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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말

사랑하니까
연구합니다
의약품, 식품첨가제, 화장품 등 사람이 직접 먹거나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한 기준의 안전
성 평가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람에게 직접
실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안전성 평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중 동물실험은 사람과 유
전적으로 유사한 실험동물을 사용해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동물실험을 마냥 지속할 순 없습니다. 실험동물 사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이 가지는 분명한 한계점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험동물 사용 규제
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포유류를 사용한 독성실험 등은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사회
적 필요성과 당위성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는 훨씬 더한 필요
조건 명제이지요. 더불어 4차 산업 혁명 기술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발간하는 「KIT ISSUE REPORT」는 이러한 동물대체시험법 시대를 조금 먼저 가 봤
습니다. 줄기세포를 비롯해 동물을 대체할 실험 모델, 오가노이드(인공장기),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비롯해 특히 4차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다양한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현장
을 소개합니다.
첨단 IT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된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해 실험동물 없이도 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연구들이 바탕이 돼 탄생할 첨단 바이오 의료 기술들도 미리 예견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다만, 이는 동물대체시험법이 가지고 있는 과제들, 예를 들어 표준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인
허가 시스템 적용 등이 함께 가능해졌을 때의 일입니다.
동물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한 과학기술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 기술적 변
화에 저희 안전성평가연구소(KIT)가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지면을 빌어 짧게나마 「KIT ISSUE REPORT」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필
진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장

송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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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세계 각국의
동물시험 대체 관련 연구 개발 현황
글 임경민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1959년 Russel과 Burch 박사는 3R(Refine, Reduce, Replace) 원칙을 발표했다. 동물실
험에 있어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동물의 희생을 줄이며 척추동물 외의 대체시험법 연
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실제로 1900년대에는 실험동물을 연구용 시약이나 재료로 생각하여 드레이즈(Draize)
시험 같이 실험동물을 잔인하고 무분별하게 희생시키는 시험법을 활용했다. 그러나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의식이 발전하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동물시험에 대한 반대 운동이 확산되었다. 마침내 2013년 3월 11일 유럽은 화장품 규제
(Cosmetics Directive)를 통해 화장품 제품 및 원료의 개발에 있어 동물실험을 수행한 화장
품 판매를 금지하였다(European_Commission, 2013). 유럽에 뒤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호주, 이스라엘, 인도, 뉴질랜드, 터키, 타이완과 브라질 등 2018년 10월 현재 전세계 37개
국에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시험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하여 화장품 개발에 있어 동물

현재 동물대체시험법은 동물 윤리나 복지의 제한적 의의

성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을 말하

에서 범위와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New Approach

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ICCVAM(Interagency Coordinating

Methodologies(NAMs)’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들은 신속히 화

Committee on the Validation of Alternative Methods) 로

이러한 동물시험 대체 움직임은 최근 화학물질 안전성 규제 강화와 함께 새로운 국면

학물질 안전성을 스크린하여 평가 우선순위 물질을 선정하

드맵,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로드맵을

을 맞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 사건 등 생활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문

고, 기존 화학물질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하여 화학물질의 유

발표하여 NAMs의 적극적 개발과 활용에 대한 계획을 발

제 제기와 함께 2007년 유럽의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해성을 예측하고, 동물실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인간독

표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화학물질 위해평가

Restriction of Chemicals), 2015년 한국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을 보다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EU-TOXRISK)에 활용할 수 있는 NAMs를 선정하여 연구

화평법),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 등

(Kavlock et al., 2018).

하고 있다. EU-TOXRISK는 2D/3D human cells와 tissue

을 대체한 시험법을 개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법안을 도입했다. 화학물질에 대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독

slice model, High content imaging(HCI)과 organ-on-a-

성 예측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자원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동물실험은

EPA의 정의에 따르면 NAMs는 “Any non-animal

chip, Omics data의 활용방법, read-across, computational

8만 종에 달하는 기존 화학물질과 한 해 2천 종이 넘게 새로 개발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technology, methodology, approach, or combination

toxicology와 data base의 활용, PBPK modeling 등을 활용

모두 평가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

there-of that can be used to provide information on

하여 repeat dose organ toxicity(RDT)와 developmental and

응하여 신속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화학물질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동물대체시험법이 새로

chemical hazard and risk assessment”, 즉 비동물 시험기

reproductive toxicity(DART)에 대한 계산예측 프로그램 등을

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술, 방법, 접근법과 이들의 결합으로 화학물질 유해성과 위해

선정하여 집중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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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 NAMs 시험법을 통합하는 IATA(Integrated Approaches to Testing and As-

Matrix

sessment) 전략이다. 이는 단일 NAMs 시험법들을 Weight of Evidence 접근법, 고도의 통계적 예측모델, 독성발
현경로(Adverse Outcome Pathway, AOP) 등의 일정한 틀에 따라 통합하여 정확도와 활용성을 높이는 근간이 되

chemical selection

concentrations

고 있다. 특히 독성발현경로는 기존 동물실험에서 결과물로 얻었던 독성 종말점에 대한 분자, 세포, 조직 및 개체
수준의 독성발현 기전 정보를 OECD에서 Open source 기반의 공식적인 AOP tool인 AOP wiki를 활용하여 분자

selection of test systems

개시단계(Molecular Initiating Event)에서 시작하여 여러 주요 단계(Key event)들을 거쳐 최종 독성 결과로 나타

case studies

in silico prediciton of ADME and toxicity, biokinetics data

나는 흐름으로 나누어 게시하고 국제적 전문가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있다. 여러 개의 참조 물질들에 대해 그
예측력과 상관성이 확인된 IATA 전략은 Defined approach로 공식 인증되어 화학물질 독성 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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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데이터를 이용한 독성 예측법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U REACH나 미국의

Kidney

cytotoxicity

Lung

Neuro

TSCA, EPA의 Tox21 프로그램으로 많은 수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접근 가능해
지면서 기지의 유사 구조 화학물질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험하지 않고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예측하는 것이 가
능해 지고 있다. Read-across로 명명하는 이 접근법은 OECD, EU ECHA, US EPA, Canada Health Canada, 일
본, 호주 등지에서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일부는 실제 화학물질 등록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등록된 화학물질 정보로부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법을 적용, 독성을 예측하는 접근법을 개발
하여 유해성 유무 예측에 있어 8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고무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Luechtefeld et al.,
2018).

translation to fresh human tissue,
patient samples and human genetics

computational
modelling
quantitative
key event

2D
hRPTEC

2D
hLEC

Exploitation

RDT

HepG2
+ CYPs
HepaRG

tiered testing

Risk assessment

2D and 3D high throughput and high content
pathway toxicity reporters

DART

biokinetics

in silico and experimental ADME

이외에도 조직공학과 기계공학, 유체역학 등이 통합된 Organ-on-a-chip 기술들도 동물을 대체하여 인간의 독
성을 예측하는 데 많이 연구되고 있다. 실제로 Organ-on-a-chip 분야는 연 성장률 30%대로 시장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평가되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Meigs et al., 2018).
또 대체시험법의 근간이 되는 iPSC, 조직공학, 관련 시약, 세포주 등 기반 기술과 기초 재료를 생산하는 업체들
의 미래 전망도 밝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인공조직모델사인 미국의 Mattek사, 프랑스의 SkinEthic사
와 피부감작성 대체법인 KeratinoSens™의 제작사인 스위스 Givaudan사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필름제

EU-TOXRISK의 Risk 예측 Matrix(www.eu-toxrisk.eu)

조사로 유명했던 일본의 Fujifilm사는 iPSC에 필수적인 줄기세포 회사인 Cellular dynamics, 인체조직모델 제조회
사인 Japan Tissue Engi-neering Co., Ltd. (J-TEC)를 인수 합병하여 이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최근에는 OECD
TG442C 시험법인 Di-rect peptide reactivity assay를 개선한 ADRA 시험법을 개발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EU-TOXRISK 프로그램의 NAMs에 대한 위의 그림에서

hLEC, primary air/liquid 3D hLEC, 신경계는 2D SH-

안전성 분야뿐만 아니라 질환 연구에 있어서도 질환 동물 모델을 대체하여 인간의 세포와 조직을 활용한 대체법

도 볼 수 있듯이 현재 NAMs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들은 2D,

SY5Y LUHMES, iPSC sensory neurons, iPSC 3D floating

에 기반하여 인간화(Humanize)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발전도 기대

3D high throughput 및 high content pathway assay에 활

neurons, 생식독성에는 human EST-cardioneuro, neurite

되고 있다.

용되며 장기별로 간은 HepG2+HepaRG culture, semi 3D

growth assay, zebra fish embryo 시험법 등이 활용되고 있

sandwich primary human hepatocyte (PHH), semi multi-

으며, 이를 인간 조직과 환자 시료, 인간유전체 정보와 통합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 개발은 단순히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개념을 넘어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질환연구에

cell PHH, 기도는 2D, 3D human respiratory tract epithelial

하고 다시 cytotoxicity, in silico/in vitro ADME시험을 통한

있어 보다 인간에 기반한 정확한 결과를 생산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

cells (hRPTEC)과 primary hRPTEC, 폐는 2D human lung

biokinetics 정보와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화학물질의 RDT와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동물대체시험법 연구와 검증에 매진하고 있지만 보다 더 적

epithelial cells (hLEC), 3D air/liquid interface culture

DART를 예측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극적인 참여와 국가적 지원을 통해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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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비윤리적이고 무용한 동
물실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동물대체시험법의 필
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에 따라 대체시험법의 연구 개발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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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결함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반대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동
물실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동물과 인간이 약물에 반응하는 정

동물실험의 역사는 길다. 문헌상 최초로 동물실험을 한 인

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미국의 마취학자인 레이 그

물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

릭과 수의사인 진 스윙글 그릭 부부가 ‘탐욕과 오만의 동물실

물을 해부해 동물마다 장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

험’ 책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탈리도마이드’를 든 바 있다. 탈리

다. 기원전 3세기 인물인 에라시스트라투스는 살아있는 동물

도마이드는 부작용이 없는 수면제로 개발되어 쥐, 토끼, 개 등

을 이용해 처음으로 실험을 했는데 돼지를 해부함으로써 기관

의 동물시험을 거쳐 안전하다고 알려졌었으나, 임신부가 섭취

지와 폐가 각 호흡기도와 호흡장기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2세

시 팔, 다리가 없는 기형아를 출생하는 부작용이 있어 1950년

기 갈렌은 돼지와 원숭이를 해부했으며, 실험의 암흑기 중세시

대에 크게 파장을 일으켰다. 이렇듯 근본적으로 다른 동물과

대를 거쳐 16세기 벨기에의 베실리우스가 개, 돼지를 부검한

인간의 차이 탓에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 이렇게 다시 동물실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7세기

것이다. 따라서 동물실험은 인간의 세포를 배양하거나, 통계자

영국의 윌리엄 하비가 동물 혈액과 심장의 움직임에 관한 역할

료, 컴퓨터 모델 등의 대체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동

을 밝혀내고, 19세기 프랑스의 루이 파스퇴르가 개의 광견병,

물실험 중 실험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는 결과의 신뢰도도 떨어

누에의 미립자병 등 동물의 감염성 질병을 연구했다.

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

동물실험의 무조건적인 시도는 대체법 마련이 되지 않은 상

의 수가 증가하자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생겨났다. 동

황에서는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가 점차 동물대

물실험에 반대하는 최초의 움직임은 영국에서 일어났다. ‘동물

체시험법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동물 복지 건설에 노

학대방지학회’라는 단체가 영국에 설립된 뒤 1860년대 미국에

력한다. 동물실험의 복지 향상은 결과적으로 국내 동물실험의

도입됐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다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동물실

진화론의 영향으로 생겨나면서 동물이 잔인하게 소비되는 것

험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동물실험에서 대체시험으로 이동하

에 반감이 인 것이다.

고 있다. 동물실험에 대한 절대 부정적인 편견과 과학의 발전,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의 찬반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동

동물의 고통 사이에서 연구 환경은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계

물실험이 인간의 질병 치료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찬성

속해서 개발되어 나오는 대체법을 통해 과학연구과 실험동물

진영이 있으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실험동물에게도 삶에 대한

의 복지 간에 균형을 맞추고, 보다 안정화된 첨단 기술로 동물

기본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는 반대 진영이 있다.

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시험법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여기서 동물실험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동물을 위한 복지를
연구하다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됐다. 이런 의견은 과거 동물실험의 필수

있다.

다. 광견병, 소아마비, 풍진, 결핵,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같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개발 현황 및 전제적인 맥

은 질병을 예방할 백신 개발에 동물실험이 큰 역할을 했다. 또

락을 소개했다. 뒤에 이어질 본론에서는 주목받을 대체법인 제

한 항생물질, 인슐린,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암 등의 치료제

브라피쉬와 물벼룩 등의 초소형 대체 모델 개발 현황과 인공피

개발은 동물실험에 상당부분 의존한다. 이는 사실 다른 방법

부, 인공장기 연구 개발 현황,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예측

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험 중에 발생하

기술 개발 현황과 피지옴 프로젝트 등의 데이터 기반 예측 기

는 실험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실험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는 부

술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분이다. 현재 장기 이식, 심장 개복 수술 같은 기술들이 수많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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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피부, 인공장기(오가노이드) 연구 개발 현황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약이나 화장품 실험을 위해 많은 동물의 희생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비윤리적인 동물시험 사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곧

epithelium) 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 등 동물실험을 대

EpiModel24(J-TEC, Japan) 모두 기본 세포(primary cell)

전 세계적으로 동물시험 대체 안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대체 안 중의 하나로 인공피부 및 인공장기(오가노이드)의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

체하는 시험관 내(in vitro) 시험법을 활용한 연구가 늘어나고

로 인간 표피 세포(human epidermal keratinocyte)를 이용

면서, 사람의 피부와 가장 가까운 인공피부와 장기가 결과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인공피부 및 장기로 세포들의 독성과 생존력을 확인할 수 있게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일부 동

하여 3차원 배양법으로 만든 인공피부 모델로서, 타당화연구

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는 등 3R 원칙에 입각한 실험

(validation study)로 실제 인체 피부 조직과의 유사도를 높

동물 윤리 및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부터이다.

이고, 피부자극 표준물질들을 이용한 예측력 시험에서 UN

또한 이는 인간과 동물 간의 종 차이로 인한 동물실험 평가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결과와 비교하여 80% 이

한계점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상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다.

되면서, 최대한 동물시험을 배제하고 곧 다가올 미래에는 대체 안으로서 개발된 인공피부 및 장기가 사람의 실제 피부와 장기를 대체할 때까지 보다
완벽한 결과물을 위한 연구 개발이 진행될 전망이다.

인공피부,
동물실험을 대체하다

글 한지석(독성병리연구 그룹)

인공피부 조직(좌), 돼지 피부(중) 및 랫드 피부(우). 상대적으로 얇은 표피로 구성된 랫드 피부

우리 몸의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체내의 수분, 전해질

수되어 전신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월간지(Nature Reviews Drug Discovery)에서 밝힌

또한 3D 프린팅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인공피부

Greave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피부 조직의 경우 동물

개발에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다층 구조의 피

실험 결과와 실제 인체 독성 간의 관련성이 다른 주요 장기의

부 구성물을 정교하고 균일하게 프린팅하여 다양한 인공피

실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

부 모델 제작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 렌셀러폴리테크닉대학

들로 인하여 인공피부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에서는 3D 바이오프린팅을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관 내(in vitro) 시험법 중

통한 진피층과 표피층이 포함된 인공피부 제작 개념을 제시하

최근 3D 인공피부 모델을 이용한 대체시험 연구가 주목받고

였고, 마드리드의 Charles Ⅲ 대학(Charles Ⅲ University of

있다. 3D 인공피부 모델이란 인체피부세포와 세포외 기질과의

Madrid)에서는 3D 프린팅을 통해 대면적의 인공피부 제작 가

조합으로 ALI(air-liquid interface) 배양법 등을 이용해,

능성과 생산시간 단축 및 자동화·표준화의 장점을 제시하였

인체의 정상적인 피부 생리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 모델을 말

으며, 하버드 의과대학(Harvard medical school)에서는 4축 지

한다. 즉, 3차원 배양 방법을 통하여 세포 및 조직 간의 구조를

진 마이크로밸브 기반 프린팅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라겐 하이

유지하고 해당 조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의 일

드로겔을 적층화하는 기술을 피부 전층 모델에 적용하였다. 국

종이다.

내에서도 3D 프린팅 전문기업인 티앤알바이오팹(T&R Biofab)

세포 원 및 배양 기술 등에 따라 표피 모델, 피부 전층 모

에서 자체 개발한 탈세포화 세포외 기질 바이오 잉크를 이용하

델, 색소화 모델 및 혈관 피부 모델 등 다양한 종류의 인공

여 인공피부 모델 개발을 진행 중이며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피부 모델을 개발 및 연구 중이다. 이러한 모델들을 이용

모델 검증 및 시험법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피부 노화(anti-aging), 상처 치유

인공피부 모델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기술로는

(wound healing), 미백·육모 효과 등의 효능 평가와 경피 흡

한계점이 존재한다. 인공피부 모델은 실제 인체피부 조직에 비

수 시험(percutaneous permeability test) 및 약물 대사(drug

하여 표피층이 취약해 피부 흡수 및 대사 시험 등의 평가에서

metabolism)와 같은 ADME(흡수, 분포, 대사, 배설) 연구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또한 진피 및 피하

및 단백질이 소실되는 것을 막아줌과 동시에 체온 조절 및 면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에 의한 인체의 유해성 및 안전성을 확

및 단백질체학(proteomics), 유전체학(genomics), 대사체학

층에 존재하는 혈관, 신경, 땀샘, 모낭, 피지선 등의 피부 부속

역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특히 피

인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동물의 피부를 이용해 피부자

(metabolomics)을 이용한 독성기전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의 부재로 정확한 피부독성 예측이 어렵다. 특히, 혈관을

부의 상층부인 표피는 0.06~0.1㎜ 두께로 각질층(stratum

극성 시험을 수행해 왔다. 대표적인 평가법으로 1944년 드레

활용이 가능하다.

통한 염증 반응 및 호르몬 영향 등에 의한 전신 반응과의 상호

corneum), 과립층(stratum granulosum), 가시층(stratum

이즈(John H. Draize) 박사가 개발한 시험법이 있다. 토끼의

표피 모델의 경우 피부의 방어 기능(barrier function)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고도화

spinosum) 및 기저층(stratum basa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 및 안구에 시험 물질을 적용하고 그에 의한 자극성 반응

을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체시험 모델이 인증

된 피부 모델을 개발하고, 현재의 인공피부 모델 시험으로 부

피부 방어 기능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을 평가하는 시험법인데, 이 평가법은 최근까지 화장품, 살충

되어 있으며, 현재 4개의 국외 인공표피 모델이 OECD 가

족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동물실험을 통해 보완해

제 및 소독제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해 왔다.

이드라인(OECD TG 439)에 피부자극 시험법으로 등재되어

야 한다. 현재의 대체독성평가용 인공피부 모델 개발이 궁극적

즉, 외부 물질이 이러한 피부 방어벽을 뚫고 진피(dermis)
및 피하층(hypodermis)까지 도달하게 되면 피부 자체의 손상

그러나 최근에는 인공피부 시험(corrositex assay), 뉴트럴

있다. EpiDermTM(MatTek, USA), EpiSkinTM(EpiSkin,

으로는 손상된 피부의 의료용 대체 조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

은 물론이고, 유입된 외부 물질이 혈관을 타고 우리 몸으로 흡

레드 시험(neutral red assay), RhE(reconstructed human

France), SkinEthickTM(SkinEthic, France) 및 Labcyte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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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ssue biology studies

차세대를 위한
인공장기(오가노이드)

EGF

WNT

글 김혜민(세포모델연구 그룹)

Notch
b Study of disease
mechanisms

‘오가노이드(organoid)’는 성체 줄기세포 및 전분화능 줄기

정확한 전임상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의 효율화에

세포로부터 유도된 자가 증식과 자가 조직화가 가능하며, 장기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가노이드 기반 약물 스크리닝 플랫

가 지닌 특정 기능을 시험관 내(in vitro)에서 재현하는 3차원

폼의 핵심 가치는 바이오 뱅크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신약 스

세포집합체를 일컫는다. 오가노이드 배양 기술의 개발은 지난

크리닝으로, 특히 다수 환자의 암 조직으로부터 배양된 암 오

10년간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의 가장 큰 진보이며, 오가노

가노이드 바이오 뱅크 구축을 통해 선별된 약물에 대한 임상연

이드는 사람의 발달 과정과 질환메커니즘을 이해할 때에 가장

구가 가능한 점이 큰 이점이다. 암 오가노이드 기반 플랫폼은

진보된 생체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암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치료와 임상 적용 간 간극을 좁

오가노이드는 유전적 변이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계대배양

히고, 2차원 배양 및 환자 유래 이종이식 생체 내(in vivo) 모델

및 증식이 가능하며,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외부 인자 및 유해

기반의 약물 스크리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주요 대안으로 제

물질(독성물질, 감염성 미생물 및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과 상

시되고 있다. 환자 유래 이종이식 생체 내(in vivo) 모델이란 암

호작용 규명을 위한 질환 모델 플랫폼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환자에게 발생한 암세포가 각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

특히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human pluripotent stem cell,

에, 환자의 암세포(암조직)를 떼어내 실험동물에 이식하여 환

hPSC)로부터 확립된 오가노이드는 동물 모델과 발달 과정이

자의 특성을 반영한 동물 모델을 뜻한다. 이후 해당 동물 모델

다른 인간의 뇌와 장기 발달 과정을 모사할 수 있으며, 동물 모

에 효능 및 독성 여부 판별을 위한 실험이 진행된다.

델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질병을 모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환자별 오가노이드 바이오 뱅킹은 Hurecht 오가노이드 기

지니고 있다(그림 a-d). 또한 최근 급격히 발전된 유전자 편집

술 연구소(Hurecht Organoid Technology, HUB)에서 최초로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CRISPR/Cas9)를 이용한 유전자 편

구축했다. 환자의 대장암 조직으로부터 구축한 오가노이드 바

집 및 교정 기술의 접근도가 높아지면서 유전자 치료 및 재생

이오 뱅크를 통해 유전자 변이에 따른 약물 반응성을 분석하

의료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그림 e).

고, 맞춤형 치료 연구를 수행하는 중이며, 또한 일본 게이오 의

특히,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로부터 확립된 오가노이드는

과대학 사토 연구 그룹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대장암 환자 55

유전적 다형성에 기인한 개인-특이적 표현형을 가진 생체 모

명으로부터 22종의 대장암 오가노이드 바이오 뱅크를 구축해

델로 활용이 가능하여 개인 간 질병 메커니즘 및 약물 반응성

치료 연구를 수행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종양이 암으로 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에 필수 모

전하는 과정에서 유전적 변이에 따른 세포외 미세 환경(niche)

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줄기세포 기반 오가노이드 기술을

의존도가 감소함을 밝혔다.

Disease modelling
c Drug screening

Organoid biobanks
d Personalized
medicine

Drug testing on patient-derived organoids

Patient
Patient treatment
treatment with
with
identified
identified drugs
drugs

e Regenerative medicine

Cells from healthy donor

Genome editing
(e.g. CRISPR-Cas9)
Transplantation of
organoid or functional
cells derived from organoids
Gene therapy
오가노이드의 주요 활용 분야
출처 : Progress and potential in organoid research. Nat Rev Genet. 19, 671-687, 2018

활용함으로써 세포 및 2차원 수준의 연구에서 장기 및 3차원

오가노이드는 질병 모델링, 신약 개발 플랫폼, 맞춤형 치료

수준의 연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최근까지 인간 전분화

및 중개의학의 도구로 높은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오

는 태아의 조직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오가노이드의 제한된 수명에 의해 일정한 크기

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오가노이드 연구 성과가 계속해서 발표

가노이드 배양 기반 플랫폼의 활용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극복

에 도달하면 확산만으로는 모든 세포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가노이드 내로

되고 있다.

해야 할 주요 한계점이 있다.

영양분, 산소 및 성장인자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바이오리액터를 활용하거나 조직 및 혈관 모사 조직 제작

인간 오가노이드 기반의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은 장기적으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의 주요 단점은 제

로 봤을 때 약물 탐색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한된 세포의 성숙도(maturation)이며, 이는 성인의 조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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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대체 모델, 제브라피쉬와 물벼룩
동물 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동물실험 대체안으로 초소형 생체 내(in vivo)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인간과 유전적 유사성을 가진 제브라피쉬, 물벼룩 등
의 모델이 기존 실험동물을 대체하며 많은 연구자의 동물실험 복지에 힘을 싣는 중이다.
윤리적 측면에서 전체적인 복지를 높이고, 국가경제경쟁력 확보를 꾀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각종 대체 안이 나오고 있다. 기존 척추동물을 활
용한 생체 내 동물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기 위해 다양한 인간 질병 연구에 적합한 초소형 생체 내(in vivo) 모델로 제브라피쉬와 물벼룩
이 각광받으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체 모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약 분야를 육성하고 동물실험 대체
모델의 선도 모델로서의 성장을 기대한다.

제브라피쉬 관련
초소형 대체 모델 개발 현황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현재 개발 중인 대체시험법들
인간 질병 중 뒤시엔느 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시험법이다. 이는 반드시 필

Dystrophy)은 디스트로핀(dystrophin)이라는 근육 기능 유지

요한 정보이지만 성체 어류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동

를 위한 단백질 부족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소아기 질병이

물의 살생을 피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이 요구되어왔다.

다. 기존에는 설치류나 개를 이용해 유전자 대체 및 세포 이

제브라피쉬 배아급성독성시험법은 제브라피쉬의 배아에 물

식 방식 등을 통해 잠재적인 치료법을 찾는 데 이용됐다. 그

질을 노출하여 배아의 상태를 관찰함으로써 급성독성을 확인

러나 2010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디스트로핀 유전자가 제거된

하는 방법으로, 어류급성독성 결과와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

(Knock-out) 제브라피쉬가 인간과 매우 유사한 진행 정도를

며, 여전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류급

나타냄을 밝혀냈다. 이러한 소형 동물 모델을 통해 약리학 및

성독성시험법을 완전히 대체할 유력한 시험방법으로 거론되고

유전 요법의 고속 대량 스크리닝이 가능해졌다.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하수도 정기 검사 시에 어류급성독성시

2014년에는 제브라피쉬에서의 구강 약물 투여를 바탕으로
글 서지현(경남 QA팀)

법은 화학물질 관리규정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약물의 동태학적 매개변수를 도출해내고, 혈액과 뇌에서의 약

험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2005년부터는 제브라피쉬 배아급성
독성 시험으로 대체하여 수행하고 있다.

물 농도를 파악하여 실험동물과 비교를 수행한 연구가 발표되

제브라피쉬가 왜 대체시험종으로 각광을 받는가?

제브라피쉬는 체외수정을 통한 난생(卵生, 알을 낳아 번식

었다. 이 연구의 결과 제브라피쉬와 실험동물 간 유사한 결과

제브라피쉬로 연구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기

를 보여 약물 전달 연구에서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음을 시

때문에 제브라피쉬에 존재하지 않는 유전자나 조직, 신체부위

사했다.

(유선, 폐 등)에서의 인간 질병은 다른 동물 모델을 필요로 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유전적으로 유사한 정도는 99.9%라

하는 방법)동물이다. 특히 투명한 알의 성질 때문에 배아 발달

면역학에서도 제브라피쉬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어류급성독성시험에 대한 대체 시험

고 한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다른 생김새를 갖고, 다른

의 직접 관찰이 용이하여 수정란에 DNA 또는 RNA를 주사하

제브라피쉬의 면역계도 T cell과 B cell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으로서는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 아직 널리 쓰이지 못하

특징을 갖는 것은 이 0.1%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

여 형질 전환 제브라피쉬 라인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특정 유전

은 쥐와 유사한 분자 경로(molecular pathway)를 통해 조절된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제브라피쉬를 동물 모델로 이용

다. 그렇다면 인간과 다른 동물간의 유전적 유사성은 어떻게

자를 제거/억제하거나(Knock-out/down) 삽입(Knock-in)한

다. 최근에는 cdx 유전자가 제거된 제브라피쉬 실험을 통해 염

하는 연구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동물 윤리를 실

될까?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적 유사성은 무려 98%에 달한다.

제브라피쉬를 통해 인간의 질병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증성 장 질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염증과 관련된 치료

현할 수 있는 생체 내(in vivo) 모델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이

히말라야 원숭이와는 93%, 쥐(mice, rat)는 85%, 제브라피쉬

한 형광 표식 제브라피쉬를 이용하면 각종 장기를 구성하는 특

약물을 찾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 않을까. 연구의 범위도 환경독성에서 인체 노화 등 생명 현

(zebrafish)는 71%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생물학 분야

정 세포들의 형성 및 이동이나 분화 과정을 생체 내에서 직접

에서 실험에 자주 이용되는 초파리와는 61%, 선충과는 42%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생체 내 이미징(in vivo imaging)을 이

2000년대 초반, 어류급성독성시험법을 대체하기 위한 제브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한 중추 신경계 형성 및 각종 기관 형성과 분화 과정 연구 등

라피쉬 배아급성독성시험법이 소개되었다. 어류급성독성시험

또한 제브라피쉬는 두 개의 눈, 입, 뇌, 척수, 창자, 췌장,

상의 기초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으로 활용될 수 있
고, 통계적인 자료를 만들기가 쉬워 재현성이 뛰어나다는 것
은 큰 장점이다.

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간, 담관, 신장, 식도, 심장, 귀, 코, 근육, 혈액, 뼈, 연골 및 치
아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경로
(pathway)가 인간과 매우 유사하여 다양한 인간 질병의 모델
링에 적합하다.
제브라피쉬의 사육도 용이하다. 제브라피쉬는 2~3일 만에
부화하며, 알이 융모(필라멘트)에 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다른 어류에서 나타나는 알끼리 엉겨 붙어 오염되는 일이 적
다. 또한 몬순 기후의 지리적 특징에서 살아온 영향으로 6℃에
서 38℃까지 광범위한 온도에 적응할 수 있다(그러나 권장 사
육 온도는 26℃ 정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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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브라피쉬는 인도 원산의 담수어로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이다. 말 그대로 제브라(zebra, 얼룩말)와 피쉬(fish, 물고기)가 합쳐진 이름으로써 줄
제브라피쉬의 알

무늬가 아름다운 형태를 띠고 있어 관상어로 유명한 어종이다.

초소형 대체 모델, 제브라피쉬와 물벼룩

14
15

ISSUE 02

초소형 in vivo 모델
개발 개요 및 활용

인 물벼룩을 이용하여 약물독성평가 실험동물의 대체 모델 가능성을 확인하고, 독성발현 정보 전달 경로(signaling
pathway) 연구 및 독성 관련 글로벌 유전자를 탐색 및 확보하는 것이다.
자료 김우근(바이오시스템연구 그룹)

형광 탐침(probe)을 이용한 분자영상기술은 분자, 세포, 조직 및 표적 장기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생물학적 현상을
영상 및 이미지화하여 정량화 가능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기술을 활용해 ‘분자영상기술 기반 신약 독성 스크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초소형 생체 내(in vivo) 모델 개발의 활용 및 파급효과
향후 초소형 생체 내(in vivo) 모델의 전체 게놈 기반 독성발현 관련 유전자를 확보하여 약물 클래스(class)별
high-throughput 신약 독성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며, 분자영상기술 기반의 신약 독성 스크리닝 플랫폼으로
고속대용량(HTS) 신약 독성 평가법을 연계하여 HCS 기반 신약 독성 스크리닝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험동물 복지에 대한 윤리 규정의 강화 및 포유류 실험동물을 이용한 독성 평가의 축소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며, 기존 시험관 내(in vitro) 세포 실험 모델과 포유류 동물실험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체시험 모델인 초소형 생체
세포독성

미토콘드리아 막전위 변화

내(in vivo) 모델 개발의 초석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약 및 물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인체독성을 보다 빠르
게 스크리닝하여 기존의 독성 평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신약 후보 물질의 독성 영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
측하여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신약 개발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향
상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약 분야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초소형 생체 내(in vivo) 모델 개발 배경

발굴, 유효물질 도축 및 비임상 연구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

독성과 약효의 조기 검증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들은 최근

할 수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전략을 흡수

몇 년간 다양한 초기독성 평가 방법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할 수 있어 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초소형 생체 내(in

이와 관련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초기독성 평가 분

vivo) 모델인 물벼룩(daphnia)은 주로 환경독성 분야에 사용해

야로는 구조-활성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실리코(in

왔으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

silico) 분석, endpoint biochemical 기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분

다. 특히 신약 독성 스크리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으로

자영상기술 기반의 시험관 내(in vitro) 분석, 동물실험을 이용

초소형 생체 내(in vivo) 모델을 이용한 신약 독성 스크리닝 플

한 생체 내(in vivo) 분석이 있다. 생체 내(in vivo) 독성 시험

랫폼을 개발함으로써 이 부분을 선도할 수 있다.

모델은 동물이나 조직에서 독성을 직접 시험함으로써 많은 정

‘초소형 생체 내(in vivo) 모델을 이용한 신약 독성 평가 플랫

보를 얻을 수 있었으나 기존 생체 내(in vivo) 시험 모델은 척추

폼 개발 사업’은 환경 모델 종인 물벼룩(daphnia)을 초소형 생

동물(주로 설치류)을 이용함으로써 낮은 시험 속도와 높은 비

체 내(in vivo) 모델로 도입하고 약물 독성 평가 기법을 개발하

용 문제, 실험동물 복지에 대한 문제점 탓에 이 문제를 해결하

여 신약 독성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두

기 위한 새로운 대체 동물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의 주요소 기술 개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초소형 생체

초소형 생체 내(in vivo) 시험 모델은 척추동물을 활용한 생
체 내(in vivo) 동물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생체 내(in

내(in vivo) 모델을 이용한 독성 평가 기법 개발’이며, 두 번째
는 ‘분자영상기술 기반 신약 독성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이다.

vivo) 모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동물실험 모델이다.

앞서 밝힌 두 개의 주요소 기술 개발 중 ‘초소형 생체 내

초소형 생체 내(in vivo) 모델은 국내 시약 개발에서 신약 표적

(in vivo) 모델을 이용한 독성 평가 기법 개발’은 환경 모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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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체에 의한 독성 유발

CYP profiling
ROS

(CYP3A4 like genes)
대조군

TrxR
activity

GSH

Biochemical/molecular parameters

Growth/reproduction
inhibition

Physiological parameters

초소형 in vivo 모델을 이용한 acetaminophen 대사체 분석 연구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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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3

독성 예측 기술, 컴퓨터 시뮬레이션(in silico)
연구자들은 실험방법에 대해 생체 내(in vivo) 실험이나 시험관 내(in vitro) 실험으로 국한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in silico) 예측기술을 개발하고 발
달시켰다. 인실리코(in silico)는 컴퓨터 실리콘 칩 위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을 총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다. 동물실험 대체법 연구
에서는 기존에 축적된 동물실험 데이터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실리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현하는 동물 복지

글 신현길(독성정보연구 그룹)

(A) 선형 회귀 모델 형태

(B) 선형 분류 모델 형태

QSAR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모델
화학물질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in silico 모델로 QSAR 모델이 있다. QSAR는 화학물의 구조
(structure)와 활성(activity) 간의 정량적인(quantitative) 관계(relationship)를 모델로 만드는 방법이다. 많은 연구
자들이 1962년에 Hansch가 발표한 논문을 QSAR 모델의 시초로 보고 있다. QSAR 모델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

위 그래프 중 (A) 선형 회귀 모델은 1차 방정식 형태를 갖고

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딥러닝(deep

의 구조가 비슷하면 활성도 비슷하다는 가정을 갖고 있다. 화학물질의 구조가 비슷한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

있고, 예측 값이 실험값과 얼마나 적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learning)이라고 부른다. 기존 ANN을 사용한 모델들은 대부

기 위해 화학물질의 구조로부터 표현자(descriptor)를 계산해서 사용하는데, 표현자의 교과서적인 정의는 화학 구

위해 (A)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본다. (B) 선형 분류 모델도

분 하나의 은닉층을 사용했지만 딥러닝 모델에서는 훨씬 더 많

조를 수학적으로 해석해서 도출한 값이다. 실용적이고 쉽게 표현자를 설명하자면 화학 구조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1차 방정식 형태를 갖고 있지만, 식으로부터 계산된 값을 이용

은 은닉층을 사용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더 깊게 만들었다.

모든 수치적인 값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해 데이터를 두 그룹으로 나눌 것이기 때문에 함수를 하나 더

딥러닝은 ANN에 비해서 더 많은 수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smiles code와 mol file, sdf file 형식으로 화학 구조를 입력받는다. 해당 파일 형식을 표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0 혹은 1로 나누게 된다. 독성

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덧셈과 곱셈 연산이 필

자 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해당 구조로부터 계산 가능한 표현자 값들이 출력된다. 계산된 표현자 값과 화학물

으로 예를 들면 독성이 없는 그룹과 독성이 있는 그룹으로 나

요하며, 더 많은 층을 훈련시키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수의 데이

질의 활성값이 준비되면 두 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서 모델을 만드는데 이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누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터가 요구된다.

다양한 데이터에 기계학습을 적용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

딥러닝에 대한 이론들은 90년대에 이미 발표되었지만, 지금

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선형 모델로는 예측이 불가능한 데이

에 와서 많이 적용되는 이유는 데이터 수의 증가, 그리고 그래

터들도 등장했고 이를 예측하기 위해 더 복잡한 알고리즘들도

픽 처리 장치(Graphic Processing Unit, GPU)의 발달 덕분이

여러가지 알고리즘 중에서도 QSAR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알고리즘이다.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많이 유명해진 모델은 인공신경망

다. 모델에서 이용되는 가중치(weight, w)의 몇 배 되는 데이

지도학습이란 입력된 데이터를 잘 맞추도록 모델을 훈련시키는 알고리즘이다. 독성 예측 모델을 예로 들자면, 독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이라고 불리는 알고리

터가 있어야 딥러닝 모델을 제대로 훈련시킬 수 있으며, 모델

성 실험값을 잘 맞추도록 모델을 훈련한다. 지도학습 안에서도 모델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회귀

즘이다. 신경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신호를 주고 받는 것처럼

훈련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수많은 곱셈·덧셈 연산이 GPU를

(regression)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분류(classification) 모델이다. 회귀 모델은 정량적인 수치값을 정확하게 맞추

구성되어 있다(실제 생물학적인 신경계보다는 한참 단순한 모

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요소가 딥러닝

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분류 모델은 데이터를 정확히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러가지 기계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델이다).

모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화학 물질

기계학습 & 인공지능 알고리즘

도 가장 단순한 모델은 선형 모델인데, 모델에 사용된 표현자의 물리화학적 의미와 예측한 실험값 간의 관계에 대
한 해석이 쉽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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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03

구조 기반 독성 예측 프로그램

인체 독성 및 환경 독성에 대한 예측 값을 제공해 준다.

1. QSAR Toolbox: OECD QSAR 프로젝트는 정부 및 산업

5. PreADMET: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웹페이지에

전반에서 이용되고 규제 허가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사용해 볼 수 있다. 독성 예측에 대해서는 발암성 예측 모델

시작된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QSAR 모델 개발

과 유전독성 예측 모델이 있다.

가이드라인 및 QSAR Toolbox가 개발되었다. 화학물질의 물리

화학물질 구조 기반 독성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싶다

화학적인 성질 및 환경 독성, 인체 독성에 대한 값들을 계산할

면 화학물질 구조 파일이 필요한데 PubChem이라는 데이터베

수 있다.

이스에서 화학물질 이름으로 검색하면 원하는 구조 파일을 찾

2. Toxtree: Cramer에 의해서 제안된 모델을 구현한 소프

조직 분포
폐

을 수 있다.
간 약물
대사

트웨어4로 3가지 클래스로 화합물을 분류한다. 클래스1은 대
사 정보가 알려져 있고 독성이 매우 약한 화합물에 해당되며,
클래스2는 클래스1에 속하는 화합물과 구조는 유사하지만 반

위장관

ADME 예측 모델

응성은 더 높은 경우 혹은 클래스1보다 구조가 더 복잡한 경우

ADME는 흡수(absorption), 분포(distribution), 대사

에 해당된다. 클래스3은 독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로 반응성이

(metabolism), 배설(excretion)이 4가지 과정을 지칭하는 약어

높은 화합물에 해당된다.

이다. 약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약을 복용했을 때 약물은

3. Vega: 베가는 독성 값과 함께 모델의 신뢰도를 같이 제공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혈액에 도달하는데 결과적으로 ADME

해 준다. QSAR 방법은 모델을 훈련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

에 의해서 혈액 내에 존재하는 약의 농도가 결정된다. 세포 실

터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한 화학물질 구조가

험만으로 화학 물질의 독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모델 개발에 사용된 구조들과 판이하게 다르다면 예측 결과를

ADME에 의해서 실제 인체 내부에 잔류하게 되는 약물의 농도

보장해 줄 수 없는데 이러한 정보를 수치적으로 함께 제공해

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동물실험

주고 있다.

이 수행되는데, 동물실험 대체 방법 중 하나로 흡수, 분포, 대

4. T.E.S.T.: 미국 환경 보호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혈장
단백질 결합

흡수
간
심장

반입

혈액 뇌관문

신장

장벽
약물
대사

배설물

조직 분포

배설물

지방

사, 배설을 예측하는 in silico 모델들도 연구 개발되고 있다.
뼈

입력층

뇌

은닉층

근육

출력층
ADME 과정

위의 그림은 ADME 과정을 설명한다. 약물이 혈액에 도달하기까지 여러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이
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혈액에 적정 농도가 도달해야 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다. 사람마다 ADME에 관여
하는 효소가 달라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약물이 혈액 내로 더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
나기도 한다.
in silico ADME 예측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분야는 대사 예측 분야이다. 대사 반응은 외부에서 유입
된 화학물질을 물에 더 잘 녹는 구조로 바꾼다. 물에 더 잘 녹는 구조가 되면 피에 많은 양이 녹게 되어 신장
을 통해 빠르게 배출되기 때문이다. 대사 반응에 대한 예측 모델들은 대부분 약물을 표적으로 개발되었는데,
간에 있는 약물 대사 효소와의 반응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과 약물 구조 상에서 대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위
를 예측해 주는 모델들이 다수 개발되어 있다.
딥러닝(deep learning)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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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현상 시뮬레이션 피지옴 프로젝트
이제 융합의 시대이다. 이종 분야의 전문성이 병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류의 번영 및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현 시
점에서 융합력이 가장 낮은 분야가 생명과학 기술 분야다. 가상 장기 기술은 생명과학과 정보과학을 융합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분야이기에 학문에 미
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

가상 기술 국내외 동향
피지옴 연구 선도국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학 연구실에
서 학술적인 소규모 연구로만 진행되어 왔다.

국내 리딩 그룹 현황
피지옴 연구회 : 2002년부터 국내 세포·장기 모델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보건복지부와 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피지옴 연구회 활동을 시작함

피지옴으로
신약을 예측하다

이 분야는 생명공학기술(BT)와 정보통신기술(IT)을 모두 잘할 수 있는 연구자가 필요하며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이 국내
에는 많이 없음. 따라서 많은 대학의 연구자들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세포 및 장기 모델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자료 이향애(차세대의약평가연구단)

세포 및 장기 모델 개발 연구자 : 엄융의(서울의대, 계명대), 임채헌(울산 의대), 염재범(인제의대), 심은보(강원공대)

국외 리딩 그룹 현황
영국 : Noble 교수팀(옥스퍼드 대학)

가상 실험 프로젝트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야다. 우리 몸
을 이루는 세포에서부터 장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가상 실험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피지옴(Physiome)’ 프로

뉴질랜드 : Peter Hunter 교수팀(오클랜드 대학)

젝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일본 : Akinori Noma 교수팀(교토대학), Kurachi 교수팀(오사카 대학), Hisada 교수팀(동경대학)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생물학, 수학, 물리학, 전
산학뿐만 아니라 모델링, 최적화 기법과 공학적 원리가 적용
된다. 가상 실험 모델을 운용하기 위한 방대한 양의 생물학 실

미국 : Winslow 교수팀(존스홉킨스 간호대학), McCulloch 교수팀(샌디에고 대학), Loew 교수팀(코네티컷 대학)

피지옴과 같은 가상 실험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험 정보를 한꺼번에 얻어내는 초고속 분석(High-throughput

신약후보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임상·임상시

screening) 기술, 생명 현상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계산 생물

험의 막대한 비용과 경제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낮은 성공률로

학, 생명체 내부의 활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시스템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의 수가 감소했다. 실험동물을 이용

1) 세포 모델 구성 기술 분야

생물학 또한 가상 실험 모델의 존속에 큰 보탬이 된다. 모든 관

한 비임상시험은 종간 차이로 인한 신뢰성 문제, 윤리적 문제

가상 장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세포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다. 심근세포의 경우 우리나라 가

련 분야의 협력은 가상 실험 프로젝트의 성공과 직결된다.

로 인해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신약 개발 비용을 획기적

상 세포 구성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고 위장관 카잘(Cajal) 세포의 경우는 국내에서 최초로 구현했

가상 장기 기술은 생명과학기술 데이터 축적이라는 측면에

으로 절감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가

다. 다른 장기 세포 분야(간, 췌장, 폐, 신장 등)의 경우 국내 학문의 저변, 특히 생리학과 같은 분야가 매우

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생명과

상(in silico)의 피지옴(Physiome) 세포 또는 장기를 활용하고

취약하여 세포 모델 구성을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일단 해당 분야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

학 연구 분야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

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피지옴은 유전자 서열부터 단백

어지면 국내의 높은 수준의 세포 모델링 기술로 인해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스템 생물학 분야는 궁극적으로 지향하

질 구조, 세포의 기능 등 생명 현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

는 바가 ‘가상 인간’이며 이와 같은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 중간

료화, 정량화한 다음, 이를 통합해 가상 조직과 인간 모델을

2) 장기 모델 구성 기술 분야

정거장 역할을 하는 가상 장기 기술은 그 효용성이 매우 높은

만드는 분야다. 분자부터 조직과 유기체에 이르기까지 그 기

가상 심장 구현 기술 또한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심혈관계 통합 모델의 경우 국제적으로 전혀

것으로 보인다.

능과 의미를 이해하고, 기존의 많은 의학, 생물학, 공학, 자연

떨어지지 않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최근까지 국가적 지원이 미비하여 다른 장기분야의 경우 해당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생물 하나의 유전자 지도를 1년

과학 데이터를 집적해 수학적, 종합적으로 모델링해 컴퓨터로

기술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 걸려 완성시켰다. 이제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시뮬레이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포-조직-장기-시스템

다양한 수준의 생물학 정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이제

에 이르는 좀 더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독성평가가 가능할 것

3) 질병 모의 모델 구성 기술

이런 정보와 첨단 가상 실험 기술을 이용해 복잡한 생명현상을

으로 예측된다.

엔텔로스(Entelos)사와 같은 질병 모델 모의 기술은 국내에는 그 활동이 전무하다. 질병 모델 모의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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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Gene Screen
Target Prioritization
Target Validation

Candidate Prioritization
Candidate Selection

울산의대 임채헌, 강원대 심은보 교수의 3차원 심실근 모델 개발

Target
Selection

Lead
Optimization

Proof of
Concept

Product
Realization

- 심장 박동할 때, 전기적 파형변화를 나타낸 시뮬레이션

Pathophysiology
Insights

Lead Activity
Thresholds

특정 질병 환자군에 대한 임상 생물정보학 관련 자료가 필요한데, 국내에는 이와 같은 자료에 접근하고 체계
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임상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Biomarker Indentification

Patient Sub-type Characterization

주요국의 정부 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미국은 미국 보건복지부(NIH) 지원 하에 4개 센터를 세워 시스템 생물학 분야, 생물정보학 분야 등에 지
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수많은 생명과학 관련 대학에 시스템 생물학 연구 그룹이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의 적극적인 권장정책에 힘입어 제약회사들이 대학 및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효
과적인 신약 개발 도구들을 개발하고 있다. 2007년 FDA에서 엔텔로스(Entelos)사에게 간독성을 예측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해 수행키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Phase Ⅰ Study Optimization
Phase Ⅱa Study Optimization
Phase Ⅲ/Ⅳ Study Optimization
Life Cycle Management - New Medical Claim

일본의 경우 최근 바이오시뮬레이션의 주요 프로젝트(leading project for biosimulation) 과제를 통해 모
델 및 시뮬레이션 개발에 5년간 총 1600억 원을 지원받았다. 독일과 영국도 각 5천만 유로(650억 원), 57.5

신약 개발 단계에서 가상 인간 모델의 활용

밀리언 파운드(1040억 원 중 일부) 지원 예정이거나 지원됐으며 뉴질랜드 또한 오클랜드 대학에서 심장, 소

참조 : Bangs A, Stud Health Technol Inform. 2005;111:37-42

화기관, 골격계, 면역계, 피부 등 많은 종류의 세포 및 장기 모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신약 관련 가상 모델 개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심장 세포, 장기 모델을 이용한 기존 약물 적용의
예로, classⅢ 항부정맥약제인 D-sotalol, 고혈압 치료제 mibefradil, 협심증치료제[Ranolazine(selective

한다면 특정 질병에 대한 약물 개발 시 시행착오로 인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신약 개발 과정

blocker of IpNa)], 천식(Asthma) 치료제로서 anti-interleukin-5 가능성 검증, 천식 목적 약물로서의 포스

에서 임상시험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인체에 대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

포디에스테라아제 4(PDE4)[Phosphodiesterase 4 (PDE4) as a drug target in asthma], 임상시험 디자인

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신약검증 과정에서 모든 변화를 시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체의 장기

등이 있다.

기능을 구현한 가상 장기가 개발된다면 해당 장기에 대해서 가상공간 속 여러 조건 하의 약물 반응을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모델 실험의 결과는 실제 임상시험에 들어갔을 때 유용한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와 같은 사례들로 미뤄볼 때, 실제 인체 기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신약
개발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병태생리적 기전을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타겟 발굴을 하여 대상 화합물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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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궁극적으로 미래에 실제 장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가상 장기가 개발되었을 경우 그 장기에 대
한 신약의 안전성 평가를 인체실험을 통하지 않고 가상 장기의 결과만으로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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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정착을 위한
미래지향적 사고 확립을 논함
글 허용 교수 (대구카톨릭대학교 바이오메디대학 산업보건학과)

동물대체시험은 3R(refinement, reduction, replacement) 정신을 바탕으로 실험동물을 이용한 안전
성, 유효성 시험에 있어서 가능하면 하급동물을 이용해서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아울러 사용 숫자도
감소시키며 해당 실험동물의 생태계 생활에 근접한 조건에서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향점
은 완전히 실험동물을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그 지향점까지 도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
로 예측된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성평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in vitro, in chemico, in silico 등
동물실험을 수행하지 않고 각종 식품, 의약품, 화장품, 산업 및 환경화학물질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방
법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수반되는 현상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은 개발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이는 관련된 규제기관, 시험법 개발 주체, 대체시험법
사용자 및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모두 절실히 공감해야 될 것으로 본다. 동물대체시험법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국소림프절시험법(Local Lymph Node Assay)도 연구시작에서 검증단계를 거쳐 국제적인 기구에
서 공표하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듯 그 과정이 지난하다. 통상적으로 대체시험법은 개발과정을 거쳐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면 국내외적인 연구망을 통해 검증연구를 2~3년 수행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면 국제기구(OECD가 대표적인 국제기구임)가 주관이 되어 세밀한 평가과정
이 진행되고 이 과정 역시 짧게는 2년, 길면 4~5년이 경과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공인된다 하더
라도 이후 실제 사용자들의 적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점들이
간과된 상태에서 정책적인, 정서적인 배경에 기인하여 대체시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기식
주변 정황이 전개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국제적으로 대체시험법 개발 분야를 GLP시험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시
험 분야로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는 자극성(피부, 눈 중심), 과민성, 광독성, 유전독성, 발열성,

험법 개발 및 검증 등에 대한 연구력 확보다. 이는 주로 정부

대체시험법 개발 및 사용에 대한 당사자들이라 생각되는 생

급성독성, 환경독성 분야 등에서 주로 대체시험법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발암성, 반복

와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

산 기업들의 인식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길

투여독성, 발달독성, 면역독성의 범주까지도 대체시험법 적용 영역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대

째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법의 국내 조기 정착 및 활용을

지 않은 대체시험법 개발과 사용 역사를 고려할 때 충분히 이

체시험법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책적인 고려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시험법이 지속적으로 공표되

해되는 부분이지만, 외국(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대체시험

정분야 대체시험법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미개발 분야 혹은 개발 초기에 있는 분야에도 지속적

고 있는 시점에서 어느 시험법을 사용할지, 어디에 시험을 해

법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기업들의 소극적 접근이 아쉬운

인 개발 노력이 가능하도록 투자하고,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D 차원에서 보다 다양한

달라고 해야 할지,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 시험법을 수립하고

상황이다. 그동안 개발·공표된 수많은 대체시험법들은 어떻

영역에서 많은 연구진들이 대체시험법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싶을 때 기술전수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등등 체계적으로 정

게 보면 규제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정부보다는 해당 기업들이

한다. 현재 시점에서 업무 분담을 논한다면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시

보 및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발 벗고 나서서 개발하고 검증도 수행한 사례가 허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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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개발에 매우 소극적임을 느끼곤 한

세우고 있다. 이상적이지만 희망하는 것은 국가독성위원회처럼 범 부처를 아우르는 대체시험법 관련 기구

다. 화장품회사, 제약회사, 생활환경제품 개발회사, 농약개발판매회사 등등 대체시험을 규제차원에서 수

를 통한 부처 간 상호 협력으로 개발 대체시험법의 범위 및 실제 해당 기업·기관들의 활용 단계까지의 장

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시대적인 소명으로 느끼고 개발과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될 기업들의 인

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대처해 나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특히 대체시험법 적용 대상이(규체차원이든 연구차원이든) 화장품
에서 시작하여 의약품, 의료기기제품, 농약 등 산업환경화학물질까지 확장되는 상황이고 관련 국제적 동

마지막으로 대체시험법 인력 개발도 중요하다. 대체로 대학원에서 대체시험법 관련 시험을 배우거나 논

의 역시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GHS(Globally

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인데, 이후 이들 인력들이 대체시험법 관련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제한적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 Labeling of Chemicals)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

이다. 일부 정부 부처 연구원, GLP CRO, 일부 화장품 회사 등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이들 인력의

을 감안한다면 전 산업 분야에서 대체시험법 수용과 개발에 보다 진취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시험법 관련 차세대 양성을 위한 여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우리나라 관련 정부 부처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인식 공유도 심도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국가 기관, 정부재정투자 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대체시험법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농촌진흥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같은 대체시험법 관련 규정을

종사 인력에의 안정적인 채용이 활발해졌으면 한다. 또한 기업들 역시 대체시험법 분야 인력에 보다 많은

갖고 있는 여러 기관이 있다. 이들 다양한 기관들은 물론 대체시험법 R&D에서부터 검증, 현장 적용까지 많

채용 기회를 주기를 희망한다.

은 노력을 기울이는 부처도 있지만 아직 대다수는 국제적 공인 대체시험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규
정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규정 역시 부처 간 통일되지 못하고 각자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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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기회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이 바로 대체시험의 선도적인 역량이 부여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라
생각하며 본고를 끝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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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연구동향

동물대체시험법 그리고
안전성평가연구소

예측독성
연구본부

각 그룹별 연구 개발 활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독성평가 원천기술 개발 목표
최근 독성 예측 기술 개발은 대용량 데이터 또는 지식 정보

시험계에서 간독성 예측에 필요한 독성지표 개발 연구를 수행

를 활용하여 인체의 복합적 독성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중이다. 최종적으로는 간독성에 대한 통합형 AOP 지식 데이

있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예측독

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잠재적 간독성 물질의

성연구본부는 중장기 중점 육성 연구분야로 ‘4차 산업혁명 기

분류 및 동물실험에 필요한 물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술 기반 독성평가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수립하여 대용량

시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데이터 분석 및 독성기전 기반 통합형 독성 예측 기술 개발 연
독성정보연구 그룹

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시스템연구 그룹

독성정보연구 그룹에서는 천연물의 다양한 성분으로부터 빠른

독성정보연구 그룹은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실리

시간 내 활성 성분을 찾는 데 활용하고 있다. 한편, 2000년 초

제브라피쉬는 번식이 쉽고, 인간의 유전자 및 조직과 유사

코(in silico) 기법을 활용하여 약물의 다양한 효능 및 독성을

에 상용화된 NGS 기술은 단 하루 만에 한 명의 게놈(genome)

성이 높아 인간 유전제 기능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대체 실험

연구하는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들이 모인 연구 그룹이

서열을 밝혀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주로 RNA-seq을 분석을

분자 수준에서 집단 수준에 이르는 새로운 시스템적 독성평

동물이며, 물벼룩 역시 배양이 쉽고 세대주기가 짧아 시험비용

다. 현재 Docking simulation, QSA(T)R, NGS 그리고 딥러닝

통해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약물

가 기술인 AOP(Adverse Outcome Pathways, 독성발현경로)

과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대체 실험동물이다. 예측독성연구

등의 다양한 인실리코 방법을 통해 약물의 독성을 조기에 확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전자 검출 및 시스템적인 독성 기전을

모델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독성의 유무가 아닌

본부 바이오시스템연구 그룹에서는 제브라피쉬와 초소형 물벼

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Docking simulation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딥러닝 기술을 독성 연구 분

어떠한 경로로 독성이 유발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룩을 이용하여 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형질전환 모델 제작을

표적 단백질과 약물의 결합에너지를 계산하여 그 결합체가 구

야에 활영하여 다양한 조직 병변 데이터, 피부 질환 데이터 등

제시할 수 있는 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를 수행 중이다.

통한 분자영상 스크리닝 시스템 및 대체동물 모델에 적용 가능

조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지 예측하는 연구 방법인데 이는 수

으로부터 독성 예측을 위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소 중장기 중점 연구사업인 BIG(Big Issue Group) 과제

한 독성 검출 나노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성 평가

많은 약물로 구성된 물질 라이브러리로부터 특정 표적 단백

로 ‘BIT 인체 독성 예측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간독성 예측에 필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화학·바이오 물질의 노출에

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찾는 데 활용된다. QSA(T)

요한 핵심 기전(key event) 정보 제공 및 통합형 AOP 모델 개

대한 독성 스크리닝, 독성 예측 플랫폼 개발 및 독성 기전 연구

R(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Toxicity) Relationship)은

발 연구를 수행 중이다. 특히, 간독성에 대한 OECD 규격 AOP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확한 질병(혹은 독성)의 표적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생체모사연구 그룹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생체 내 환경을

약물의 구조만으로 약물의 효능 및 독성을 예측하는 기술로,

모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복잡한 사람의 몸을 모사하기

분자독성연구 그룹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3차원 간세포와 같은 in vitro

KIT ISSUE REPORT

생체모사연구 그룹

KIT 연구동향

30
31

차세대
의약평가
연구단

Inner cell mass

인간 줄기세포 이용 생체유사 시험체 개발,

Neurons

생체 신호 연구로 약물 반응 등 평가, 종합 ‘플랫폼’ 구축
Muecle cells

ES cells

Morula

개발 연구를 목표로 독성 예측 기술 개발을 위해 2018년 7월

Organs

Blastocyst

첨단 독성·효능평가 플랫폼 개발 연구, 첨단 질환 치료제

Blood cells

Bone cells

배아줄기세포와 재생의학

피지옴 모델을 심장독성 평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신약
개발과 약물 캐리어 등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

에 새로이 출범한 차세대의약평가연구단은 이름 그대로 다음

연구단의 조직 투명화 기술은 가장 빠른 속도로 산업화에

세대를 위한 중장기 독성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마디로

다가서고 있는 분야다. 조직 투명화는 조직 내 항체 염색으로

KIT 내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첨단 독성 예측 기술을

생성된 구조적 이미지를 분석해 다양한 질환의 원인을 규명할

위한 대체 독성시험 연구의 최전선에 위치한 연구기능을 수행

수 있는 방법으로, 체내 단백질 손상 없이 조직 전체를 투명화

중이다.

해 세포나 장기 내부의 구조, 분자들을 고화질로 관찰할 수 있

그 대표적인 연구분야는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해 인간 생체

다. 때문에 현미경 관찰을 위해 조직을 얇게 자르는 과정에서

유사 시험체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동물시험 모델을 대체하는

발생하는 조직 손상을 방지하고 뇌 신경망과 같이 복잡하고

기술로, 연구단에서는 역분화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 등을 3

유기적인 생체 조직의 단백질 변화를 3차원 이미지로 관찰이

차원으로 배양해 심장 오가노이드 등의 인간 생체 유사 시험체

가능하다.

(일종의 미니 인공장기)를 만들고 있다. 또 이들 3차원 시험체들
을 이용한 효능 및 독성평가 기술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종합해 신약 개발과 질환연구에서 다양한
독성과 기전, 효능평가의 차세대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내

생체신호 데이터를 컴퓨터상에서 구현하여 독성 예측에 활

고 있다. 줄기세포 유래 조직세포·오가노이드·바이오칩 개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흔히 쓰는 접근방법 중 하나는 폴리스티

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미 인간 배아 및 역분화줄기세포

용하고자 하는 ‘피지옴(physiome)’에 대한 연구도 주목받고 있

발부터 생체신호기술 기반 Mode of Action(MoA) 분석, 바이

렌(Polystyrene)과 같은 경화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배양

로부터 2차원 및 3차원 간세포 생산기술을 확립했으며, 이를

는 기술 중 하나다. 심장 세포막들에 존재하는 이온채널이 약

오기판 및 바이오센서 개발, 피지옴(physiom) 등 in vivo, in

접시나 플라스크 안에 세포를 배양하고 다양한 외부자극에 대

이용한 이미지 기반 고속대용량 독성 스크리닝 기술을 개발하

물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러한 이온채널에 대한 영향이

vitro, in silico 기술이 어우러진 하나의 완성된 플랫폼 서비스

한 이들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유추

고 있다. 또한,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오가노

심장 활동전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는 사업단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장기는 이차원적 배양접시에 조성된

이드 기반 생체모사 기술을 통하여 자가 재생산(self-renewal)

세포 군집만으로는 절대 모사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와 환경

및 자가 조직화(self-organization)가 가능한 간 전구세포 기

을 지니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간 생물공학의 다양한 분야

반의 오가노이드 생산 및 배양기술을 확립한 바 있다. 이와 함

에서 중대한 기술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생체모사연구 그룹은

께 3세대 유전자 가위기술인 CRISPR/Cas9 기반 유전체 편집

생체모사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기술을 독성평가 모델개발에 적용함으로써 향상된 인체모사

새로운 세포배양 기술 개발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모델 개발 및 개인-특이적 독성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세포
와 신경교세포 분화 및 배양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뇌

세포모델연구 그룹
세포모델연구 그룹은 독성평가 분야의 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간세포 모델 개발 및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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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 제작, 신경질환 모델링, 화학물질의 신경독성 스크
리닝, 뇌신경계 질환 및 독성 예측을 위한 위험인자, 바이오마
커 발굴 및 기전 연구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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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연구소
(Korea Institute of Toxicology, KIT)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의약이나 농약,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화장품,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독성을 연구하는 정부출
연 연구기관으로, 설립 이후 일반독성시험 분야에서 환경독성시험 분야에 이르기까지 국내 안전성평가연구의 체계 구축과 관련 연
구 분야의 기술 향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위치한 대전 본소를 비롯하여 전북 정읍에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를, 경남 진주에 경남환경독성본부를

“국민 건강과 안전 사회 실현을 위한 글로벌 독성 연구기관”

설치하고 특화된 시설과 연구인력 인프라를 통하여 전문적인 독성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 GLP 시험기관 인증

이처럼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하는 안전성

- 안전성평가 및 연구의 핵심 역할

평가연구소는 나노물질, 대체물질, 바이오 화학신소재와 같은 새로운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독성 예측

- 국내 안전성평가 연구의 체계 구축

및 대체독성평가 기술 등 미래선도형 첨단기술의 연구 개발을 선도하며 글로벌 독성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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