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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명공학(Biotechnology)은 살아있는 생물체를 대상으로 제품을 만드는 첨단과학으로 21세기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인류가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할 기술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의 우수성

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생물체인 LMO가 환경 및 인체에 초래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를 사전에 관리·예방하기 위해「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

고, 2008년 1월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그러나 LMO법률 3조에서 적용 예외대상으로 정해

진 “인체용의약품”의 위해성 평가 규정 마련과 LMO법률 4조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

복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있어 의약품제조용 LMO의 약사관계 법률 규정보완 작업이 요구되

었다. 의약품의 위해성 평가에는 노출시 인간의 건강상의 영향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위해성평가와 환경 또는 생태계

에 대한 영항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위해성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의약품은 인체의 적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충분히

인체위해성을 평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범위를 환경위해성으로 제한하였다. 연구내용은 첫째, 의약품제조용 LMO인

재조합의약품의 국내생산현황과 환경방출가능성이 있는 유전자치료제의 국내임상현황, 의약품제조용 형질전환 동, 식

물의 개발현황을 조사하여 규정적용대상의 규모 파악 및 미래수요를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방출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치료제는 다른나라 임상시험 승인절차시 환경위해성 평가과정과 관련지침을 국내절차와 조사·비교하였다. 국내 LMO

위해성 평가규정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관련부처와 소속기관(국립환경과학원, 농촌진흥청, 환경정책연구원)과 학계

전문가(보건학 교수)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약사관계법령의 개정사항

과 규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을 통해 관련업계의 LMO의약품의 생물안전성에 대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방출가능성이 있는 LMO의약품의 환경위해성 관리를 위한 규정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평가, 의약품

I. 서 론

의약품은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이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 왔다. 초기 의약품은 주변의 식물이나 동물을 추출, 가

공하여 사용했으나 화학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합성 또

는 반합성을 통해 활성성분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생명공학(Biotechnology)의 발달로 그동안 체내에

소량으로 존재하며 생체조절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생산까지

가능해져 이를 의약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초 개발된 생명

공학 의약품은 1982년 Eli Lilly사가 미국 FDA로 부터 허

가받은 ‘유전자재조합 인슐린’이며 이를 시작으로 성장호르

몬(somatropin), 항암보조제인 G-CSF, 빈혈치료제인 에리스

로포이에틴 등 많은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이 개발, 실용화 되

었다. 현재까지의 단백질의약품의 생산은 주로 동물세포, 미

생물을 배양시켜 추출하여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동물, 식물

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의약품 생산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생명공학기술a의 유용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생물체

인 유전자변형생물체b(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

의 잠재적인 위해에 대한 우려는 현재 크게 3가지 정도로 예

상할 수 있다. 사용경험이 없는 새로운 물질인 LMO를 식품

으로 사용할 경우 독성이나 알레르기 우려와 이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토종 품종을 손실시킬 수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감

소시킬 수 있는 환경적 우려, 그리고 외관상 Non-GM과 차

이가 없어 미승인 LMO를 생산 유통시킬 경우 이들이 노출

a)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을 말함.

 분류학에 의한 과의 범위를 넘는 유전자나 세포 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

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b)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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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있다. 위해성을 사전에 관

리·예방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결실로 ‘바이오안전성

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

년 가입서를 기탁한 후「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에

관한법률」(이하 LMO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8년 1월부터

LMO 법률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명공학기술을

미생물, 동물, 식물에 적용하여 LMO를 만들고 있으며 이들

은 의약품제조단계에서 중간원료로 대량 증식(fermentation)

되고 파쇄 등의 공정을 거친 뒤 폐기된다. LMO법에서 요구

하는 위해성평가에 대한 자료의 대부분이 약사법에서 요구하

는 의약품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시 제출되는 자료와 대동소

이 하다. 그리고 LMO법 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는 LMO법 이외에 다른 법률을 따를 수 있도

록 명시되어 있다. 의약품제조용 LMO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7년, ‘의약품 제조 원료

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방안 연구’ 용역사업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LMO 법률과 약사관계법령 중 유전

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약사관계법령 반영사항을 도출하였다. 본 고에서는 유전자

치료제와 같이 LMO를 포함하고 있는 LMO 의약품을 제외

하고 의약품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의약품제조용

LMO의 안전관리 사항으로 도출된 사항을 해설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의약품제조용으로 LMO 사용

1.1. 의약품제조용 LMO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여러가지 생물의약품이

현재 상품화 되어 있다. 다양한 발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

으나(표 1)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대장균인 E. coli

와 동물세포주인 Chinese Hamster Ovary (CHO) 이다.1) 반

면 동·식물세포나 곤충세포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이 되어

도 생존 및 번식능력이 없어, 환경위해성 고려 대상의 범주

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1.1 미생물

a. 대장균 (E. coli)

미생물중 가장 많이 연구되고 단백질발현 시스템으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대장균이다. 세계 최초로 승인된 유

전공학의약품인 유전자재조합 사람 인슐린도 생산 시스템으

로 대장균을 사용하였다. 표 2와 같이 여러 종류의 유전자 재

조합의약품이 대장균에서 생산되어 상용화 되었다.

세균인 대장균을 의약품제조에 사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들 수 있다(표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단백질은

당화되어 있지만 대장균과 같은 원핵생물은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할 수 없어 사용이 제한된다(표 4).1)

그러나 interleukin-2와 같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당화되어 있으나 당부분의 존재가 생물활성에 미치는 영향

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장균을 생산에 사

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대장균은 외벽에 Lipopolysaccharide(이하 LPS)를 가

지고 있고 이러한 LPS가 발열성의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제

조 과정 중에 LPS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표 1.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생산에 사용가능한 발현시스템

대장균 (E. coli, 추가적인 Prokaryotic system의 예: Bacillus)

 효모 (예: Saccharomyces cerevisiae)

 진균 (예: Aspergillus)

 동물세포배양 (예: CHO와 BHK 세포주)

 형질전환동물 (예: 양과 염소 등)

 식물 발현시스템 [형질전환식물(예: 담배),

식물세포배양(예: 캘러스)]

 곤충세포(Bombyx mori 세포주)

표 2. 대장균 (E. coli) 에서 생산된 유전자 재조합의약품

유전자 재조합의약품

조직 플라스미노겐 활성화 인자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인슐린 (Insulin)

인터페론-α (Interferon-α)

인터페론-γ (Interferon-γ)

인터루킨-2 (Interleukin-2)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 (G-CSF)

사람 성장 호르몬 (Somatropin)

표 3. 의약품 제조시 대장균 (E. coli) 사용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오랫동안 생산 시스템으로 사용하여 분자생물학적 특징이 잘 알려져 있다.

- Heterologous gene protein을 고효율로 발현한다. 

- 성장이 빠르고 배양이 비교적 간단하며 저렴한 배지를 이용할 수 있다.

- 고효율의 promoter를 사용하였을 때의 발현율이 30% 까지 가능하다

- 이종단백질이 세포 내 축적된다.

- 번역 후(Post-translational) 변형이 어렵다.

- 표면에 당지질(lipopolysaccharid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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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효모 (Yeast)

1981년 효모를 이용한 외래 유전자 발현이 최초로 보고된

이래, 효모는 단백질 의약품이나 백신 제조를 위해, 혹은 여

러 종류의 생물에서 유래된 유전자의 발현을 연구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다. 재조합의약품 생산에 사용하는

Yeast의 장점과 단점은 표 5와 같다.

지금까지 다양한 효모들에서 외래 단백질의 발현이 연구되

어 왔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에 한정된다. 가장 널리 연

구되고 있는 효모는 빵이나 술을 담그는데 주로 이용되는

Sacharomyces cerevisiae(이하 S. cerevisiae) 이고, 그 이외의

효모들은 다음과 같다: methylotrophs (Pichia pastoris 및

Hansenula polymorpha); fission yeast (Schizosaccharomyces

pombe); alkane-utilizer (Yarrowia lipolytica); lactase-producing

yeast (Kluyveromyces latis); amylolytic yeast (Schwanniomyces

occidentalis).3)

여러 효모들 중에서 S. cerevisiae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

유는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잘 밝혀져 있고, 생리 특성에 대

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며, selection marker가 잘 정리되어

있고, 강력한 promoter들과 high-copy number의 plasmid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GRAS (Generally

Regarded as Safe) 균주로서 안전성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가

밝혀져 있어 의학용 단백질이나 백신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

이다. 표 6는 효모중에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의약품 생산에

가장 널리 쓰이는 S. cerevisiae 유래 의약품과 해당 용도를 제

시하였다.4)

c. 동물세포 (Animal Cell)

동물세포 배양의 장점은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로는 CHO (chinese hamster ovary),

BHK (baby hamster kidney) 세포주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동물세포 배양의 단점은 키우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일반적으

로 동물세포는 성장이 느리고 물리적인 충격에 민감하며 생산

비가 많이 든다. 동물세포 배양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뿐 아

니라 백신이나 항체 생산에도 많이 이용되며 lymphoblastoid

세포주를 이용한 초기 인터페론 생산에도 이용되었다.

1.1.2 유전자변형 동물(Transgenic animal)

의약품을 생산하는 원료로 세포, 미생물을 넘어 최근에는

유전자변형 동물을 살아있는 의약품 배양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생산된 단백질은 동물에서 쉽게 분리될 수 있

어야 하므로 유즙에 치료단백질이 발현될 수 있도록하는 개

발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허가된 유전자변형 동물유

래 의약품은 유전자변형 염소에서 짜낸 유즙에서 추출한 미

국의 GTC사의 안티트롬빈(상품명 ‘ATryn’)으로 2006년 7월

28일 유럽, 2008년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GTG사는 동물의 유즙에서 단백질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하

여 꾸준히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단클론항체, 혈액유래 단백

질, 희귀단백질 등 약 60 종류 이상의 단백질에 대해서도 연

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판매 허가된 안티트롬빈III 외에도

표 4. 자연계에서 당화(glycosylation) 되어 있으며

치료용으로 사용 가능한 단백질

대부분의 인터루킨 (interleukin-1은 예외)

인터페론-β 와 -γ (대부분의 인터페론-α는 당화되어 있지 않음)

콜로니 자극인자 (Colony stimulating factors)

종양괴사인자 (Tumour necrosis factors)

고나도트로핀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lutenizing hormone 
and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혈액응고인자 (e.g. factors VII, VIII and IX)

에리스로포이에틴 (EPO)

혈소판형성인자(Thrombopoietin)

플라스미노겐 활성인자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항트립신 (α1-Antitrypsin)

단클론항체

표 5. 의약품원료로 Yeast 사용 시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 분자생물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 대부분 안전하고 오랫동안 맥주, 제

빵 등 산업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 비교적 빨리 자라고 배지가 비교적 

저렴하며 물리적 충격에 안전하다

-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이 가

능하다

- Glycosylated pattern이 자

연 상태의 것과 다르다

- Heterologous protein의 발

현율이 5% 이하로 E.coli에 

비하여 발현효율이 낮다는 

점이다

표 6. Saccharomyces cerevisiae 에서 생산된

유전자재조합 단백질의약품

제품명 활용수단 적응증 및 용도

Novolog 속효성 인슐린 당뇨병

Leukine
콜로니 자극인자 (GM-

CSF)
골수 이식

Recombivax, Comvax, 

Engerix B, Tritanrix-

HB, Infanrix, Twinrix, 

Primavax, Hexavax

모든 백신 제품들이 B형 

간염 항원을 가지고 있음
백신

Revasc, Refludan 히루딘(Hirudin) 항혈액응고

Fasturtec
뇨산 산화효소(Urate 

oxidase)
요산과다혈증

Regranex 혈소판유래 성장인자 당뇨성 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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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II, antiCD137 항체 및 말라리아 백신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변형 양을 개발하여 단백질의약품에 대한 연구를 진

행 중이다. 현재까지의 유전자변형 동물유래 의약품의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7).

1.1.3 유전자변형 식물(Transgenic plant)

유전자변형 식물을 이용하여 유용단백질을 생산하는 경우

아그로박테리움 관련 벡터 및 Agrobacterium tumefaciens나

Agrobacterium rhizogenes 등의 식물병원체를 이용하여 유전

 표 7. 유전자변형동물 유래 의약품의 개발 현황5,6)

개발회사 제품/단백질 사용동물 대상 질환 현황

GTC Biotherapeutics

Lactoferrin 소 암 연구중

MM-093 염소 자가면역질환 Phase II

ATryn (antithrombin) 염소 선천성 혈액응고인자 결핍
EMEA 승인 (2006년 8월)

FDA 승인 (2009년 2월)

Pharming NV

Human C1 inhibitor 토끼 선천성 혈관부종 EMEA 심사중

Human lactoferrin 토끼 감염 및 염증 비임상

Human fibrinogen 토끼 조직 실란트 비임상

Tissue sealant 소 외과적 수술 비임상

Lactoferrin 소 감염, 면역질환 FDA 심사중

Collagen 소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비임상

AviGenics, Inc. Alpha interferon 닭 암 Phase II

표 8. 유전자변형식물 유래 의약품의 개발 현황(인체용)5,6,7)

개발회사 제품/단백질 식물 대상 질환 현황

Large Scale Biology Crop
Various single-chain

Fv antibody fragments
담배

비호지킨 림프종
(Non-Hodgkin's lymphoma)

Phase I

Planet Biotechnology Inc. EaroRx 담배 치아부식증 Phase II

Prodigene Inc. E. coli heat-labile toxin 옥수수 설사 Phase I

Arntzen group

E. coli heat-labile toxin 감자 설사 Phase I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감자 B형 간염 Phase I

Norwalk virus

capsid protein
감자

노워크 바이러스 감염
(Norwalk virus)

Phase I

Thomas Jefferson 

University/ Polish Academy 

of Sciences

Hepatitis B virus

surface antigen
상추 B형 간염 Phase I

Cobento Biotech AS Human intrinsic factor 애기장대 비타민 B12 결핍 Phase II

Meristem Therapeutics
Lactoferrin 옥수수 위장감염 Phase I

Gastric lipase 옥수수 낭포성 섬유증, 췌장염 Phase III†

Protalix Biotherapeutics glucocerebrosidase 당근 고셔병 Phase III*

Biolex Therapeutics a-interferon 개구리밥 C형 간염 Phase II*

SemBioSys Genetics Insulin 홍화 당뇨병
Phase I/II†

(2010년 상업화 전망)

Planet Biotechnology secretory antibody vaccine 담배 치아부식증 유럽연합 승인

CIGB, Cuba vaccine purification antibody 담배 B형 간염 판매중

*: 임상시험중

†: 임상시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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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전달하는 방법 또는 미세 텅스텐 또는 금 입자에 DNA

를 입혀 고속으로 식물세포에 입사하는 particle bombardment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담배, 토마

토, 바나나, 감자, 유채, 겨자, 대두, 옥수수, 쌀과 밀 등에서 형

질전환 식물체를 제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식물 재조합 바이

러스를 식물에 감염시켜 식물체에서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과

정을 통하여 단백질을 생산하는 바이러스벡터를 이용하는

transient expression 방법이 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 시험연구 중이며 이들 중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은 식물세포 배양유래 의약품을 들 수 있으며(표 8) 식물세포

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경우의 장단점은 표 9와 같다. 

1.1.4 곤충 세포

곤충세포를 이용하여 다양한 단백질을 생산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중 배큘로바이러스(baculovirus)는 높은 숙주 특이

성과 강한 병원력뿐만 아니라 매우 특이한 구조적 특성을 지

니고 있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이

발현 시스템은 많은 고등생물의 단백질, 특히 대장균에서 번

역후 수식(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이 완전한 형태로 일

어나지 않는 단백질의 생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막대모양

의 바이러스 입자들은 하나 혹은 여러개 씩 다발로 모여서 다

각체단백질(polyhedrin)에 싸여 있는데, 이 다각체단백질은

침입한 숙주곤충의 몸속에서 바이러스 입자가 방출될 때까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바이러스 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활성 바이러스입자의 생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

서 감염말기의 숙주세포 내에서 강력하게 발현되는 다각체

단백질유전자를 이용한 발현벡터를 개발하여 곤충세포에서

백신, 인터페론 및 각종 펩타이드 등 외부 단백질을 높은 효

율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많이 이용되

는 것이 누에 바이러스인 Bombyx mori nuclear polyhedrovirus

(BmNPV)와 누에 세포 (예 Bombyx mori 세포), Autographa

californica nuclear polyhedrovirus (AcNPV)와 거염벌레 세포

(Spodoptera frugiperda) 등이다. 이러한 곤충 세포를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의 장단점은 표 10과 같다.

실험실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hepatitis B

항원, interferon-γ,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등이 있고 최

근에는 곤충세포를 이용하여 생산된 자궁경부암 백신이 허

가를 받았다.

2. 의약품제조용 LMO중 미생물의 개발 및 생산현황

표 11에 제시되었듯이 국내에서 LMO를 이용하여 의약품

을 생산하는 경우는 효소 또는 생리 조절활성을 가진 각종

호르몬, 사이토카인 등의 단백질 치료제이며 외국에서 개발

된 단백질치료제들이 특허만료 시점에 이르게 됨에 따라 국

내 많은 기업들은 바이오시밀러 또는 후발 동등생물의약품

으로써 재조합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3. 외국기관의 의약품제조용 LMO 관리규정 및 지침

외국에서 의약품 제조용 LMO를 관리하는 규제기관인 미

국(FDAc, EPAd, NIHe), 영국(MHRAf, HSEg) 일본 (PMDAh,

MHLWi)의 규정과 관련 지침을 조사하였다(표 12). 

표 9. 의약품제조시 식물세포 사용의 장단점

장점 단점

- 생산비용이 저렴(Mol Farming: 2-10% 미생물배양, 0.1% 동물세포 배양)하다.

- Prion, Virus, Pathogen 감염 위험성이 없다.

- Suspension 배양이 가능하다.

- 배양배지가 단순하다.

- 외래단백질 발현수준이 동물세포배양과 거의 필적할 수준이다.

- 숙주세포가 GRAS-처럼 안전한 식물(벼, 옥수수)이다.

- 복잡한 구조의 단백질 생산에 유리(IgG 등)하다.

- Protease 발현에 유리하다.

- 생물의약품 허가 사례가 없다.

- Cell Banking에 어려움이 있다.

- 식물 Glycosylation에 의한 면역원성, 알레르기성이 예

상된다.

- 다양한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확인해야한다.

표 10. 곤충 세포를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장단점

장점 단점

- 세포 내 30 ~ 50 %로 발현율이 높다.

- 동물세포 배양에 비하여 곤충세포 

배양이 저렴하다.

- 사람 병원균이 감염하지 않는다.

- 원하는 단백질이 세포 외에서는 

발현이 잘 되지 않는다.
-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이 불완전하고 사람의 당단백

질과 다른 형태를 보인다.

c) FDA: Food and Drug Administraion 미국 식의약국

d) EPA: Enviro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미국 환경보호청

e)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미국 국립보건원

f) MHRA: The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영국 보건국

g)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영국 안전보건청

h) 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일본 의약품허가국

i) MHL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일본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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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1990년대 초반부터 LMO에 대한 규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사용대상의 특성에 따라 밀폐사용과 의도적 방

출로 나누어 관리한다. 의약품 생산을 위한 형질전환 동물과

형질전환 식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발간되어 관리되

고 있다.

미국은 유전자변형기술에 의해 생산된 LMO와 재래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Non-LMO의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기존

의 법과 규제 하에서 환경보호청(EPA), 농업부(USDA), 식약

청(FDA) 등 세 개의 기관에서 목적에 따라 LMO를 관리하

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밀폐 사용되는 의약품제조용 미

생물은 약사관계 법령으로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며, 1995년

과 2008년에 형질전환 동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고려

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형질전환 식물로 의

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아직 특별한 규정은 없고 FDA와 상의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2월 19일부터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자국

내 이행법인 “유전자재조합생물 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확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제2종 사용

(폐쇄계 이용)과 제1종 사용(제2종사용이 아닌 모든 범위)으

로 구분하여 LMO를 관리하며, 의약품제조용 LMO의 경우

제2종 사용에 포함되어 위해도에 따라 적정한 확산방지 조치

를 취했는지 여부와 LMO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평가한다.

2004년도 형질전환식물에 관한 관리기준이 없었으나 2007년

에는 형질전환식물에 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였다.

4. 약사관계법령과 LMO법률 비교

LMO법에서 요구하는 위해성 평가에 대한 자료 대부분이

약사법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임상승인 및 품목허가 시 제출

되는 자료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LMO법 4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LMO법 이외에 다른 법

률을 따를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제조 시 GMP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이는 LMO법에서 규정하는 밀폐시설인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외부환경과 접촉함에 따라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

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작업”에 해당하

는 의미와 거의 유사하므로 의약품제조용 LMO에 대하여

GMP 기준을 준수할 경우 밀폐사용 범주에 포함하여 약사관

계법령을 일부 개정하여 약사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즉

LMO법과 약사법의 대동소이한 자료의 제출을 한 규정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부과되는 위해성 평가기간

(270일 소요) 및 중복심사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

한 조치이다. 

관련 규정은 국내 GMP 규정에 해당하는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시행규칙, 의

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약사법 시행규칙 별표3)이며 GMP는 작업자의 보

호 보다는 제품에 대한 오염보호 개념이 강하므로 폐기물, 공

조(Hepa filter 설치)에 관한 내용보강이 필요하였다.

밀폐를 전제로 제조된다 하더라도, 제조공정 중에 사용되

는 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자료 제출 또는 품목허가자료 제출시 LMO의 위해

성 평가 자료는 제출되어야 한다. 표 13의 1.~5. 까지의 자료

는 현행 약사법에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위한 평가자료와

표 11. 의약품 생산에 쓰이는 LMO 종류 및 제품명

제조사 제품명 용도별 분류 LMO(숙주)

1 LG생명과학 유박스비주 B형간염 백신 S. cerevisiae 

2 베르나바이오텍 헤파박스진주 B형간염 백신 H. polymorpha

3 베르나바이오텍 헤파박스-진티에프주 B형간염 백신 H. polymorpha

4 동아제약 그로트로핀 재조합 인성장호르몬 E. coli

5 LG생명과학 유트로핀 재조합 인성장호르몬 S. cerevisiae 

6 씨제이 류코카인 hG-CSF E. coli

7 LG생명과학 류코젠 hGM-CSF S. cerevisiae

8 동아제약 류코스팀 hG-CSF E. coli

9 녹십자 류코그린 hG-CSF E. coli

10 LG생명과학 인터맥스알파 INF-α2a S. cerevisiae

11 씨제이 알파페론주 INF-α2a E. coli

12 녹십자 그린알파주 INF-α2a E. coli

13 동아제약 동아인터페론알파2주 INF-α2a E. coli

14 LG생명과학 인터맥스감마 IFN-γ S. cerevisiae

15 보령바이오파마 지로티프캡슐 경구용 장티푸스 생백신
Salmonella type P

ty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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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가별 LMO 관련법률 및 지침 비교

구분 근 거 구분 관련지침 위해성평가 요약

유럽 연합

·GMO의 밀폐사용에 대한 지침 90/219/
EEC

·90/219/EEC의 수정판 98/81/EC

·GMO의 환경 의도적으로 방출에 대한 지

침 90/220/EEC

·90/220/EEC의 수정판 2001/18/EC 

·밀폐사용(식물, 동물, 미생물)

·의도적 환경방출용(식물, 동물, 미생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인지 첨단생명

공학 기술을 사용했는지

 - 유전자변형 미생물의 밀폐사용에 관한 지

침

 90/219/EEC의 개정판(98/81/EC) 

 - 인체용 생물학적 의약품 제조에의 형질전

환 동물의 사용지침
 (Use of Transgenic Animals in the 

Manufacture of Biological Medicine 

Products from Human Use)

 - 고등식물 내 안정하게 형질전환 된 유전

자의 발현에 의해 생산되는 생물활성물질의 

품질관리 지침 (EU EMEA/CHMP/BWP/
48316/2006) 

·밀폐의 경우 별도 환경위해성 심사는 수

행하지 않고, 의도적 환경방출용의 경우 항

목에 따라 각 국가별 소관부처에서 환경위

해성과 인체위해성 심사

일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 (카르타헤나법)

·1종: 의도적 환경방출용

·2종: 폐쇄사용, 2종 내에서도 산업이용과 

연구개발용 구분

 제2종 사용 등(산업)의 확산방지조치를 정

한성령(공동성령 제1호-2004)

 제2종 사용 등(산업) 후생노동장관이 정한 

GILSP LMMs(후생노동고시 제 27호-2007)

·환경방출용의 경우 공동으로 환경위해성

심사(환경성 +후생노동성)

·의약품제조용의 경우에는 인체위해성과 

확산방지조치 심사(후생노동성)

미국 ·식품의약품화장품법

·재배용(USDA)

·식용, 사료용(FDA)

·인체용, 동물용(FDA)

 - Points to Consider in the Production and 

Testing of New Drugs and Biologicals 

Produced by Recombinant DNA 

Technology(1995)

 - Guidance for Industry Regulation of 

Genetically Engineered Animals Containing 

Heritable rDNA Constructs Draft 

Guidance(2008)

·LMO와 관련한 새로운 법·제도를 제정하

지 않고 기존의 법을 이용하여 위해성 관리

한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용도별 분류 

·농·임·축산·수산용(농림수산식품부)·

산업용(지식경제부)

·보건의료용(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제조용(약사법)

·환경정화용(환경부)

·해양용(국토해양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의약품제조용 LMO 위해성 평가관련규정 

해설서

·인체위해성 분야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과 협의하고, 환경위해성은 용도별로 각부

처 장관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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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생물학적제제등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별표 14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를 위한

항목과 CTDj)제출 항목과 약사법의 기준 및 시험방법[기시] 제출자료 비교

1. 숙주에 관한 자료 - “숙주”란 유전자재조합 실험에서 재조합유전자가 도입되는 세포를 말한다.

가. 명칭, 유래 및 분류학적 특성 

[3.2.S.1.3.일반적 특성 중 ‘세포기질의 출처, 이력 및 세대’, ‘세포은행 시스템과 특성 분석 및 시험]

[기시] 3.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중 ‘(가) 세포 종류: 세포의 기원, 출

처, 확인’, 3. 세포은행 과정 중 ‘(가)세포의기원및내력에관한자료:세포의출처및관련문헌등’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사용목적

과같은용도로이용된경험 

[3.2.P.1.완제의약품의 개요와 조성]

[3.2.P.2.개발경위]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중 ‘(가)세포 종류 :세포의 기원, 출

처, 확인’, 3. 세포은행 과정 중 ‘(가)세포의기원및내력에관한자료:세포출처및관련문헌등’

[3.2.P.1.완제의약품의 개요와 조성]

[3.2.P.2.개발경위]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중 ‘(가)세포 종류: 세포의 기원, 출

처, 확인’, 3. 세포 은행 과정 중 ‘(가)세포의 기원 및 내력에 관한 자료: 세포 출처 및 관련 문헌등’

다. 숙주및근연종에서의유해물질

생산등위해성보고자료 

[3.2.S.2.2.제조 공정 및 공정 관리 중 ‘세포 배양과 회수’]

[3.2.P.2.2.3.완제의약품의 물리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포함)중 ‘(다)세포의 특성: 유전자형 및/또는

표현형, 확인, 순도유전자도입된세포또는벡터생산세포에서벡터의확인’

2. 공여체에 관한 자료 - “공여체”란 벡터에 삽입하려고 하는 DNA 또는 직접 주입하고자 하는 DNA가 유래된 생물체를 말한다. RNA를 

주형으로 합성된 DNA를 벡터에 삽입할 경우에는 RNA를 제공하는 생물체를 포함한다.

가. 명칭, 유래 및 분류학적 특성 

[3.2.S.2.3.원료관리]

[기시] 3.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의 (1)세포채취 중 ‘(가)세포 종류

: 세포의 기원, 출처, 확인’, ‘(나)세포공여자의선택기준:공여자와관련되는특성, 공여자제외기준, 공여

자의혈청학적, 진단학적자료를포함하여임상력등에대한자료’, ‘(라)세포채취과정:채취방법, 채취량, 

사용한재료등’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사용목적

과같은용도로이용된경험 

[3.2.S.2.3.원료관리]

[3.2.P.2.개발경위]

[기시] 3.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중 ‘(가)세포종류:세포의기원, 출처, 

확인및관련참고문헌등’

다. 공여체및근연종에서의유해물

질생산등위해성보고자료 

[3.2.S.2.3.원료관리]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포함)의 (1)세포 채취 중 ‘(나)세포공여자

의선택기준:공여자와관련되는특성, 공여자제외기준, 공여자의혈청학적진단학적자료를포함하여임상

력등에관한자료’, 2)세포 배양 중 ‘(라)세포의확인:세포표면의표지물질또는기능을정량적으로조사하

여배양세포조성의적합범위를규정‘, ‘(마)치료효과를갖는물질의특성:세포가생합성하는특정물질이있

다면구조및생물학적자료’

3. 벡터에 관한 자료 - “벡터”란 유전자 재조합실험에서숙주에이종의DNA를 운반하는 DNA를 말한다.

가. 명칭 및 유전 요소의 유래 

[3.2.S.1.1.원료의약품의 명칭]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자료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중 ‘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

할근거자료’

나. 벡터 내 유전적 요소 및 유전자 

염기서열

[3.2.S.1.2.구조]

[3.2.S.3.1.구조 및 기타특성]

[기시] 2.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중 ‘(1)벡터의 염기 서열 및/ 또는 제한 효소지도 등

을 포함한 벡터의 특성’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포함)중 ‘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

할근거자료’

다. 벡터가 다른 세포로 전달될

가능성 또는 숙주 의존성 

[3.2.S.1.2.구조]

[3.2.S.3.1.구조 및 기타 특성]

[3.2.S.2.2.제조공정 및 공정 관리 중 ‘세포 배양과 회수’]

[3.2.P.2.2.3.완제의약품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중 ‘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

할근거자료’

j) CTD(Common Technical document): 공통기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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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Continued) 「생물학적제제등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별표 14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를 위한

항목과 CTD10)제출 항목과 약사법의 기준 및 시험방법[기시] 제출자료 비교

라. 중간 숙주에 대한 자료 

[3.2.S.2.2.제조 공정 및 공정관리 중 ‘세포 배양과 회수’]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자료 포함)의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할

근거자료중 ‘(다)사용된모든벡터, 헬퍼바이러스, 패키징세포주, 최종벡터생산세포주를포함하여벡터

의구축방법’, ‘(2)벡터 생산 시스템에 관한자료’

4. 도입 유전자에 관한자료 

가. 도입 유전자의 명칭, 

크기 및 기능 

[3.2.S.1.2.구조]

[3.2.S.2.3.원료관리]

[3.2.S.3.1.구조 및 기타 특성]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중 ‘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

야할근거자료’

나. 조절 인자(전사개시인자 및

종결인자) 및 선발표지유전자

[3.2.S.2.3.원료관리]

[3.2.S.3.1.구조 및 기타 특성]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중 ‘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할

근거자료’

다. 그밖의조절인자및위해

염기서열의존재여부 

[3.2.S.2.3.원료관리]

[3.2.S.3.1.구조 및 기타 특성]

[기시] 3.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자료포함)중 ‘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할

근거자료’

라. 외인성(exogenous) 전사해독

프레임(open reading frame)의

유무 및 발현 정도

[3.2.S.2.3.원료관리]

[3.2.S.3.1.구조 및 기타 특성]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중 ‘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할

근거자료’

5.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자료 

가.유전자변형생물체내도입된유전자에관한자료 

(1) 유전자변형생물체 내에

도입된 유전자의 도입위치 및

주변을 포함한 염기서열

[3.2.S.2.3.원료관리]

[3.2.S.3.1.구조 및 기타특성]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포함)중 ‘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할

근거자료’

(2)유전자변형생물체게놈에

도입된유전자의부위및복제수 

[3.2.S.2.3.원료관리]

[3.2.S.3.1.구조 및 기타 특성]

[기시] 3.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중 ‘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

할근거자료’

(3) 유전적 안정성 및

측정방법에 관한 자료

[3.2.S.2.3.원료관리]

[3.2.S.2.3.원료 관리 중 ‘세포 은행시스템과 특성 분석 및 시험’]

[기시] 3.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 가.세포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

할근거자료의(2)세포 배양 중 ‘(바)세포배양안정성:배양세포에대한주요특성분석등, 배양기간중시간

또는주기에따른안정성을입증할수있는자료’, ‘(아)생산종결세포(EPC):세포의확인, 벡터의확인, 외래

성미생물부정시험등’, ‘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할근거자료’

나. 유전자 산물에 관한 자료 

(1)유전자산물의형질특성

(단백질, 비 번역RNA등) 

[3.2.S.3.1.구조 및 기타 특성]

[3.2.P.2.2.3.완제의약품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기시]3.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포함)가.세포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할근거

자료의(2)세포 배양 중 ‘(마)치료효과를갖는물질의특성:세포가생합성하는특정물질이있다면구조및생

물학적자료’

(2)유전자 산물의 기능 

[3.2.S.3.1.구조 및 기타 특성]

[3.2.P.2.2.3.완제의약품의 물리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포함)가.세포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할근

거자료의(2)세포 배양 중 ‘(마)치료효과를갖는물질의특성:세포가생합성하는특정물질이있다면구조및

생물학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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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D상 제출하는 자료의 항목을 비교한 것이다.

III. 결  론

국내에서 의약품제조용 LMO를 이용하여 의약품을 생산

하는 경우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병원

성 미생물 범위 안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중 사람에게 감염

성 또는 병원성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포함시켜 인체

위해성에 따라 등급별 밀폐시설 관리 및 확산방지조치, 폐기

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상시험승인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지침」 제5조(제출 자료의 요건) 3

항의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해당 유

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조방법에

포함하여 작성하면 된다. 국내에서 LMO를 이용하여 시판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

성 평가에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등 품목허가·심사 규정」

의 “별표 14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자료”를

포함하여 제조방법 항에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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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Continued) 「생물학적제제등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별표 14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를 위한

항목과 CTD10)제출 항목과 약사법의 기준 및 시험방법[기시] 제출자료 비교

(3)도입결과변화되는

표적단백질의발현정도,

시기및측정방법과이의민감도 

[3.2.S.3.1.구조 및 기타 특성]

[3.2.S.4.원료의약품의 관리 중3.2.S.4.1.기준,3.2.S.4.2.시험방법,3.2.S.4.4.뱃치 분석]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특성에 관한 자료 포함)가.세포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할근

거자료의(2)세포 배양 중 ‘(마)치료효과를갖는물질의특성:세포가생합성하는특정물질이있다면구조및

생물학적자료’, 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할근거자료의(1)벡터 제조 및 특성결정에 관한 자료 

중 ‘(마)도입유전자생산물의구조와특성:생산물의구조및생물학적활성등특성을확인할수있는자료’

[기시]4.기준 및 시험 방법 중 확인, 역가 시험 등

[기시]5.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기시]6.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다. 숙주와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존및증식의차이를비교한자료 

[3.2.S.3.1.구조 및 기타특성]

[3.2.P.2.2.3.완제의약품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

[기시] 3. 제조방법에관한자료나.벡터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할근거자료의(1)벡터의 제조 및 특성 결

정에 관한 자료 중 ‘(라)숙주/벡터시스템의안정성:숙주와벡터간의유전적안정성및확인자료’, (2)벡터 

생산시스템에 관한 자료 중 ‘(나)숙주세포로벡터전달방법:전달방법의근거및전달효율을포함한자료’, 

‘(다)재조합숙주세포클론의선정방법및특성:선정방법, 선정근거및벡터의카피수’, ‘(마)재조합숙주세

포클론의증식및증폭과정:증식및증폭과정에대한양, 시간, 회수, 저장을포함한설명및관련자료’

라.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검출 및 확인 방법 

[3.2.S.4.원료의약품의 관리 중3.2.S.4.1.기준,3.2.S.4.2.시험방법,3.2.S.4.4.뱃치 분석]

[기시]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포함) 가.세포를이용하는경우제출해야할근

거자료의(2)세포 배양 중 ‘(라)세포의확인:세포표면의표지물질또는기능을정량적으로조사하여배양세

포조성의적합범위를규정’

[기시]4. 기준 및 시험방법 중 확인, 역가시험 등

[기시]5.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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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Developing a Risk Management Strategy for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Using Raw Materials of Medicin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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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National Research Laboratory, College of Pharmacy and Research Institute of Pharmaceutic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Biotechnology is one of the advanced scientific fields that utilizes living organisms to make the desired products.

It is expected to be the driving force for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in the 21st century and help the people make

healthier lives. Although biotechnology is promising and has competitiveness, it may introduce completely new

organisms that do not exist in the nature. In order to prospectively control and/or prevent potential risks from those

new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to environments and human health, the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the LMO Act") was enacted, coming into effect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from January 2008. However, Article 3 of the LMO Act allows the exception of "human medicinal

products" from the scope of the LMO Act, provided that those products are covered by a separate regulation on

risk assessment. In addition, Article 4 of the LMO Act states that "if provisions are prescribed in other laws", they

should be followed. Accordingly, the acts and/or regulations regarding pharmaceutical affairs have to be updated

to cover the LMOs to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medicinal products. In assessing the risks of medicinal products,

there are two kinds of risk assessment; assessment of risks to human health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and

assessment of risks to environments or ecosystems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Since medicinal products are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being administered into humans, human health risk assessment is fully performed.

Therefore, the scope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First, the present usage of LMOs

for the manufacture of medicinal products that may be released into environments were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scale of the market subject to regulation and determine the future demand. Further, the guidelines on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during review of clinical study protocols for gene therapies that are possibly released to

environment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since it is expected that the relevant industries are in great confusion

on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biosafety control of LMOs, documents explaining the regulations and publicity

activities were performed to minimize such confusion. Outcomes from this study will be used to update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risk control of LMOs for the manufacture of medicin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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