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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전문가 의견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없이는 경제활동의 완전한 정상화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경제전망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 이에 따라 백신을 중심으로 주요 제약사들의
개발 현황과 추진 계획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정리
* Powell 의장, “완전한 경제 회복은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완전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는 백신이 필요할 수 있음(5.17일)”

1.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 Milken Institution의 ‘Covid19 Treatment & Vaccine Tracker’에 따르면
5.19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218개의 치료제와 140개의 백신이 개발 중임
o 이중 임상시험 중인 치료제는 약 123개이며, 美 FDA는 Remdesivir(5.1일),
Hydroxychloroquine(3.28일) 등 2개에 대해 입원환자치료를 위한 긴급사용을
허가(Emergency Use Authorization, 이하 EUA)

― 美 Gilead社의 Remdesivir(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 입원환자의 회복기간 단축
(31%, 4일)에 대한 약효를 인정받아 추가 임상 자료를 확보 중이며 5월말
까지 14만회(1회 10일치), 올해 말까지 1백만회 투약분을 생산할 계획*
* 美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이하 NIAID) 공동 임상시험

― Hydroxychloroquine(수십년된 말라리아 치료제) : 임상시험 기관별로 결과가 엇
갈리고 美 보건당국 내에서도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는 등 약효와 안전성
관련 논란이 지속(Trump 대통령은 사용을 권장하면서 최근 복용중이라고 밝힘)
― 이 외에 독감약인 Avigan, 관절염 치료제인 Kevzara 및 Baricitinib (NIAID
공동), 항체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백신의 경우 WHO에 따르면 8개가 임상시험 중이며, 올해 임상시험을
예고한 일부 후보물질들도 시장에서 관심 있게 거론*

― 임상시험(8개) : 미국(Moderna, Inovio Pharmaceuticals, Pfizer/BioNTech), 영국
(Oxford대학), 중국(CanSino, Wuhan, Beijing, Sinovac)
― 임상예정 : 미국(Johnson&Johnson), 프랑스(Sanofi/GSK), 영국(Imperial대학) 등
* “<참고, 표> 코로나19 주요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3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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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개발 업체들이 제시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에서 주로 거론되는 백신
후보물질중 6개(4개 임상단계, 2개 임상전)가 ‘20.4분기~2021년중 FDA 승인을 받아
대량 생산에 나설 가능성(Morgan Stanley)
o 6개중 임상단계에 있는 4개(Moderna, Pfizer/BioNTech, Oxford대학/AstraZeneca, CanSino) 후보
물질이 금년 9~12월중 EUA 허가를 받고 ‘20.4~‘21.1분기중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

① 美 Moderna社의 messenger RNA : 백신 중에서 1차 임상시험 결과를 처음
발표*(5.18일)하였으며, 7월 예정인 3차 임상시험에 성공하면 9월에 EUA, 내년
1분기까지 시판허가신청(Biologics Licence Application, 이하 BLA)을 제출할 계획
* 1차 임상시험 결과 45명 전원 항체 형성, 이중 8명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
(neutralizing antibodies) 생성됐다고 5.18일 발표.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Moderna社가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1차 결과의 효과와 안전성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

― 매월 수천만개씩 2021년 중순까지 십억개 생산 목표(스위스 제약사인 Lonza와 제휴)
― 美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이하 BARDA)이 4.8억달러를 지원(추가 지원 예상)
했으며, NIAID 및 美 국립보건원에서 공동으로 임상시험 진행
② 美 Pfizer 및 獨 BioNTech社의 LNP-mRNAs : 5.5일 1차 임상시험에 착수(독일은
4.23일)했으며, 올해 4분기 EUA 및 내년 1분기 BLA 제출, 생산계획은 연말까지
수백만개, 2021년초부터 수억개
③ 英 Oxford대학 및 AstraZeneca社의 ChAdOx1 : 4.23일 1차 임상시험에 착수
했으며 6월중 2~3차 시험을 진행하고 내년 1분기 BLA 제출, 생산계획은 연말
까지 1억개, 2021년중 수억개
④ 中 CanSino Biologies社의 Ad5-nCoV : 4.12일 중국 군대와 1차 임상시험에
착수했으며, 여름에 2~3차 시험을 진행하고 올해 4분기 시판허가신청(EMPA)
제출, 생산계획은 연말까지 수백만개, 2021년중 1억개
⑤ 美 Johnson&Johnson社의 Ad26 SARS-CoV-2 : 임상 전단계로 9월에 1차 임상
시험, 2021년 3분기 EUA 신청. 생산계획은 2021년말까지 10억개 이상(Emergent
BioSolutions 및 Catalent와 생산 제휴)

― Ebola 백신 개발 경험으로 개발 역량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美 BARDA에서 향후 1년 동안 10억달러 지원
⑥ 佛 Sanofi 및 英 GSK社의 SARS 변형 물질(명칭 미정) : 임상 전단계로 4분기
에 1차 임상시험, 생산계획은 향후 1년 동안 10억개 이상까지 확대 목표
― 美 BARDA에서 3천만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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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백신 후보물질 1차 임상시험 착수 시점

6개 백신 후보물질의 시판허가신청 시점 및 생산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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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ew York Times

자료: Morgan Stanley

코로나19 주요 백신· 치료제 개발 현황

<참고>
개발자(국가)

치
료
제
후
보

주요 내용
후보물질 : Remdesivir(에볼라 치료제로 개발)
입원환자의 회복기간 31%(4일) 단축
생산 : 5월말 14만회(10일치 기준), 올해말 1백만회
후보물질 : Hydroxychloroquine(말라리아 치료제)
임상시험 결과 엇갈리고 심장마비 등 부작용 경고
Trump 사용 권고 vs. FDA 임상시험으로 한정
후보물질 : Favipiravir
후지필름에서 Avigan으로 시판하는 독감약
후보물질 : Kevzara
코로나19 중증환자 폐 염증 유발 기전 억제
후보물질 : Baricitinib(관절염 치료제로 개발)
미 국립알러지·감염병연구소(NIAID) 공동

최종 임상시험중
EUA(5.1일)

뉴욕주/대학

임상시험
EUA(3.28일)

Zhejiang
Hisun
Regeneron
/Sanofi

중간 임상시험

Eli Lilly

임상시험

Eli Lilly
/AstraZeneca

임상시험
가을 EUA
5.18일 1단계 완료
5월 2단계, 7월 3단계
9월 EUA
‘20.4~‘21.1분기 BLA
4.23일 1단계 착수
6월 2~3단계
‘21.1분기 BLA
4.23일 1단계 착수(독)
(미국은 5.5일)
4분기 EUA
‘21.1분기 BLA
4.12일 1단계 착수
여름 2단계
4분기 EMPA(≒BLA)
1~2단계
3단계 추진중
1~2단계
1~2단계

- 후보물질 : 항체치료제

4.6일 1단계 착수

- 후보물질 : DNA plasmid vaccine with electroporation

Oxford대학(영)
/AstraZeneca(영)
Pfizer(미)
/BioNTech(독)

백

CanSino
Biologies(중)

신

Sinovac(중)

보

-

Gilead(미)
/NIAID

Moderna(미)
/NIAID

후

개발단계

Wuhan Ins.(중)
Beijing Ins(중)
Inovio Pharma
-ceuticals(미)

3월 임상시험 착수

- 후보물질 : messenger RNA-1273
- 미 BARDA) 4.8억달러 투자(추가 투자 예상)
- 생산 : 매월 수천만개씩 2021년 중순까지 십억개(스위스
제조사 Lonza Ltd와 파트너십)
- 후보물질 : ChAdOx1 nCoV-19
- 생산 : 연말까지 1억개, 2021년에 수억개
- 후보물질 : 3 LNP-mRNAs
- 생산 : 연말까지 수백만개, 2021년초부터 수억개
- 후보물질 : Ad5-nCoV(Ebola 백신 유전물질)
- 중국 군대와 공동 개발
- 생산 : 올해 말까지 수백만개, 내년에 1억개
- 후보물질 : Inactivated+alum
- 후보물질 : Inactivated
- 후보물질 : Inactivated

- 후보물질 : Ad26 SARS-CoV-2
- Ebola 백신 개발에 이용된 기술 활용하여 안정적
- 미 BARDA 1년간 총 10억달러 지원 예정
- 생산 : 2021년말까지10억개 이상
- 후보물질 : 명칭 미확정(SARS 백신 후보물질 변형)
임상 전단계
Sanofi(프)
- Sanofi의 독감 예방백신과 GSK의 면역강화성분 결합
4분기 1단계
/GSK(영)
- 미 BARDA 3천만달러 투자
‘21.4분기 EUA
- 생산 : 향후 1년 동안 10억개 이상까지 확대 목표
Imperial대학
임상 전단계
- 후보물질 : ChAdOx1
London(영)
6월 1단계
- 영국 정부 22백만파운드 지원
임상 전단계
- 후보물질 : NVX-CoV2373
Novavax
5월 1단계
- 국제민간공동기구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3.8억달러 투자
자료 : WHO(임상시험/임상전 기준), Morgan Stanley, CNBC, WSJ, Bloomberg
Johnson &
Johnson(미)

임상 전단계
9월 1단계
‘21.1분기 2단계
‘21.3분기 E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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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백신 개발 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백신 개발· 생산 기간)

□ 백신 개발 업체들의 일정대로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향후 10개월
이내인 내년 1분기까지 최대 4개의 백신이 개발되어 생산이 본격화될 가능성
□ 이에 대해 백신 전문가들은 정부와 업체들의 전례 없는 협력과 개발경쟁, 유전
자적 특성(SARS와 80% 동일)으로 백신 개발 일정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면서도
개발 시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
o Trump 행정부의 신속 절차(fast track)* 및 민·관 공동 협력체 구성** 등으로 통상
5~10년 정도 소요되던 백신 개발 기간이 수년 이내로 단축될 가능성
* FDA가 3월말 코로나19 치료제 가속화 프로그램(CTAP)을 가동한 데 이어 4.17일에는
유럽 보건당국, 개발 업체들과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고 임상시험, 규제 조정 등을 논의
** Trump 행정부는 4월초 “최고 속력 작전(Operation Warp Speed, 일명 Manhattan Project
Vaccine Development[백악관 메모])”으로 알려진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고 내년 1월까지
3억명(11월 1억명) 분량의 백신 생산을 목표로 설정(Bloomberg(4.29일), CNN)

o 백신 전문가들 사이에도 최상의 경우 연내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최상의 경우에도 12~18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견해 등 다양함

― 다만 연내 백신 개발 가능성을 전망하는 경우에도 약효와 안전성 관련 불확
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견지*
* (JPMorgan) 1차 임상시험에 성공한 후에도 최종 승인 비율은 15% 수준에 그침
(Goldman Sachs) 백신은 치료제보다 신속절차 적용이 더 어려운데, 백신 개발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이에 수반되는 안전성 문제 등을 간과할 가능성
(WSJ) 유일하게 1차 임상시험을 마친 Moderna社의 mRNA는 신기술에 해당하는 물질로
기존에 승인된 사례가 없는 등 안전성과 효과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음

― 한편 대체로 내년 1월까지 대규모 생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낙관
적인 경우에도 대중에 대한 충분한 공급은 내년 중순이나 하반기 정도를 예상
최상의 경우 연내 백신 개발 가능
⁃ Fauci 소장, ”당초 12~18개월 예상했으나 임상시험이
매우 빨라지고 있어, 최상의 경우 올해 EUA 허가,
내년 1월 백신 개발도 가능. 그러나 약효 보장이 어렵고
대량 공급은 더 오랜 걸릴 수도 있음“(의회증언)
⁃ Collins 국립보건원 국장, ”최상의 경우 가을에 1개
이상 EUA 허가, 연말까지 효과적인 백신 보유 예상.
다만 내년 1월까지 3억개 확보는 어려워“(의회증언)
⁃ Gottlieb 前FDA 국장, ”최상의 경우 연말까지 가능
하나 충분한 생산은 어려울 것“
⁃ Inglesby 보건국장, 존홉킨스대학, 최상의 경우 연말
까지 가능“

최상의 경우에도 12~18개월 이상 소요
⁃ Bright 前BARDA 국장, “백신 개발 과정이 최상으로
진행된 전례가 없으며 18개월 이상 소요될 것. 백악
관의 개발 속도는 백신의 안전성이 우려”(의회증언)
⁃ Fisher WHO 긴급대응 책임자, ”2~3차 임상시험은
약효와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2021년말까지 일반
대중에 대한 백신 공급이 어려울 것“
⁃ Plotkin 박사(Rubella 백신개발), “최상의 경우 백신
개발까지 12~18개월 예상”
⁃ Goldman Sachs, “백신은 치료제와 달리 fast track
적용이 더 어려움. 관건은 안전성이며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한 연내 개발 가능성 낮음”
⁃ Boston Consulting Group, ”최상의 경우 12~18개월,
보다 합리적인 예측은 백신 개발에 18개월 이상 소요“

※ Trump 대통령도 금년중 백신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very promising)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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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oston Consulting Group

(신속절차에 의한 백신 개발 및 공급 관련 리스크)

□ 백신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가간 갈등 가능성 상존(WSJ)
* 해외는 물론이고 미국내 사용분도 부족할 가능성(Emory University’s Vaccine Center)

o 이러한 초기 공급 제약 전망이 국가간 소유권 확보 경쟁(maneuvering)을 촉발
하고 글로벌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프랑스 제약업체인 Sanofi가 백신을 개발하면 자금을 지원한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다가 국내외 비난에 직면하였으며,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공급하겠다”고 수습
** 일부에서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초기 백신 부족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임
- 국제 민간공동기구인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Nonprofit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에서 Novavax에 3.8억달러 투자 예정
140명 이상의 세계 정상들과 전문가들은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을 통해 “백신과
치료 방법은 특허화해선 안 된다”는 서한을 공개

□ 또한 신속 절차를 통한 백신 개발 및 대량 생산 이후 백신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백신 개발
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완전한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Fauci 소장,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실제로 약효가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으며(no
guarantee), 백신에 대해 코로나19의 내성이 강화될 수도 있음“(의회증언)

□ 한편 일부 투자은행들은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된 미· 중 갈등이 백신의
개발· 공급 및 약효와 안정성을 두고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양국 관계 전반으로
확대되며 경제전망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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