또는 볼거리 바이러스가 임산부에게 전
달되었을 때 태아 위해성이 보고되었다. 비록
이론적인 위험성이 배제될 수 는 없지만, 볼
거리가 포함된 백신을 투여 받았을 때 임신
초기 알지 못한 3500명 이상의 취약한 여성
에서 선천성 풍진 증후군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임신 여부를 모르는 여성에 대한
의도치 않은 홍역, 볼거리 또는 풍진을 포함
한 백신의 접종은 임신 중단의 원인이 되어
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 후 1달 간 임신은
피해야 하며,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은
게획을 미루어야 한다.
-Package leaflet for users임신 및 모유 수유
M-M-RVAXPRO는 임산부에게 투여되어 서는
안 된다. 가임기 여성은 1달 동안 또는 의사
의 조언에 따라 백신을 투여 받은 후, 임신을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유부나 또는 모유 수유를 계획하는 자는
주치의에게
말해야
한다.
주치의는
M-M-RVAXPRO가 주어져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임신부나 수유부 또는 임
신 가능성이 있다면, 의사 또는 약사에게 백
신 투여를 받기 전 조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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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유두종 바이러스백신

<Cervarix>
☐ 품목 개요
회사명

제품명

주성분 및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GSK

허가일

2007.09.20. (EU)

Cervarix
위해성 관리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16, 18
계획 번호
Ver. 17
형] (재조합, 항원보조제, 흡
(버전)
착)
인유두종바이러스 16형 L1 단백질- 20㎍
인유두종바이러스 18형 L1 단백질- 20㎍
9세 이상에서 발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 유형에 관련된 항문-성
기(자궁경부, 외음부, 질, 항문) 부위의 전암성 병변 또는 자궁경부 및 항
문암의 예방
Ÿ 만 9~14세: 0.5ml씩 2회 접종한다.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 5~13개월
사이에 투여한다.
Ÿ 만 15세 이상: 0, 1, 6 개월 일정으로 0.5ml씩 3회 접종한다.
Ÿ 이 백신은 삼각근 부위에 근육주사 한다.

☐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및 조치계획
(본 항목은 2016.06.23 버전에서 최종 변경(RMP Ver. 17)되어, 해당 version의 assessment
report인 EMA/CHMP/668339/2015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의약품 감시계획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아래 ‘의약품 감시
계획’ 표 참조

없음

아래 ‘의약품 감시
계획’ 표 참조

[일반적 조치] SmPC 문구(경고 및 사용상 주
의사항)추가:
“데이터가 부족한 무증상 HIV 감염 환자는
제외(“약력학적 영향” 참조). 면역억제치료
를 받는 환자와 같이 면역반응성이 저하된 시
험대상자에서 서바릭스 사용에 대한 자료는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없음)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백신접종 후 백신유발
자가면역 질환 획득에
대한 이론적 위해성
중요한 부족정보
HIV감염 시험대상자
또는 면역결핍이 알려
진 시험대상자에서 서
바릭스의 사용

- 67 -

의도치 않게 백신에
노출된 임신부에서 서
바릭스의 영향

아래 ‘의약품 감시
계획’ 표 참조.

HPV 유형 대체
(substitution)
항문 병소 및 암에 대
한 영향 및 유효성

아래 ‘의약품 감시
계획’ 표 참조
아래 ‘의약품 감시
계획’ 표 참조

없다.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인에
서는 적절한 면역 반응이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추가적 조치] 없음
[일반적 조치] SmPC 문구(임신 항) 추가: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특별한 시
험은 수행되지 않았다. 임신 등록대장
(registry), 역학 연구 및 임상시험 중 의도치
않은 노출의 일환으로 수집된 임신부에서의
자료는 서바릭스 백신접종이 자연유산을 포함
한 유해한 임신 결과 위해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
다. 그러나 임상 개발 프로그램 중, 서바릭스
를 투여받은 여성에서의 5,387건을 포함하여
총 10,476건의 임신이 보고되었다. 전체적으로
특정 결과(예: 정상 영아, 선천성 기형을 포함
한 비정상 영아, 조산 및 자연유산)를 경험한
임신한 시험대상자 비율은 투여군간 유사했
다.
동물시험에서 수태능, 임신, 배/태자 발생, 출
산 또는 생후 발달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유해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방 조치로, 임신 중에는 서바릭스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신부 또는 임신을
하고자 하는 여성은 임신 종결 시까지 백신접
종을 연기 또는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추가적 조치] 없음
없음
없음

☐ 진행중 또는 계획된 의약품 감시(pharmacovigilance) 계획
(본 항은 2016.06.23 assessment report에서 최종 변경되어,
EMA/CHMP/668339/2015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연구/활동

목적

해당

안전성 중
점 검 토 항 상태
목

연구 HPV-019
HIV 양성 여성 부족 정보
연구
18-25세의 사람 면역결핍 바 에서의 안전성 HIV 양성
작
이러스(HIV) 감염 여성 시험 및 면역원성
시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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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report인

중간/최종 보고서 제
출일(목표 날짜)
시

2014년 6월까지 24
개월 연구 결과를 이
용할 수 있을 것으로

대상자에서 3회 투여 일정(0,
1, 6개월)에 따라 근육 내로
투여한
GlaxoSmithKline
Biologicals의 HPV-16/18 백
신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 평
가를 위한 제1/2상, 부분 눈
가림, 무작위 배정, 대조 임
상시험. (범주 3)
연구 HPV-039
18-25세의 건강한 중국인 여
성 시험대상자에서 0, 1, 6개
월 일정에 따라 근육 내로
투여한
GlaxoSmithKline
Biologicals의 HPV-16/18 L1
VLP AS04 백신의 유효성, 면
역원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
한 제2/3상, 이중 눈가림, 무
작위 배정, 대조 임상시험.
(범주 3)
연구 HPV-040
GlaxoSmithKline Biologicals의
HPV-16/18 L1 VLP AS04 백
신두 가지 백신접종 전략으
로 12-15세의 건강한 여성
및 남성 시험대상자에서 0,
1, 6개월 일정에 따라 근육
투여했을 때 감염 유병률 감
소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위
한 제3/4상 지역사회 무작위
배정, 대조 임상시험. (범주
3)

EPI-HPV-048 (범주 3)
2016년까지 영국 여성 중 유
형별 HPV 감염에 대한 조사
연구(EPI-HPV-033의 추적관
찰). 또한, 30세 미만 여성의
자궁경부암에서 유형별 HPV
조사.

EPI-HPV-069 (범주 3)
회사의 연구 및 외부에서 수
행된 출판된 연구로부터 이

예상되었으나, 등록
이 예상보다 길어져
결과를 나중에 이용
할 수 있게 될 것이
다(2018년 3월 추정).

자에서의
사용

중국인
여성
시험대상자에
서의
안전성,
면역원성
및
유효성

잠재적 위
해성
자가면역
연구
질환
작
부족정보
임신
및
임신 결과

시 2016년 12월 연구 종
료 보고

건강한
여성
및 남성 시험
대 상 자 에 서
HPV-16/18 감
염의
유병률
감소 측면에서
두 가지 백신
접종
전략의
유효성

잠재적 위
해성
자가면역
연구
질환
작
부족정보
임신
및
임신 결과

시 최종 임상시험 결과
보고 (2016년 6월)

백신 및 비 백
신 유형에 대
한 백신의 유
효성
입증을
위해(즉, 유형
대체) HPV 백
신을 접종 받
은
성생활을
하는 여성에서
의 유형별 조
사
서바릭스 백신
접종 후 자가
면역 갑상선염

부족정보
HPV 유형 계획
대체

잠재적 위
연구
해성
작
자가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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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Q

시

2016년 9월

의 상대 위험
도에 대한 전
반적인 평가를
제공함으로써
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이
서바릭스 백신 갑상선염
용한 메타분석
접종과 자가면
역
갑상선염
발생의 잠재적
관련성 평가.
시판 후 조사 활동(범주 3):
항문암 및 기 부족 정보
5개 국가(핀란드, 네덜란드,
타 HPV 관련 항문 병소
영국, 노르웨이 및 덴마크)의
암의 5년 경향 및
암에 계획
암 등록부로부터 항문암 및
에 대한 데이 대한 영향
기타 HPV 관련 암의 연차
터 수집
및 유효성
보고 모니터링
서바릭스 사용
국가에서 항문 부족 정보
시판 후 조사 활동(범주 3):
암 및 기타 항문 병소
5년마다 항문암 및 기타
HPV 관련 암 및
암에 계획
HPV 관련 암에 대한 경향
의 발생 시기 대한 영향
분석
의 잠재적 변 및 유효성
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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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021년 12월(다음 정
기
PBRER(Periodic
Benefit-Risk
Evaluation Report)과
함께 제출).

<Gardasil 9>
☐ 품목 개요
회사명

MSD

허가일

제품명

Gardasil 9

위해성
계획
(버전)

주성분 및 함량

효능·효과

2015.06.10. (EU)
관리
번호 Ver. 1

인유두종바이러스 6형 L1 단백질- 30㎍
인유두종바이러스 11형 L1 단백질- 40㎍
인유두종바이러스 16형 L1 단백질- 60㎍
인유두종바이러스 18형 L1 단백질- 40㎍
인유두종바이러스 31형 L1 단백질- 20㎍
인유두종바이러스 33형 L1 단백질- 20㎍
인유두종바이러스 45형 L1 단백질- 20㎍
인유두종바이러스 52형 L1 단백질- 20㎍
인유두종바이러스 58형 L1 단백질- 20㎍
만 9세 이상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예방:
- 백신에 포함된 인유두종바이러스 유형에 의한 자궁경부, 외음부, 질,
항문의 전암성 병변 또는 암
- 특정 인유두종바이러스 유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첨형콘딜로마)
최초 접종 시 만 9세~14세에서
- 가다실9는 2회 접종할 수 있다.
- 가다실9는 3회(0, 2, 6개월) 접종할 수 있다.
Ÿ 최초 접종 시 만 15세 이상 연령에서
- 가다실9는 3회(0, 2, 6개월) 접종할 수 있다.
Ÿ 이 백신은 근육주사되어야 한다. 상완의 삼각근이나 대퇴부 전외측
상부 부분에 주사하는 것이 선호된다.
Ÿ

용법·용량

☐ 안전성 중점검토항목 및 조치계획
(본 항목은 2015.03.26 버전에서 최종 변경(RMP Ver. 1)되어, 해당 assessment report인
EMA/CHMP/76591/2015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안전성 중점검토항 의약품 감시
위해성 완화조치방법
목
계획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

과민반응(1형)

해당사항
음

[일반적 조치] 가다실 또는 가다실9 백신 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이 SmPC 4.3항에 금기로 포함되었다.
없
“본제 주성분 또는 6.1항에 기술된 부형제들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을 경우. 이전에 가다실9 또는 가다실을
접종받은 후에 과민반응을 경험한 환자는 가다실9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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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받지 말아야 한다.”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역시 SmPC의 4.8항
에 4가백신의 시판 후 사용 중 보고된 약물 이상반응
으로서 포함되었다.
“면역계장애: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을 포
함한 과민반응, 기관지경련 및 두드러기”
[추가적 조치] 없음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가다실 및 가다실9 해당사항
간의 제품 혼동
음

가다실 및 가다실9 해당사항
사이의 혼합 요법
음

[일반적 조치] 구분되는 제품명 및 포장을 사용한다.
허가권자는 각 회원국의 국가 관계당국과 협의 하에
국가별/의료시스템 별 특이적인 추가적 조치가 요구되
없
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예: 처방의 및 백신접종자
에게 9가백신과 4가백신 사이의 구분되는 특성에 관하
여 안내)
[추가적조치] 없음
[일반적 조치] 가다실9는 다른 HPV 백신과 호환 가능
하지 않으며 HPV 백신의 혼합 요법을 이용한 연구는
가다실9에 대해 시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문구를
SmPC에 포함하였다(4.2 및 4.4항).
“HPV백신들에 대한 혼합 요법(교차접종 가능성)에 대
한 연구들은 가다실9에 대해 수행되지 않았다.”
“가다실9을 2가 또는 4가 HPV백신과 교차접종하는
없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안전성, 면역원성 또는 유효성
자료는 없다.”
허가권자는 각 회원국의 국가 관계당국과 협의 하에
국가별/의료시스템 별 특이적인 추가적 조치가 요구되
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다. (예:처방의 및 백신접종자
에게 9가백신과 4가백신 사이의 구분되는 특성에 관
하여 안내)
[추가적조치] 없음

중요한 부족정보

임신 중 노출

[일반적 조치] SmPC 4.6항 수태능, 임신 및 수유 항에
가다실 9는 임신 중 사용이 권장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많은 양의 자료(1000 건 이상의
아래‘의약품 임신 결과)는 가다실9의 최기형성 또는 태아/신생아 독
감 시 계 획 ’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5.1항 참조). 동물연구에서도 생
표 참조
식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5.3항 참조).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가다실9을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권장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백신 접종은 임
신이 종료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5.1항 참조).”
[추가적조치] 없음

장기 유효성 및 면 아래‘의약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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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계획’
표 참조
아래‘의약품
바이러스형
대체
감 시 계 획 ’ 없음
(replacement)
표 참조
26세 초과 여성에서 아래‘의약품
의 면역원성 및 안 감 시 계 획 ’ 없음
전성
표 참조
역원성

☐ 진행중 또는 계획된 의약품 감시(pharmacovigilance) 계획
(본 항목은 2015.03.26 버전에서 최종 변경(RMP Ver. 1)되어, 해당 assessment report인
EMA/CHMP/76591/2015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안전성 중점검토항
중간/최종 보고서
연구/활동
목적
상태
목
제출일(목표 날짜)
중간 보고서:
2016년 8월 31일
2017년 8월 31일
임신 중 9가 HPV 백
임신한 사람에 대
2018년 8월 31일
신에 노출된 여성에서 중요부족정보
한 등록대장 작성
계획
2019년 8월 31일
의 임신 결과 모니터 임신 중 노출
(범주 3)
2020년 8월 31일
링
최종 보고서:
마지막 환자 등록
후 약 18개월 후
V503-021 북유럽
장기 추적관찰 연
구(V503-001 시험
대상자에서의 10
년 연장 연구) (범
주 3)
: 자궁경부암 스 9가 HPV 백신의 장기
중간 보고서:
크리닝에 대한 집 안전성 모니터링.
~4Q2017
중요부족정보
중화된 인프라가 9가 HPV 백신의 장기
~4Q2019
바이러스형 대체,
갖춰진 나라들에 효과 및 면역원성 모
계획
~4Q2021
장기적 효과 및 면
서 가다실9을 접 니터링.
~4Q2023
역원성
종받은
16-26세 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여성들에서의 장 정보 획득
~2026년 12월 31일
기간 유효성, 면
역원성,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레
지스트리
기반
V503-001 확장연
구
V503-002-20 대상 9가 HPV 백신의 장기 중요부족정보
중간 72개월 보고
계획
청소년에 대한 장 유효성 및 면역원성 장기적 효과 및 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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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추적관찰 연구
(3차 접종 후 10
년 연장 연구) (범
주 3)
: 젊은 여성(16-26
세)와 비교하였을
때 소아 및 청소
년(9-15세)에서 가
다실9의
면역원
성, 내약성 및 제
조일관성을 확인
하기 위한 3상 연
구
V503-004-02
27-45세 여성에서
9vHPV 백신의 시
판 후 면역원성
및 안전성 연구
: 젊은 여성(16-26
세)와 비교하였을
때
성인
여성
(27-45세)에서 가
다실9의 면역원성
및 내약성을 확인
하기 위한 오픈라
벨 3상 연구

모니터링
효과 지속기간에 대한 역원성
정보 확보

~4Q2017
중간 96개월 보고
서:
~4Q2019
최종 보고서 제출:
~2023년 3월 31일

27~45세 여성에서 9가
백신 HPV 유형 각각
에 대한 면역원성 입
증
27~45세 여성에서 9가
HPV 백신의 안전성
프로파일에 대한 데이
터 수집

최종 보고서:
~1Q 2019

중요부족정보
26세 초과 여성에
계획
서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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