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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HSI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 (이하 HSI)은 전 세계 휴메인 소사이어티 파트

너 단체와 함께 가장 규모가 큰 동물보호 단체 중 하나이며 약 천백만여 명의 

후원자와 함께 합니다. 

HSI는 20여 년간 과학, 교육, 현장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활

동을 해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과학 연구에서의 동물실험대체를 포함하여 

시험 규제 방안을 위한 공공정책 제안과 농장동물, 반려동물 보호 및 야생동물 

보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연구 및 안전과학 발전: 사회적 과제
Advancing safety science and health research: 
a societal challenge 

지난 약 100여 년간 제약, 화학물 안전 평가는 설치류, 토

끼, 개 등 동물을 이용해 수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동물실

험은 우선 윤리적인 이슈를 떠나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필

요로 하고, 실제 시험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서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정보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경우가 실

제로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 시 예상되는 반응을 

정확히 재현하지 못 합니다.

동물실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부분에서 성공을 보인 10

개의 신약후보물질 중 9가지는 인간에게 적용 시 실패를 

보입니다. 이는 거대한 비용 낭비, 수백만 마리의 동물 생

명 낭비,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 필

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

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인간의 질병을 

인위로 동물에게 만드는 동물 질환 모델을 이용한 연구에 

대한 의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례에 없던 과학기술의 발달이 생명공학 연

구에 큰 반향을 일으킬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 유

전체 분석 (human genome sequencing), 기능유전체학

(functional genomics), 컴퓨터 생명 공학, 초고속 in vitro 

스크리닝을 위한 로봇 자동화가 일부 예시이며 최첨단 과

학기술이 생명공학 분야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은 화학물질과 약물이 인체 

내 세포와 분자 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낼 수 있

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과학자들은 여기서 정보

를 해석·통합하여 개개인과 인구 집단 단위로의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안전성과 위해성에 대한 예측은 

동물실험 시 보다 더 인간에서의 재현성이 더 높고 현실성 

있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의료 연구
Innovative health research for a sustainable future

Toxicology for the 21st century. Tox21. Next-genera-

tion safety testing. 이 용어들은 공통적으로 화학물과 제

품의 위해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미

국 National Academy of Sciences는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사실상 거의 모든 화학물 

시험이 인간 세포 시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것이다’라

고 전망하며 이에 대해 유럽, 미국 등 과학전문가들도 목

소리를 더합니다.

안전성 평가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보다 더 많은 수의 물질 평가

·합성 화학물에 대한 평가로 실제 노출 시나리오를
 더 근접하게 평가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비용 소요

·독성과 질병 평가에 있어 세포단위를 포함한 
 인간의 반응을 가장 근접히 재현

·극소수의 동물 사용 또는 완전한 동물대체

한국에서도 새로운 안전성 평가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한국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센터(KoCVAM)는 일본, 미국, 유럽, 캐나다에 이어 5번째 

국가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

ation on Alternative Test Methods, ICATM) 각서를 체

결했으며, 선진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동물실험 금지 규제

에 맞추어 국내 기업의 제품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

해 전남 화순에 동물대체시험인증센터를 건립 중입니다.1 

하지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유럽에서는 제

6, 7회 Research Framework Programmes를 통해 약 천

팔백억 원을 대체시험 지원에 투자하기로 했으며2 이 지원 

금액은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늘어날 전망입니

다. Horizon 2020은 유럽의 혁신연구를 위해 규모가 가장 

큰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로 인한 헬스 연구의 전환은 인간의 건강

과 관련된 다른 리서치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 

십 년 이상의 동물실험에도 불구하고 인간 질병에 대한 연

구는 그 진전이 굉장히 더딥니다.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 

이상이 천식을 앓고 있지만 지난 50여 년간 개발된 치료 

방법은 겨우 두 가지입니다.

화학물질은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든 쉽게 접촉할 수 있습니다. 소비제품, 산업용품, 제약품 등 현대 생활에 모두 필수적

이지만 동시에 안전한 규제를 위하여 효율적이며 인간에 적용이 가능한 시험방안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쟁력있

고, 화학물로부터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며 동물의 사용을 대체 할 수 있는 녹색화학과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가기 위해 새

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과학기술들은 안전성 평가 뿐 아니라 보건의료 연구에 있어 혁신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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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여 가지 이상의 신약 후보 물질이 동물을 이용해 개발

되었지만 이 중 단 하나의 치료약만이 인간에 대한 효과

가 입증되었습니다.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개발에서도 상

황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인간질병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효과적인 치

료방법을 찾기 위하여 실험용 동물이 아닌 인간 중심의 

연구 (human-based)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투자가 이

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단백질, 세포, 세포조직 단계

에서의 상호작용이 정상적인 인체에서 어떤 방해 작용을 

일으키는지 이해를 높이고, 건강과 관련된 핵심적인 과제

를 풀어나가거나 치료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모이

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지원
Policy drivers

2015년 1월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의 확립

과 개선을 포함시켰습니다. 3월에는 대체시험방법이 있

는 한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

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in vitro 또는 비동물 시험방

법 개발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지원과 관심이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됩니다.

동물을 이용하지 않은 과학 연구에의 투자는 동물복지 또

는 경제적인 목적을 넘어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한 휴먼 

바이올로지 human biology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서입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및 안전 과학발전을 위한 

제안
Recommendations to Advance Korean Innovation in 
Safety Science and Health Research

2015년도 정부 R&D 사업 설명자료는3 본 보고서에서도 

지적되는 사회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를 비롯하여 국제사

회에서의 한국 과학기술역량 강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흐름을 맞추고자 HSI는 한국 정부기관에 아래와 같

이 제안합니다.

◇  한국의 보건·안전 과학 분야 예산을 늘려 OECD 및 

회원국가들과 함께 인간 질병과 AOPs(Adverse Out-

come Pathways) 연구를 위하여 human in vitro 및 컴

퓨터 기술을 이용한 화학물질 평가 시험법 개발에 투자4

◇  AOP를 기반으로 하는 특이 질병 (알츠하이머, 신경성 

질환, 면역성 질환 등)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내 

보건연구에서 휴먼 바이올로지 human biology에 초

점을 둔 시험 기술 및 도구 개발을 위한 로드맵 마련

5, 6, 7, 8

◇  동물을 이용한 연구과제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과학적 

고찰. 동물모델을 이용한 연구와 인간 보건 연구의 연관

성 검토. 종의 구분을 떠나 척추동물에 대한 실험시 무

리한 고통 수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의무화

가정, 공원, 공장 등 주변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제품이 

합성 또는 자연 화학물질을 포함합니다. 화학물질은 대부

분의 약품에도 함유가 되어 있으며 화장품의 주요 원료이

고, 음식에도 색소, 향료, 첨가물로 이용이 됩니다. 포장재

로 사용된 화학물질은 음식물과 접촉의 위험이 있고 살충

제, 농약 등에 쓰인 화학 잔류물은 토양, 자연환경으로 스

며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다양한 용도의 소독제에 쓰

이며 페인트, 가구, 플라스틱, 방향제 등에도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 십 년간의 합성 화학물 사용의 결과 음식, 물, 먼지, 

토양, 심지어 인간의 몸에서도 화학물질이 발견됩니다. 

2003년 유럽 17개 국가에서 유럽 의회 의원들을 포함한 

봉사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 화학량, 축적량, 

DDT 또는 유기염소제 같은 농약, 폴리 염화제 등의 잔류 

독성 등을 측정했습니다. 측정 후 분석 결과 모든 혈액 채

취자들로부터 채내에 잠재적으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소량 발견되었습니다.9

특히 신체적, 정신적 발달 과정을 겪는 어린이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끊임없이 위해물

질에 노출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제품 안

전 특별법’이 2015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월에는 

어린이 제품에서 발암성 및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

는 물질이 발견되어 28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

지기도 했습니다.10

최근에 일어나는 화학물과 관련된 규정의 변화는 대규모

안전성 평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평가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널리 이용되는 대부분의 시험방법은 1960년도에 개

발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오고 있습니다. 과거 동물실험 

방법을 지난 수년에 걸쳐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도 현대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되

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 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화학 독성 평가를 위한 2009년 전략 계획서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동물실험) 방법은 시험 비용, 실험되는 동물 수, 실험 

결과 검토 및 데이터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따릅니

다. 뿐만 아니라 현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는 변화하는 

규제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수천 가지 화학물질 데이

터 획득에 한계를 나타냅니다."

미국 질병관리 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일상생활에서 미국 국민이 화

학물질에 노출되는 정도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

고 있는데, 미국인을 대상으로 혈액과 소변을 검사한 결과 

비소, 아크릴아미드, 비스페놀 A 등 212가지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11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도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증가

했습니다. 2012년 구미에서는 불산 누출 사고로 5명이 사

망하고 해당 지역의 수천여 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

음 해 2013년에도 화성 불산 누출, 구미 염소가스 누출, 영

월 폭발사고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12

큰 논란이 되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현재까지 500

명 이상의 피해자를 발생한 가운데 사고의 문제 물질은 

PHMG/PGH 와 CMIT/MIT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사

고 당시 이 성분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었지만, 가습

기 사고로 논란이 퍼지며 호주 Industrial Chemicals No-

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NICAS) 보고서와 

미국 환경 보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 PHMG 와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했습니다.13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들이 국내에서는 제제 없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화학 관련 사고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과 화

학물질 관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으며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개

3 http://www.kistep.re.kr/rnd2015/index.html

4 OECD (2015). Adverse Outcome Pathways, Molecular Screening and Toxicogenomics. 

 http://www.oecd.org/chemicalsafety/testing/adverse-outcome-pathways-molecular-screening-and- toxicogenomics.htm

5 Buckland G. Harnessing opportunities in non-animal asthma research for a 21st-century science

 Drug Disc Tod. 2011; 16, 914-27.

6 Langley G. Considering a new paradigm for Alzheimer’s disease research. Drug Disc Tod. 2014; 19, 1114-24.

7 van de Stolpe A & Kauffmann RH. Innovative human-specific investigational approaches to autoimmune disease . RSC Adv. 2015; 5, 18451-64.

8 Muotri AR. The human model: changing focus on autism research. Biol Psych. 2015 [Epub ahead of print].

9 WWF (2004). Chemical Check Up—An analysis of chemicals in the blood of 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WWF/Co-operative Bank. http://assets.panda.org/downloads/checkupmain.pdf

10 Lead, phthalate, etc found in children’s clothing, 28 products recalled.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9/0200000000AKR20150429063400003.HTML?input=1179m

11 CDC (2009). Fourth National Report on Human Exposure to Environmental Chemicals.

 http://www.cdc.gov/exposurereport/pdf/FourthReport.pdf

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0/0200000000AKR20141210124000053.HTML?input=117 9m

13 The review on the chemical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limits, and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http://cls.kangwon.ac.kr/data/file/sub41/1917250915_b95d0902_11_2_C1A4B3B2BCF8.pdf

규제 변화의 필요성
Changing regulatory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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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인 독성시험은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시키

기까지 한계를 드러내며 고함량의 화학성분이 투여된 비

현실적인 결과를 해석하여 인간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

는데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1 장 참고).

내분비 장애14, 생식력 장애, 태아 또는 어린이가 속한 취

약 그룹에 영향을 주는 발달장애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되

어 생겨나는 새로운 질환은 시험 방안 개선의 필요성을 강

조합니다. 현존하는 시험방법은 인간과 환경이 받는 세부

적인 영향을 대변하지 못 합니다. 게다가 이전에는 알려진 

바가 없는 새로운 물질들의 탄생은 과거부터 써온 안전 시

험 방법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화학 규정 REACH는 비동물 시험 방법으로 인간

과 관계성이 밀접한 안전성 데이터 생산을 권장합니다. 이 

규정은 동물을 지각력 있는 생명으로 인정하는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의 방향을 바탕

에 두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럽 규정을 따르는데 

있어 동물복지 부분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합니다. 따라서 유

럽과 화학물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안전성 평

가시 이러한 지침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OECD에서 제시

하는 시험 가이드라인 채택과 같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007년 미국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의 보고

서 ‘Toxicity Testing in the 21st Century: A vision and a 

Strategy’의 발간과 함께 독성연구의 패러다임에 큰 변화

가 시작되었습니다.15 이 전향적인 보고서는 왜 독성연구

가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바이올로지와 컴퓨터 공학의 혁

명을 이용한 과학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고

서의 목적은 단지 윤리적인 이유로 동물실험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인간과 자연환경보호를 위한 접

근에 초점을 둡니다.

NRC의 비전은 OECD의 화학 안전 프로그램, 미국 식품 

본 HSI 보고서는 안전한 화학물질과 질병 연구에 있어 21

세기 독성연구 접근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물의 

사용과 고통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시대에 동참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효과적인 보건의료 연구와 안전 과학을 위해 새로운 연구

와 기술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간 질병 치료와 화학물로

부터 안전한 환경을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는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신약개발을 

위한 주요 방향 ‘Critical Path to New Medical Products’

과 같이 국제적으로 비동물 실험의 활성화에 기여했습니

다. 유럽에서는 독성연구의 새로운 전환을 자극하는 계

기가 되어 ‘Research and Innovation Framework Pro-

gramme, Horizon 2020’ 계획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안전성 시험 연구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같이 인간의 

기본 보건의료 연구와 신약개발 역시 인간 질병을 모방한 

동물모델 사용에서 벗어나 인간의 질병 경로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례적인 동물 이용에서 벗

어나 현대 과학기술을 도입한 연구를 위한 도전은 전 세

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 국가, 지역을 떠나 이

러한 변화를 이루는 과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발전된 과학기

술 연구 분야의 확산을 위한 선두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14   An endocrine disrupter is a substance or mixture that alters the body’s hormonal (endocrine) system and consequently causes adverse health effects. 

15  Committee on Toxicity Testing and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gents,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7). 

 Toxicity Testing in the 21st Century: A Vision and a Strategy. ISBN: 978-0-309-10988-8.

독성학과 보건의료 연구 분야의 새로운 기술
The new science in toxicology and health research

왜 이 보고서인가?
Why this report?

● 동물실험의 과학적·기술적 한계

● 동물실험의 경제적 자원의 한계

● 동물실험의 규제적 한계

제 1 장

관례적인 안전성 시험
변화가 필요한 시점
 CONVENTIONAL SAFETY TESTING-TIME TO CHANGE

동물을 이용하는 화학, 의약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은 19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오늘날 많이 사용되는 동물실험 방법도 포함

됩니다. 동시에 규제독성은 그 동안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현실적, 윤리적인 한계점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16

현재 규제시스템은 산업 분야의 구분을 떠나 동물실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물을 이용한 연구 결과로는 아무리 많은 시험을 한다고 해도 인간과 환

경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규제를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16  Committee on Toxicity Testing and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gents,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7). 

 Toxicity Testing in the 21st Century: A Vision and a Strategy. ISBN: 978-0-309-10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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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차이
Species variations

같은 종의 동물 사이에서도 그 종족과 성별에 따라 화학물질과 약물 반응에 대한 민감성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화학물

이 몸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흡수되는지,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내부 장기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어떤 대사작용을 

거쳐 분비가 되는지에 따라 종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화학물과 약물

의 안전성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한가지 예로, 신규 건강질환 규명을 위한 유럽 과학 위원회 (EU 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

tified Health Risks SCENIHR)는 나노물질 시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17:

  "인간과 설치류의 호흡기관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중략) 

 현존하는 동물실험 방법으로는 나노입자의 (인간에게 끼치는) 부작용을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종마다 보이는 차이점과 다양성은 진화 단계에서부터 나타난 해부적, 생리적, 약리적, 생화학적, 신진대사의 변화 때문이

며, 바로 이 차이점이 동물실험시 결과와 임상시험시 결과 불일치의 주요 원인입니다. 인간이 설치류 종으로부터 갈라진 

것이 무려 8억 년 전이라는 점을 본다면 동물과 인간 사이의 차이점이 그렇게 놀랄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 적용할 시 이는 종의 차이에서 오는 불확실성 뿐만 아니라 동물에서 사용된 고용량의 투

여가 인간에게 실제 노출 가능한 저용량이 적용되었을 때 결과를 추측하는데도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여

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 uncertainty factors’들이 현재의 규제를 만드는데 반영되게 됩니다.18

동물실험의 과학적·기술적 한계
Scientific and technical limitations of animal testing

17  SCENIHR (2007). Opin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Risk Assessment Methodology in Accordance with the Technical Guidance Documents 

for New and Existing Substances for Assessing the Risks of Nanomaterials. http://ec.europa.eu/health/ph_risk/committees/04_scenihr/docs/

scenihr_o_010.pdf.

18  Uncertainty factors are used to (i) extrapolate animal data to humans, (ii) extrapolate from short-term test results to lifetime exposure, (iii) 

extrapolate from animal data when the database is incomplete, (iv) extrapolate from a ‘lowest-’ to a ‘no-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and (v) 

account for variations in sensitivity in the human population, including between children and adults. NRC (2000). Scientific Frontiers in Devel-

opmental Toxicology and Risk Assess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19  Kim Y.H., et al (2012) Contamination and Bioaccumulation of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in Gwangyang Bay, Korea.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Thealth Sciences Vol.4(1), 42-29.

20  Choi G.C., et al (2014) Occurences of major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 in maternal and fetal cord blood sera in Korea.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vol491-492, 219-226.

21  DiGangi J, Strakova J (2011). A survey of PBDEs in recycled carpet padding. Report by the International POPs Elimination Network (IPEN).

 http://ipen.org/cop5/wp-content/uploads/2011/04/POPs-in-recycled-carpet-padding-23-April-20111.pdf

22  Suvorov A, Takser L (2008). Facing the challenge of data transfer from animal models to humans: The case of persistent organohalogens. 

Environmental Health 7, 58-75.

23 Johnson FM (2002). How many food additives are rodent carcinogens? Environmental & Molecular Mutagenesis 39, 69- 80.

24  One example is the artificial sweetener saccharin, which was considered a carcinogen on the basis of test results in male rats. It was subse-

quently delisted when it was realised that humans are not susceptible to the carcinogenic effect seen in male (but not female) rats.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III Industry Scientific Committee for Food (1997). Annex III To Document III/5157/97 CS/ADD/EDUL/148-FI-

NAL: Opinion on Saccharin and its Sodium, Potassium and Calcium Salts.

25 FDA (2004). Innovation or Stagnation: Challenge and opportunity on the critical path to new medical products.

 http://www.fda.gov/ScienceResearch/SpecialTopics/CriticalPathInitiative/ucm076689.htm

사례연구: 종의 다양성과 브롬화 난연제

PBDEs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는 가구, 플라스틱, 전자제품, 섬유 등 다양한 산업제에 사용되는 내연 화학제 

입니다. PBDE는 1965년에 생산되기 시작했으면 1979년 자연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어류, 고래, 돌고래, 새, 바다표

범 등 야생생물에서 발견되는 PBDEs 의 양은 매 3-5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서는 체내에 축적되는 잔

여량이 지난 3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이 수치는 매 5년간 두 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PBDEs에 대한 실험은 1980년 집중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실험 결과의 불확실한 해석으로 관련 규정 확

립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화학물은 인간과 자연에 수십 년간 영향을 주었고 결국 2008년 유럽연합에서 사용이 금지되었

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과학 자료들이 PBDEs 의 이용 증가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19, 20

미국에서는 deca- BDEs 의 사용이 2013년 이후 금지되었지만 금지된 PBDEs 물질은 재활용된 재료들에서 지속적으

로 발견되며 이는 소비자와 노동자를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21 다른 나라에서는 PBDEs 사용이 제제 없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에 대한 체내 대사작용이 인간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험에서 설치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의 차이

에서 오는 다양한 요소들이 실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처음 PBDEs의 생산에서 규제가 마련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

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관습적인 실험의 오류가 주요 원인입니다. (Box 1 참고)

동물실험의 한계점이 주는 규제 마련의 지연 사례는 PBDEs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동물실험의 불확실성은 PCBs, 

벤젠, 석면, 담배, 음식 첨가물23 등 다른 독성 물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데도 지연을 야기하며 비스페놀 A 같은 경우에

는 현재까지도 인간의 독성 반응과 동물실험 결과 적용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화학물질 시험은 끊

임없이 반복되는 와중에 시민들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물

실험 결과 해석의 어려움으로 화학물질의 사용이 과다하게 제한되기도 합니다.24

신약개발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신약 후보 10가지 중 9가지는 동물실험을 통과해도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안전하지 

않거나 효능이 없다는 결과를 보입니다.25 또한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 동물실험 오

류로 제외되기도 합니다.

·동물실험에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림

·  임신, 태아 발달, 대사작용, 분비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시키는데서 오는 

 종의 차이 때문에 규정 마련 지연

·  화학물질이 실제 인간에게 노출되는 정도보다 

 높은 투여량으로 동물에 실험되어 데이터 해석에 어려움

·  실험시 선택된 동물실험 종말점 선택의 오류로 투여량이 적을 시 나타나는 

 독성 효과를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이는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결과로 이어짐

Box 1. 

동물실험 한계와 

PBDE 내연제 

규제 마련의 지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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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에 따른 문제
Size matters

인간과 설치류의 신체 크기 차이는 실험물질이 신체에서 어떤 작용을 미치는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 해석에 어

려움을 낳습니다. 따라서 스케일링 ‘scaling’ 접근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크기의 차이점을 비율로 계산하여 약물이

나 화학물이 몸의 장기를 거쳐, 대사, 분비하는데 예상 결과 추정을 위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체중, 신체 면적, 대사 비

율, 수명 등의 요소가 반영되지만 이 중 어느 하나도 예측성이 확실한 요소는 없습니다 (Box 2). 미국 식품 의약국 (Food 

and Druf Administration)은 기존에 사용되어오던 스케일링 scaling에 대해 ‘시험 결과를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없는 방

법이다’라고 말합니다.26

혼합 화학물
Chemical mixtures

인간과 자연환경은 복잡하고 다양한 혼합 화학물에 노출되지만 대부분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은 동물을 이용하

여 한 가지의 화학물에 대한 테스트를 기본으로 하며 혼합 화학물질이 잠재하는 과도한 독성 작용은 간과될 수 있습니다.

2009년 유럽연합 보고서 “State-of-the-Art”에 따르면32:

  "혼합 화학물 연구 분야에서는 관례적인 개별 화학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 시험 방식이 너무 간단하다. 

 이는 인간이나 자연에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이 과소평가될 위험 소지를 의미한다."

21세기 독성연구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해 대량의 화학물 또는 혼합 화학물을 스크린 하기 위한 빠르고 저렴한 

접근으로 고효율(high-throughput) 시험법을 권장합니다.

  *US FDA (2005). Guidance for Industry: Estimating the Maximum Safe Starting Dose in Initial Clinical Trials for Ther-
apeutics in Adult Healthy Volunteers. www.fda.gov/downloads/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
Guidances/ucm078932.pdf 

비현실적인 과다복용 시험
Megadosing

설치류의 짧은 수명은 시험시 소요되는 시간적인 제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독성 영향은 반응을 보이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결과적으로 낮은 용량으로 지속적인 노출이 될 시 인간에게 나타나는 독성 영향을 설치류 실험으로

는 관찰할 수 없습니다.

관례적인 발암성 연구는 테스트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용량의 물질을 투여하여 진행합니다. 하지

만 인간과 자연이 실제로 극대량에 한꺼번에 노출되는 경우는 드믊니다 시험물질이 대량 투여된 설치류 실험 결과를 바

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동일 화학물이 인간에게 소량 노출될 시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큰 오류와 불확실성이 따

를 수밖에 없습니다.27 캐나다의 과학 전문가들은 이러한 오류가 동물실험 결과를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적용시키는데 어

려움을 야기한다고 말합니다.28

화학물질 또는 의약품에 대한 하나의 발암 시험을 계획, 수행,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5년이며 최소 800마리의 설

치류 사용과 약 37억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막대한 비용 등 자원의 소요를 요구하는 시험방법으로 수천 가지 이

상의 화학물질, 살충제, 신약 후보의 발암성을 모두 평가하기 힘듭니다.

여러 산업분야에 걸친 규제과학자들은 고용량 투여로 노출된 비현실적인 동물실험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29, 30 결과적으로 규제 기관에서는 많은 시험 화학물질에 대해 ‘분류 불가’, ‘발암성 추측’과 같은 모

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인간 안전을 중점에 놓고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으며, 2008 

년 유럽에서만 20,807마리의 동물들이 의미 없는 실험에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31

26  Mahmood I (2010). Theoretical versus empirical allometry: Facts behind theories and application to pharmacokinetics. Journal of Pharma-

ceutical Sciences 99, 2927-2933.

27  For example, at chemical megadoses, enzymes function differently, chemicals may be metabolised to different forms, detoxification mecha-

nisms may fail, and organ systems may be overwhelmed.

28  Suvorov A, Takser L (2008). Facing the challenge of data transfer from animal models to humans: The case of persistent organohalogens. 

Environmental Health 7, 58-75.

29 Pastoor T, Stevens J (2005).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cancer bioassay. Scand J Work Environ Health 31 (suppl 1),129- 140.

30  Gaylor DW (2005). Are tumour incidence rates from chronic bioassays telling us what we need to know

 about carcinogens? Regulatory Toxicology and Pharmacology 41,128-133.

31  European Commission (2010).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corrected version): Accompanying document to the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Sixth Report on the Statistics on the Number of Animals used for Experimental 

and other Scientific Purpose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ttp://ec.europa.eu/environment/chemicals/lab_animals/pdf/

sec_2010_1107.pdf

32 Kortenkamp A, Backhaus T, Faust M (2009). State of the Art Report on Mixture Toxicity: Final Report.

 http://ec.europa.eu/environment/chemicals/pdf/report_Mixture%20toxicity.pdf

33  Kola I, Landis J (2004). Ca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reduce attrition rates?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3, 711-715. 

34 Munos B (2009). Lessons from 60 years of pharmaceutical innovation.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8, 959-968.

35  US FDA (2004). Innovation or Stagnation: Challenge and Opportunity on the Critical Path to New Medical Products. http://www.fda.gov/Sci-

enceResearch/SpecialTopics/CriticalPathInitiative/ucm076689.htm

36  529,497 animals were used to “test products/substances or devices for human medicine and dentistry and for veterinary medicine” according 

to the EU statistics of animal use for 2008. http://ec.europa.eu/environment/chemicals/lab_animals/pdf/sec_2010_1107.pdf

37 Spielmann, H (2002). Animal use in the safety evaluation of chemicals: harmonization and emerging needs. ILAR Journal 43(suppl.), S11-S17.

· 인간의 혈액 양은 마우스보다 2,000배 더 많지만 심장박동은 약 300배/분 빠름

· 인간같이 크기가 큰 동물일수록 소동물에 비해 독성에 민감한 세포가 더 많음

· 한국인은 실험실 쥐보다 평균 40배 정도 더 오래 삶 (평균수명 81년 VS 2년)

· 아시아인의 평균 체중 (57.7kg)은 마우스(30g)보다 1,900배 더 나감

· 인간의 몸 표면 면적은 마우스보다 231배, 랫드보다 65배 더 넓음

·   마우스와 랫드의 셀 분화 속도는 인간보다 약 두 배 빠름

 이는 화학물질과 약물질에 대한 독성 반응으로 나타나는 면역반응과 돌연변이와 

 발암성 변이 속도에 영향을 미침

Box 2. 

크기차이에따른

독성영향

- 스케일링의오류

산업계에서는 신제품, 신원료 개발 비용과 동시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는 비용 절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

다. 다음은 의학, 화학, 농업 분야에서 효과적인 규정의 필요성과 동물실험 결과의 한계점이 보여주는 사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의약산업
Medicines

2004년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소요된 평균 비용은 약 2조 원 입니다.33 2008년에 추정된 비

용은 최소 1.5조 원에 달한다고 계산되었습니다.34 성공적인 새로운 약품이 개발을 거쳐 시장에 판매가 되기까지는 10년

에서 13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동물실험을 성공적으로 거친 신약 후보의 92%가 시장에서 판매되는데 실패합니다. 인간

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독성 반응 또는 효능성 약화가 그 주요 원인 입니다.35

이는 유럽에서 매년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50만 마리의 동물 희생이 임상단계에서 예측되는 독성 반응

을 증명하지 못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36 이 실패율은 전체적인 연구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임상시험 

대상인 인간의 안전도 위험에 빠뜨립니다. 지난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신약개발의 성공률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독일에서는 매년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가 감소하여 1989년 270만 마리의 동물 사용이 1999년 160만 마리로 줄어들

었습니다. 사용 동물 수 감소의 50%가 주로 신약개발 분야에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분자생물학, 유전학, 조직과 세포 

배양 모델과 같은 기술 기여입니다.37

동물실험의 경제적 자원의 한계
Economic and resource limitations of animal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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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Chemicals

‘화학물 데이터 공백 chemical data gap은 수천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의 결여를 의미합니다. 평가되

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한 데이터 공백은 유럽의 화평법 REACH가 만들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대해 Dr. Richard 

Judson과 동료 과학자들은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38:

  "데이터 공백(data gap)의 주요 원인은 동물을 이용한 시험을 수행하는데 

 발생되는 높은 비용과 오랜 시간 소요 때문입니다. 발암성, 만성, 생식, 발달 장애 유발을 비롯하여 

 하나의 화학물질에 대한 완전한 규제 시험을 완료하는 데는 

 수천 마리의 동물과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수요됩니다. 

 그나마도 동물실험은 세포 단계의 독성 경로 규명과 같은 데이터 생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2008년 유럽에서는 산업용 화학의 안전성 시험을 위해 82,434마리의 동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REACH가 

1981년 이전에 시험의 한계로 중단되었던 화학물질들까지 모두 규제하며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화학협회에 따르면 REACH에 의해 요구되는 시험을 충족하기 위해 900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될 것이며 시험 비용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39 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시험의 반복으로 향후 15년간 4천 5백만 마리의 동물 사용과 

약 3조 8천억 원의 비용이 산업계에 부담 됩니다.40 2011년 가장 큰 규모의 화학회사인 BASF는 REACH로 인해 향후 11

년간 소요될 비용을 약 6천 2백억 ~ 6천 9백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여기의 대부분이 동물실험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41

통계청에서 발표한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총 13,051 사업장에서 조사된 화학물질 

유통량이 175.4백만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는 여기서 두 배가량 늘어난 432.5백만 톤이 총 16,547사업장에서 

조사되었습니다.42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양이 늘어나며 화학 안전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산업의 발

전과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현대화된 안전 시험 방식 채택이 필수 입니다.

농약 및 제초제 
Pesticides

농약이나 살충제, 제초제는 작물보호를 위해 해충에게는 해롭지만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향이 없는 독성을 띄

도록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학물질은 토양, 수로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그 잔여물은 음식물에 남아있

을 수 있습니다.

유럽 규정에 따르면 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매번 새로운 화학작용을 가진 살충제 성분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2008 

년에는 농약, 살충제 관련 제품을 만드는데 7만 4천 마리가 실험에 이용되었으며 이 중엔 그 시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

시키기 어려운 사례도 포함됩니다. 국내에서는 농약독성연구 부문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규모가 파악된 바가 없는 

가운데, 2014년 학교 급식으로 납품된 채소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며 농약과 아이들 급식 안전에 논란

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전문과학자들은 농약, 살충제를 위해 효과적인 시험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고 말합니다.43

이러한 이유로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시험이나 데이터 분석이 적용되지 않는 한 새롭고, 안전한 농약 및 살충제 제품 개

발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38  Judson RS, Houck KA, Kavlock RJ, et al. (2010). In vitro screening of environmental chemicals for targeted testing prioritization: The ToxCast 

project.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8, 485-492.

39 European Chemicals Agency (2009). Press Release 28 August 2009. http://echa.europa.eu/doc/press/pr_09_11_animal_testing_20090828.pdf

40  Rotroff DM, Wetmore BA, Dix DJ, et al. (2010). Incorporating human dosimetry and exposure into high-throughput in vitro toxicity screening. 

Toxicological Sciences 117, 348-358.

41 The Society of Chemical Industry. http://www.soci.org/Chemistry-and-Industry/CnI-Data/2011/2/REACHing-for-a-price-tag

4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91

43 Jang Y. J., et al (2014) Towards a strategic approaches in alternative tests for pesticide safety. Toxicological

 Research Sep;30(3): 159-168.

44  For instance, at least eleven rodent cancer tests have been conducted for benzene. EPA (1998). Carcinogenic Effects of Benzene: An Update. 

EPA/600/P-97/001F.

45 Rudén C (2001). Interpretations of primary carcinogenicity data in 29 trichloroethylene risk assessments. Toxicology 169, 209-225.

46  Nanomaterials are substances less than 100 nanometres in size in at least one dimension (one nanometre is one thousand millionths of a 

metre.

47  http://www.inovacao.unicamp.br/destaques/riscos-de-nanomateriais-ainda-sao-muito-pouco-conhecidos-alerta- academia-de-ciencias-

dos-eua

48  Choi JY, Ramachandran G, Kandlikar M (2009). The impact of toxicity testing costs on nanomaterial regulation.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43, 3030-3034.

49  SCENIHR (2006). Modified Opinion: The Appropriateness of Existing Methodologies to Assess the Potential Risks Associated with Engineered 

and Adventitious Products of Nanotechnologies. SCENIHR/002/05.

국가의 규정은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화학물질 및 제품의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선 위해성 평가와 노출경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 명시와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내가 

뒤따라야 하며 위해성이 있을 시에는 적절한 규제가 뒤따라야 합니다.

최근 수십 년간 유난히 합성 화학물질과 관련된 폭발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은 좀 더 강도 높은 안전성 보장

을 요구합니다. 내분비 교란과 신경 발달 장애와 같은 새로운 독성작용이 밝혀지고 나노물질처럼 전례 없던 새로운 화학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약계에서는 종에 따라 그 특이성이 완전히 다른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치료약이 

연구되며 동물실험의 결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3 장 참고). 이 모든 새로운 발

견들은 환영받을 만한 움직임이지만 그 안전성에 대한 평가와 확신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동물실험을 이용한 관례적인 독성연구는 그 진행 속도가 느리고 많은 자원의 투자를 요구하며 과학적인 오류가 많기 때문

에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연구결과는 반복적인 시험을 요구하며 이미 결과 해석에 혼

란이 있는 데이터에 논란을 가중 시킵니다.44 트리클로로 에틸렌(trichloroethylene)의 경우에는 동일 발암 시험 데이터에

서 29가지의 서로 다른 위험성이 확인되어 혼란을 주었습니다. 결과 해석 논란의 이유 중 하나는 설치류에 대한 장기 발

암 시험과 그 결과를 인간에 적용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45

동물실험으로는 예방 차원의 규정이나 인간과 환경에 대한 충분한 보호틀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비스페놀 A, 석면, 염

소 처리에 의한 부산물, 브롬화 방화제 등 수많은 사례가 동물실험의 완벽한 결과 도출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다 결국엔 위

험 평가 및 규제 적용이 지연되어 불필요한 유독물 피해를 야기한 예시입니다.

나노물질
Nanomaterials 

나노물질은 초소형의 세밀한 사이즈와 구조 때문에46 크기가 큰 입자들과 비교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나노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어떠한 물리적 환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의학적, 경제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이전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안전 사례의 위

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노물질을 첨가한 제품의 성장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관련 시장이 약 

251조 원에서 3,356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47 하지만 나노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시험평가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동물실험 방식으로 이미 사용되는 나노물질을 시험할 경우 약 2천 7백억 원 ~ 1조 3천억 원

의 비용과 34~53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48

2002년 국내에서는 나노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법안은 기술 개발과 연구에 중점을 두며 인간과 환경에 대

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조가 필요합니다.

2006년 유럽 과학 위원회 보고서 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tified Health Risks (SCENIHR)49 

에 따르면:

  "... 나노물질과 관련된 특성과 인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해와 데이터는 아직 많이 부족합

니다. 생태계와 인간을 위한 독성 및 환경 독성 분야도 만족할 만한 위해성 평가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물실험의 규제적 한계
Regulatory limitations of animal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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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행된 동물실험의 결과를 보면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Box 3). 동시에 이러한 동물

실험 데이터를 인간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50  OECD (2010). Series on the Safety of Manufactured Nanomaterials No. 27. List of Manufactured Nanomaterials and List of Endpoints for Phase 

One of the Sponsorship Programme for the Testing of Manufactured Nanomaterials: Revision. ENV/JM/MONO(2010)46.

51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2009). Scientific Opinion on the Potential Risks Arising from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ies on Food and 

Feed Safety. The EFSA Journal 958,1-39. 

52  Vandenberg LN, Chauhoud I, Heindel JJ, et al. (2010). Urinary, circulating and tissue biomonitoring studies indicate widespread exposure to 

bisphenol A.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8, 1055-1070.

53  Vandenberg LN, Maffini MV, Sonnenschein C, et al. (2009). Bisphenol A and the great divide: A review of controversies in the field of endocrine 

disruption. Endocrine Reviews 30, 75-95. 

54  Spearow JL, Barkley M (2001). Reassessment of models used to test xenobiotics for oestrogenic potency is overdue: Opinion. Humroduction 

16, 1027-1029.

55  Vandenberg LN, Maffini MV, Sonnenschein C, et al. (2009). Bisphenol A and the great divide: A review of controversies in the field of endocrine 

disruption. Endocrine Reviews 30, 75-95.

56  Bucher JR (2009). Bisphenol A: Where to now?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7, A96.

57  Hunt PA, Susiarjo M, Rubio C, et al. (2009). The bisphenol A experience: A primer for the analysis of environmental effects on mammalian 

reproduction. Biology of Reproduction 81, 807-813.

58  EFSA (2010). Scientific Opinion on Bisphenol A: Evaluation of a Study Investigating its Neurodevelopmental Toxicity, Review of Recent Scientific 

Literature on its Toxicity and Advice on the Danish Risk Assessment of Bisphenol A. EFSA Journal 8, 1829-1939.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 비스페놀 A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Bisphenol A 

1990년대 초기 조류, 어류 등 다른 야생생물 집단에서 발달단계 이상 현상을 보이며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2세대에서 나

타나는 행동 변형, 갑상선 문제, 생식계 이상 등 이러한 문제들은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된 동물에서 출생한 2세대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특정 화학물질들은 내분비계(endocrine) 시스템을 통해 독성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분비

계 장애 물질 endocrine disruptors’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깡통, 젖병, 크린랩 등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플라스틱 재질에 쓰이는 비스페놀 A는 생산량이 가장 많은 화학물질 중 하

나입니다. 이 생산과정 중 100톤 이상이 대기중으로 배출되며 90%이상의 인구가 비스페놀 A에 장기적으로 노출되고 있

습니다.52

2000년 이후로 비스페놀 A에 대해서만 천 건 이상의 동물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 해석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었습니

다. 독성 학자들은 대량의 시험물질 투여로 수행되어 얻어진 결과로 소량 투여시 예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상하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독성 효과를 보이지 않는 한계점 (threshold)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고, 안전한 저선량 (low-dose) 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또한 높은 투여량에 따라 

독성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53 

동물의 다양한 종에 따라 화학물에 대한 자극 반응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비스페놀 A가 설치류의 자궁에서는 비대 

증상 및 비정상 세포 증식과 점액 분비를 야기하지만 Sprague-Dawley 종 쥐에서는 강한 저항성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Fisher-344 종의 쥐는 굉장히 예민한 독성 반응을 보였습니다.54 이렇게 같은 설치류에서도 다양한 독성 반응이 보이는데 

인간에게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장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달 중인 태아와 갓 태어난 동물은 내분비교란 작용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수 세대에 걸쳐 시행되는 동물

실험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 안전을 위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 합니다.55

인간 노출 가능 경로에 대한 정보 부족은 그 독성 효과를 도출하는데 논란을 가중시킵니다.56 영수증 프린터기, 어린이 책, 

담배 필터와 같이 새로운 노출경로가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 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과 유럽 식품안전규제당국 (European Food Safety Authori-

ty-EFSA)의 비스페놀 A에 대한 2008년 보고서는 당시 알려진 인간의 노출 레벨은 안전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이 

결론은 이미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소수의 동물실험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FDA 와 EFSA에서 이

용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란은 수백 건 이상의 과학논문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57

2010년 EFSA는 인간에게 노출되는 비스페놀 A 의 농도는 여전히 안전하며 신경 행동과 관련된 독성 영향에 대해서는 알

려진 증거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58 하지만 2012년 EFSA는 새롭게 발견된 노출경로와 설치류 데이터 적용의 연관성에 

의문을 갖고 인간 위해성에 대한 전면 검토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스페놀 A에 대한 논란과 재분석은 그 안전성 평가와 

다른 화학물질 평가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확증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에 따르면 무수한 나노입자가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거나, 될 예정이며 이 나노물질을 담은 무수한 제품이 세

계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50 이 중에는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 섭취가 될 수 있고, 음식을 통해 전달되어 유독 효과

를 가져올 수 있으며, 피부에 노출될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노-clay gas barrier가 포함된 폴리에틸렌 재질의 맥주

병, antimicrobial nano-silver가 함유된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용기, nano-zinc oxide를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 음식포장

용 랩의 사용이 그 예입니다.51

나노물질은 인간과 환경에 안전함이 입증되어야 하지만 상황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시험

방법과 규정으로는 안전성 입증이 부족하지만 안전성 입증을 위한 나노입자의 특징과 형질은 아직 충분한 이해 단계가 아

닙니다. 나노물질의 개발은 주요 지원을 받는 기술 분야이지만 아직 허가받지 않은 물질들이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

으며 산업계에서는 나노를 이용한 제품 제조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기관은 과학적인 시험과 유해 평가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미확인 나노물질의 사용을 유예시키

고 안전성 평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실험 결과 보여진 나노물질 특성:

· 코에서 뇌까지 이동하여 영향을 줌

· 흡입시 폐에서 간, 신장, 임파선으로 전이

· 발암성 있는 유전자 변형을 야기

· 폐렴 유발

· 혈액과 뇌의 주요 단백질 모형 및 움직임 변형

· 생물 내 축적으로 잠재적으로 상위 먹이 사슬에 집중

· 미생물, 갑각류, 어류에 치명적인 독성 영향

Box 3.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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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성 시험

● 노출 과학과 위해성 평가 

● 발달된 기술을 이용한 안전성 시험의 이점

제 2 장

21세기 과학
모두를 위한 안전
 21st-CENTURY TESTING—SAFER FOR US ALL

59  Committee on Toxicity Testing and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gents,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7). Toxicity Testing in the 21st Centu-

ry: A Vision and a Strategy. ISBN: 978-0-309-10988-8.

60  Andersen ME, Al-Zoughool M, Croteau M, et al. (2010). The future of toxicity testing. Journal of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B 13, 

163-196.

2007년 미국 National Research Council (NRC)에서 발표한 보고서는59 안전성과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새로운 접근 방

법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NRC에 따르면 관례적인 동물실험에서 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시간 소비

가 많고, 많은 자원을 요구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많은 요건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NRC는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과학을 바탕으로 하며 인간과 연관성 있는 4가지 연구 기초를 제시합니다.:

1. 화학물질 특성: 화학물에 대한 논리와 물질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여 위해성 예측

2. 시험물질이 인간 세포 내 또는 세포 간의 주요 생화학적 경로에 끼치는 영향을 효율적이며
   최첨단의 시험 기술(high-throughput, state-of-the-art, human cell-based methods)을 이용하여 분석

3. 불명확한 독성 대사를 밝히기 위한 심도 깊은 targeted 테스트

4.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하여 화학물질 투여량과 그에 따른 영향 정도를 파악 및 위해성 평가

생화학 경로의 주요 기능은 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세포 사이의 흐름과 변화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로

가 독성 화학물질의 방해를 받으면 몸 전체에 역효과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분자와 세포 단계에서 독성을 평가 하

는 것의 장점은 동물모델이 아닌 인간의 세포 연구를 가능케 하여 종의 차이점에서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 입니다. 

NRC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in vitro와 같은 시험 방법을 이용한 새로운 연구는 과학을 기초로 한 

독성학의 발전을 돕고, 효율적인 비용으로 시험 가능한 화학물질의 수도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고

효능의 자동화 스크리닝 테스트는 제약회사가 하루에 십만 개 이상의 물질을 스크리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60 이 기

술 방법은 안전성 시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NRC 비전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시험 연구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감소시키고 효율성과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

다. 이는 규제단계에서 정책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동물실험을 전면 없애는 것을 최

종 목표로 하며, 이에 도달하는 과정 중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합니다.

위험 물질을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선 신뢰도 있는 시험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연구자는 해당 물질의 출처, 경로, 

개인 또는 집단에의 노출 단계에 대한 파악도 가능해야 합니다. 위해성 확인, 용량 반응 관계, 노출 간의 상호작용은 위해

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행정적인 규정은 비용 편익 (costs and benefits)을 고려하여 물질의 허가, 규제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중요성과 효

과가 높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감안할 수 있겠지만, 화학원료와 화장품에 대한 피해 발생은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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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emical characterisation

구조 활성 상관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 QSARs 같은 모델은 인간과 자연이 받는 독성 효과에 대해 

빠른 스크리닝과, 세포 조직의 용해도와 같은 분자의 특성 등 관련된 정보의 획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단기 독성 시험을 예로 들면 어류와 다른 수중 생물에 대한 QSAR 모델이 이미 이용되고 있습니다.

OECD는 정부기관과 산업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화학물의 작용 모드를 예측하고 관련 있는 구조와 특성을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안내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EpiSuite 모델의 경우에는 화학물질이 어류에 끼치

는 일반적인 (non-specific) 독성 효과를 예측을 할 수 있는 QSAR를 포함합니다. 이는 OECD application toolbox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캐나다 물질 목록 (Canadian Domestic Substances List)의 화학물질을 대량 스크리닝 하는데 사용되

거나, 미국 환경 보호청 (E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의해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61

2. Effects on biochemical pathways

그 다음 단계로는 고효율 생물학적 스크리닝 시험방법 high-throughput biological screening test 적용입니다. 이는 주

로 효소, 수용기, 기능성 단백질과 같은 세포 이하 단계의 구성 요소를 이용한 로봇 자동화 기술 또는 인간 세포를 이용

한 시험관 배양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루에 수천 개의 화학물질을 다양한 농도에서 스크린 하는 것을 가능케 하

며 이러한 정보는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이오케미컬 이동 경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

니다. 고효율 high-throughoutput 시험방법은 돌연변이와 발암성, 면역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평가하는데 사용

되고 있습니다.62

우측 표 1에서는 NRC에서 제안하는 안전 시험에 대한 신新과학을 바탕으로 분자생물학, 화학,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혁명적인 기술을 소개합니다.

독성 유전체학은63 화학물 노출로 인한 유전자의 변형 패턴과 단백질의 활동을 밝힘으로써 세포 단계에서의 독성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바이올로지 (Systems biology)는 세포와 분자 정보를 결합하여 복잡한 생물학적 시스템 기능을 이해하는 컴퓨터 기술입니다. 이는 새

로운 데이터를 이해하고, 화학물질과 세포 유전자 및 단백질 변형 관계, 화학 노출로 인한 인간과 환경 질병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이용됩니다.

미국 ToxCast Programme에서 소개하는 것과 같이 많은 세포 경로가 이미 지도화되었고, 주요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성 시험: state-of-the-art tools
Safety testing: state-of-the-art tools

61  Ankley GT, Bennett RS, Erickson RJ, et al. (2010). Adverse outcome pathways: A conceptual framework to support ecotoxicology research and 

risk assessment.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 29, 730-741.

62  Andersen ME, Al-Zoughool M, Croteau M, et al. (2010). The future of toxicity testing. Journal of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Health B 13, 

163-196. 63 Toxicogenomics integrates modern genetic techniques into toxicology, studying the effects of chemicals on all the genes in cells.

시험 정의 이용분야

구조 활성 상관 QSARs 및 관련 컴퓨터 시험 방법 화학 분자의 특성과 구조, 세포 단계에

서의 반응 정보 생성에 바탕을 둔 예

측 독성을 위한 컴퓨터 모델 및 데이

터베이스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화학물을 분석, 우선순위를 매기

는데 신속하며 비용 면에서 효율적

분자 및 세포 단계의 기술 

예) Biochemical assays, laser cytometry를 이용한 

fluorescence techniques, high-content cell imag-

ing, electronic sensing of cell activities, receptor 

binding assays, reporter gene assays

다양한 세포 경로 (예: 에스트로겐 수용

체를 통한 내분비계 신호)와 세포 종말점 

(예: cell stress, 구조 변화, 세포독성, 

세포증식)을 측정하는 분석 방법

인간의 효소, 수용체, 이온 통로, 시험관 

세포를 이용한 고효율 분석, 배아 독성, 

발암성 등의 독성을 야기하는 생화학적 

경로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파악

Toxicogenomic tools for transcriptomics (e.g., 

DNA microarray techniques), proteomics and 

metabolomics (using mass spectrometry and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ry)

독성 화학물질이 야기하는 유전자 움직

임, 단백질 생산, 대사작용과 관련된 세

포의 전체적인 패턴 파악. 화학물질 영향

에 대한 fingerprint를 제공

잠재적으로 유해성을 가진 화학물질 스

크리닝. 세포 경로와 독성 메커니즘 이

해. 독성과 노출의 생물지표 (biomark-

er) 파악

시험관 모델(예: 효소 및 간세포 연구를 위한 in vitro 

metabolism) 

3D 세포배양

심도 있는 독성 효과 연구를 위한 

in vitro 기술. 단기 동물실험이 요구될 

가능성 있음. 3D tissue spheroids(예: 

심장세포)는 좀 더 복잡한 세포배양 방법

불확실한 요소를 파악하거나 물질의 대

사 작용 데이터 획득이 필요할 시 in-

depth 또는 targeted 시험 수행

Systems biology

시스템 바이올로지

분자와 세포 경로, 화학물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기

술을 이용한 방법

세포에 기반을 둔 화학물 또는 약물에 대

한 용량 반응을 이해. 분자, 세포단위의 

데이터를 생리학적 분석

생리학적 체내 동태 모델

(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s PBPK) 

및 유사 컴퓨터 모델

Human parameters 와 세포 데이터를 

이용하여 물질의 체내 동태 (흡수, 분포, 

대사, 분비) 예측

ADME (흡수, 분포, 대사, 분비) 독성 예

측. 개체 및 life-stage에 따른 변이 예

측.

Table1. State-of-the-art in vitro and computational safety testing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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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Judson RS, Houck KA, Kavlock RJ, et al. (2010). In vitro screening of environmental chemicals for targeted testing prioritization: The ToxCast project.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8, 485-492.

65 Reif DM, Martin MT, Tan SW, et al. (2010). Endocrine profiling and prioritization of environmental chemicals using ToxCast data.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8, 1714-1720.

66  Judson RS, Martin MT, Reif DM, et al. (2010). Analysis of eight oil spill dispersants using rapid, in vitro tests for endocrine and other biological activity.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44, 5979-5985.

사례연구: 화학물 스크리닝을 위한 톡스캐스트 (ToxCast)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톡스캐스트 (ToxCast) 프로그램은 효율적인 비용으로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을 시험하기 위해 

우선 순위를 스크리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64 

톡스캐스트 (ToxCast)의 1단계로 300개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으며, 컴퓨터와 in vitro 스크리닝을 통

해 약 500개의 생물학적 매개 변수 (biological parameters)를 포함한 각 화학물질에 대한 활동 정보가 모아졌습니다.

2010년에 시작된 톡스캐스트의 제2단계에서는 산업, 소비품, 음식 첨가, 약물에 쓰이는 화학물질 700가지를 추가로 스

크리닝 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톡스캐스트(ToxCast)는 화학 독성 데이터를 분석·통합하여 수치로 등급을 매기는 통계 및 컴퓨터 모델을 개발하

고 있습니다. 

각 화학물질에 대한 등급과 노출 정도는 심층 테스트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됩니다.

과학자들은 내분비 교란과 관련 있는 300개의 화학물질을 밝혀냈으며 활동량에 따라 순위를 매겼습니다.65 Toxicolog-

ical Priority Index (ToxPi)는 여러 시험 결과를 통합하여 각 화학물질의 잠재적인 내분비 작용을 등급화, 가시화합니다.

이 ToxPi (Toxicological Priority Index)는 화학 위험요소를 파이 차트 형식으로 구성하여 차트의 각 파이가 개별 화학 정

보를 나타냅니다. 개별 파이는 그룹별로 이루어진 in vitro 테스트 (녹색), 화학물 특성 (노란색), 생물학적 경로 (파랑)에 따

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이차트 중앙부에서 떨어진 거리의 정도는 ‘strength’ 또는 각 화학물질 작용의 효능 정

도를 나타냅니다. Figure 1을 예로 들면, 비스페놀 A에 대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나타내는 밝은 녹색 파

이는 테부티우론 (tebuthiuron)이 나타내는 노란색 파이보다 중간에서부터 분포된 부분이 더 넓습니다. 이는 비스페놀 A 

가 데부티우론보다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독성 영향을 더 크게 미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Figure 1. 화학물질의 잠재적 독성정도를 시각화 한 ToxPi 다이어그램

ToxCast의 실용성은 이미 실제 상황에서 쓰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멕시코만의 기름유출 사고시 ToxCast가 활용

되었는데, 기름막을 분산시키기 위해 수백만 리터의 화학 분산제가 사용되었고, 여기에는 주로 계면 활성제 surfactants 

와 용제 solvents가 포함되며 이 물질들에 대한 안전성 정보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ToxCast high-throughput in vitro 방법으로 이렇게 복잡한 화학 혼합물이 세포에 대한 내분비 활동과 독성 작용

에 따른 시험과 등급 선정을 한 달 안에 수행하였고, 동물실험으로는 혼합 화학물에 대해 이렇게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결과를 생산하기 어렵습니다.66

사례연구: 새로운 시험 개발과 심장 안전을 위한 신약 

1998-2008년 사이, 히스마날 Hismanal 과 Seldane (항히스타민제), Posicar (고혈압제), Propulsid (위장약)이 심장과 

관련된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회수되었습니다.67

이 부작용은 심장 근육 세포를 통과하는 칼륨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세포막을 약물이 차단하면서 생기는 심장 근육의 전

기적 활동이 방해를 받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칼륨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유전자는 hERG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에서 이온 통로를 측정하는 방법은 세포배양 방식으로 신약이 hERG 활동에 어떤 독성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신약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이용되어 위험성을 잠재하는 약물 분자를 제거하는데 적용

됩니다.

2004년 이 새로운 in vitro 기술은 공식적으로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

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에 인정되어 2008년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후 더 개선되어 high throughouput format에서 사용이 되며 동시에 QSAR 시스템

은 더 이른 단계에서의 독성 효과를 밝히는데 이용 될 수 있습니다.68

이 새로운 시험기술 방법은 동물의 희생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임상 연구 단계에서 피험자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3. Targeted testing

NRC는 독성 물질의 영향을 받은 바이오케미컬 이동 경로에 대한 이해는 ‘Targeted testing’으로 보완이 된다고 보고 있

습니다. Targeted testing은 독성 경로의 불확실성을 명확히 밝히거나 물질이 대사 과정에서 독성을 띄는지 판독을 가능

하게 합니다.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의 높은 실패율 때문에 새로운 시험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 후보를 선별하기 위해 초

기 단계에서 실패율이 높은 물질을 제거시키는 ‘early warning’ 테스트 개발에 상당한 노력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수년

이 걸리는 개발과정에서의 실패율이나 출시 후 시장에서 회수될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ICH(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 가이드라인은 광범위한 독성 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심혈관 안전성이 그 

주요 예시입니다. 과거에는 심혈관 손상이 설치류, 개, 영장류, 돼지를 이용한 신약개발의 후기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평가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례연구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난 10여 년간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심장의 전도 추

이에 따라 신약물질이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스크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Dose-response modelling

안전 평가의 중요한 요소는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 시험대상이 받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동물실험은 보통 낮은 투

여량에서 무감각(insensitive) 반응을 보이거나 시험 결과 해석의 오역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바이올로지 computational systems biology는 새로운 시험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이용됩니다. 화학물질 

용량에 따라 세포 경로와 연결해 다양한 용량에 따른 독성 효과를 예측함으로 써 중요한 독성 한계점 threshold 을 제공

합니다.

Physiologically-based pharmacokinetic (PBPK)는 신약개발뿐만 아니라 최근 규제 독성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나이며,69 용량에 따라 신체에서 일어나는 ADME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를 예

측합니다.

동물이 아닌 인간을 기본으로 하는 PBPK 모델은 종의 차이점에서 오는 오류를 방지하며 동물실험으로는 밝혀내지 못하

는 개인별, 발달 단계에 따른 민감성의 변수를 예측하는데 도움줍니다.

기능적인 PBPK 모델은 유전자 기능의 이해와 in vitro 시스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높은 

신뢰도로 가상 인간 모델을 이용한 ADME 측정 평가가 가능합니다.70

67 MacDonald JS, Robertson RT (2009). Toxicity testing in the 21st century: A view from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oxicological Sciences 110, 40-46.

68  Raschi E, Ceccarini L, De Ponti F, et al. (2009). hERG-related drug toxicity and models for predicting hERG liability and QT prolongation. Expert Opinion in Drug Metabolism and Toxicology 5, 1005-1021.

69 Bois FY, Jamei M, Clewell HJ (2010). PBPK modelling of inter-individual variability in the pharmacokinetics of environmental chemicals. Toxicology 278, 256-267.

70 Jamei M , Marciniak S, Feng K (2009). The Simcyp® population-based ADME simulator. Expert Opinion in Drug Metabolism and Toxicology 5, 211-223.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 Kavlock (2010). ToxCast & Tox21: Providing high-throughput decision sup-
port tools for chemical risk management. In: AXLR8 Consortium – Alternative Testing Strategies – Progress 
Report 2010. Replacing, reducing and refining use of animals in research. Eds. Seidle T, Spielmann H, Kral V, 
Schoeters G, Rowan A, McIvo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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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노출과 저용량 노출 시나리오에 대하여 

    실제 상황에서 예상되는 결과와 가장 근접한 연구 가능

·   태아와 아동에 대하여 더 정확한 독성 예측이 가능하며 

개개인별 또는 성장기에 따른 민감도 측정 가능

·  최신의 시험관 시험 기술은 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 가능

·   시험에 의해 야기되는 동물의 고통과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동물 사용을 없애는데 기여할 것

으로 전망

·   불확실한 요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증거에 기반을 둔 

위해성 평가 가능

·  새로운 기술은 화학물질과 약 물질이 동물이 아닌 인간에 

직접 끼치는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종 사이에서 야기되는 

과학적 오류를 제거

·  검증이 더 필요하지만 연구되지 않았던 화학물질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험

·  High-throughput 방식으로 내분비 장애 물질을 포함한 

대부분의 독성 화학물 위험도의 우선순위

·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른 독성을 가진 화학물을 세부 비교

하여 가장 독성이 적은 물질을 판별

·  혼합 화학물질 시험 가능

Box 4. 

21세기 안전성 

연구 개발의 

장점

시험관 테스트와 컴퓨터 분석을 이용한 데이터가 축적 됨에 따라 유전자, 단백질, 독성 경로,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NRC는 연구 시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인구집단과 개인별 노출 데이터의 생성과 

사용을 권유합니다.

기존 안전성 평가는 노출 과학 exposure science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특히 복잡한 인간 건강 위협 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선 화학적 위험, 민감성, 노출 상황의 특성이 파악되어야 하며 최첨단 노출 과학 state-of-the-art exposure science

은 개인과 인구 집단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고 건강과 관련된 규정 결정에 필수입니다.71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 배출, 분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인간의 주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안전성 시험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함께 노출 데이터 exposure data는 실제 상황에서 특정 화학물질이 노출 될 시 어떤 

주요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 하는데 사용 됩니다. 만약 환경화학물이 바이오 모니터링 bio mornitoring시 측정되는 농도

와 유사하게 생화학적인 세포 경로 biochemical cellular pathways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화학물은 규제를 위해 우선순

위로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화학물에 대한 노출정보가 알려지면서 인간 건강과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예측하는데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평가 방법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Threshold of Toxi-

cological Concern (TTC) 입니다.72 TTC는 측정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용량의 화학물이 인간과 환경에 주는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TTC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화학물질에 적용 되어 특정 한 화학물에 대한 신뢰있는 독성 데이터가 성립되면,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조가 비슷한 다른 화학물의 독성을 추론합니다. 그리고 이 화학물이 환경이나 인간에게 직접적 노출시 시나

리오를 평가하고, 이 노출정도가 TTC보다 낮으면 그 위험성이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TTC는 이미 음식물, 맛을 내

는 화학물, 약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중한 TTC의 적용은 불필요한 안전성 시험의 수를 줄이

고, 위험이 큰 화학물질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노출 과학 exposure science의 발전으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빠르고 효율적인 비용의 최신식 

state-of-the-art 기술로 화학물 노출 평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시험에서도 발전된 컴퓨터 기술과, 생물학적인

biological 기술과 같은 방법의 활용이 포함됩니다.

노출 과학과 컴퓨터 기술 이용:

·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노출, 위험성, 질병의 연관성 연구 

·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에서 새로운 정보 추출

· 노출 데이터를 안전성 시험 결과와 연관시켜 새로운 연구 방법의 유효성 검증 

· 부족한 노출 정보 규명

·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성 모델 확립

· 분자와 세포실험을 통해 인간 독성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 노출의 정도를 파악 

· 자연에서 화학물질이 어떻게 분산하고 변형하는지 예측

생명공학은 인간, 야생 생물, 자연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파악하고 인간이 받는 영향

을 이해하는데 이용됩니다. 노출이나 독성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신호 biological signal를 측정하는 생물지표 biomarker

식별 연구는 인간, 식물, 동물이 화학물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판별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연구합니

다. 인간의 경우 잘 알려진 생물지표 biomarker로는 소변, 혈액, 호흡에서의 화학 대사물질, 유전자 활성 변형, DNA 손

상이 있습니다.

노출과학과 위해성 평가
Exposure science and risk assessment

71 Hubal EA (2009). Biologically relevant exposure science for 21st century toxicity testing. Toxicological Sciences 111, 226- 232.

72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Products (SCCP) – Scientific Committee on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SCHER) – 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tified Health Risks 

(SCENIHR) (2008). Preliminary report on the Use of the 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 (TTC) Approach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Chemical Substances. http://ec.europa.eu/health/

ph_risk/committees/documents/sc_o_001.pdf

사례연구: NexGen - 위해성 평가의 진화

안전성 시험분야에 전반적인 변화가 생기며, 위험성 평가도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점검 단계를 거치면서 REACH(Regul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riction of Chemicals)와 같은 규정의 확대로 규제 평가를 위한 새로운 시험 데이터가 생

성될 것입니다.

차세대 위해성 평가 발전 Advancing the Next Generation of Risk Assessment (NexGen)은 미국 정부에서 효율적인 비

용과 시간으로 새로운 안전성 테스트와 노출 데이터에서 얻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더 엄격한 화학물 위해성 평가 시스템 마련

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협동 연구 과제는 새로운 안전성 연구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 모색을 목

적으로 합니다.74

NexGen 은 현재 화학물 노출이 인간에게 미치는 세 가지 부작용 분야에 대한 위해성 평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염소와 오존에 의해 생기는 폐손상과 관련된 호흡기 질환

·  비스페놀 A와 과염소산염에 의한 내분비 장애, 태아와 어린이에게 미치는 생식 장애와 발달 단계에서의 신경독성

·  다륜성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에 노출과 발암성

NexGen은 이 세 분야에서 세포와 분자 시험에 기반을 두어 인체에 대한 위험성과 이미 존재하는 동물실험 데이터를 이용하

여 새로운 안전성 데이터의 유효성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는 건강 연구에 있어 세 단계에 걸쳐 새로운 평가를 위한 패러다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1단계

는 high througput 방식과 QSAR를 이용하여 수천 가지의 대량 화학물에 대한 데이터를 생산, 2단계는 targeted testing으로 

화학물에 대한 추가 데이터 생성, 3단계는 유해성이 가장 높고 노출경로가 포괄적인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로 나뉘어집니다.

73  Fry RC, Navasumrit P, Valiathan C, et al. (2007). Activation of inflammation/NF-kappaB signaling in infants born to arsenic-exposed mothers. PLoS 

Genetics 3, e207. 

74 Website http://www.epa.gov/risk/nexgen/docs/NexGen-Program-Synopsis.pdf

발달된 기술을 이용한 안전성 시험 이점
The benefits of advanced safety testing

Box 4는 관습적인 동물실험 방법과 비교하여 안전성 실험을 위한 현대 기술의 이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점을 이루기 위해

서는 산업계, 관련 분야의 복합적인 협력과 투자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출 과학의 연구사례 중 한 가지로 임신 중 여러 농도의 비소에 노출된 산모에게서 태어난 태아가 받는 영향이 있습니다.73 발

전된 유전자 기술과 컴퓨터 모델을 결합한 방법으로 탯줄에서 채취된 혈액을 이용하여 비소에 노출된 산모가 출산을 할 시 태

어난 아기의 유전자 활성 패턴이 변형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유전자 활성 패턴은 초기 발달 단계에서 신뢰도가 높은 생물

지표 biomarker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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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Sriram S, Steiner I (2005). Experimental allergic encephalomyelitis: A misleading model of Multiple Sclerosis. Annals of Neurology 58, 939-945.

79  European Union Joint Programme on Neurodegenerative Disease Research (2011). Basic Research Workshop, Madrid, Final Report. http:// 

www.neurodegenerationresearch.eu

80 Buckland GL (2011). Harnessing opportunities in non-animal asthma research for a 21st-century science, Drug Discovery Today 16, 914-927.

81 O’Collins VE, Macleod MR, Donnan GA, et al. (2006) 1,026 experimental treatments in acute stroke. Annals of Neurology 59, 467-477.

82 Benatar M (2007). Lost in translation: treatment trials in the SOD1 mouse and in human ALS. Neurobiology of Disease 26, 1-13.

인간의 질병을 설치류, 토끼, 영장류에 인위로 만든 질환 모델을 연구하는 것은 과학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성 시험의 경우 인간과 설치류 질병에 대한 민감성 및 증상 반응에 있어 종의 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다양한 경화증에 대한 연구는 독성 단백질이 투여된 동물로 실험적 자가면역성 뇌수막염/척수염(experimental 

autoimmune encephalomyelitis)이라 알려진 증상을 만들어 냅니다. EAE 동물모델은 그 증상이 동물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경화증에 대한 세포 과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없습니

다. 결과적으로 동물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치료제를 인간에 적용할 시 99% 실패율을 나타냅니다.78

인간의 질병에 대한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질병을 재현한 동물 모델을 사용한 연구는 그 신뢰도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유전자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영향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질병이지만 유전

자가 조작된 마우스 모델이 시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주로 사용되는 4가지 약물은 일시적으로 그 

증상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것도 약 50%의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마우스 모델에는 

성공적인 치료 효과를 보였지만 인간에게 그 효능을 보인 치료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연합의 합동 연구 프로그램 - 신경 퇴행성 질병 연구 Neurodegenerative Disease Research에 따르면79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개발하는데 주요 실패 원인이 동물모델에서 오는 예측의 한계와 불확실한 재현성이라고 꼽습니다. 인간 질병

에 대한 심도 깊은 원인 규명과 이해는 마우스에 초점을 맞춘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연구시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은 치료시 나타나는 증상과 반응이 실제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반응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식을 겪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명이지만 지난 50년간 두 개의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천식 연구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설치류이지만 이 동물 ‘모델’은 인간에게서 보이는 천식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다.80 이

는 현 동물실험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변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주요 인간질병에 대해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뇌졸중 치료와 관련된 천 가지 이상의 신약 후보가 동물에 실험 되었

지만 이 중 단 한 가지만 인간에게 효과가 있다고 검증 되었습니다.81

동물을 이용한 운동신경 질환 (motor neuron disease, 500명 중 1명이 앓는 치명적인 마비 증상을 보이는 질병) 연구에

서는 많은 후보 물질들이 설치류 대상으로는 희망적인 치료의 효과를 보였지만 이 중 인간에게 효과를 보인 것은 한 가

지도 없습니다.82

인간질병을 재현한 동물모델에 과다 의존하는 연구는 의학의 진전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단계의 환자 또는 

시험 대상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동물질환 모델의 문제점
Outdated animal ‘models’ of disease

보건의료 연구는 인간 질병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료 방안을 찾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상당의 연구가 유전자 조작 또는 화학물질을 인공으

로 투여하여 인간의 질병과 유사한 동물 ‘질병모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세기 동안 극소수의 신약만이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75 한 

가지 신약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약 1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며,76 10~13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약 92%의 신약 후보가 인간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독성 반응을 보이거나 충분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아 실패합니다.77 이로 인해 경제적이고 자원낭비에 대한 문제

를 떠나 인간의 질병 치료가 무기한 연장되고 있습니다.

안전성 시험에 대한 눈에 띄는 과학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질병 연구와 신약개발이 과거 컨셉과 방법에 의존하여 실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스 연구에서도 변

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동물실험에서 벗어나 인간 질병 경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휴먼 바이올로지 human biology 기반의 in vitro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고 유전

자, 단백지, 세포, 조직 단계에서 질병의 경로와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질병 경로의 파악은 왜, 어떻게 인간이 질병에 걸리는지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

공합니다. 전략적인 연구 방법의 전환은 기본적인 헬스 연구뿐 아니라 신약 개발과 발전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75  Kaitin KI, DiMasi JA (2011). Pharmaceutical innovation in the 21st century: new drug approvals in the first decade, 2000- 2009. Clinical Pharmacology & Therapeutics 89, 183-188.

76 Munos B (2009). Lessons from 60 years of pharmaceutical innovation.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8, 959-968.

77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4). Innovation and Stagnation: Challenge and Opportunity on the Critical Path to New Medical Products. http://www.fda.gov/ScienceResearch/SpecialTopics/

CriticalPathInitiative/ucm07668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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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Brennand KJ, Simone A, Tran N, et al. (2012). Modeling psychiatric disorders at the cellular and network levels. Molecular Psychiatry. Apr 3. 

doi: 10.1038/mp.2012.20.

안전성 시험에서의 새로운 개념의 평가 접근이 시도되며 건강 연구와 신약개발에서도 동물모델이 아닌 인간 질병 경로 연

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성 경로에 대한 이해 없이 동물이 보이는 독성 반응에 의존한 안전성 시험이 과학

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가운데 질병 연구도 인위로 질환 증상을 보이도록 만든 동물모델의 사용에서 벗어나 신체 내 

질병 경로를 밝히는데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모여져야 합니다.

유전자, 단백질, 세포에 기반을 둔 질병 경로 연구는 시험관 세포 및 조직, 분자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치

료 기회의 발견뿐 아니라 질병의 원인과 증상을 이해하는데 도움됩니다. 한 가지 예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간의 신경

세포 배양을 통한 정신분열(schizophrenia) 질환 연구는 이전 동물실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질병 경로와 새로운 

가능성 있는 신약물질을 감별해 내었습니다.83 새로운 분자 단계의 발견 또는 생물지표 biomarkers 의 확인은 질병 초기 

단계의 증상뿐 아니라 임상 단계에서도 안전한 신약 테스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스템 바이올로지 systems biology는 생리학적 단계, 신체 전체 조직 단계에서의 복잡한 데

이터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이미징, 유전자 분석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함께 더 유용

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컴퓨터 모델 기술의 활용은 신약 대사 작용과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

기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약업계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디자인된 치료 방안 연구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가 어떻게 환자 개인마다 특성에 맞는 약물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보건 분야에서도 

휴먼 바이올로지와 세포 단계 질병 경로에 초점을 맞춘 연구 전환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접근 방법
The 21st-century approach

84  Chapman K, Pullen N, Coney L, et al. (2009). Preclinical development of monoclonal antibodies: 

 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non-human primates. MAbs 1, 505-516.

85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27

86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all&nid=181928

87 Langley G, Farnaud S (2010). Microdosing: safer clinical trials and fewer animal tests. Bioanalysis 2, 393-395.

소비자, 노동자, 환경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안전성 시험과 연구를 새로운 비전으로 바라볼 필

요가 있습니다. 높은 비용과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내포하는 과거의 시험방법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 개

발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제약 biopharmaceutical 분야에서 특히 동물실험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이 된 세포나 박

테리아와 같은 물질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바이오제약은 암, 당뇨, 각종 경화증, 알츠하이머와 같은 심각한 질병을 치료

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 해외 바이오제약 시장은 약 119조 원을 기록했으며 2016에는 이 규모가 약 24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발전하는 연구 기술은 인간에 재현성이 높은 방법으로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신약을 위해 증가하는 영장류를 이용한 시험에 대한 윤리적인 논란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84

동물실험으로 바이오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특별화된 단백질은 종에 따른 민감

성 반응이 굉장히 다르며 동물에서는 안전하고 효능을 보인 약품도 인간에서는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영

장류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임상시험 단계에서 그 한계점으로 시험대상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영장류를 사용한 실

험 자체에 대한 윤리적인 딜레마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TGN1412는 단일클론항체 약품으로 cynomolgus 원숭이 종을 이용하여 보통보다 500배 이상의 용량이 투여되는 시험

등 대규모의 동물실험 후 2006년 영국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서 TGN1412는 절망에 가까운 역

효과를 보였고 6명의 시험 대상자가 복합 장기 이상 등 부작용 증상을 보였습니다.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 연구가 지속적

으로 집중된다면 TGN1412와 같은 사례는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국내 주요 제약회사들은 신약개발 단계에 있어 임상시험 전 연구를 중지하거나 실패하는 사례를 보였습니

다.85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신약 연구 실패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요 실

패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독성 물질의 효과적 스크리닝 실패로 여겨지며86 바이오제약 연구에 있어 새로운 과학기

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87

기술의발달: 안전한의학연구를위한지원
Advanced techniques: supporting safe medical innovation

건강 연구 분야의 새로운 전략은 오래된 동물모델을 대체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새로운 투자를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복지를 위한 윤리적인 목적이 아닌 휴먼 바이올로지의 발전과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이용한 더 나은 인간 질병 규명

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시험 분야에서 국내 각계 전문가(면역계, 신경계, 암연구 등)가 함께 모여 분자, 세포, 유전자, 컴퓨터 모델 등 비동

물 시험 개발을 위한 연구 전략을 세우기 위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 분야별 로드맵과 학계 내·외 연구 

전문가들을 위한 정부의 보조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전략과 투자
Strategy an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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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안전성 시험과
보건의료 연구 지원
 SUPPORTING THE NEXT STEPS IN 21st

-CENTURY SAFETY TESTING AND HEALTH RESEARCH

88  European Commission (2011). Proposal for a Council Decision establishing the Specific Programme Implementing Horizon 2020 - The Frame-

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4-2020). Brussels, 30.11.2011. COM(2011) 811 final. 2011/0402 (CNS).

89   http://www.mfds.go.kr/index.do?x=0&searchkey=title:contents&mid=675&searchword=대체&y=0&division=&pageNo=1&seq=27337&cmd=v

9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18011016

91  European Commission (2012),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animal testing and 

marketing ban and on the state of play in relation to alternative methods in the field of cosmetics, COM(2013) 135 final.

유럽에서 차세대 발전을 위해 진행 중인 프로그램 Horizon 2020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 시험과 헬스 연구를 위한 새로운 in vitro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연구 개발의 중요

성을 강조합니다.88

동물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까지 -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지난 몇 년간 비동물 시험 분야

에서 여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 한국동물대체시험법 검증센터 KoCVM의 설립 이후 2011년 비동물 시험 방법 

검증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인 ICTAM(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lternative Test Methods)에 가입하였으며, 2013

년에는 화장품 분야에서 대체시험 개발을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동물대체기술 개발연구 사업단’ Center of Alterna-

tive Methods for Safety Evaluation of Cosmetics (CAMSEC)이 구성되었습니다. 2015년 4월 CAMSEC은 화장품 원

료에 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현재 OECD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89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개발하고 알리기 위해 갈 길은 멉니다. 2013년 국내에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의 동

물실험실이라는 타이틀로, 아비슨 생명 연구소가 서울에 오픈을 하여 비판을 받은 반면에90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백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연구와 시험방법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규정이 통과하며 비동물 시험 개발 분야의 R&D 투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예가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단계적인 금지입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화장품 동물실험 제조, 수입, 판매 금지와 

화장품 대체시험 개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금지는 대체시험방법 개발에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을 넘어 화장품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계에도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 피부를 재현한 모델과 같이 화장품 분야에서 개발된 시험방법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이용이 되며 대체시험방법에 대한 관심이 유럽연합 외의 국가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 금지 규정에 대한 개정은 이전에 유래에 없던 사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업 협회, 

 관심있는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동물실험 대체를 위한 유럽연합 파트너쉽' 

 European Partnership on Alternative Appraoches to Animal Testing (EPAA)이 

 형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증된 새로운 대체시험방법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91

국내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 규제를 위해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이것이 유럽과 같이 대체시험의 활성화 

및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연구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화장

품법 개정발의안의 통과는 국내 과학자와 연구기관의 발전을 돕는 정책적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2010-2014년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네셔널 HSI는 유럽연합 합동 프로젝트인 “AXLR8” (www.axlr8.eu)의 구성 및 공

동연구에 참여했습니다. AXLR8은 이 대체시험에 대한 다양한 국제 워크숍 자리를 마련하고, 유럽 리서치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에서 예산 확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3천만 유로 규모의 EUToxRisk21 프로젝트

에 예산을 확정하며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안전성, 위험성 평가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독성 시험을 위한 협력이 기

대됩니다. 국내 정부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초점을 둔 (Human-specific) 시험 방법 개발에 관심을 높여 관련 산업

계의 투자와 참여가 높아지도록 할 것을 권합니다.

전략적 방향과 예산
Strategic direction and visionary funding

독성 학자, 정부규제 기관, 정치가, 시민단체가 함게 모여 화학물질과 제약에서의 안전성을 개선, 발달하기 위한 국제적

인 노력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은 이전에 없던 사례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연구 기술을 이용한 인간 질병 경

로 이해를 위해 비동물 시험 발달을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 복합적인 노력이 신약개발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인간의 질병이 어떻게, 왜 발생하는지 의문을 풀어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는 과학 연구, 기존 안전성, 위해성 시험 방법의 한계, 인간 질병 규명을 위한 장벽, 동물실험에 대

한 윤리적 이슈, 최근 기술을 적용한 과학적 접근 - 이 이유들이 함께 인간과 환경 안전을 위한 비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략적 방향, 예산 투자, 정부의 협조, 다양한 산업분야와 전문가를 포함한 과학적 발전이 뒷받침되

어야 하며 국내 규제 기관과 정부의 협력과 조화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안전성 시험의 발전에 있어 규제 기관의 협력과 노력은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위해성 평가 전문가들은 고용량에 노출되

어 실험된 동물에서 독성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 세포 경로와 노출 연구에서부터 데이터를 통합하는 새

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과학적이고, 신뢰도 있으며 예측 가능한 정보는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강

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투명성, 전문 용어의 정의, 근거 자료, 유연성, 원활한 소통은 모두 위해성 평가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국내에서도 한국 

중심의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갈 수 있는 규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독성과 헬스 연구의 비전을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그만큼 기대가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변

화는 동물을 이용한 연구가 가져오는 한계에서 나아가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고, 한국 국민과 자연을 

위해 더 건강한 앞날을 위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변화
Regulatory support and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