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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관망

독성연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과학기술이 꿈꾸는 세상을 함께 바라보며
좀 더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의지
이러한 마음과 바람을 담아
‘ 毒性觀望(독성관망); 독성연구를 바라보다 ’라는 이름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첫 번째 기고문집이 탄생되었습니다.

독성연구의
발자취와
미래의 희망,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꿈꾸는 안전한 세상

독성연구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갖는 일
그러나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고 어우러짐을 유지하며
안전성평가와 독성연구의 축을 단단히 세우며 걸어가는 길
이 길이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이 길을 국민 모두와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며 국민 모두가 체감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연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늘 진지하게
바라보겠습니다.
과학기술로 보다 안전한 사회,
우리 모두가 안심하며 사는 세상을 위한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기고를 위해 수고하신 연구원들과
과학을 과학답게 이끄시는 언론사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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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도
한류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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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우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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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四先

01 코로나19, 四先으로 死線을 넘다

첫 번째로 예방이 먼저다.
두 번째는 빠른 조치가 먼저다.
세 번째는 과학기술이 먼저다.
네 번째는 전문가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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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四先으로
死線을 넘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손 씻기 등 위생을 철저히 하고, 식사를 골고루 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 면역기능을 잘 유지하면 감염병 전파를 스스로

('20.04.08, 헬로디디)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에서는 대면회의 줄이기, 출장 제한,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건강 이상 발생 시 휴가 사용 등을 생활화하고 있다.

일상이 바뀌었다. 매일 아침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인가를 확인하며 시작한다. 온 나라가 공포에

두 번째는 빠른 조치가 먼저다. 확진자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자가 발생했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은

휩싸였고, 한동안 전 세계적 질타를 받았다. 최초 감염자 발생 이후 두 달여가 지났고, 약 만여 명의

선조치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가이드라인과 매뉴얼대로 대응하지만 만약 생각지 못한 경우가

확진자 그리고 17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금, 사회적, 경제적 이제는 심리적 영향까지 상상을

발생할 때는 신속한 조치가 먼저다.

초월하고 있다.
실제 감염자가 발생된 비상한 상황에서 규제와 규정을 따질 상황이 아니다. 대응 매뉴얼이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 주도하에 의료인들과 과학기술인들의 헌신적 활동 그리고 전

방침이 있다해도 일부 미비한 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비한 점들로 인하여 신속한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으로 이제까지 정말 잘 버텨왔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범 방역국가로 주목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받고 있는 동시에 균형적 의료 선진국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비상 상황을 고려해 제도와 규정을 초월한 강력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과학기술정통부 소속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개 출연연구기관중 하나로 필자가 소속하고 있는

연구소에서는 부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고 매일 오전 10시에 현재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비상대책본부(본부장 부소장)를 가동했으며,

상황 파악, 대응 조치 마련, 자가격리 및 강제격리, 휴가, 유연 근무 등을 논의하고 판단해 전 소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선 책(4가지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로 예방이 먼저다. 전염병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철저한 방역과 주의를 통해

세 번째는 과학기술이 먼저다.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한 백신,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치료제,

퍼져나가는 것을 막거나 최소화시킬 수는 있다. 전염병을 옮기는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는 숙주 또는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법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매개체를 통해서만 전파가 가능하므로 숙주와 매개체를 차단시키면 된다.
진단 기술에 관한 한 우리나라 기업이 앞서 나갔다. 그러나 치료제와 백신은 상황이 다르다. 보통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는 비말 감염이 가장 빈도가 높으므로 이를 차단시키면 그만큼 전염을

10년 이상, 조 단위의 연구비가 소요된다. 다행하게도 의약재활용(drug repositioning) 기술을

막을 수 있다. 곧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최소화하며, 밀폐되어 있고 밀집된 공간을

통해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신약을 코로나19에 적용하여 효능을 확인해 개발 기간을

최대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다.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단축하는데 에볼라 치료제(렘데시비르), 사스 치료제(칼레트라, 최초 에이즈 치료제), 말라리아

면역체계가 있으므로 이를 최대의 치료제로 활용하면 된다.

치료제(클로로퀸), 신종플루 치료제(아비간)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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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은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이를 시도하고 있어 세계 최초는

어떤 감염병이 또는 큰 재난이 찾아올지 모르는 우리는 계속해서 예측하고 상상하고 준비하고

불가능해도 우리 기술로 치료제와 백신이 머지않아 탄생할 것을 믿고 있다. 필자가 재직하고

대비해야 한다. 함께 四先으로 死線을 넘어 보다 더 건강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미래를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는 백신과 치료 후보 약물에 대해서 효능이 검증된 이후에 사람에게

만들자! 국민들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성평가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환경 속

투약해도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비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후보물질이 생기면 그 어떤

화학물질의 노출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환경유해인자(살생물제, 미세먼지, 담배연기

연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독성시험을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등) 흡입에 따른 인체위해성 연구, 생활환경 화학물질(과불화 화합물, VOCs 등)에 대한 위해성연구,
유해화학물질(환경 호르몬 등)로 인한 환경독성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전문가가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전문가도 실수할 수 있다. 비전문가는
더 실수할 수 있다. 보건은 보건전문가에게, 과학기술은 과학자에게, 행정은 행정가에게 맡겨야

KIT는 매년 새롭게 개발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자료를 생산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제공하고

한다. 전문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하며,

있다. 이는 각종 피해예방과 규제정책에 필요한 과학 기술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듣고 그대로 행동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불신,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화학물질의 인체건강
위협 속에서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국가를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연구소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 지시를 믿고 따르고 있으며, 오히려 발표 내용보다 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IT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엄격히 적용하여 지키고 있다. 이 점에서 소원들에게 너무 많은 불편을 줘 송구하고 지켜줘서
고마울 따름이다. 두 달이 지나도록 대구 집을 방문하지 못한 박사님,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방문도 못 하고 있고 연구원, 연구 협의를 위해 대면 회의를 취소하고, 연구과제 평가를 받기 위해
영상 발표를 하고 있다.
이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누구도 끝을 낙관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 아직 더 큰 불편을 수용해야만 한다.
전 세계가 너무 큰 배움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비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시대적
경험으로 삼아야 한다.
우린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다가올지 모를 더 큰 감염병 재난을 위한 값을 매길 수조차 없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원하진 않지만 가치 있는 고통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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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곤 연구전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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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는 상상하는 것보다도

01 新藥개발, 시간의 벽 뛰어넘는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02 왜 동물실험은 없어지지 않나

이 바이러스는 형태를 바꿔 훨씬 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혹은 유연하게 공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언젠가 우리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때로는 싸워서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공존을 선택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해답은 과학기술에 있다.

03 코로나19로 주목 받는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시급하다

04 독성물질 관리, 범정부적 통합이 필요
05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독성 연구
06 코로나 시대, 독성연구 왜 중요한가
07 새로운 감염병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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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藥개발,
시간의 벽
뛰어넘는다
('20.03.16, 디지털타임스)

20세기 이후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사의 발자취를 살펴본다면, 한가지 공통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학 기술 발전은 대부분 사용자(user)가 편리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 기술 발전과 동시에 사라지고 대체되는 기술들의 주요한 특징은 대부분 이러한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불편을 초래했던 기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실례로 1980·90년대 모든 IBM PC에서 사용되던 MS-DOS는 문자 입력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 운영체제였지만, 굳이 수많은 명령어를 외울 필요가 없이 직관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해 준 윈도가 나타나면서 신속히 사라졌다. 속도 변경 시마다 일일이 클러치를
사용해 수동으로 변속해야 했던 자동차 기어변속시스템도 현재 대부분 오토매틱 변속 시스템으로
교체됐다. 이외에도 우리들의 새벽잠을 설치게 했던 연탄보일러, 달그락 거리며 몇 개씩 걸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이 되면서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신속한

다니는 열쇠, 무선 호출기와 공중전화 또한 사용자에게 훨씬 편리한 기술로 대체됐고, 최근에는

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감염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으로 현금마저 곧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하지만, 이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재 많은 과학자는
과거에 사스, 메르스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던 후보물질들이 이번 코로나19 감염증에도 효능이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코로나19 감염증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단계 또한 새로운 혁신기술의 출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확인된 후보물질을 찾아내었다고 할지라도 실제 환자에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장벽을

운명을 맞을 것임이 틀림없으리라 생각된다.

넘어야 하는데, 바로 '실험동물을 활용한 독성시험 단계'와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임상시험 단계'이다.

만약, 이러한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보다 신속하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선 신약개발 비용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단계가

사실 대부분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독성 및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동물실험(전임상시험)과

사라진다면 현재 다국적 대기업 중심의 제약산업 생태계 자체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임상시험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며, 아울러 이러한 단계는 신약개발 비용과 기간

자력으로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기 힘든 많은 벤처기업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상당수의 신약후보 물질이 탈락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불구하고 이를 대기업으로 라이센싱 아웃1)을 통해 신약개발을 이어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후단의 임상시험이 대체기술로 간소화된다면 자력으로 최종 신약 허가에까지 이를 수 있고,

이러한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은 과거 의약품의 독성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대형참사들로

이후 적절한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위탁생산기업)의 활용을 통해서 직접

인해 도입됐고 이후 80여 년에 걸쳐서, 보다 안전한 의약품의 생산을 위해 지속 발전되어 왔는

생산·유통·판매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즉, 기존의 대형 제약기업 중심의 제약시장이 소규모

바, 현재는 신약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술적·규제적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혁신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약개발 비용의 직접적인 감소와 기업간

역할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신약개발 과정 중 가장 큰 장벽이라는 부정적 의미 또한 내포하고

기술경쟁 심화로 인해 최종 소비자에게 오게 되는 의약품의 가격은 현재보다 훨씬 낮아지게

있다. 즉,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과정인 것이다.

될 것이다. 즉, 우수한 첨단 의약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누구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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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상관없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수년
이상의 지난한 과정 없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의약품을 개발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지도 모른다. 즉, 모든 의약품에 실험동물을 활용한 독성시험과 임상시험을 의무화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법(Federation Food, Drug and Cosmetic Act, 1938) 80년 체제에 대한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꿈같은 이야기는 과연 언제쯤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과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학자는 수십 년 정도 이후 가까운 미래에
지금의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의 상당 부분이 대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 또 다른
과학자들은 동물실험은 영원히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가 이를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이미 착수했고, 한국도 독성연구를
주요 임무로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 또한 수년 전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예측기술 및 인체세포 및 조직 등을 활용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1505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머릿속에 있던 '하늘을 나는 기계'는 약 400년이 지난 1903년
라이트형제에 의해 결국 현실이 됐다. 이후 약 60년이 지나서 인류는 하늘을 넘어 달을 밟았다.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은 결국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것임은 틀림없다. 그것이 과연 언제인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다. 그 문제는 결국 과학자들이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1) 라이센싱 아웃: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이 들어간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타사에 허가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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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동물실험은
없어지지 않나
('20.04.22, 디지털타임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실험동물 연구의 확대는 생명과학의 다른 분야가 DNA, RNA 등 연구의
범위를 더욱 세분화하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동안에도,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연구 분야는
동물실험 그 자체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과학 발전의 흐름에서 멀어지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즉, 동물실험은 한편으로는 과학연구에 큰 도움을 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물실험에
대한 의존도를 키워 특정 분야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학 기술개발 등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양면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아가 동물실험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할수록 동물실험은 더욱

오늘날 생명과학 분야에서 동물실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차세대

복잡·정교해지고 이는 또다시 동물실험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생명의료 연구개발에 실험동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이며, 현재 엄청난 숫자의

것도 사실이다.

실험동물이 의약품과 관련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 효능평가와 독성평가,
그리고 의약품 생산 시스템에서의 품질관리의 목적으로도 다수 활용되며, 특정 백신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동물실험이 의약품 혹은 화학물질의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실험동물을 통하여 제조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인류의 보건과 복지에 큰 역할을 하는 실험동물,

볼 수 있는가? 그것 또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동물실험은 결국 동물을 연구한 결과로써 사람에게

지금의 현대의학은 이러한 실험동물이 없었다면 아마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한계가 동물실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물실험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이다.

이런 동물실험은 과학적으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며, 많은 윤리 도덕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
쉽게 없어지거나 대체할 수 없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동물실험의 본질적 한계는 동물과 인간은 다른 종이라는 점이다. 즉, 인간과의 90%
이상의 유사성 뒤에 숨겨진 10% 미만의 차이는 독성평가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유발할 수 있고,

최초의 동물실험이 있던 고대 그리스 시대는 물론 현재에도 인류는 생명현상에 대해서 완벽히

이는 1950년대 독일의 의약품인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대형 참사로 증명되었다. 임산부의 입덧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화학물질과 같은 외부물질이 인체로 들어갔을 때 어떠한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이 약은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동물실험에서는 어떠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현상을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도 매우 어려운 일임은 틀림이 없다.

않았으나 출시 이후 태아의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를 복용한 임산부는

그런데 인간과 90% 이상의 유전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포유류 실험동물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팔다리가 짧은 다수의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 것이다. 추후 일부 토끼 종에서 동일한 부작용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연구자는 특정 의약품의 생체 내 작용기전1)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의약품 동물실험에 최소 2종 이상의 동물 종을 활용하도록 규제를

동물실험을 통해서 당해 의약품이 사람과 유사한 동물에서 어떠한 독성을 일으키는지 눈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실험동물을 활용함으로써 당시의 과학 기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다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생명과학 발전과

이같이 동물실험의 한계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동물실험이 축소·대체되기는커녕 오히려

더불어 성장하여 왔고,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동물실험이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필수 절차로

쥐에서 개로, 개에서 토끼로, 토끼에서 돼지와 영장류로 그 범위가 넓어지거나, 수행되는

자리매김하면서 특히 독성연구 분야에서의 활용이 대폭 확대되었다.

동물실험의 종류가 더욱 정교하고 많아지는 전반적으로 동물실험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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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동물실험이 축소될 수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해본다면 동물실험을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동물실험 대체를 위하여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정부의 관계

대체할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계속해서 연구개발되고, 새롭게 개발된 기술들이 신뢰성과

부처에서는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연구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비용면에서 동물실험보다 우수하다면 동물실험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동물실험 대체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 또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필자는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한국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KoCVAM)'를 운영하며

그러한 대체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실제 실험동물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기가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필자가 몸담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실험동물에 기반한 현재의 신약개발 시스템은 약 100여 년에

안전성평가연구소 또한 이를 기관 중점 임무로 삼아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첨단 기술개발 연구에

걸쳐 서서히 확립되어 지금은 거의 안정된 단계로 진입하였다. 의약품 개발·제조·허가 등은

매진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매우 보수적
관점의 판단기준이 필요한 분야이다. 즉, 다른 과학 분야와 같이 첨단 기술을 바로 활용하지

명확한 것은 동물 대체기술은 공공기술의 영역에서 개발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루어 낼 수 없다는

못하고 장기간에 걸친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보다는 오랫동안

사실이며, 존 F. 케네디가 그랬고 미국 EPA가 그랬듯이 우리나라 또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해왔던 안정적인 방식을 선호함에 따른 첨단 기술 수요 부족이 이 기술개발에 가장 중요한

동물실험 중지와 같은 명확한 비전 또는 사회적 합의가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난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실험동물 중심의 현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정책적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1969년 세 명의 미국인을 실은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나사 연구진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에 앞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가 1962년 9월 12일 휴스턴의 라이스 대학교 경기장에서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10년 이내에 달에 갈 것입니다!"라고 외쳤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19년 9월 10일 미국 EPA(환경보호국) 앤드류 휠러(Andrew Wheeler) 행정관은 2035년까지
화학물질과 관련해 포유류를 실험동물로 사용하는 모든 연구와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새로운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총 420만 달러의 연구보조비를 제공할 것임을
발표했다. 물론 미국 EPA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동물실험의 중단으로 인하여 유해한 화학물질이
환경과 소비자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과학자들도 상당수 있다. 하지만, 미국 EPA는
결국 동물실험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비전을 세운 것이고 이러한 비전 달성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미국은 그때까지 동물실험을 없애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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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주목 받는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시급하다
('20.05.15, 동아사이언스)

바이오의약품은 생물 유래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화학합성 의약품에 비해 개발과 생산,
보존, 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체 내에서 원하는 질병 부위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은 적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을 듣는다.
하지만 아무리 부작용이 적다 해도 임상시험 단계에서 대형 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다. 2006년
독일의 테제네로가 개발한 백혈병 및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제인 TGN1412다 대표적이다.
6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됐는데, 동물시험에서 사용한 용량의 500분의 1만
투여했음에도 6명의 임상시험 자원자 전원이 급속한 사이토카인 방출 현상과 그에 따른 다장기
부전 현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사이토카인은 인체 내의 면역체계가 발동됐을 때 발생하는
물질로, 면역체계 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짧은 시간에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에는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중에 원인이 밝혀졌는데, 이 치료제가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면역계 단백질인 CD28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임상시험 이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유일한 탈출구인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전

시행한 동물실험에서 부작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의 많은 제약기업과 연구소도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치료제 후보물질의 상당수는 항체의약품 등 바이오의약품이

2016년 중반에는 미국의 제약기업인 주노 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CAR-T 백혈병 치료제인

차지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에는 그 외에도 면역항암제, 호르몬치료제 등 다양하다. 제약사와

JCA015 임상2상시험에서 3명의 환자가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직후

바이오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력 연구개발 분야로 떠올랐지만, 첨단 의약품인 만큼 안전성

임상시험은 중단됐지만, 회사 측은 함께 사용한 백혈병 치료제 플루다라빈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측면에서 불확실한 면이 있다. 특히 안전성을 평가할 기술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주일만에 임상시험을 재개했다. 일부 과학자들이 다른 기업의 유사 치료제 임상시험에서도 같은

관련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플루다라빈이 사용됐지만 사망 사고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사는 임상시험을
재개했고, 결국 같은 해 11월 또다시 2명이 뇌부종으로 추가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연구는 완전히

비싸지만 효과 높은 바이오의약품...임상 때 예측 못한 부작용 나타나기도

중단됐다.

바이오의약품은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혹은 재료로 하는 의약품이다.

2017년에는 역시 CAR-T 후보물질인 카이트파마의 KTE-C19의 임상시험 도중 참여자 1명이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항체치료제, 백신, 호르몬치료제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유전자재조합

뇌부종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같은 CAR-T 치료제인 셀레틱스의 UCART123 임상시험

기술 등 새로운 과학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면역 항암제인 CAR-

참여자가 사이토카인 증후군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유사한 치료제인 스템라인테라퓨틱스의

T(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와 같은 개인 맞춤형 치료는 오직 바이오의약품으로만 구현할 수 있는

SL-401을 투여한 혈액암 환자가 사망한 적도 있다. 사이토카인의 과다분비로 인한 부작용,

것으로 평가된다. CAR-T는 우리 몸에서 면역 방어를 하는 T세포를 환자에서 직접 추출한 뒤 특정

면역원성1)으로 인한 과민반응, 면역체계 억제에 따른 결핵, B형 간염 등 기존 감염증의 재발, 표적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유전자를 삽입해 다시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방식이다.

이외의 조직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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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바이오의약품 부작용

계속된다는 이야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혁신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 혁신은 기존 기술의 개선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바이오의약품의 부작용을 임상시험 이전 단계인 전임상 동물실험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가 났던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인간과 가장 비슷한 원숭이를 사용한 동물실험을

이런 규제기술의 혁신은 민간영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거쳤지만 치명적인 독성영향을 관찰되지 않았다.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세계적으로 생명·바이오 분야 연구는 새로운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집중돼 온 게 사실이다.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속도를 높이는 연구에만 치중된 것과

이것은 첨단 바이오의약품이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달리 사람에게서 유래한 생물제제2)를 활용해

같다. 빠른 속도를 통제할 수 없는 자동차는 쓸모가 없듯이, 이제는 빠른 속도에도 운전자의 안전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인체의 구성 요소에만 반응하는 종 특이적인 성질이 있는 것이다. 임상시험

보장되고 원활하게 감속·정차시킬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

사고의 주요한 원인은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CRS)인데, 사전에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실험동물
모델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모든 의약품이나 화학물질의 유용성은 부작용보다 먼저 발견됐고, 그 시간 격차에 의한 대가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으로 치러졌다. 바이오의약품에서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는 이 격차를

독성 연구자들은 바이오의약품의 부작용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 먼저

줄이기 위해 보다 큰 노력을 기울일 때다.

인간과 같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실험동물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이 있다.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인체에서의 반응을 최대한 모사한 유전자변형 동물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완벽히 모사할 수는 없다는 게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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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용할 수 없다. 바이오의약 기술의
발전에는 적절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이 필수 조건이다.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기존 과학 기술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누적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고 있다는 전조라고 했다.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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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역원성: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항원으로 작용하는 성질
2) 생물제제: 화학적 합성보다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생산된 의학적 품목. 예를 들어 백신, 혈액 및 혈액 성분, 항원 항체 성분,
체세포, 유전 치료, 조직, 재합성 치료단백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하이브리도마: 두 종류의 세포를 융합하여 만든 잡종(雜種) 세포로, 제각기 기능을 지니면서 무한히 증식(增殖)이 가능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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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 관리,
범정부적 통합이 필요

예를 들어 특정 원료물질로 만든 제품이 있다고 하자. 이 원료물질은 고유한 독성 값을 가지고
있지만, 이 원료물질로 만든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제품 자체의 위해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

('20.05.22, 전자신문)

제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일 수도 있으며,
공장에서 사용되는 물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유해성은 동일하지만 각 제품의 특성에 따라 위해성은
달리 나타나 해당 제품 규제와 관리는 각각의 위해성 수준에 따라 별도로 마련되는 것이 적절하다.
잘 알려진 내분비 교란 물질인 '비스페놀 A'도 고유한 독성 값을 가지고 있지만, 플라스틱병, 치과
재료, 캔, 영수증 용지 등 제품별로 노출되는 형태가 모두 달라, 각각의 위해성 관리체계는 모두

"유해하지만 위해하지는 않다." 지난 살충제 계란 파동이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건 등에서 보건당국이 국민에게 발표한 내용이다. 계란 속에 들어 있는 살충제는 유해하지만,
계란 자체는 위험하지 않다니?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독성학 분야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이를 유해물질의 관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화학물질의 유해성 즉 독성정보 관리는 일원화하고,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에서 유해성과 위해성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위해성 관리는 제품별 혹은 노출되는 양상별로 분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관계부처의 소관 업무에 따라 유해성과 위해성을 제품별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화평법으로 더욱 잘 알려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해성은 '화학물질의

현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환경부는 일반 화학물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 성질'이라고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산품,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물질 등 소관 업무에 따라 유해성과 위해성을

있고, 위해성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함께 관리하고 있다. 부처별로 이렇게 영역이 나뉜 경우에는 유해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있는 정도'라고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중복 관리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정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해성은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이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고유한

이런 관리체계는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성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화학물질은

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흡입독성 정보가 명확히 관리되지 못했고, 이 물질을 제품화하는

각각 고유한 유해성이 존재하며 안전성 평가연구를 통해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수치는 급성

과정에서 이뤄진 위해성 판단 시에도 유해성 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는 결국 제품

독성, 발암성, 생식독성 등 노출 양상에 따라 무영향관찰용량, 최소영향관찰용량 등으로 불린다.

중심의 관리체계에서 물질별 독성정보 제공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다.

위해성은 통상 위험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유해성 노출이라는 상황이 추가된 것이다.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유해성과 위해성의 관리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 유해성 즉 독성은

유해성과는 달리 위해성은 고유의 값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를 수

특정 물질의 성질을 밝혀내는 것으로 이는 과학연구의 영역에 해당하고, 위해성은 노출 양상에

있다. 유해성이 높은 물질이라도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이 물질의 위해성은 낮은

기반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관리·통제의 영역에 해당한다. 물질 유해성 정보의 관리·생산은

것이다. 반면 어떤 물질은 유해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사람에게 많은 양이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제품이 아닌 물질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이렇게 관리·생산된 독성정보는 제품 사용 관리체계와

노출된다면 높은 위해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규제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로 이 둘을 명확히 분리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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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살생물제 관리법 등 개별 제품에 규제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원료물질의 독성 부분을 통합해 일원화하지 않고서는 현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국립 독성 프로그램(NTP)이라는
통합 프로젝트를 활용해 다양한 요소에 대한 유해성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독일은 아예 관련
업무를 연방위해평가원으로 일원화했다. 우리나라 역시 부처별로 제각기 관리되는 독성정보를
통합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독성연구 및 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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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의
독성 연구
('20.06.19, 전자신문)

지금도 우리 생활 중에는 치명적인 독성을 알지 못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있을지도 모르며,
독성이 밝혀질 때까지 그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학과 의료기술 발달로 그동안
인류를 괴롭혀오던 많은 질병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렇게 사라진 질병들의 빈자리는
환경성 질환2)이라는 새로운 질병으로 채워지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으로 알려진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천식, 비염 등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환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아직
구체적인 질병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최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천식, 선천성
기형,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성조숙증, 피부염, 소아암, 심혈관질환, 신장 질환 등도
화학물질 노출이 원인으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아직도 이러한 영향을 검증해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명쾌히 마련돼 있지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어왔고 그중에서 식물은 특히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됐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식용작물을 섭취하며 부작용이나 독성을
평가하고 독초나 독약으로 분류하는 등 주의 깊게 연구해왔다. 하지만 근대 이후 인류는 산업
화학물질이라는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냈다. 이제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화학물질, 이러한 화학물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얼마나 될까.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제도는 제품별 안전성을 평가해 인허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즉 제품
중심의 평가체계다. 따라서 다양한 화학물질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우리 일상에 적용하기 쉽지
않으며 영유아, 고령자, 기저 질환자 등 우리 주위 건강취약자에 대한 부가적인 고려도 없다. 동일한
화학물질이 여러 제품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노출되는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한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화학제품의 안전성보다는 이로 인한 우리의 건강 영향이지만 현실의 제도는 화학제품
자체의 안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세기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제정되기 시작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관련법들은 대부분
화학제품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로 제품 단위별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목하였을 뿐 화학물질이
전반적으로 환경과 인체에 어떠한 부작용을 미치는지는 그 당시에는 큰 주의를 끌지 못했다.

이같이 화학물질로 만든 제품은 산업과 경제성장에 많은 도움을 줬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왔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지식과 경험, 측정기술의 부족으로 아직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불편한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 화학제품의 안전성 검증책임은 그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1962년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을 통해 'DDT'1) 등 살충제를 무차별 살포하는 것이 생태계는

자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사람 또한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것이 생활 화학물질이 인체는 물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의 시작점이 됐다. 카슨의 주장은 결국 사실로 밝혀져 미국 정부는
1970년 환경보호국(EPA)을 설립해 화학물질 환경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섰고, 당시 문제가
심각했던 DDT는 환경보호국 설립 후 2년 뒤 사용이 금지됐다. 그 후에도 화학물질에서 치명적인
독성이 발견돼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1995년 유연휘발유가 테트라에틸납이라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화학물질이라는 편익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는 불편한 진실을 찾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하며, 특히 그 연구의 중심에는 화학제품이 아닌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지구 상 모든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독성물질을 함유해 환경과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지구과학자의
연구로 미국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기도 했고, 2016년에는 '다크워터스'라는 영화로 많이 알려진

1) DDT: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이자 농약
2) 환경성 질환: 환경 오염 물질이 사람의 체내에 흡수ㆍ축적되어 발생하는 질병

과불화화합물 과불화옥탄산(PFOA)이 미국에서 사용 금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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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독성연구
왜 중요한가
('20.06.23, 충청투데이)

지난 일본 수출규제 사태를 포함해 코로나 같은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글로벌 협력 단절의
요인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시를 대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중요 자산과
인프라는 별도로 구분하고 지속해서 확보,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치료제를 위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후보물질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이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신속히 할 수 없다면 이 중요한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글로벌 협력 단절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 다시금 돌아볼 때이다.

오늘날 기업들은 더 이상 자본, 기술, 인력과 같은 자원을 자국에서만 조달하지 않는다. 경영전략에
따라 제품의 생산처와 판매처가 각기 다른 국가에서 이뤄지고, 생산의 경우에도 다양한 부품과 제조
시설이 이에 적합한 국가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글로벌 기업은 세계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경영하게 된 것이고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대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로 이러한 글로벌 경영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영향이 두드러진 곳 중 하나가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관련한 안전성 평가
분야다. 최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연구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
연구수요가 병행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대응을 위해 필자가 몸담은 연구소에 관련 평가연구 의뢰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 임상시험을 위한 안전성 평가는 '비임상시험기준(GLP)'1)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규격과 기준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 이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인프라는 본
연구소를 포함해 20개뿐이다.
이 중 임상 허가를 위한 제반 안전성 평가시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불과 4개에
불과하다. 그간 국산 신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시험의 50~60% 이상이 국내가 아닌 해외
연구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러한 전략이 토종신약의 해외 진출에 더욱 효과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36

1) 비임상시험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의 약자로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각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실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의 전 과정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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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감염병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20.06.24, 헤럴드경제)

우려자를 더욱 완벽하고 찾아내어 격리할 수 있는 기술,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예보 혹은 경고
시스템 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재확산 예방체계가 고도로 발전한다면 치료제와 백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이 감염병을 통제할 수 있다.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류는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바이러스와 장기전을 치러야 한다. 즉 집단의 붕괴와 감염병의 확산을 모두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가능한 방법은 비대면 교류를 활용해 인간 사회의 관계를

유발 하라리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인류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세 가지 혁명이라고

유지해나가는 것이다. 때마침 찾아온 4차 산업혁명의 산물인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가상현실

이야기했다. 이 세 가지 혁명의 공통점은 그 혁명이 인간 개체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라는

시스템, 그리고 구독경제, 전자상거래, 암호화폐 등 비대면 경제활동 플랫폼, 바이러스 확산을

군집의 힘을 가지고 이룩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 성장의 요체인 사회화와

최대한 저지할 수 있는 스마트 방역시스템 등을 활용해 인간의 사회활동을 유지하면서 치료제,

군집화를 항상 방해해오던 존재가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감염병이다.

백신 등의 결정타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현대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현듯 찾아온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결국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는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 관계가 불과 몇 달간 위축되었을 뿐임에도 거의 모든 나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감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는 형태를 바꿔 훨씬 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인류문명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유연하게 공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언젠가 우리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때로는 싸워서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공존을 선택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해답은 과학기술에 있다.

또한 감염병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벌어지게 만든다. 감염의 우려에서 기인하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 그리고 감염자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증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반목과
불신은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리고 사회 균열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감염병은 우리 사회의 그러한
구조를 어찌 알았는지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위협하고 있다.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사회 균열과 집단 붕괴,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교류를 통해서 다시 전파·확산되는 감염, 이
전방위적 압박을 막아내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최고의 방안은 당연히 치료제와 백신1)이다. 하지만 문제는 개발 시점이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대비책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K-방역으로
잘 알려진 확산 방지체계가 그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동안에는 확산 방지체계의 우수성이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과학기술을

1) 백신: 인간을 비롯한 동물에 특정 질병 혹은 병원체에 대한 후천성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

활용해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욱 신속·정확하게 감염자를 찾아내는 진단기술, 감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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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에 이르는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발생초기에 백신을 국민에게 배포하여
대유행 확산을 방지하는
백신 개발허가생산에 관한
chain-system 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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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Disease 19의
특성 및
백신 개발

코로나바이러스는 외피를 가지고 있으며 바이러스 유전체인 RNA 자체가 전사체로 작용하는
positive strand RNA로, 뉴클레오캡시드(nucleocapsid, N) 단백질, 매트릭스(matrix, M) 단백질, 작은
외피(small envelope, E) 단백질, 표면 돌기(spike, S) 당단백질 등의 구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코로나바이러스가 세포표면의 수용체에 일차적으로 부착하는 부위는 M 단백질이며 이어서
S 단백질이 부착하여 세포질막과의 융합을 일으키고 외피가 벗겨져 나머지 바이러스 실질 부분이
세포 내로 침입하며 증식을 하게 된다.

('20.03.11, 독성신문고)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바이러스가 세포와 부착하는 역할을 하며 표면 및 외피를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유전자 크기가 27~32kb의

구성하는 S 및 M 단백질과 결합 및 중화하여 바이러스가 세포와 부착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세포

RNA 바이러스1)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과에는 4개의 속(알파, 베타, 감마, 델타)이 있으며 이중 알파

내 삽입과 증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및 베타는 인간에게도 전염이 가능하다.
Membrane
glycoprotein

인간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종류가 보고되었는데 이 중 경증의 감기를 일으키는 4개

Spike
protein

유형(229E, OC43, NL63, HKU1)과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2개 유형(SARS-CoV, MERS-

Envelope
protein

RNA
Nucleocap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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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이 알려졌었으나, 2019년 말 중국에서 중증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Coronavirus disease

Receptor ACE2

19(covid19)가 추가적으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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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coronavirus structure (Nature Medicine 10(12 Suppl):S88-97, Januar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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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life cycle of SARS-CoV in host cells (Nature Reviews Microbiology 7(3):226-36 · March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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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생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허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시험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의 S 및 M 단백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시 인체의 면역 세포가 이 부분을

걸리게 된다. 막상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유행은 끝나버린 경우가 발생하고

항원으로 인식하여 항체를 생성하게 하고 이후 동일한 바이러스 감염에 면역 및 저항성을 갖게

개발된 백신은 다음 대유행에서는 이전의 바이러스와 동일한 항원성을 갖지 않아 백신이 효과를

하는 바이러스의 주요 면역원성 단백질이다.

나타내지 않게 되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안고 백신 개발을 완료하는 제약회사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메르스 및 사스 등의 대유행 전염병에 대한 임상 허가가 완료된 백신을 찾기가 어려운

하지만 RNA 바이러스의 특성상 증식 시 많은 돌연변이 자손바이러스를 생성하게 되고 이러한

실정이다.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RNA 유전체의 변이에 의한 다른 형태의 S 및 M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므로
기존의 면역작용으로 형성된 항체와는 결합성이 떨어져 면역 기능을 나타내지 않게 된다. 이러한

식약처를 비롯한 국제 규제기관에서는 인플루엔자에 대비한 백신의 개발 및 생산에 대한 허가심사

이유로 Coronavirus에 의한 감기는 평생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작성하여 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백신 개발 및
허가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Fast-Track을 운용하고 있다.

WHO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항원에 항원소변이2)가 발생 진화하는 특성에 따라 매년 2월
말에 당해년도 유행이 예상되는 백신주를 추천하게 되고, 제약 회사는 이에 대한 백신 개발을 거쳐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Fast-Track

그해 9월에서 10월에야 비로소 백신이 생산되어 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인플루엔자 백신에 적용된 Fast-Track 기반의 심사 체계가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에도 적용 가능하며 이에 대한 빠르고 적극적인 연구 및 제도 개선이

이러한 WHO에 의한 인플루엔자 백신의 추천, 개발 및 생산은 그동안 인류가 겪어온 계절성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유행증에 대한 경험 및 축적된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스, 메르스
및 COVID19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우, 축적된 데이터가 적고 계절적 유행이 아닌

이를 위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모형백신 및 대유행전단계 백신을 확립하기 위한 반복적인

대유행(pandemic)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측 및 조기 백신 생산이 어려운 현실이다.

안전성 및 면역원성 시험의 수행이 필요하다. 또한 각각의 인체 코로나 바이러스주가 갖는
항원성, 면역원성 및 병원성에 대한 특성을 파악, 유전자 변이가 이러한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백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NA 바이러스가 여러 다양한 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오래 지속되는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유행을 대비하여 병원체 분리, 유전자

면역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범용백신(universal vaccine)에 대한

서열 확인, 항원성 및 면역원성 파악, 백신개발, 비임상 및 임상시험, 허가심사 및 생산에 이르는

연구를 통해 변이가 적은 epitope 부분을 타겟으로 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다.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발생초기에 백신을 국민에게 배포하여 대유행 확산을 방지하는 백신
개발허가생산에 관한 chain-system 확립이 필요하다.

최근 사스바이러스에 대해서도 common-epitope 후보 부위가 보고되었으며, 특히 바이러스
복제에 주요 역할을 하는 효소인 RNA direct RNA polymerase가 가능성 높은 후보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chain-system을 유기적으로 활성화시켜 대유행 상황을 상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병원체

이 polymerase는 자손 바이러스의 RNA를 합성하는 효소로 이 부위의 돌연변이나 결손은 자손

분리부터 백신생산까지의 과정을 반복/훈련 실시해봄으로써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

생산이 어려우므로 매우 적절한 common-epitope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

부분에 대한 보완을 실시한다면 대유행 상황이 닥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개발 생산하여

효소는 S나 N 단백질과는 다르게 바이러스의 내부에 보존되므로 항체가 이 부위에 접근하여

유행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대유행에 의한 경제적 및 시간적 손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반복 생산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험을 통해 경제적 및 시간적 손실은 매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백신 생산을 위해서는 해당 병원체에 대한 유전정보를 확보하고 생산되는 항원 단백질을

1) RNA 바이러스: 유전정보가 리보핵산(RNA)으로 이뤄진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체내에 침투한 뒤 바이러스를
늘리기 위해 유전정보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는 점이다.
2) 항원소변이: 항원 변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현상

연구하여 적절한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균주 확보, 백신 개발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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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ㅣ Reference
1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의 이해, 약학정보원 학술정보센터, 2020.02.10.

2) 대유행전단계 백신(pre-pandemic vaccine)

2 우한 폐렴과 코로나바이러스의 과학적 이해/여상건, 데일리벳, 2020.02.24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에 대유행 유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동물 유래의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3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식약처, 2015.12.

균주를 사용하여 제조한 단가 백신을 말한다.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바이러스주를

4 인플루엔자 백신 연구개발 현황과 동향, BioIn 스페셜웹진, 2012년 30호

이용하여 백신을 제작하고 이에 대한 면역원성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백신 바이러스주의

5 A highly conserved WDYPKCDRA epitope in the RNA directed RNA polymerase of human
coronaviruses can be used as epitope-based universal vaccine design. BMC Bioinformatics 2014,
15:161

항원성이 실제 대유행 바이러스주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교차면역반응에 의해 감염을

참고 2 ㅣ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Fast-Track 허가심사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의 경우 대유행 바이러스주의 유래동물이 조류 및 돼지로
비교적 감염 가능종이 단순·명확하고, 병원성을 결정하는 HA나 NA의 변이들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가
많아 대유행전단계 백신의 개발 기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감염 가능한 동물종이
매우 다양하여 대유행하는 바이러스주가 정확히 어떠한 동물에서 유래했는지 밝히기가 어렵다. 더불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Fast-Track은 1) 모형백신(mock-up vaccine), 2) 대유행전 단계백신, 3) 대유행

아직 코로나바이러스의 항원성 결정 부위 단백질에 대한 연구 및 대유행 경험이 부족하여 코로나

백신에 기반한 체계이다.

대유행전단계 백신의 개발은 어려운 실정이다.

1) 모형백신(mock-up vaccine)
대유행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주를 이용하여 사전에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한 단가 백신을 말한다.
대유행 발생 시 대유행 바이러스주로 대체하여 제조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즉 대유행 이전에 표준 바이러스(모형 백신 또는 reference virus)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면역원성
및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를 충분히 실시하여 허가 승인을 획득하고, 대유행 발생 시에 대유행
바이러스주와의 차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신속히 백신주에 대한 허가를 추가 획득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모형 백신은 실제 대유행 상황에서 사용되는 백신과는 항원 등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3) 대유행 백신(pandemic vaccine)
대유행이 발생한 후 대유행을 일으킨 바이러스주를 이용하여 제조한 단가 백신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대유행 발생 후 적어도 4~6개월의 개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대유행 발생 시 적절한 백신을 제조하여 접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유행 백신의 경우 신속한 접종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어야
접종이 가능한 것을 고려할 때 균주 분리, 백신 개발, 비임상 및 임상 평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부처, 규제기관, CRO 및 개발 기업 등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면역원성, 안전성 등에 대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대유행 바이러스와는 차이가
클 수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유전자 변이 부위에 따라 대유행 바이러스의 항원성 및 항체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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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은 질병극복, 생명연장, 식량증산, 생활편의 등의
기능적 장점을 통해서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01 화학물질관리의 불편한 현실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한편으로는 환경 내 장기간의 잔류,
유해물질의 생성 등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 상태에 매우
유해한 물질일 수도 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물질에 대해 충분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 연구기관의 선제적 역할과 함께
종합적인‘환경복지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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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의
불편한 현실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현재는 OECD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환경유해성 시험의 대부분의 시험
항목들을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K-REACH라고 불리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시행하여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수입량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특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분야의 안전성 시험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20.05.26, 충청투데이)
물론 화평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 먼저 화학물질의 안전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위탁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난히 화학물질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11), 구미
불산 유출사고 (’
12), 살충제 계란 파동(’
17), 여성용품 유해물질 파동(’
17)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과 환경 관련 규제의 변화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13), 화학물질관리법(’
13), 생화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8),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전면 시행(’
1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 등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공통적인 목적 중 하나는 안전한
환경을 위함일 것이다.
최근 미세플라스틱 이슈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화학물질 및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시험 분야 중 환경유해성 시험 분야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환경 중에 먼저 노출이 되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생활환경에서 사용되는 많은 생활용품들이 결국 환경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환경에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독성, 이동성, 분해성 및 축적성 등은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DDT의 예를 들어보자. DDT는 기적의 화학약품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그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시험연구기관(CRO)의 부족이다.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비임상CRO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신규 비임상CRO에서 생산된 시험자료의 품질이
기관 간 균일하지 못하다는 일부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화학물질의 환경거동/동태시험과
같은 고난도 시험 등 민간 비임상CRO에서는 할 수 없는 시험도 있다. 두 번째로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의 어려움이다. 기업 입장에서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새로운 비용이 발생된다는
부담이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자료를 생산하여 저가로 기업에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중소화학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비임상CRO와 공공 연구기관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소면적
작물에 사용되는 농약에 대해 농약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닌 직접 직권으로 등록 시험을 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화평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학물질은 질병극복, 생명연장, 식량증산, 생활편의 등의 기능적 장점을 통해서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한편으로는 환경 내 장기간의 잔류, 유해물질의 생성 등으로
인간의 건강과 환경 생태에 매우 유해한 물질일 수도 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물질에 대해 충분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 연구기관의 선제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환경호르몬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DDT의 우수한 살충효과를 밝혀낸

앞서 언급된 많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와 제도의 변화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이슈 발생 이후 제도가

스위스 과학자 뮐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으나, DDT의 폐해가 알려지면서 노벨상이 취소되었다.

따라가는 현상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DDT의 예에서와 같이 과거에는 화학물질의 효과에 치중되어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화학물질이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유해성 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포퓰리즘으로 인식되던 복지정책들이 현재는 어쩌면 당연한 정책이라고 여겨질 만큼
2007년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 관리정책(REACH) 도입의 기본 원칙인‘No Data, No Market’을

시대가 변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위해 규제 중심의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의

관리에서 이제는 미래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종합적인‘환경복지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지속 가능한

유해성 정보를 명확히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의‘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기술’(’
93)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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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P에서의 모든 행위는 기록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

01 GLP로 사고(思考)하고 연구하라

No Document, No Action !

52

53

03

GLP로
사고(思考)하고
연구하라
('20.06.12, 약업신문)

실험동물 결과가 무효화 처리되었다. 이러한 신약허가를 위한 동물실험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의
사건들로 FDA에서는 비임상 안전성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GLP 규정을 작성, 공포하였다.
국내에서는 1999년 이후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비임상 안전성 자료는 반드시 GLP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GLP는 OECD 각 회원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비임상 안전성 자료 평가 시 각국의 GLP 기관을 모두 사찰하지 않고, 각 나라 규제기관의 GLP
관리체계를 평가함으로써 시험 자료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Non-GLP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GLP에 준하여 연구를 실시한다.

20세기 이후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GLP에서는 모든 연구과정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치료제를 개발하는 놀라운 연구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한 도시에서 시작된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와 시험계획서에 근거하여 연구 과정 중 점검, 기록, 보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공포는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의 전 세계적으로 사회와 경제적 고통의 한

및 보관 등을 수행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연구를

가운데 있다.

수행하므로 시험의 재구성 시 문서가 제대로 배열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의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백신 개발에 10년간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속도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제 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필자가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험물질 조제 과정을 예로 들어 보고자 한다. 시험물질의 조제는

실험동물을 활용한 비임상시험과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투여농도와 용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약개발을 위한 독성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시험물질의

거쳐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입수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이 기록되어 관리와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시험과정에서 변경과 이탈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보관되어 일관성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GLP에서의

그럼, 비임상시험에서의 신약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세계 각국은 안전한 신약개발을

모든 행위는 기록하지 않으면 수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 No Document, No Action ! 이처럼

위한 신뢰성 있는 검증과 절차의 과정들이 GLP(우수실험실운영규정, Good Laboratory Practice)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정들은 GLP 이기에 더욱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GLP의 최종적인

의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추적 가능하고 재현성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목적은 신약 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GLP는 왜 필요한 것일까? GLP는 1960년대 기적의 신약이라 불렸으나 부작용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학계에도 융합연구를 통해 소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많은 기형아 문제를 일으켰던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사건을 계기로 규제의 필요성을

패러다임의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직성과 객관성을 가진 연구

인식했으며 1972년 뉴질랜드와 덴마크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그 이후 1977년 미국 IBT(Industrial

과정이다. 연구 과정에서의 원칙을 지키는 일. 탄생한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오늘도

BioTest Labs)에서 생산한 가정 및 산업용 제품인 네마쿠르(Nemacur), 센코르(Sencor),

GLP 시스템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자가 되길 희망하는 연구자와 신뢰성 있는

나프로신(Naprosyn), 트리클로로카르바닐라이드(trichlorocarbanilide) 등의 부정연구 혐의로

검증과 절차를 통해 생산된 안전한 신약이 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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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개발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01 동물의약품도 한류 만들 수 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고,
국민 모두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포스트코로나를 향한 국가가 숙고해야 할
문제이자, K-바이오를 선도해 나가는 또 하나의 길이
동물용의약품 개발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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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도
한류 만들 수 있다
('20.06.21, 디지털타임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K-방역을 보여준 한국에서 믿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개발되고 수출된다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한류(韓流)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그렇다면 동물용의약품 세계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에 걸맞게 국내 시장의
규모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방사선기술(RTT, radiation transformation technology)과 플라즈마기술(PPT, Plasma
polymeriz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의약품의 독성을 줄이고, 약효는 높이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통해 약물을 재창출(drug repositioning)하는 연구가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동물용의약품에도 적용함으로써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하거나,
기존 임상에서 실패했던 약물들을 재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동물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인구 2000만의 시대가 왔다. 예전에는 애완동물(pet)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왔지만,
이젠 가족(family)이나 반려자(companion)라고 부르고 있다. 최근 인류가 생존을 걸고 맞서고

물론 기술 활용과 인프라 구축은 민간에게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은 동물유래로 밝혀져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위한

만큼 반려동물이 더 가깝고 빈번하게 가족화 될 것이다. 그러면 반려동물-사람 경로로 감염되는

시스템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2019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안전성, 유효성

잠재위험성은, 사람이 반려동물과 접촉시간이 늘면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심사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 신뢰성 있는 독성자료를 확보하도록 임상 및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수실험실운영규정(GLP, 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미국의 수의학자 캘빈 슈바베는 1984년 인간의 건강과 수의학이라는 책에서 "하나의 의학"을

시설, 인력 그리고 수행절차에 대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독성시험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언하였고, 2003년 미국의 수의학자 윌리엄 카레쉬는 처음으로 '원헬스'(one health)라는 단어를

규정하겠다는 의미이다.

사용하여 생태계와 인간 그리고 동물의 건강이 하나임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의 정립과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염병의 60%가 동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신뢰성 하나만 가지고 동물용의약품 시장상황을 돌파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으나 앞서 제시한

하지만, 아쉽게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밀접한 동물용의약품 개발의 국내 사정은 많이 열악한

우수한 첨단기술들과 연구시설을 접목시켜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나간다면 세계

편이다.

시장의 개발 경쟁에 돌입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도 매년 10%가 넘는 성장세로 시장을 키워가고

이제 반려동물은 '한 마리의 동물'이 아닌 '가족'의 개념으로 자리 잡아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세계 10대 제약회사 중 미국과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동물의약품이 인의약품과 동일시되어야 하며, 반려동물을

독일이 1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10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위한 동물용의약품 개발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중 반려동물용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정도인 것에 반하여 국내는 약

국민 모두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포스트코로나를 향한 국가가

13%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수요는 늘고 있지만, 동물의약품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숙고해야 할 문제이자, K-바이오를 선도해 나가는 또 하나의 길이 동물용의약품 개발에 있음을 잊지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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