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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생물학 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은 오늘날 원개발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해 가장 보편 으로 사용

되는 시험방법이다.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은 생물학 동등성의 입증을 요

구하는 행 제네릭의약품 규제정책이 20세기 후반 미국이라는 국소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이들은 제

네릭의약품 규제정책의 지구 확산이 규제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의 정책

입안자와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능동 인 활동이었음을 보 다.

즉,제네릭의약품 규제정책은 의약품 품질 리의 표 화를 해 고안된

것이지만,국소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제네릭의약품 규제정책

을 둘러싸고 두 문집단이 벌 던 과학 논쟁의 역사를 살펴 으로써,

한국에서 생동성시험의 사회 ,법 지 가 역동 으로 변화하 다는

사실을 보 다.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한국에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것은 2000년

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체조제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이었다.기존의

연구자들은 체조제를 둘러싼 논쟁을 의사와 약사의 경제 이해 계에

의한 ‘밥그릇 싸움’으로 해석해왔다.본 논문에서는 약학 학의 약제학자

와 의과 학의 임상약리학자가 생물학 동등성시험에 해 가졌던 입장

에 주목함으로써,이 논쟁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던 이유가 두 문집

단이 약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데 있었다는 안 인 설명을 제시

하 다.약물분자의 물리화학 메커니즘과 약물의 체내동태 사이의 상

성을 규명하고자 했던 약제학자들과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나

타나는 임상 효과를 살폈던 임상약리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얻은 데이터

를 인체 내의 복잡한 작용을 측하는 데 충분한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

을 가졌다.두 문집단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양측이

사용한 과학 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이러한 논쟁은

비단 의약분업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과가 참여하여 정책을 만드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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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생동성시험을 하기 해서는 인간 피험자를 상으로 하는 임상

문성과 약물의 농도 양상을 분석하는 생화학 문성,그리고 동

등성을 유의하게 단할 수 있는 통계 문성 사이의 극 인 력이

필요했다.그러나 한국에서는 생동성시험이 제네릭의약품에 한 권 를

둘러싼 정치 이슈로만 인식되었기 때문에,각 문집단들은 력하기

보다는 서로 경합하는 양상을 보 다.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의 일종으

로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는 약제학자와 임상약리학자가 생동성시험을

두고 벌 던 문성의 정치를 보여주며,생의학 규제에 주요한 향을

미쳤다.

주요어 :생물학 동등성,제네릭의약품,의약분업, 체조제,규제과

학, 문성의 정치

학 번 :2013-2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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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013년 식품의약품안 처(이하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바로 알기’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했다.이 책자에서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을 “최 로 개

발된 의약품인 원개발의약품과 주성분 함량,안 성,효능,품질,약효 작

용 원리,복용방법 등이 동등한 의약품으로,의약품동등성시험을 통해 원

개발의약품과 동등함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의약품”이라고 정의하

다.1)식약처에 따르면 원개발의약품은 제품명칭과 디자인의 특허를 등록

하기 때문에 제네릭의약품의 색깔,맛,모양 등은 원개발의약품과 완 히

같이 만들 수 없지만,이러한 차이는 의약품의 안 성과 유효성에

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 원개발의약품을 개

발하려면 10-1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지만,제네릭의

약품은 원개발의약품과의 동등함을 입증하면 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개

발비용이 어 렴한 가격에 매될 수 있었다.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이 ‘효과가 없다’,‘안 하지 않다’,‘약효지속 시간이 짧다’,‘좋지 않은 시

설에서 제조된다’등의 잘못된 인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제네릭의약품에

1)원개발의약품(innovatordrug)은 제약회사가 처음으로 개발하여 특허의 보호를

받는 신약을 의미하며,originaldrug,pioneerdrug,brand-namedrug등으로도

불린다.제네릭의약품(genericdrug)은 원개발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 이

와 같은 성분으로 생산된 의약품을 일컫는 말로써,원개발의약품과의 생물학

동등성을 인정받고 이와 체가능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Carpenterand

Tobbell,2011).복제의약품(copydrug)도 원개발의약품과 동일성분을 가진 의약

품을 지칭하지만,특허제도를 무시하거나 강제실시(compulsorylicensing)에 따라

원개발의약품을 모방했다는 에서 제네릭의약품과 구분되며,생물학 동등성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Hayden,2011).일본에서는 “신약으로

승인된 의약품 는 그에 하는 의약품”인 선발의약품과,“선발의약품과 동일

유효성분,동일 함량,동일 제형이며 용법·용량이 같은 의약품”인 후발의약품으로

구분한다(이의경,2003,27).한국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혼용되어 왔으며,실제

로도 특허제도나 생물학 동등성 제도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조 씩 달라져왔

다.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식약처를 비롯한 부분의 기 에서 사용하는 원개발

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 다.하지만 직 인용을 할

때에나,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드러내기 해 복제의약품,오리지 약 등의 용어

들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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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해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식약처,

2013;라포르시안,2013).

식약처의 주장 로 제네릭의약품이 원개발의약품과 동등한 약효를 가지

면서도 가격은 더 렴하다면,국민들은 비싼 원개발의약품 신에 제네

릭의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의약품 비용을 감할 수 있을 것이었다.이는

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때문에 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국민

들의 의료 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

식약처가 동일성분을 가진 의약품들이 약효와 품질에 차이가 없다는 것

을 보장해 다면 가격만을 기 으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체조

제와 성분명 처방 같은 의료 실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었다.2)

그 지만 문제는 제네릭의약품이 원개발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들의 오해’라는 식약처의 주장에 해 문집단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식약처가 발간한 책자에는 ‘식약처’라는 캐릭터가 키재

기 자 앞에 나란히 선 ‘원개발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캐릭터를 보며

‘동등해요’라고 말하는 그림이 실렸는데,이 그림은 두 의약품이 동등하

다는 것을 단할 수 있는 권한이 식약처에 있으며 동등성을 단하는

잣 도 식약처가 결정한다는 것을 상징 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하지

만 한의사 회 송형곤 변인은 이 책자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식약처가 제네릭의약품과 원개발의약품이 동등하다고 포장하는 것은 부

하다고 주장했다.이러한 입장은 환자들에 한 진료 경험을 통해

원개발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던 많은

의사들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라포르시안,2013).반면 서울시약사회는

2013년 9월 29일에 열린 ‘건강서울 2013약사와 함께’행사에서 ‘제네릭

2) 체조제는 의사가 특정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의약품을 상품명으로 처방한 경우

에,이와 동일한 성분을 가진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제약회사를 특정하지 않고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처방을 내리면,약사가 그 성분을 가진 여러 제약회사의 제네릭의약품 에서 하

나를 택해 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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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알기’부스를 마련하여 제네릭의약품의 성분과 효능이 원개발의약

품과 동등하며 가격은 렴하다고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 다(헬스포커

스,2013).

원개발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약효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지,그리

고 이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으로 원개발의약품을 체할 수 있는지에

해 문집단들이 다른 견해를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한국에서는 2000

년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

었기 때문에,이 문제가 의사와 약사의 경제 이해 계로 해석되어 온

측면이 강하다(이경희·권순만,2004;김순양,2007).의사들은 자신이 처

방한 약을 약사가 변경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약사들은 자신의 약

국에 구비된 약으로 조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

이다.

제네릭의약품의 동등성 문제가 각 집단의 이해 계와 복잡하게 얽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우리는 이러한 입장 차이가 약효동등성을 입증하는

방식에 한 과학지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나타난다는 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약물이 체내에 투여되었을 때 시간에 따라 작용하는 과정을 방

출, 흡수, 분포, 사, 배설의 단계로 분석하는 약물동태학

(pharmacokinetics)은 주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두 의약품이 약효도 동등

한지 단하는 과학 근거를 제공하 다.사람이 약을 먹었을 때에 약

효가 나타나기 해서는 붕해,용출,흡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약물이

일정한 크기 미만의 입자로 잘개 쪼개지는 과정을 붕해(disintegration)라

고 하며,잘게 쪼개진 약물 입자가 장 내에서 체액에 녹는 것을 용

출(dissolution)이라고 한다.용출된 약물이 약효를 내기 해서는 소화

에서 흡수되어 신순환 에 도달해야 하는데,이 때 약물이 소화 으로

부터 흡수되어 신 순환 에 도달하는 양(extent)과 속도(rate)를 생체

이용률(bioavailability)이라고 한다.이러한 과정을 반 하기 해 고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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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각각 붕해시험3),용출시험4),생물학 동등성시험5)이며,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오늘날 성분과 함량이 동일한 두 의약품의 약효가 동등하

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보편 인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그런데 한

국에서 의약분업의 시행을 앞두고 의약계는 약효동등성을 입증하는 여러

방식을 두고 논쟁을 벌 으며,어떤 의약품에 해 생물학 동등성시험

을 해야 하는지에 해서도 다른 견해를 보 다.이처럼 논쟁이 발생하

는 이유는 규제기 이 원개발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

는 방식을 결정하고 리감독하지만,이는 기 이라기보다는 다

양한 사회 ,정치 상에 의해 구성되는 규제과학으로 볼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오늘날에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제네릭의약품의 약효동등성을 입증하

는 방법으로 리 사용되고 있지만,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은 이러한 규제

가 각 국가에 도입된 과정을 살펴 으로써 단순히 ‘객 ’이고 ‘보편 ’

인 규제가 지구 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각 나라의 문집단의 특

성과 의료 제약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을 드러냈다.오

늘날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거쳐야만 제네릭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으며

3)붕해시험은 정해진 시간 내에 약물입자가 용액에 녹아 결정이 사라지는 정도(붕

해도)를 측정하는 생체 외(invitro)시험이다.

4)용출시험은 소화 내의 환경과 비슷한 여건의 시험 에서 의약품을 녹이는 생체

외(invitro)시험으로,용액에 잘 녹지 않는 의약품에 해서도 시험이 가능하다.

5)생물학 동등성시험은 두 의약품의 생체이용률이 통계 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

증하기 한 생체 내(invivo)시험방법이다.생물학 동등성시험은 피험자 집단

에게 약을 투여한 후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피를 채취하여, 장에서의 약물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피험자는 시험약에 해서 한 번,그리고 시

험약과 비교의 상이 되는 조약에 해서 한 번 시험을 받으며,피험자 집단

은 신체조건이 거의 유사해야 한다.그리고 약물의 생체이용률은 AUC(area

underthecurve, 농도-시간 곡선 하의 면 ),Cmax(최고 농도)을 가지

고 주로 평가하게 된다.이 때에 조약과 시험약의 분포가 80%~125% 내에 존

재할 때에 통계 으로 생체이용률을 동등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이처럼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약물 투여후에 시간에 다른 장 농도의 양상이 약물의 효과를

반 한다는 가정 하에 설계된 것이며,균질한 피험자 집단에서의 통계 동등성

을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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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체조제가 이루어지는 미국에서도 제네릭의약품의 지 는

언제나 동일하지 않았다(Greene,2014). 한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서는

특허제도의 유무나 제약 산업의 발 정도 등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제

네릭의약품의 값이 원개발의약품에 비해 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네

릭의약품이 의료 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Hayden,2011;daFonseca,2014).

본 논문에서는 약 의 약제학자와 의 의 임상약리학자라는 두 문집

단이 생물학 동등성시험에 해 벌 던 논쟁에 주목함으로써,의약품의

체조제 문제를 경제 이해 계로 환원하여 해석하거나 선진국의 ‘과

학 ’인 기 을 따라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을 경계하고자 했다.

신에 특정한 과학 분과가 약이나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제가 함축되어 있었는지를 살핌으로써,복수의 문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에 주목하 다.특히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던 당시부터 2000년의 의약분업,2006년의 자료조작사건

등을 겪으며 변화했던 역사 궤 을 살펴 으로써,한국에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주도했던 연구집단도 변화하 고 생물학 동등성시험의 법

,사회 지 도 역동 으로 변화했음을 보일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2 에서는 과학기술학의 이 규제

정책에서 나타나는 논쟁을 살펴볼 때 어떤 이 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문성의 정치에 한 이론 논의들 속에서 제네릭의약품 규제정책을

둘러싼 과학논쟁을 치 지을 것이다.그리고 제네릭의약품에 한 규제

의 형성과 확산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3 에서는 2000년

의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발생한 체조제를 둘러싼 논쟁을 미국의 약효

동등성 코드에 한 해석을 심으로 살펴 으로써,이를 규제과학이라

는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이를 해 한국에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도

입된 맥락과 이와 련을 맺은 문집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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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가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4 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약과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두고 어느 문집단이 권 를 갖는지를 두고 벌어진 경

합을 ‘문성의 정치’로 설명할 것이며,이는 특히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과 구분되어 있었다가 최근에 임상시험의 범주로 포함되는 과정

과 부합함을 보일 것이다.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규제정책의 국 이

동,규제과학 내의 분과 간 해석 차이, 문성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이

사례가 갖는 함의가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과학기술학 연구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다.첫째,20세기 미국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생산된 제네릭의

약품과 생물학 동등성의 지 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변용되는 과정을 보

여 수 있다.미국에서 체조제의 근거로 활용되는 FDA의 약효동등성

코드는 한국에 그 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약제학자와 임상약리학자의

논쟁 속에서 해석을 거치고 변형되어 도입되었다. 한 한국에서는 생물

학 동등성시험이 법 으로나 개념 으로 임상시험의 범주 안에서 다루

어지지 않았는데,이는 제네릭의약품과 생물학 동등성의 지 에 문가

집단의 향력과 규제정책 변화의 궤 등이 향을 미친다는 사실로부

터 이해될 수 있다.본 논문에서 다룬 사례는 규제정책의 지구 확산이

규제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의 정책입안자와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능동 인 활동임을 보여 다.

둘째,본 논문은 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논쟁을 의사와 약사 간의 ‘밥

그릇 싸움’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을 제시할 것이다.

의사와 약사가 경제 이해 계 때문에 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해

첨 한 입장 차이를 보 다는 기존의 설명은 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의

근거가 되는 약효동등성 입증방식에 해 약제학 분과와 임상약리학 분

과가 의약분업 이 부터 보인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생물학

동등성시험이 도입된 이후 한국에서 변형을 겪는 과정에 주목해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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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문성을 두고 약 의 약제학분과와 의 의 임상약리학분과가

경합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각 분과의 문성 차이로 인해 이들이 신

뢰하는 방법론이나 생산하는 지식에도 차이가 발생했다는 을 알 수 있

다.한국의 생물학 동등성 규제를 마련하는 데서 약제학자와 임상약리

학자 어느 한 집단을 비도덕 이라고 단정하고 경제 이해 계 때문

에 과학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석하는 것보다는,각 분과의 차이가 국

제 기 에 한 해석의 차이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 논쟁을 이해하는

데 더 합하다.

셋째,생물학 동등성시험에 한 권 를 두고 약제학자와 임상약리학

자가 벌 던 경합은 분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문성의 정치를 보여 다.이 사례는 문가와 시민사회의 갈등 혹

은 주류 문가와 항 문가의 갈등에 주목했던 기존의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양상의 역동 인 문성의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이론 배경 선행연구

2.1.이론 배경

과학기술학(ScienceandTechnologyStudies,STS)연구는 과학지식이

자연을 있는 그 로 반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맥락 속에서 구

성된 것임을 보여주었다.과학지식이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보편

’이고 ‘객 ’인 특성을 갖는다는 믿음과 달리,법이나 제도 등 인간이

생산한 다른 산물과 마찬가지로 행 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문성,이

해 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Bloor,1976;Collins,

1987,Kuhn,2012).어떤 찰이나 실험이 과학자 공동체에서 사실로 받

아들여지기 해서는 복잡한 상과 타 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이러한

상이 성공 으로 이루어졌을 때 과학지식은 권 를 획득하고 ‘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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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간주된다.하지만 그러한 설득에 실패한 과학지식은 과학자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한 번 안정 인 지 를 획득했던

과학지식이라 할지라도 다시 불안정해져 과학자들의 논쟁을 낳을 수도

있다.라투르는 과학지식이 국지 이고 특수한 배경에서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산물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실험실 안에서 형성된 비

인간행 자와 인간행 자의 동맹 네트워크가 안정화되고 실험실 바깥으

로 확장되어 더 많은 동맹을 네트워크에 포섭시키는 과정으로 설명하

다(Latour& Woolgar,1986;Latour,1987;홍성욱,1999).

이러한 구성주의 과학기술학의 통찰은 규제정책에서 과학이 어떤 역

할을 하는지에 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자사노 는 비교

안정 인 합의에 바탕을 두고 연구자들끼리 잘 확립된 패러다임과 방

법론을 공유하며 주로 학 연구실에서 실행되는 학술과학(academic

science)과 달리,정책 인 목표를 해 정부와 산업계에서 법 요건을

충족시키기 해 실행되는 보다 유동 이고 논쟁 인 과학을 규제과학

(regulatoryscience)이라고 명명하 다.20세기 이후 보건·환경 분야의

정책결정에서 과학지식은 요한 자원이 되었는데,이러한 정책결정에서

는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는 했다.이에 해 자사노 는 규제과학이 다

양한 분과의 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의 력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규범이 충돌하고 그 결과로 과학 불확실성과 미결정성에 직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같은 데이터를 두

고도 과학자들 사이에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경우 군가는 정치 이해

계 때문에 사실을 의도 으로 조작했을 거라고 보는 기존의 설명 신

에,데이터에 한 해석의 차이가 분과에 따라 과학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안 설명을 제시한 것이었다(Jasanoff,1995).

최근에는 규제과학에 한 이해와 논의가 의약품과 련된 규제기 과

법 제도에도 용되기 시작했다.카펜터(Carpenter,2010)는 의약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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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가 국가들마다 비슷한 것은 의약품 자체에 그러한 속성이 내재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각 나라의 규제기 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

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oodand

DrugAdministration,FDA)이 다른 국가의 규제기 에 압도 인 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의약품 규제기 의 권력을 의약품에 한 허가나 취

소,시정조치의 요구 등 명령을 통한 직 인 행동을 지시하는 권력으

로만 본다면,그 향력은 한 국가의 수 을 넘기 어렵다.하지만 카펜터

는 의약품 규제기 이 이러한 지시권력(directivepower)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권력(gatekeepingpower)과 개념권력(conceptualpower)이

라는 다른 차원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문지기권력은 의약

품 규제기 이 어떤 문제와 논 ,의제(agenda)가 요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다.가령 미국 FDA는 의약품의 심사에서 안 성과 유효성을

주요하게 단하는데,이러한 심사는 다른 요한 문제들( 를 들면 표

화된 임상시험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개인에 따른 의약품에 한 반응

의 차이 등)은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데,이럴 때 작동하는 권력이 문지

기권력이다.개념권력은 사고의 패턴,용어, 로토콜,방법 등을 형성함

으로써 인식 자체의 내용과 구조를 형성하는 권력이다.유효성,생체이용

률,생물학 동등성 등 FDA 료들이 규제 안에 포함시킨 개념과 언어

는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의약품에 한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효과를 낳는데,이 때 작동하는 권력이 개념권력이다.이러한 권력들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른 규제기 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카

펜터의 주장이다.

규제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쟁을 분과의 차이로 설명했던 자

사노 의 분석과 의약품에 한 지식과 규제가 형성되고 다른 국가로 확

장되는 과정에 권력이 작용한다는 카펜터의 분석은 미국 FDA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 생연구소(NationalInstituteofHealthScience,NI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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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약품 규제기 이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을 비 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규제기 은 ‘과학’이

기 때문에 후발국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보는 신에,선진국에서 규

제가 만들어진 맥락과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맥락

에서 그러한 기 이 도입되었는지를 살펴볼 때에 의약품 규제기 이 만

들어지는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정책의 도입에 여하는 여러 요소들 에서도 어떤 집단들이 개입

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요하다.카펜터는 한 국가의 규제정책이 다른

국가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규제기 의 권력,국내 제약업계의 상

향력, 문가 집단의 권한,환자자조단체의 조직력과 소비자 활동가의

향 등에 따라 세부 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이에 한 실질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Carpenter,2010).이러한 카펜터의 제

안은 규제정책의 형성이 의약품 규제와 련한 지식에 해 가 문성

을 갖고 있으며 구의 권한을 믿을 만한 것으로 볼지의 문제와 한

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은 ‘문성의 정치(politicsofexpertise)’에 한 연

구를 통해 이러한 주제를 다루어 왔다. 문성의 정치는 “과학화,기술

화, 문화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에서 과연 어떤 집단의 문성(지

식)을 사회 으로 가장 가치 있으며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 경합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 희,2012).이러한 문성의 정치는 문가 집단과 시민사회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Wynne,1989;Epstein,1996),주류 문가와

항 문가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김서용,2006;김종 2011).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둘러싼 약제학자와 임상약리학자의 갈등은 문

성의 정치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이 포 하지 못하는 새로운 양상의 갈등

을 보여 다.이 논쟁은 문가 사이의 갈등이지만,주류 문가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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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라는 구도가 아닌 서로 다른 분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사

례가 독특한 것은 기존의 분과가 연구범 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분과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동역학을 살펴볼 수 있다는 이다.생물학 동

등성연구는 약제학자들과 임상약리학자들이 새롭게 연구범 를 확장한

교차 에 치한 분야 으며,의약분업이나 자료조작사건 등을 통해 정

치화된 사건이었다.

2.2.선행연구

제네릭의약품은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이나 의료 신과는 거리가 멀

다.이미 원개발의약품이 개발되어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었기 때

문에,제네릭의약품의 성분 자체에서 비롯되는 험성이나 불확실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과학기술학자들이 제

네릭의약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20세기 반 이후로 제약산업에서

제네릭의약품이 차지하는 비 이 폭발 으로 증가하 을 뿐만 아니라,

제네릭의약품이 원개발의약품을 체함으로써 의료비용을 낮추고 의료

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데 있다.특히 제네릭의약품

과 원개발의약품의 동등성 문제는 특허제도나 의료공공성 문제와 복잡하

게 얽 있으며,과학기술이 사회 문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

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상이 된다.

제네릭의약품과 생물학 동등성 개념이 한 련을 맺게 된 것은 20

세기 후반 미국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다.카펜터와 토벨은 미국에서

1970년 에 만들어진 ‘생물학 동등성’이라는 개념이 1984년 해치-왁스

먼 법안(Hatch-Waxmanamendment)6)에 따라 제네릭의약품을 허가받기

6)이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 오린 해치와 하원의원 헨리 왁스먼의 이름을 딴 것으

로,정식 명칭은 「의약품의 가격경쟁 특허존속기간의 회복에 한 법」(Drug

PriceCompetitionandPatentTerm RestorationAct)이다.제네릭의약품을 허가

받을 때에 생물학 동등성을 입증하면 동물실험과 1-3상 임상시험을 면제해주는

약식화된 신약허가 차(AbbreviatedNew DrugApplication,ANDA)제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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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기 이 되는 과정을 살펴 으로써,규제기 의 역할과 새로운

과학 분과의 탄생이 어떤 련을 맺는지 살펴보았다(Carpenterand

Tobbell,2011).1960년 까지 제네릭의약품과 원개발의약품이 동등한지

의 여부는 화학 동등성에 의해 단되었으나,생리학이나 양학 분야

에서 사용되었던 생체이용률 개념이 의약품의 규제와 연결되기 시작하면

서 약물동태학(pharmacokinetics)이라는 새로운 분과가 발 하기 시작했

고 생물학 동등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카펜터와 토벨은 미국

FDA가 제네릭의약품의 허가기 으로 생물학 동등성을 채택함으로써,

제네릭의약품이 원개발의약품과 동등한지에 한 논쟁을 생물학 동등성

을 입증하느냐의 문제로 단순화시켰다고 주장했다.그리고 제네릭의약품

은 생물학 동등성을 입증하고 원개발의약품과 체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뜻이 변화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생물학 동등성 개념이 원개발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이 동등한지의 논

쟁을 해소했다고 주장했던 카펜터와 토벨과는 달리,그린은 의약품의 동

등성에 한 논쟁이 역동 인 변화를 겪어왔다고 반박했다(Greene,

2014).그는 약의 어떤 측면이 동등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지식인지는

시기에 따라 변화했으며,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새로운 과학(생물학 동

등성)이 과거의 과학(화학 동등성)을 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

장했다.그는 동일한 성분을 갖는 의약품들이 같은 효과를 내는지 확인

하기 해 여러 방법들이 고안되었으며,생물학 동등성이 리 사용되

고는 있지만 완 한 것은 아니고 다른 기 에 의해 변할 수도 있음을 강

조하 다.

양측이 생물학 동등성의 어떤 측면을 강조했는지는 다소 차이가 있지

만,카펜터와 토벨 그리고 그린은 공통 으로 순수한 과학의 발 이 규

제를 바꾼다고 보거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이 발 한다고 보는

입하는 신에 원개발의약품의 특허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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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미국에서 생물학 동등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까지 과학자와

규제기 ,정책입안자 등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주

목했다.이들은 생물학 동등성의 입증을 통해 제네릭의약품과 원개발의

약품을 안 성과 유효성의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단할 수 있다는 가정

이 약물동태학이라는 분과와 제네릭의약품의 규제가 만들어지는 상호작

용을 통해 미국에서 20세기 후반부를 거치며 발달(evolve)해온 규제 실

천의 우연 결과물이었다는 을 보여주었다.

제네릭의약품과 생물학 동등성 개념이 20세기 후반 미국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한 련을 맺게 된 것이라면,이런 개념들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에는 어떠한 변형이 일어날까?헤이든은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미국의 ‘제네릭의약품’이 갖는 특성이 다른 국가에

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Hayden,2011).미국에서는 생물학 동

등성을 입증해야 제네릭의약품이 시 될 수 있으며 ‘비싸고 특허가 있는’

오리지 의약품과 ‘값싸고 근이 쉬운’제네릭의약품의 이분법이 뚜렷하

지만,멕시코에서는 규제체제의 미비로 인해 생물학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 러(similar)가 유통되었으며 제네릭의약품7), 랜드제네릭8),

체가능제네릭9)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복제약이 혼재했다.반면 아르헨티

나에서는 의약품에 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국 제약회사의

원개발의약품이 국내에 시 되기도 에 아르헨티나 제약회사가 이를 복

제하여 고유한 상품명을 갖고 아르헨티나 시장을 선 하는 일이 법 으

로 가능했다.이 게 시 된 아르헨티나의 복제약은 반드시 원개발의약

품보다 렴하지는 않았다.아르헨티나처럼 특허제도가 없고 미허가 복

7)제네릭의약품(genericmedicine)은 원개발의약품과 같은 성분을 갖고 상표명이

없으며 생물학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복제약을 의미한다.

8) 랜드제네릭(brandedgenerics)은 원개발의약품과 같은 성분을 갖고 상표명이

있으며 생물학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복제약을 의미한다.

9) 체가능제네릭(interchangeablegeneric)은 원개발의약품과 같은 성분을 갖고 생

물학 동등성을 입증한 복제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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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리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제네릭의약품이 가격을 낮추어 의약품

의 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분명 처방과 생물학 동등성 기 의 도입을 권장

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통해 품질이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퇴

출시키고 의약품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다 폰세카는

라질의 제네릭 규제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

러한 설명이 꼭 들어맞지 않을 수 있음을 보 다(daFonseca,2014).

1990년 에 라질이 성분명 처방과 생물학 동등성 기 을 도입할 당시

만 해도 세계보건기구의 설명은 잘 맞는 것처럼 보 다.제약회사들은

비용 상승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정책에 반 했지만, 라질 정부는 소

비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강행하 다.하지만 막상 이 정책이 시

행되고 나자 라질의 민간제약회사들은 부분 새로운 법안에 응해냈

고 퇴출되기는커녕 오히려 시장 유율이 높아졌다.왜냐하면 제약회사

들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이 높아졌다고

홍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반면 국이나 인도에서 원료의약품을 구매

하여 AIDS 치료제를 공 하던 라질의 공공제약회사들은 생산비용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다.처음에는 생물학 동등성 시험 의무화에 별다

른 반 를 하지 않았던 AIDS환자자조단체들은 뒤늦게 생물학 동등성

시험이 의약품의 품질과 무 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발하 다.이처럼

다 폰세카는 행 자의 선호와 이해 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따

라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한국에 생물학 동등성 규제가 도입되었을 때에,

법 ·사회 맥락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변용될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한국의 경우,단기간 내에 많은 의약품들의 생물학 동등성

을 입증했지만 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인간 피험자를 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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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험이라는 범주로 리되지 않았다.이러한 한국의 특수성이 어디에

서 비롯되었는지에 한 탐구가 필요한 것이다.

한 이 연구는 의약분업을 다룬 기존 연구들이 살펴보지 못한 측면을

보여 다.의약분업을 다룬 많은 연구자들은 체조제를 둘러싼 의사와

약사의 갈등의 주된 이유를 경제 이해 계로 설명하 다(이경희·권순

만,2004;김순양,2007). 체조제는 의사와 약사 에서 의약품의 선택

권이 구에게 있는지에 한 문제 다.의약품의 매는 마진이 크기

때문에 의료 수입에서 주요한 비 을 차지하 는데,특히 제약회사의 리

베이트 행은 약에 한 권한이 경제 이익과 연결되는 고리의 역할을

했다.의사들은 의약품에 한 선택권을 갖고 있어야 제약회사와 약사

는 환자에게 지배 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약사들은 약에 한

선택권을 가지면 마진이 큰 약을 팔 수 있다는 이 갈등의 근본 원인

이라는 것이다.

보건사회학자 조병희(2000)는 주사와 약의 사용이 환자를 유치하고

리하는 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에 한 권한을 두고 의사와 약사의

갈등이 심하게 불거졌다고 진단했다.한국 의사들의 진료는 주사나 투약

그리고 검사와 같이 가시 이고 하드웨어 인 기술에 의존하 으며,상

세한 문진이나 상담과 교육 등 면 상호작용 기술은 발 시키지 않았

다는 것이다.의사들의 진료가 약국서비스와 질 으로 차원이 다른 것으

로 차별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약에 한 취 권한은 환자

의 기 에 부응하기 한 결정 인 방법이 되었고 의사와 약사의 타

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약에 한 권한이 경제 이해 계나 환자 유치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기존의 분석들은 설득력이 있지만,이는 환자에게 약을 직 처방하는

의사나 약을 조제하는 약사의 에서만 바라본 것이다.기존의 연구는

체조제의 근거가 되는 약효동등성의 세부 쟁 에 해 논쟁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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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문가인 약 의 약제학자들과 의 의 임상약리학자들에 주목하지 않

았다.약제학자와 임상약리학자가 각각 한의사 회와 한약사회의 추

천을 받고 상 테이블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이들이 의사와 약사

의 경제 이해 계를 변하기 해 문가로서의 소신을 버리고 자의

으로 해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이러한 연구에 한 안

인 설명을 해 본 연구에서는 의사와 약사의 경제 이해 계라는 구

도가 아니라, 문집단인 약제학자와 임상약리학자의 입장에서 약효동등

성 논쟁을 설명할 것이다.

3.분과의 차이와 규제과학의 논쟁

3.1.약제학자가 주도한 생물학 동등성시험의 도입

미국에서는 1960년 를 지나면서 생물학 동등성 개념이 부각되기 시작

했으며,1970년 후반에는 이와 련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비슷

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법 제도 안에 포함되었

다.1980년 후반이 되면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한국에도 도입되었다.

이어지는 에서 서술하겠지만,한국에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도입된 배

경에는 제약업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

1980년 반까지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의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복제하여 매하 다.선진

국의 원료 합성기술을 도입하여 흡수,모방,개량하고 국산화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던 제약업계가 생존할 수 있던 이유는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

기 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970년 까지 다국 제약회

사들은 한국에서의 직 투자가 제한되어 있었다. 한 국내에서는 화학

물질 자체에 특허를 부여하는 물질특허제도가 없었고,화학물질을 제조

하는 공정 방법에 특허를 부여하는 제법특허만이 인정되었다.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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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 제약회사들이 막 한 연구개발비용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고 나

면,국내 제약회사는 제조공정을 개선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은 비용으

로 약을 쉽게 모방할 수 있었다.외국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도 합

법 으로 카피제품들을 개발하여 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국내 제약회

사들은 복제약 생산 주의 산업을 발 시켰던 것이다(약업신문,2014).

1980년 부터 국내 제약산업의 환경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1970년

말부터 지속된 세계 인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수

입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국가로 첨단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기피하는 기

술보호주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송인명,1993,1).1980년 에 미국은

한국의 수입자율화와 물질특허제도의 도입,지 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

하기 시작했고,1980년 반부터는 지 재산권 침해에 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는 미국 통상법 301조 발동을 내세우며 압력을 가하 다(동

아일보,1985;매일경제,1988). 두환 정부는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시

장개방화,수입자율화 조치를 시행했다.특히 1987년 7월 1일부터는 물질

특허제도를 도입함으로써,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물질특허

를 등록할 경우 다른 제약회사는 허락을 얻고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해당

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게 되었다.이처럼 다국 제약회사의

직 투자가 증가하고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내 제약회사들도

더 이상 복제약 생산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신약 개발을 통해 경

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송인명,1993).

이러한 제약환경의 변화는 의약품 규제기 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국립

보건원은 1980년 에 의약품과 식품의 품질 리 연구평가를 담당하던

규제기 이었으며,의약품의 유효성과 안 성을 검토하고 의약품의 약리

시험 연구를 담당하는 담부서로 안 성연구부를 두고 있었다.물질특

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신물질 개발을 극 추진하기로 결정했

고,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88년 4월에 안 성연구부를 국립보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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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리시켜 보건사회부 소속 독립연구기 인 국립보건안 연구원을 출

범시켰다(김연숙,2004,40).국립보건안 연구원에서 가장 먼 수행한

일 하나는 ‘생물학 동등성시험기 ’(국립보건안 연구원 고시 제1호,

1988.10.28.)을 마련하는 것으로서,이는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을 장려하고

의약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이었다.제약회사가 복제의약품을

허가받으려면 의약품의 유효성 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약사법시행

규칙 제12조 4항 1호,1976.11.19.개정),1988년 이 에는 의약품에 포함

된 주성분의 함량과 같이 일정한 품질기 을 수하는지의 여부로 의약

품의 유효성을 평가하 다(선정원,2009,140).그러나 1989년 1월 이후에

는 복제의약품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통해

원개발의약품과의 생체이용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미 시 된 복제의약품에 해서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요구하지 않

았지만,1989년 이후에는 제약회사가 새롭게 복제의약품을 허가 받으려

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추가 으로 진행하고 련 자료를 제출해야 했

기 때문에 국내 제약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졌고 시장에

한 진입장벽이 높아졌다.이러한 의미에서 생물학 동등성시험기 의 도

입은 신약을 개발한 제약회사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신약개발을 장려

하기 한 정책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신석우,2002).

생물학 동등성시험기 을 도입하기 이 부터 한국의 의약품 규제기

은 약학 학의 약제학 분과와 한 련을 맺고 있었다.약제학은 약

물이 특정한 효과를 내기 해 정한 약물농도와 복용법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약제의 효과와 제제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의약품의

안 성,유효성,품질을 리하는 약제학 분과의 특성상,약학 학 출신

이 의약품 규제기 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약학 학의 교수

들과도 가까운 거리를 유지했다.1971년에 창립된 한국약제학회만 하더

라도,국립보건원의 신인 앙화학연구소 시 (1955년)부터 약학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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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학 교수,제약회사 근무 약사, 앙화학연구소 연구원 등이 정기 으

로 개최해왔던 독회를 모태로 만들어졌다(한국약제학회,1991).

한국에서 생물학 동등성시험기 을 마련하는 데서도 약제학자들의 역

할이 요했다.서울 학교 약학 학의 심창구 교수10)는 1987년 당시 서

울 약 학장이었던 유병설 교수의 소개로 국립보건안 연구원에서 생

물학 동등성시험기 의 안을 만드는 용역사업에 참여했다고 한다.그

는 일본공정서 회(日本公定書協会)에서 발간하는 『의약품연구(医薬品

研究)』라는 을 통해 생물학 동등성에 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

고,마침 1987년에 그의 지도학생이었던 홍재선과 함께 한국에서는 처음

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하고 있었다.당시 생물학 동등성시험

기 의 안은 일본의 기 을 번역하되,한국의 상황에서 여의치 않은

부분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심창구 교수 인터뷰,2015

년 10월 16일).

기의 약제학은 조제학이나 제제학과 같이 일정한 양의 약물을 환자에

게 투여하는 기술이나 제제공학과 같이 특정한 제제의 약물을 만드는 기

술 등을 다루었다(조태순,1993,174;심창구,1999,iii).그러나 같은 양

의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약물을 함유한 제제의 물리화학 는 제제학

성질에 따라 약물의 체내동태가 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알

려지면서,약제학자들은 생물약제학과 같이 실험실에서 발견한 약물분자

의 물리화학 메커니즘과 약물의 체내동태 사이의 상 성을 규명하는

데 주목하기 시작했다.그리고 이러한 심은 약이 잘 흡수되고 특정한

부 에만 잘 분포하며 충분한 시간동안 체류할 수있는 이상 인 분자구

10)심창구 교수는 1971년에 서울 약 를 졸업했고 1982년에 일본 동경 학교에

서 약제학 박사 학 를 취득했으며 1983년에 서울 학교 약학 학 교수로 부임

했다.그는 국내에서 생물학 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깊이 여했으

며,그의 연구 에서는 식약청에서 공식 으로 사용되는 생물학 동등성시험 통

계 로그램 ‘K-BEtest’를 개발하기도 했다.2003년에는 ‘생물학 동등성 문가’

로 인정받아 식약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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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속 학력

이창기 국립보건안 연구원 원 약학박사

한익수 국립보건안 연구원 성균 약학박사

최 식 국립보건안 연구원 원 약학박사

문화회 국립보건안 연구원 동경 약학박사

이학 국립의료원 내과 과장 서울 의학박사

김재백 원 약 교수 서울 약학박사

심창구 서울약 교수 동경 약학박사

최 식 조선약 교수 조선 약학박사

신상구 서울의 교수 서울 의학박사

조와 제형을 연구했던 물리약제학으로도 이어졌다.이처럼 약제학 분과

는 약물의 이상 인 송달(drugdelivery)을 해 연구가 차 확장되고

있었다.

한국에서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기에 약제학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

졌다.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표 사례가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년간 국립보건안 연구원에서 과학기술처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의약

품의 생물학 동등성에 한 연구” 다.이 사업은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생물학 동등성에 한 표 작업 지침(StandardOperationProcess)을

제공하기 한 목 에서 이루어졌는데,<표1>에서 드러나듯 주로 국립

보건안 연구원 약리병리부 연구원들과 약학 학 교수들이 이 사업을 이

끌었다(국립보건안 연구원,1988,1989,1990).

[표1]“의약품의 생물학 동등성에 한 연구”(1988-1990)사업 참여 책임연구원 명단

한국에서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임상연구를 하는 의과 학 교수가 아닌

약물송달을 연구하는 약제학자들에 의해 먼 시작되었다는 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1980년 반까지 의과 학 교수들은 실험실 연구나 동

물실험 등의 통 인 약리학 연구를 주로 수행했지 사람을 상으로 하

는 임상약리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김철 ,2003).한국에서 임상

약리학이라는 새로운 의과학 분야가 시작된 것은 서울 학교 약리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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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신상구 교수가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에 임상약리학 연구원(fellow)으로 있다가 1988년에 귀국하고 나서

다(Shin,2014).의과 학 교수 에서는 서울 의 신상구 교수가

유일하게 국립보건안 연구원에서 진행한 “의약품의 생물학 동등성에

한 연구”사업에 1989년부터 참여하게 되었다.1990년 부터 서울

의 약리학교실을 심으로 임상약리학자들이 양성되기 시작하 으며,

이후 의약품에 한 논쟁에서 주도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발 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 후반에는 국내 제약환경의 변화와 함께 미

국,일본 등에서 발 하고 있었던 임상 연구 생물학 동등성 연구가

국내에 도입되고 있었다.물질특허제도의 도입 등으로 신약개발이 주요

한 과제로 떠오른 배경에서 외국의 연구가 빠른 속도로 국내에 유입되었

다.약 의 약제학자들은 화학에 기 한 기존의 약제학에서 생물약제학

으로 연구분야를 확장하면서 생물학 동등성 연구를 하게 되었다.비슷

한 시기에 의과 학에서도 임상약리학이라는 새로운 분과가 만들어져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과들이 자리를 잡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생물학

동등성시험기 이 1988년에 만들어졌고 이를 수행하기 한 표 작업

지침도 개발되었지만,국내 제약업계들은 이를 당장 수용할 능력이 없었

다.1993년 4월 5일에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 902호)

에 따라 생물학 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제네릭의약품을 처음 허가

받는 것은 1994년이 되어서야 가능해졌다.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한

실 은 1994년 5건,1995년 15건,1996년 12건,1997년 21건,1998년 77건

등으로 미미한 수 이었다(박인숙 외,1999).1990년 까지 생물학 동등

성기 은 1989년 이 에 허가 받은 복제의약품에 한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리 사용되지 않았다.그러나 2000년에 의약분업이 시

행되면서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의약계와 제약업계의 주요한 화두로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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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게 되었다.

3.2.의약분업의 시행과 약효동등성 코드의 해석

한국 의료계에 커다란 향을 미친 정책 변화 하나는 약사가 의사

의 처방 을 통해서만 약을 조제하도록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나 의약

분업 제도 다.2000년 7월 1일에 시행된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직

능을 구분하는 데 을 맞추고 있었지만,의사와 약사의 이해 계 다

툼을 넘어 의사와 정부,그리고 의료계와 사회 사이의 심각한 갈등으로

까지 확 되었다(조병희,2000,35).11) 한의사 회, 한약사회, 한병

원 회 등의 집단들은 의약분업의 상이 되는 의료기 을 어느 범 로

정할 것인지,어떤 의약품이 의약분업의 상이 될 것인지, 체조제의

범 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의 문제로 첨 한 입장 차이를 보

으며,2000년에는 의사들의 국 인 업을 포함한 집단 인 정책불

응으로까지 이어졌다(백한주,2011).

의약분업의 여러 쟁 가운데 하나 던 체조제의 문제는 국내 의약품

들 사이의 동등성을 평가하고 리하는 기 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의약분업 시행 이 에는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동일한 병의원에

서 조제를 받았으므로,의사는 자신에게 익숙한 약만을 처방할 수 있었

고 약의 체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따라서 같은 성분을 가진

의약품들끼리 약효가 동일한지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김경환,

2002).하지만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의사가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

했을 때에 약사가 다른 제약회사에서 만든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조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가 새로운 쟁 으로 두되었다.

의약계는 체조제를 해서 약효동등성이 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

11)보건사회학자 조병희는 의약분업이 사회 갈등으로 확 된 원인을 련 집단들

의 이해 계와 함께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 모순과 의료라는 담론에 한 시각

차이에서 찾았다(조병희,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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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이루었지만,약효동등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어떤 시험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것인지,어떤 의약품을 상으로 약효동등성을 입증할 것인

지 등의 세부 기 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의사,약사,제약회사,병원 등의 이해 계 조정이 어려워 오랜 기간 시

행되지 못했던 의약분업에 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질 인 정책결정으

로 이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조병희,2001).‘의

약분업실 을 한 시민 책 원회’(이하 시민 책 )12)의 구성에 힘입

어,1999년 5월 10일에 한의사 회와 한약사회는 처음으로 의약분업

의 실시 원칙과 세부 모델에 한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의약계

는 의사가 상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 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상품명으로 처방을 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시행 이 에 약효동등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는 제로 체조제를 허용한다고 합의했다.

5월 10일에 의약분업의 원칙에 한 의약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자 보건

복지부에서는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고,6월 23일에 보건복지부 차 이

종윤을 원장으로 하는 의약분업실행 원회(이하 실행 원회)를 구성하

다.실행 원회는 시민 책 의 합의안을 구체화하고 실무 인 논의들

을 하기 해 꾸려진 것이었다.실행 원회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언론

계,학계,의약 련 단체,공무원 등 25명의 원들로 구성되었으며,보건

정책분과 원회,건강보험분과 원회,의약품 리분과 원회 등 3개의 분

과 원회를 편성했다.이 에서 최수 식약청 의약품안 국장을 원

장으로 둔 의약품 리분과 원회13)에서는 4차례의 분과 원회 회의를

12)시민 책 원회는 참여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YMCA,한국소비자

연맹,녹색소비자연 ,인도주의실천의사 의회(인의 ),건강사회를 한 치과의

사회,건강사회를 한 약사회,청년의사회,민 의료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보

건의료단체 표자회의,보건의료노동조합 등 12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13)의약품 리분과 원은 최수 ( 원장,식품의약품안 청 의약품안 국장),김종

신( 한의사 회 정책이사),이송( 한병원 회 보험이사),원희목( 한약사회 총

무 원장),신석우(한국제약 회 무),이덕승(녹색소비자연 사무총장),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기획실장),김용익(서울 의 교수),권경희(서울 약 교수),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 의회 기획국장),홍춘택(건강사회를 한 약사회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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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

생물학 동등성시험 실시내역 년간시험

실시 상

건수(주)

시험책임

자
97 98 99 소계

기

총계

서울약

정석재 1 1 2

55

1~2

심창구 4 2 1 7 3~5

신완균 1 1 10

이명걸 1 4 5 3

김종국 1 4 5

성균 약

지상철 3 3 3 9

17
박은석 1 3 1 5 4~5

이향우 1 1 2 4~5

유선동 1 1 2~3

충북약
정연복 3 3

5
6~10

한건 2 2 2~3

충남약
권 일 2 7 1 10

11
5~6

황성주 1 1 3~4

연세의 김경환 1 1 2 2 6~8

앙약 최 욱 1 1 2 4 4 4~5

한국과학기

술연구원

김동 1 2 3

6

1~2

김경태 1 1 1~2

정 철 1 1 1~2

김명수 1 1 1~2

남약 이용복 3 3 6 6 4~5

부산약 이치호 1 1 2 3

원 약 손동환 4 3 7 7 5

순천향의 손동렬 1 2 3 3 50

동덕여 약 인구 3 3
4

3~4

안형수 1 1 2

경희 약 서성훈 4 4 4 6

삼성의료원 최경업 1 1 1 6~8

통해 약효동등성 확보 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았다.이 분과 원회에

서는 약효동등성을 입증하기 해 가 이면 비교용출시험을 하되,꼭

필요한 경우에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해야 한다는 시민 책 합의안

의 내용을 확인하고,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해야 할 의약품의 범

를 어디까지로 할지의 문제를 실질 으로 결정해야 했다.

국장),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원)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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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 신상구 10

계 23 40 29 92 92 143~167

[표2]국내 생물학 동등성시험기 능력 황(1997~1999년)

(주)시험책임자가 직 시험능력에 하여 직 답변한 사항임

출처 :의약분업실행 원회 의약품 리분과 원회 회의자료(4차회의,99.9.9.14쪽)

이 때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품목의 세부 인 목록을 결

정하는 데에는 당시 국내에서 비교붕해시험,비교용출시험,생물학 동등

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는지가 요하

게 고려되었다.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매월 232건의 비교용출시험

과 매월 975-980건의 비교붕해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

었기 때문에,시험 을 이용한 시험은 국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다.반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학과 연구

소,병원 등을 바탕으로 국내의 시험능력을 조사한 결과,국내에서 97년

에 23건,98년에 40건,99년에 29건 등 92건의 실 이 있다는 사실이 확

인되었다.<표2>와 같이 당시 수행되었던 생물학 동등성시험 80건

은 약 에서,5건은 의 에서,6건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1건은 삼

성의료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의약분업실행 원회 의약품 리분과 원

회 4차 회의자료,1999.9.9.),주로 약학 학 공자들이 생물학 동등성

시험을 주도하 다.14)의약품 리분과 원회에서는 비교용출시험과 비교

붕해시험은 연간 수천건씩 수행할 수 있지만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연간

100여건 정도만 수행할 수 있다는 실 요인을 고려하여,생물학 동

등성시험을 수행해야 하는 품목의 세부 인 목록을 앙약사심의 원회

가 처방별 품목허가 황 등에 한 구체 인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결

정하도록 의결했다.

14)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했던 27명의 연구자 에서 20명이 약 교수,2명이

의 교수 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2명은 약 공자,1명은 화학 공

자,1명은 생물학 공자 다.삼성의료원 약제부장은 약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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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약사심의 원회(이하 앙약심)는 의약품과 련한 사항(藥事)에

한 보건복지부장 과 식약청장의 자문기구로서,생물학 동등성시험

상 품목 결정에 참여한 당시 원들의 구성을 보면 약 교수 14명,

의 교수 4명,기타 8명 등으로 약 교수들이 압도 으로 많았다15).

약 교수들은 이미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들이 「제조 품질 리 기

(GoodManufacturingPractice,GMP)」16)을 충족하고 있으며 수년간 임

상 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교용출시험과 같은 생체 외 시험만으로

약효동등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단했다.그 기 때문에 생물

학 동등성시험은 부분의 의약품에 해 수행할 필요가 없이 국내의

시험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명확한 기 을 외국의

사례에 근거하여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의약분업실행 원회 의약품

리분과 원회 4차 회의자료,1999.9.9.)

앙약심에서는 미국에서 체조제의 단 근거로 삼는 미국약 의약

정보(USP DI)의 약효동등성 평가분류코드(Therapeutic Equivalence

EvaluationCode)를 참조하여 생물학 동등성시험 상 품목을 결정하기

로 했다.미국에서는 제조회사가 생물학 동등성시험자료,제제학 자

료,GMP자료 등을 제출하면,FDA가 각 품목에 해 약효동등성 코드

(TEcode)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한다.미국 FDA는 안 성과 유효성,제

15) 앙약사심의 원회의 분과 에서 약효동등성 입증방법에 여했던 곳은 ‘약

의약품 등 규격분과 원회’,‘신약분과 원회’,‘생물학 동등성평가소분과 원

회’등이다(배균섭,2005).여기에 속했던 앙약심 구성원은 김 (서울 약

),김 하(과학기술정책 리연구소 연구기획 리단),김종원( 구효성가톨릭

약 ),류 동(서울 수의 ),박호군(한국과학기술원 응용과학연구부),배기환

(충남 약 ),서유헌(서울 의 ),안형수(동덕여 약 ),양 민(서울 보건

학원),양지선(국립독성연구소 약효약리과장),용철순( 남 약 ),유선동(성균

약 ),육창수(경희 약 ),이강춘(성균 약 ),이경훈(인하 의 ),

이명철(서울 의 ),이민화(서울 약 ),이범진(강원 약 ),이 태(국립의료

원 약제과),이용복( 남 약 ),이진환(조선 약 ),이치호(부산 약 ),정

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최 욱( 앙 약 ),최종욱(고려 의 ),하 원(식

약청 생약평가부)등이었다.

16)「제조 품질 리 기 (GMP)」은 의약품의 원료 구입,제조,포장,출하 등

의약품 생산공정 반에 걸쳐 지켜야 할 요건을 규정한 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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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에서의 약물의 생물학 동등성 분류 :A,Bgroup

Agroup:제품간에 생물학 동등성이 인정된 약물

1)제형에 따라 AA,AN,AO,AP,AT로 분류

2)AB-생물학 동등성 문제가 해결된 제제

Bgroup:생물학 동등성 문제가 있는 약물 (제형에 따른 문제도 포함)

1)BC-지속성 제제(정제,캅셀제,주사제)

2) BD - 유효성분과 제제에 생물학 동등성 문제가 제기된 약물

(documentedBEproblem)

3)BE-경구 서방형 제제(장용피 제제 포함)

4)BN-에어로졸 제제(Aerosol-nebulizer)

5)BP*-유효성분과 제제에 potential한 문제가 있는 약물

6)BR-좌제, 장제 신흡수를 목 으로 하는 제제

7)BS-standard가 부족한 제제

8)BT-생물학 동등성 문제가 있는 외용제제

9)BX-자료가 부족한 제제

제학 동등성,생물학 동등성, 한 제품표시(Labeling),제조 품질

리 기 (GMP)등을 종합 으로 단하여 AA,AB,AN,AO,AP,AT

등의 A class코드와 BC,BD,BE,BN,BP,BR,BS,BT,BX,B*등의

Bclass코드를 부여한다.미국 FDA에서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A class코드를 부여받고 체조제가 가능해지며,약효동등성을 인정받

지 못한 경우에는 Bclass코드를 부여받게 된다.이 때,AB코드는 생

물학 동등성시험을 통하여 약효동등성을 입증 받은 경우에 부여되며,

AA 코드는 제제의 특성에 따라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면제 받고 약효

동등성을 입증 받을 수 있는 경우 다.17)

[표3]FDA에서의 약물의 생물학 동등성 분류 :A,Bgroup

출처 :의약분업실행 원회 약효동등성 소 원회 회의자료

17)의약분업 당시 약효동등성 입증 상 의약품은 정제,캡슐,좌제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용액제,국소제제 등에 부여되는 AN,AO,AP,AT 등의 코드는 논의에

서 제외되었다.



-28-

앙약심에서는 외국의 규제를 근거로 하여 국내에서의 생물학 동등성

시험 상 품목을 결정하고자 했다.하지만 국내 시험능력이 미흡한 상

황에서,미국과 같이 수 십년간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리해온 국가의

기 을 도입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앙약심에서는 생물학 동등성시

험 상 품목을 결정하는 기 을 마련했다가,국내 시험능력으로 수행하

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경우에는 기 을 변경했다.8월 20일 앙약심 회

의에서는 미국약 (USPDI)의 AB코드를 기 으로 국내 140개 성분에

해 검토하 으나 이에 해당하는 국내 품목 수가 수천개나 된다는 사실

을 확인하고 기각했다.8월 24일 회의에서는 미국약 (USPDI24)의 ‘생

물학 동등성시험 계획서’수재성분목록 24개 품목 27개 제제로 기

을 변경했으나,이 역시 955개 품목으로 국내 시험능력에 비해 많은 수

다.

8월 30일에 열린 의약분업실행 원회 의약품 리분과 원회 회의에서는

약효동등성 시험방법 상을 결정하기 한 ‘약효동등성 소분과회의’

를 꾸리기로 했으며,안종주 한겨 신문 심의 원,우석균 인도주의실천

의사 의회 기획국장,홍춘택 건강사회를 한 약사회 사무국장과 함께

의사 회와 약사회의 추천으로 각각 순천향의 손동렬 교수와 서울약

심창구 교수 등 5명이 참여했다.9월 2일에 열린 약효동등성 소분과회의

에서 미국약 (USPDIVol.3)의 B코드에 해당되는 31개 성분 321개 품

목을 생물학 동등성시험 상 품목으로 결정했으며,1)BP 표시제제,

2)BD 제제,3)BC,BE제제,4)BR,BS,BX 제제 등으로 생물학 동

등성시험을 해야할 우선순 를 결정하 다.11월 30일 앙약심 회의에

서 몇 개의 성분이 추가되어 최종 으로 41개 성분에 해 생물학 동등

성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12일에는 약사법이 개정되어 “그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체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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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법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2000년 6월 16일에는 보

건복지부령 제154호에 의해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약효동등

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경우에만 체조제가 가능해졌다.이어 2000년 6

월 27일의 식약청 고시 제2000-26호로 발표된 ‘약효동등성시험 리지침

체조제의약품 지정’18)에 따르면,의약품동등성시험의 상은 단일성

분의 정제 8374품목,캅셀제 3291품목,좌제 39품목 등 총 11704품목으로

결정하 고,방법은 가 비교용출시험 는 비교붕해시험으로 하되,

황산알부테롤 등 41개 성분 해당품목은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실시하도

록 하 다.

3.3.임상약리학자의 응

임상약리학자들은 의약분업 이 까지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많이 수행

하지 않았고 앙약사심의 원회에서도 의 교수의 비 이 작았기 때문

에 약효동등성 입증방법을 결정하는 원회 내부에서 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이러한 상황에서 한임상약리학회는 학술 근거를 동원하여

식약청 고시에 해 비 하는 략을 취하 다.2000년 10월 25일 한

임상약리학회에서 개최한 “ 체조제와 의약품 분류”심포지움은 그러한

임상약리학자들의 비 들을 확인할 수 있는 표 인 자리 다.

이 심포지움에서는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약효동등성을 입증하도록 했던

식약청 고시에 한 비 이 제기되었다.서울의 약리학교실의 유경상

교수는 시험 에서 의약품을 녹이는 용출시험만으로는 복잡한 생체 내

흡수양상을 측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왜냐하면 약물이 용출되고

나서 흡수되기까지 “장 막 투과성, 장 내 pH,효소,장 운동, 회

통과 사(first-passmetabolism)등의 복잡한 요소가 여할 뿐 아니라

18)이후 의약품동등성시험 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1-71호,2001.11.23.)으로 개정

되었다.이 때 '약효동등성'은 '의약품동등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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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요소가 계속 변화하고 개체간 변이 개체내 변이가 존재”하기 때

문이었다.이러한 까닭에 생체 외 시험과 생체 내 시험 사이의 상 계

(invitro-invivocorrelation,IVIVC)는 지난 30년간 연구결과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그는 미국 FDA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

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IVIVC가 잘

증명된 외 인 경우에만 용출시험으로 체하고 있음을 지 했다(유경

상,2000,265-267).서울의 약리학교실의 배균섭 교수도 비교용출시험

만으로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여러 교과

서나 외국의 규정들에도 명시”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배균섭,2000,

263).

다른 비 은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거쳐야 하는 품목이 선정된 기

이 비과학 이라는 것이었다.2000년 식약청 고시에서 생물학 동등성시

험 상 품목으로 선정된 41개의 성분들은 미국 FDA에 의해 B코드를

부여받은 제품들의 성분 에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배균섭 교수는 이러한 결정이 특정 성분이

아니라 개별 품목마다 생물학 동등성자료를 제출하여 부여받는 미국의

약효동등성 평가분류코드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 했다.그는 미

국에서 같은 성분을 갖는 두 제네릭의약품이 각각 A코드와 B코드를

받은 경우도 존재하는데,어떤 미국회사 제품이 A코드를 받았다고 하여

같은 성분을 가진 한국회사 제품에 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면제해주

는 것은 논리 으로 맞지 않다고 비 했다. 한 디곡신이나 페니토인과

같이 치료역이 좁은 의약품(narrow therapeuticrangedrugs)들은 용량

이 조 만 달라져도 환자의 건강에 큰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생물

학 동등성시험을 꼭 거쳐야 하는데,이러한 성분이 식약청의 기 에 포

함되지 않은 것에 해서도 문제 삼았다(배균섭,2000,263).

한편 생물학 동등성이 확보된 약물이라도 체조제를 하는 것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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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가천의 약리학과 임동석 교수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통과하고 시 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경우에도 생물학 동

등성시험의 설계가 갖는 한계와 약물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환자에게서

비동등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 하 다.생물학 동등성시험의 피험자

는 20-45세의 건강한 남자들로 체 이나 신장의 오차가 10%이내에 있어

야 했으며,공복상태에서 약을 먹은 후 채 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이처

럼 표 화된 신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험 설계 자체가 실제 고령

자, 유아,환자의 임상결과에서는 동등성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래

할 수 있었다.특히 환자는 공복에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기 때문에,

다른 음식물 제제와의 상호작용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그리고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시험약인 제네릭의약품과 조약인 원개발의약품

의 생체이용률이 80-125%의 신뢰구간 사이에 존재하도록 요구하는 시험

인데,이러한 설계는 제네릭의약품들끼리 체한 경우에 해 아무런 입

증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만약 두 제네릭의약품이 원개발의약품에

비해 각각 80%와 125%로 흡수된다면,80%의 제네릭의약품을 125%의

제네릭의약품으로 체할 경우 오차가 1.5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이러한 시험 설계의 한계 뿐 아니라,약물의 특성에 따라

농도의 개인차가 큰 경우에는 피험자 집단의 통계 동등성을 근거로 산

출해낸 지식이 개개인에게 부 합할 수도 있다는 도 지 했다.임동석

교수는 이처럼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거친 경우에도 험이 따를 수 있

는데,이마 도 입증하지 못한 의약품의 체조제는 지 않은 약화사고

와 치료실패를 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임동석,2000,270-271).

한임상약리학회의 심포지움에서 드러나듯,임상약리학자들은 인체 내

에서 복잡한 요소들이 여하고 있다는 을 강조했으며 약화사고를 막

기 해서는 미국 FDA와 같이 엄격한 의약품 리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이들은 비교용출시험과 같은 생체 외 시험만으로는 복잡한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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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들을 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생물학 동등성시험을 거친 의약품

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미국 FDA는 각각의 품

목에 해 약효동등성 코드를 부여하기 때문에,식약청 고시가 성분을

기 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 상 품목을 결정한 것은 자의 인 해석이

라고 지 했다.

학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임상약리학자들의 주장은 정책 입안의 차원

에서도 향력을 발휘했다. 표 으로 식약청에 한 2000년도 국회 국

정감사는 보건복지 원회19)소속 국회의원들이 임상약리학회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국정감사 첫 날이었던 10월 20일에 고진

부,손희정,이원형,이종걸,최 희 원 등은 식약청의 약효동등성 확보

책이 미흡하다는 을 지 하면서,비교용출시험으로 생물학 동등성

시험을 체하게 된 경 가 무엇인지,비교용출시험만으로 체조제 가

능한 의약품을 지정했을 때 약화사고 가능성은 없는지,생물학 동등성

시험 상 품목이 무 은 것이 아닌지 등을 질의하 다(국회사무처,

2000a).이 과정에서 손희정 원은 피험자 리가 부실하다는 과

앙약사심의 원회에서 약 교수의 비 이 많다는 을 문제 삼았고,최

희 원은 비교용출시험만으로 약효동등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앙약

심과 식약청의 억지 때문에 국민들이 의약분업과 약에 해 정확한 이해

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비 했다.보건복지 원회 소속 국회의원 에

서 식약청을 옹호한 것은 약사 출신의 민주당 김명섭 원뿐이었다.김

명섭 원은 성분과 용법·용량이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할 필요가 없고,비교용출시험만 가지고 충분하다

19)당시 국회 보건복지 원회 원은 고진부(민주당,의사),김명섭(민주당,약사),

김성순(민주당, 송 구청장),김찬우(한나라당,의사),김태홍(민주당, 주

북구청장),김홍신(한나라당,소설가),박시균(한나라당,의사),손희정(한나라당,

경북도의원),심재철(한나라당,기자),윤여 (한나라당, 환경부장 ),이원

형(한나라당, 구시의원),이종걸(민주당,변호사), 용원(한나라당),최 희

(민주당, 한간호 회장)등 1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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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했다.

양규환 식약청장은 약효동등성에 한 질의에 해 “비교용출시험에 의

해서 동등성이 확보가 된다면 약효가 동등하다”고 추정하고 있으며,“생

동성시험 신 비교용출시험한 품목의 체조제에 의한 약화사고는 발생

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한다고 답했다.그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약효동등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데에는 동의했지만,모든 의

약품에 해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실시하기에는 시간 ·경제 부담

과 윤리 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

하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비교용

출시험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체하도록 허용한다고 말하면서,그

에 한 문헌 근거로 2000년 8월부터 미국에서 용되는 『생물학 동

등성시험 면제 지침서(Biowaiverguidance)』와 『한국약제학회지』 29

권 3호에 실린 심창구 교수의 「일본에서의 후발의약품의 생물학 동등

성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출했다.미국의 『생물학 동등성시험 면제 지

침서』는 FDA의 생물약제 분류체계(BiopharmaceuticsClassification

System,BCS)에 의해 Class-I20)으로 지정된 약물의 경우 생물학 동등

성시험을 비교용출시험으로 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으며,심창

구 교수는 논문에서 “ 부분의 의약품은 다양한 조건에서 실시된 용출거

동이 모두 동일하다면 생물학 동등성이 확보된다는 것이 문가들의

일반 인 인식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이다(국회사무처,2000a).

11월 2일에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고진부,이종걸,최 희 등의 국회의원

들은 이러한 식약청의 입장에 해 반박하 다.고진부 원은 FDA의

약효동등성 코드가 성분이 아닌 품목에 부여되는 것이며,특히 미국에서

B코드를 받은 의약품과 같은 성분을 가진 경우에만 생물학 동등성시험

을 요구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이종걸 원은 미국에서 생물

20)용해도와 투과도가 높고,30분 이내에 주성분이 85%이상 용출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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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동등성시험을 면제하는 경우는 기존의 제형이나 함량을 변경하는 경

우와 같이 제한 인 경우에 해당하며,일반 으로 비교용출시험으로 생

물학 동등성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 했다. 한 일본에서

모든 의약품에 해 비교용출시험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비교용

출시험만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미

국이나 일본에서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체하는

경우도 있지만,일반 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국회사무처,2000b).

이에 해 양규환 식약청장은 비교용출시험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체하도록 한 것은 식약청의 결정이 아니라, 앙약사심의 원회의 자

문을 받아 의약분업실행 원회가 결정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안에 해 식약청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체방안을 제시하지 못

한 것에 해서는 사죄한다고 밝혔다.그리고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거

치지 않은 의약품에 해서는 체조제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의를 진

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생물학 동등성시험 상 품목을 미국약

의약정보(USPDIVol.3)에 수록된 B코드 41개 성분제제로 결정한 것에

약간의 문제 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앙약사심의 원회에 약 교수

가 많다는 지 에 해서도 문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을 정하도록 보건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2000b,58-59).

임상약리학자들은 의약분업실행 원회나 앙약사심의 원회 등 약효동

등성 입증방법과 품목에 해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서 수 열세를 보

지만, 원회 바깥과 국회 등에서는 식약청 고시가 미국약 의 약효동등

성 코드나 「생물학 동등성시험 면제 지침서」와 같은 미국 FDA의 기

을 자의 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했다.2000년도 국

정감사에서 드러나듯,미국의 약효동등성코드는 성분이 아닌 품목에

해 부여되는 것이며 비교용출시험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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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제한 이라는 임상약리학회의 주장이 보건복지 원회 국회의원들

에게 받아들여졌다.국회 보건복지 원회는 의사-약사-정부의 합의안과

함께 이러한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2001년 8월 14일에 약사법 개정법률

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체조제 허용범 는 생물학 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제한하게 되었으며,비교용출시험만으로 체조제를 폭넓게 허

용하려했던 2000년의 식약청 고시는 폐기되었다.

3.4약제학 분과와 임상약리학 분과의 인식 차이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체조제가 합법화되면서,약제학자와 임상약리학

자는 어떤 의약품을 상으로 어떤 시험방법을 사용하여 약효동등성을

입증할 것인지의 문제에 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 한 미국

FDA의 약효동등성 코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성분 허가로 볼 것인지

품목 허가로 볼 것인지의 상이한 해석이 존재했다.이러한 차이는 약제

학과 임상약리학 분과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때에 이해할 수 있

다.

우선 약효동등성 입증방법에 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자.약제학자들

은 약효동등성을 입증하기 해 부분 비교용출시험을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하면 된다고 본 반면,임상약리학자

들은 모든 의약품에 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생체 외 시험인 비교용출시험이 인체 내의 복

잡한 작용을 측하는 데 충분한지에 한 분과 사이에 상반된 입장이

있었다.의약분업실행 원회에서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최소한으로 수행

하고 부분 용출시험만으로 약효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반 되도록 했던 서울 약 심창구 교수는 분자의 물리화학 거동이

동등하면 생체 내에서도 동등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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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화학 으로 같은 물질이 생체 리스폰스가 다를 수 없는 거 요.분자

는 같은 분자이고,용출이 뭐냐면 분자 상태로 releaseout되는 건데,물

리화학 으로 동일한 거동을 보이는데 생물학 으로 다른 거동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기본 으로는.다만 의도 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매우 드물지만 흡수

진제를 첨가하는 게 허용되어 있어요.그런 걸 넣으면 흡수가 어떻게 달

라질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생동성 컨펌을 없애

는 건 어려워요.그러나 어떤 의를 갖지 않고 제네릭회사가 오리지날

회사랑 같이 만들려고 하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게 어려운 거 요.용출

거동은 다 같은데 생동성에서 다르면 이거는 재미있는 논문거리다.그

런 경우는 일반 으로 어려운데 그 다면 그 기 을 밝히기 해 연구해

볼 만하다.괴상한 정제의 경우가 그 다는 것이고,일반 인 정제는 다

같다고 보면 되요.(심창구 교수 인터뷰,2015년 10월 16일).

하지만 임상약리학자들은 비교용출시험을 생물학 동등성시험과 같은 수

의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서울 의 유경상 교수는 아무리 실

험실 데이터가 잘 나와도 그것만으로는 복잡한 인체 내 효과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다.

실험실 연구를 가지고 인체 효과를 설명하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커요.

우리는 그런 실험도 해봤고 실제 환자도 봤잖아요.그러면 그 사이에 간

극이 크다는 걸 잘 알아요.사람 데이터가 없으면 기본 으로 믿지 않아

요.[...] 는 사람 데이터가 없거나 사람데이터와 련성이 잘 알려진 동

물 데이터가 아니면 기본 으로 믿을 수 없다,이런 표 을 니다.동물

실험 자체는 잘 시행될 수 있어요.비커시험이나 동물실험도 재 성 있게

잘 수행될 수 있지만,사람의 거시 환경에서 생각 로 작용하는지 추정

하려면 조심성이나 근거가 필요하다,이 게 표 하고 싶거든요. 는 사

람데이터가 아니면 사람에게 디폴트로 용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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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면 근거를 보여달라. 는 그게 USFDA의 thinking이라고 생

각해요(유경상 교수 인터뷰,2015년 12월 14일).

미국 FDA나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제네릭의약품에 해 생물학 동

등성시험을 기본 으로 요구하며,이를 비교용출시험으로 신하는 경우

는 많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창구 교수가 용출시험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일본 국립의약품식품

생연구소(NationalInstituteofHealthSciences,NIHS)의 아오야기 노부

오(靑柳伸男)박사와의 교류도 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아오야

기 박사는 일본에서 생물학 동등성을 연구해 온 문가 으며,용출시

험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체할 수 없다는 일반 인 인식과 달리

용출시험이 생물학 동등성을 평가에 요하다는 이론 배경을 제공하

다.아오야기 박사는 용출시험이 시험 내의 pH농도,회 수,용매의

종류 등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개

체 간의 차이를 측할 수 있는 민감한 시험이라고 보았다(Aoyagi,

2000).

시험약과 조약의 생체이용률 차이는 원론 으로 장 에서의 용출 차

이에서 비롯되며,이는 부형제나 제조방법과 같은 제형의 특성에 따른 것

이다. 부분의 국가에서 생체이용률의 평가는 인체시험에만 의존하며 용

출시험을 사용하지 않는데,이는 생체 내 시험과 생체 외 시험 사이의 상

계(InVitroInVivoCorrelation,IVIVC)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

다.그러나 용출시험은 일반 으로 인체시험에 비해 노이즈가 고 온화

한 조건(mildcondition)에서 시행되기 때문에,제형의 차이에 해 인체

시험보다 더 민감하다.따라서 용출시험은 장 의 다양한 조건을 나타

내는 pH나 강도(agitationintensity)에 따라 시험해 볼 수 있다.이러한

생체 외 시험은 생물학 동등성과 피험자-제형의 상호 계 등에 한

요한 정보를 제공해 다(Aoyagi,200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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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제네릭의약품의 시 을 해 생체 내(invivo)생

물학 동등성 시험만을 요구하며 용출시험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그러나

일본 후생성에서는 제네릭의약품의 허가를 해 모든 경구의약품에 해

생체 내 생물학 동등성 시험과 함께 다양한 조건에서 용출시험을 수행

하도록 의무 으로 요구했다(Aoyagi,2000).미국에서는 의약품의 제형

을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제한된 경우에만 용출시험을 사용하지만,일본

에서는 생물학 동등성시험 결과가 기 에 못 미치더라도 용출이 유사하

면 생물학 동등성을 인정했으며21) 용출시험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시행하기 에 피험자 집단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었다.22)이처럼 미국

FDA와 일본 후생성이 제네릭의약품에 해 생체 내 생물학 동등성시

험을 요구한다는 은 동일했지만,용출시험을 제한 으로 활용하는 미

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생물학 동등성 평가에 용출시험이 극 으로 활

용되고 있었던 것이다.심창구 교수는 아오야기 박사의 견해를 근거로

시험 내의 pH 농도,회 수 등 다양한 조건에서 비교용출시험을 수행

할 경우 생물학 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 으나,임상약리학

자 유경상 교수는 미국 FDA의 기 을 근거로 용출시험은 제형변경과

같은 제한 인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비교용출시험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

쟁은 2008년에 다시 한 번 반복되었다.의약분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단

일성분을 갖는 제네릭의약품에 해서만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요구했지

21)일본에서는 생물학 동등성 기 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다.첫째는 세계 으로

통용되는 기 로 '로그 변환된 AUC와 Cmax의 90% 신뢰한계치가 80~125%에

들면 동등하다고 단한다.둘째는 일본 고유의 기 으로 첫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20명의 피험자를 사용한 생물학 동등성시험에서 AUC와 Cmax의 point

estimates가 90~110%에 들고 invitro용출이 유사한 경우에 동등하다고 단한

다(심창구,2007).

22)일본에서는 용출시험 결과에 따라 정상인,환자, 산증 환자 등 어떤 피험자

를 상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할지 결정한다(Aoyagi,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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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개 이상의 성분을 갖는 복합제 제네릭의약품에 해서도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요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다.2008년에

식약청에서는 296종의 복합제 제네릭의약품에 해 생물학 동등성시험

을 거치지 않고 비교용출시험만으로 허가해주었는데,이에 한 안 성

을 두고 논란이 생긴 것이었다(연합뉴스,2008).

서울 임상약리학과 유경상 교수는 200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제네릭의약품의 허가를 받기 에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는 결코 비교용출시험으로 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

는 용출시험이 제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품질 리 측면이나 이화학 인

특성을 테스트하기 한 도구일 뿐이라고 일축하 으며 “인체 내 유효성

을 단 한번도 입증하지 않은 약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 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데일리팜,2008).

이에 해 남 약 이용복 교수는 복합제의 각 구성성분들이 이미

시 되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이 함께 처방되었을 때에도 문제가

없음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비교용출시험만으로도 인체에 한 안 성과

유효성은 이미 확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거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는 있으나 비교용출시험으로 이미 통과시킨

제네릭의약품들에 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다시 하도록 소 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혼란만 가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약업신

문,2008).

이용복 교수는 비교용출시험만 거쳤다고 해도 복합제 제네릭의약품이

이미 허가를 받아 균질성을 확보한 약이라고 본 반면에,유경상 교수는

약물이 환자에게 투여되어 약효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시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유경상 교수는 복합제를 신약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이용복 교수는 약의 성분에 문제가

없었다면 생체 내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시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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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만,유경상 교수는 인체 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약을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한 이 두 분과에

서 달랐기 때문이다.약제학 분과는 약물이 특정한 조직이나 세포에 필

요한 농도만큼 필요한 시간 동안 체류하도록 하는 최 의 분자구조와 제

형을 결정하기 한 목표를 갖고 있다.이러한 약물송달의 에서 약

을 연구하기 때문에,약의 본질은 성분에 있으며 제제는 그러한 성분을

달해주는 매개체인 것이다.원개발의약품의 약물 성분에 해 안 성

과 유효성이 임상 으로 검증된 상황에서,약의 제조과정에 품질이 보장

된다면 제네릭의약품은 원개발의약품과 동등하게 취 되어도 약물송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반면 임상약리학자들은 주성분이 같더라도 이를 인체 내에 시험해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임상약리학 분과는 약을 인체에 투여하여 나

타나는 임상 효과를 찰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그 기 때문에 약의

화학 조성보다는 그 약을 실제로 인체에 투여했을 때에 어떤 약효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요하다.그런 측면에서 임상약리학자들

은 약을 ‘정보집약 제품’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 동등한 약이라고 할 수 없는거죠.사

람한테서 기본 으로 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는,약의 딱지를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이죠.약이라고 할 수 없는 거에요,생동성시험을 안했다

고 그러면.사람에게서 약동학을 보지 않은 그런 formulation이잖아요.그

런 건 시 허가가 되면 안 되죠,사실은.옛날에는,외국도 마찬가지죠,

70년 이 에는 개념이 없어서 그런게 시 허가를 받았던 것이지(임동

석 교수 인터뷰,2015년 10월 7일)

약이 덩어리 물질이잖아요,이 게 생긴 알약,캡슐이 약이라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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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실제로는 의약품정보가 약이라고 생각해요.약의 이름과 함께

주성분,효능효과,용법,용량 이런 정보가 있잖아요.사용 설명서를 보시

면 주의사항,부작용 이런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 정보가 어디에서 왔냐

면 환자에게 쓰면서 수집된 것이잖아요.그게 승인받기까지 수많은 임상

시험을 수행하거든요.[...]이런 정보를 갖고 식약처에서 심사를 해서 최

소한 안 유효성을 입증하면 허가되잖아요.약의 물질도 요하지만 정보

가 가장 요하다.이것이 의과학자의 이구요,[...]이 정보가 생성되

지 않으면 의사가 약을 쓸 수 없어요(유경상 교수 인터뷰,2015년 12월

14일).

약제학회와 임상약리학회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의 실패 가능성에 한

해석에서도 차이를 드러냈다.가톨릭의 약리학교실의 임동석 교수는

의약품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약효를 나타내는 과정은 제제에 따라 미묘

한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약효를 같게 만드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내 제약회사 에서 기업들도 30% 정도는

생물학 동등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며,실패율이 거의 없었던 것은 어

떤 조작이 가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임동석 교수 인터뷰,2015년

10월 7일). 한 서울 의 유경상 교수도 “같은 회사의 약인데,용출

시험을 동등하게 맞춰왔는데도 100mg2개와 200mg1개가 30% 차이났

다”며 생물학 동등성 입증을 실패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반면 심창구 교수는 제네릭의약품을 원개발의약품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국내 제약회사들이 신약개발에서는 선진

국에 비해 뒤쳐져 있을지 몰라도,같은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제조하는

공정에서는 선진국의 제약회사와 등하다는 것이었다.그가 보기에는

제네릭의약품을 화학 으로 동일하게 만들었을 때에,원개발의약품과 생

물학 동등성에서 크게 차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간혹 생물학 동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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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해서는,피험자의 수를

게 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생물학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

약물의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심창구 교

수 인터뷰,2015년 10월 16일).일본에서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에서 변수

가 규정 범 를 벗어났을 때에 추가시험을 통해 피험자의 수를 늘려 생

물학 동등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었다.심창구 교수가 보기에 간혹 생

물학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는 피험자 수를 잘못 측해서 ‘아직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지,그것이 비동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

던 것이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약제학자들과 임상약리학자들이 용출시험과 생물학

동등성시험에 부여하는 신뢰도가 달랐던 것은 분과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약제학자들은 물리화학 으로 동일하면 생체 반응도 동

일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생체 내의 복잡한 과정도 물리

화학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특

히 의약품의 성분이 갖는 특성이 주요하며 같은 성분을 가진 의약품들끼

리는 제조과정에서 품질 리만 잘 이루어지면 동등하다고 보았던 것이

다.반면 임상약리학자들은 생체 반응은 무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화학

동일성으로 측할 수 없다고 믿었다.약물이 체내에 흡수되는 과정

에 개입하는 생체 요소가 복잡할 뿐 아니라 이러한 요소가 변화하고 개

체마다 혹은 개체 내에서도 모두 다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임상약

리학자들은 이미 안 성이 검증된 성분이라고 해도 제네릭의약품을 만들

면 이것을 새로운 약이라고 단하고 인체에 한 개별 생체 반응을 다

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같은 상에 해 분과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 일이 과학 분과에서

는 흔한 일이다.라인베르거(2000)는 유 자(gene)가 무엇인지에 해 각

분과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으며,이러한 차이가 연구를 방해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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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연구의 신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가령 X선 장치를 사용

하여 결정질 DNA 섬유를 찰하는 생물물리학자들은 유 자를 이 나

선의 특정한 형태로 이해하 지만,시험 내의 DNA 조각을 갖고 시험

하는 생화학자는 뉴클 오티드 합체로 바라볼 것이다. 한 분자유

학자들은 유 자를 효소나 단백질이 기능하도록 만드는 염색체의 정보

요소로 정의할 것이다.이처럼 동일한 연구 상을 바라보는 각 분과들의

입장이 달라도 그것이 반드시 어느 한 분과의 틀렸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하지만 다음 에서 살펴보듯,한국의 경우에는 각 분과의 력이 이

루어지기보다는 어느 측이 생물학 동등성에 한 권 를 갖는지 경쟁하

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4.경계의 조정과 문성의 정치

4.1생물학 동등성시험 자료조작사건

2006년의 ‘생물학 동등성시험 조작사태’는 의약계와 제약업계에 커다란

문을 일으킨 사회 사건이자,의약분업 이후에 한국의 생물학 동등

성시험에 한 논쟁을 다시 수면 로 부상하도록 만든 사건이었다.한

국에서의 생물학 동등성시험 리가 부실하다는 문제제기는 이미 의약

분업 논쟁 당시에도 있었지만(청년의사,2000),식약청이 공식 인 조사

를 통해 생물학 동등성 시험기 들의 자료조작을 발표함으로써 큰 논란

을 일으켰다.이 사건의 법 책임을 두고 련 시험기 과 제약회사들

은 여러 소송에 휘말렸으며,언론보도를 통해 의약품의 신뢰성에 한

의혹이 증폭되었다.특히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의약품의 체조제와 성

분명 처방의 근거로서 작동하 기 때문에,생물학 동등성시험의 조작은

의약품의 동등성에 한 의약계의 오랜 갈등을 다시 부추기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생물학 동등성시험 조작사건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2005년 12월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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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학교 약학 학에서 한 내부 고발자가 생물학 동등성 시험이 조작

되었다고 국가청렴 원회에 고발하며 시작되었다.국가청렴 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식약청에서는 3월 20일에 장조사를 나갔지만 컴퓨

터를 교체하는 바람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주 연구책임자의 증언

을 따라 무 의 처리하 다(양기화,2006).그러나 식약청은 다른 기 들

에 해서도 조사를 확 하 고,이 과정에서 식약청은 한 시험기 (랩

론티어)의 시험자료가 식약청에 제출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 다(식약청,2006a).

식약청은 그 동안 생물학 동등성 시험기 에 한 실태조사를 진행했

던 것을 바탕으로 4월 25일에 1차 결과를 발표하 다.식약청은 3월 21

일부터 국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하는 기 2005년 기 으로

10건 이상의 시험을 수행했던 11개 기 101개 품목에 해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4개 기 에서 10개 품목에 한 조작사실을 확인하 다고

밝혔다.그리고 조작이 분명한 품목과 이와 연루된 시험기 에 해 허

가취소와 같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 다(식약청,2006b).

이러한 식약청의 발표에 해 각 이해집단들은 다른 반응을 보 다.

한의사 회에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국내 생물학 동등성 시험 기

으로 복제의약품이 오리지 의약품과 동등한 약효를 증명할 수 없음이

확인 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사건을 계기로 한의사 회는 이미 생

물학 동등성시험을 통과한 품목들까지 엄격한 국제 임상시험 리기

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 회,2006).생물

학 동등성 조작사건은 의사들에게 국내의 약효동등성을 믿을 수 없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으며,약효동등성이 제되어야 하는 체조제나 성분

명처방은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한의사 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4월 27일에 조선일보 등 3개 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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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고를 게재하 다.이 고에는 “약발 안 받는 약품 시 유통”,

“약발 없는 복제약?”등의 신문기사가 인용되었고,“ 체조제 뒤에는 생

물학 동등성시험의 조작이 숨어있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란히 실렸다.

이 고는 시험기 이나 제약회사가 아닌 약사들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생물학 동등성시험의 조작을 계기로 하여 약사들이 주장하는 체조제

와 성분명 처방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의도가 컸다.

이에 해 한약사회에서는 “생물학 동등성시험 문 그래서 ‘성분명

처방’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한약사회,2006). 한약사회는

생물학 동등성 조작사태의 본질이 ‘리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의약품이 불신을 받는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하고 정부가 동일성분

의 의약품이 안심하고 쓰일 수 있도록 리수 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

다.이들이 보기에, 한의사 회가 성분명 처방이나 체조제를 문제 삼

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었으며,만일 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약

을 처방한 것은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기 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제품을

처방했는지 밝 야 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었다.

한의사 회가 고를 게재한 바로 다음날, 한약사회에서도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바로 의사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고를 내서 맞

불을 붙 다. 한약사회는 한의사 회가 생물학 동등성 시험기 의

문제를 약사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반박하면서,오히려 약을 처방하는 의

사들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이 고에서는 같은 성분의 의

약품을 다른 제약회사의 것으로 자주 변경하는 것이 의사임을 강조함으

로써,의사들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받고 약을 선택한다는 암시를 주

고 있었다.

이처럼 생물학 동등성시험 조작 발표는 한의사 회와 한약사회가

체조제,성분명 처방을 두고 논쟁을 벌이도록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체조제와 성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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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을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각각 동원되었다. 한의사

회는 생물학 동등성조작사태를 국내의 약효동등성을 신뢰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하면서,한국에서는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생물학 동등성시험 자체가 허술하다

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임상시험과 같은 정도의 엄격한 리감독이 필

요하다는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었다.반면 한약사회는 생물학

동등성조작사태가 의약품 반에 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에 반 하

면서,만약 특정한 약에 문제가 있다면 상품명을 고집하여 이 약을 처방

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림1]2006년 4월 27일 한의사 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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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006년 4월 27일 한약사회 고

한편 국내 제약회사들을 표하는 단체인 한국제약 회는 이 사태를

‘시험기 의 자료불일치 사건’으로 명명하면서,1차 책임을 정책당국인

보건복지부와 리당국인 식약청에게 돌렸다.정부가 체조제 활성화를

해 생물학 동등성시험 확 정책을 의욕 으로 추진했지만,시험기

의 인력 부족이나 시설 미비와 같이 상 가능한 문제에 해 책을 마

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시험기 의 자료 불일치가 발견되었지만,

이것이 곧바로 의약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라

고 지 했다.한국제약 회는 제네릭의약품들이 이미 「제조 품질

리 기 (GMP)」을 만족했기 때문에 품질에 문제가 없고,이화학 동등

성은 입증되었다는 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제약회사의 잘못이 있다면

정부 방침에 따라 추가 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시험기 에 의뢰했

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 다. 한 과도한 행정조치는 국내의약품의 신뢰

를 추락시키는 행 라고 규정하면서,의약품이 제 로 치료효과를 내기

해서라도 제약회사에 한 신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제

약 회,2006).

이어서 한국제약 회는 7월 18일자 17개 일간신문에 “약효 없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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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민국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고를 냈다(데일리팜,2006a).이

고에서 한국제약 회는 정부가 제네릭의약품의 효능과 안 성을 인증·

허가한 정품이며,국민들이 오랫동안 복용해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 시험자료의 불일치는 의약품의 약효와 련이 없다고 주장했다.생물

학 동등성시험은 특허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이 생체 내에서 농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한 시험이며,품질이나 약효에는 아무

런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제약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했던 것은 생물학 동등성시험에 참여

했던 약제학자들이었다.주로 약 교수들로 구성된 생물학 동등성시험

연구회에서는 7월 13일에 성명을 내고 “식약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다

른 실험 데이터를 가져다 사용하거나 피험자의 수를 부풀리거나 하는 연

구자가 있었다면 이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식약청에 제출

한 생물학 동등성시험 결과 보고서와 CD 데이터가 불일치한다는 이유

만으로 조작으로 모는 것은 생체시료 분석에 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행정편의 조치라고 주장했다(생물학 동등성시험연구회,2006).

생물학 동등성시험연구회는 8월 24일에 발표한 2차 성명에서 “국산 제

네릭 의약품은 우수의약품제조 리기 (GMP)에 따라 제조되어 화학

으로 동등할 뿐만 아니라 제제학 으로 동등성이 입증된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으로서 그 유효성 안 성이 이미 확보된 의약품”이라고 강조하

면서,식약청이 지침이나 기 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성과 주의 무리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팜,2006b).

강원 약 허문 교수는 생물학 동등성시험 조작사건에 해 “생동

성시험은 체조제 활성화 통한 보험약가의 약을 해 추진된 것이지,

사실 이화학 동등성시험만 해도 충분한 것을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생동성시험을 무리하게 실시하도록 결정한 식약청의 책임이 크다”고 주

장했다.그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하기만 하면 거의 합격하는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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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며 불합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경비만 낭비할 뿐이라고

보았다. 한 “생동성시험조사에서 나타난 서류상 불일치문제가 곧 생물

학 동등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 의약품의 안 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련 품목 는 국산 의약품 체에

한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하거나 정당한 의약품 생산 매활동을

축시키는 결과를 래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 도 많다”고 주장했다(허

문 ,2007).

[그림3]2006년 7월 7일 한국제약 회 고

제약업계와 약제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조작이 있었다고

단된 품목에 해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경하게 응했다.식약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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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생물학 동등성시험기 에서 647개 품목의 생물학 동등성시험 컴

퓨터 장자료와 식약청에 제출된 서류를 조한 작업을 9월 28일에 최

종 조사결과로 발표하 는데,이 31개 기 의 330품목은 자료가 일치

했지만 18개 기 의 115개 품목은 컴퓨터 장자료를 임의로 고쳐서 제

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26개 기 의 202품목은 자료 확인이 불가능했

다고 밝혔다.이 결과에 따라 식약청은 자료 불일치로 확인된 115개의

품목에 해,허가취소,생물학 동등성인정 공고 삭제,신청서류 반려

등의 조치를 취했다(식약청,2006c).

식약청의 생물학 동등성시험 조작 발표와 의약품 허가 취소로 인한 논

쟁은 법정으로 이어졌다.동아제약은 식약청이 자사의 ‘알로피아정’이 생

물학 동등성시험자료에 한 조작 의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회수조치를 내린 것에 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 다.

원고 측인 동아제약은 의약품에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안 성이나

유효성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품목허가 취소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며,자료 불일치가 조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특

히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체조제 허가요건일 뿐,품목허가 요건이 아

니기 때문에 식약청이 생물학 동등성시험 자료 조작을 근거로 의약품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에 해 1,2심 재 부는

조작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하여 품목취소는 과도하다고 결하 지

만(서울행정법원 2007.10.10.선고 2006구합47117 결,서울고등법원

2008.5.6.선고 2007 28108 결), 법원은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단순

히 체조제의 요건이 아니라 품목허가의 실효 기 으로 악하 으

며,그 조작행 를 품목허가의 취소사유로 간주하 다(선정원,2011;

법원 2008.11.13.선고 2008두8628 결).

생물학 동등성시험 조작을 둘러싼 책임소재를 밝히는 과정에서,생물

학 동등성시험은 각 집단마다 다르게 해석되었다.의약분업 이후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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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만에 수천 건의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시행되었지만23), 체조제

에 한 의사와 약사의 립을 해소하지 못했다.생물학 동등성시험 조

작 사건은 체조제와 성분명처방에 한 의사와 약사의 입장 차이가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 한국제약 회는 체조제의 요건을 충

족시키기 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주장하 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

지 않았다.

단기간에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했으나 자료조작사건을 통해 그 신

뢰성에 타격을 받은 한국의 사례를 보면,생물학 동등성시험을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이 아니며,그러한 이해 계는

변화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이는 다른 나라의 생물학 동등성시험의

역사에서도 잘 드러나는 일이다.미국의 의학사학자 제 미 그린에 의하

면,1960년 에 특허가 만료된 이후에도 원개발의약품의 시장 유율을

유지하고 싶어했던 미국의 제약회사 업존(Upjohn)은 원개발의약품과 제

네릭의약품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한 연구를 지원했다.생물약제

학과 약물동태학을 선구 으로 연구하고 생체이용률의 개념을 만들었던

미시건 임상약리학 업존석좌교수 존 바그 (JohnG.Wagner),버팔로

학 약 게르하르트 비(GerhardLevy),캘리포니아 학 약리학과 에

이노 넬슨(EinoNelson)등은 미국의 제약회사 업존으로부터 많은 연구

비를 지원받았던 연구자들이었다(Greene,2014,106).이들은 미국 약

에 기록된 로 화학 동등성을 입증해도 약효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으며,회 문 인사를 통해 FDA 료로 들어가 미국의 규제

기 에 생체이용률이 포함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당시 미국에서는 이

23)생물학 동등성 인정 품목은 2001년 186품목,2002년 231품목,2003년 490품목,

2004년 1,648품목, 2005년 1,051품목 등이었다(온라인의학도서 ,

http://drug.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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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행 가 객 과학을 가장하여 기업의 이익을 변하는 이해상충

(Conflictofinterests)의 표 사례로 도덕 비난을 받기도 했다

(Greene,2014,115).

그러나 제 미 그린은 생물약제학과 약물동태학이 원개발의약품이 제네

릭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한 차이의 과학(science of

difference)에서 시작되었지만,규제기 인 FDA는 약물동태학을 제약회

사들이 제네릭의약품과 원개발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여 시 될 수 있

도록 하는 유사성의 과학(scienceofsimilarity)으로 활용했다는 을 지

했다.특히 제네릭의약품을 시 하기 해서도 임상시험을 거쳐야만

했던 당시 미국의 맥락에서,약물동태학의 탄생은 1984년 해치-왁스먼

법안에 따라 생물학 동등성을 입증하면 임상시험을 면제 받고 제네릭의

약품이 시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이처럼 미국의 역

사는 약물동태학이 선발회사의 이익만을 해 사용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제네릭의약품의 확산에 기여하는 등 기에는 측하지 못한 형

태로 과학이 이용될 수 있다는 을 보여주었다.

한 다 폰세카는 1990년 후반에 라질의 제약회사들은 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생물학 동등성시험의 도입을 반 했지만 막상 생물학 동등성

시험이 도입되고 나자 시장 유율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을 보 다.이

러한 일이 가능했던 건 라질의 제약회사들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거

쳤기 때문에 이들이 생산한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이 좋다고 홍보할 수 있

었기 때문이었다(daFonseca,2014).

그린과 다 폰세카의 연구가 보여주듯이,생물학 동등성시험 자체가 제

네릭의약품 제조사 는 원개발의약품 제조사 어느 한 쪽에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오히려 이러한 이해 계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60년 미국에서는 생물학 동등성 연구가 제네릭의약품 제조사를 견

제하는 측면이 강했지만,1980년 가 되면 제네릭의약품은 임상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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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부분 면제받고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통해 시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기존에 아무 규제가 없던 1990년 후반 라질에서는

제네릭의약품 제조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었지만,2000년 에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라질의 제약회사에게 호재로 작용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둘러싼 각 집단의 이해 계는

변화했다.의약분업 당시에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하는 것이 체조제

를 억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단기간에 많은 의약품을 상으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체조제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었다.그러나 자료조작 사건은 이러한 환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내 의약품에 한 불신을 낳는 계기로 작용한 측면이 크다.이처럼 특

정한 기술과 집단의 이해 계는 항상 일 된 것이 아니라는 을 살펴본

다면,경제 이해 계만으로 체조제를 둘러싼 긴 논쟁을 이해하기 어

려움을 알 수 있다.

4.2.생물학 동등성와 임상시험의 구분

의약분업 이 까지는 약제학자들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주도하 으

나,생물학 동등성이 의약계 논쟁의 주요 내용으로 떠오르면서 약제학

자들과 임상약리학자들은 서로 자신이 생물학 동등성시험에 해 문

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약학 학의 교수들은 생물학 동

등성시험의 목 이 제제의 평가에 있기 때문에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약

제학의 역에 있으며,임상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 보다 약제의 효과

와 안 성을 평가하는 약제학 문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사

공론,2001).서울 약 심창구 교수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사람을

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해보면 피험자가 이상반

응을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약의 효과(effect)를 찰하는 의

사보다 약물의 농도를 분석하고 약리작용에 한 단을 내리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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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약 교수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신약 개발을 한 1-3상 임상시

험이라면 아직 인체에 한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투여하고 생

체 반응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안 성과 유효성을 검토하는 데에서 의

사의 문성이 더 요할 수 있지만,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이미 1-3상

임상시험을 거쳐 많이 팔리고 있는 원개발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약을 투

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물질에 한 부작용은 충분히 검토되었다는

것이었다(심창구 교수 인터뷰,2015년 10월 16일).이처럼 약제학자들은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이미 안 성이 확보된 성분의 생체시료를 분석하

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의과 학의 임상약리학자들은 사람을 상으로 연구하면서 임상시

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 난다고 반박했다.가천의 약

리학과 임동석 교수는 “모든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사람을 상으로 하

는 명백한 임상시험이며 당연히 의료기 에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에서는 재 부분이 몇몇 약학 학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고 지 하면서,피험자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에 해 비

하 다.24)특히 생물학 동등성시험 조작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06년

8월 22일에 정형근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의약품 생동성 시험!문제

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서울 약리학

교실의 장인진 교수와 계명 학교 약리학교실의 김수경 교수가 생물학

동등성 시험을 개념 으로 임상시험과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국내 생물

학 동등성시험의 근본 인 문제 이라고 주장했다.모든 임상시험은 임

상시험 리기 (GoodClinicalPractice,GCP)에 따라 임상시험심의 원

회(InstitutionalReview Board,IRB)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이러

한 엄격한 리가 생물학 동등성 시험에 해서 용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었다(정형근 의원 쟁책토론회 자료집,2006).약제학자들은

24)의사 커뮤니티 medigate2000년 9월 5일 게시 (blog.joins.com/yang412/6197954

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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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의약품의 경우에는 이상반응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임상약리

학자들은 약화사고의 험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경희의 임상약

리학교실의 임성빈 교수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안 한 시험이

아니며 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하면서 피부발진이나 구토 등으로 응 실에서

피험자를 치료한 사례가 수 차례 있다고 밝혔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같은 성분이 임상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

은 피험자의 안 을 하는 험한 행동이라고 비 하 다(임성빈,

2011,38).

이와 같이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지의

문제는 약제학자들과 임상약리학자들의 주요한 쟁 하나 다.한국

에서는 임상시험실시기 과 생물학 동등성시험실시기 이 별개로 승인

되었으며,약사법에서도 임상시험과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별개로 정의

되는 등 개념 으로 분리되어 있었다.25)이러한 형태의 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기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약제학자들이 주도했기 때문

이었다.새로운 성분의 부작용을 시험하는 신약개발 임상시험과 이미 시

된 원개발의약품과 같은 성분을 가진 제네릭의약품의 동등성을 시험하

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의 구분은 이 시험을 실행하는 문집단의 차이와

법 인 리제도 차이로 인해 강화되었던 것이다.

약학 학의 약제학자들과 의과 학의 임상약리학자들은 약물의 생체 내

작용을 연구한다는 에서는 공통 을 갖고 있었다.이들은 약물이 방출,

25)약사법 2조에서는 15항에서 임상시험을 “의약품 등의 안 성과 유효성을 증명하

기 하여 사람을 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임상 효과

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17항에서 생

물학 동등성시험을 “생물학 동등성을 입증하기 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

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 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처럼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임상시험의 하 범주

가 아닌 등한 범주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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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분포, 사,배설의 단계를 거쳐 이행되는 과정을 살피는 약물동태

학 이론을 공유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들은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약학 학에서는 약물의 물리화학 특성에 한 분석을

시하 으며,약제학은 약물이 체내에 잘 달되기 해서는 어떤 방식

으로 제조되어야 하는지 연구하는 분과 다.반면 의과 학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약물이 환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

작하여 약물에 한 연구를 진행했다.

의과 학의 약리학에서 약학 학의 약물학으로 분리해 나온 것이 1960

년 이후이다.의 에서 약리학과 약 에서의 약물학은 약에 한 연구

태도에서 약간 다른 이 있다. 컨 약의 약리작용 메카니즘을 연구하

는 경우,의 에서는 주로 생리학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으며,약 에

서는 생화학 수법을 쓰는 연구가 많다. 의 에서의 약리학은 임상약

리학에 을 두는데 하여,약 에서는 구조활성상 이나 실험약리학

이 심이다.그러나 술한 것처럼 약사의 병동진출에 의해 의료의 향상

을 지향하는 임상약학이 발 될 때 임상약리학도 결국 약학분야에서 다

루게 될 것이 기 되는 분야이다(조태순,1993,175).

이러한 분과의 차이는 의 와 약 의 교육방식에서도 드러난다.의 에

서는 약물요법에 한 체계 인 교육보다는 선배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

는 것을 보고 익히는 도제식 훈련방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의사

들은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들의 경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찰함으로써

약에 한 지식을 얻는 경우가 부분이었던 것이다( 시안,2007).이

러한 의 의 교육방식에서는 같은 약물이라도 개별 환자에 따라 생체반

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주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반면 약 의

교육은 약물의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하는 데 집 되어 있었다.서울

약 김종국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한국의 약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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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 과학에 편 된 까닭은 의약품을 생산하고 공 하는 데 치 했던

독일과 일본의 약학교육 시스템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약업신

문,2005).이러한 약 의 교육방식에서는 어떤 성분을 갖는지가 의약품

의 본질 인 부분으로 다루어지게 했다.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인간 피험자를 상으로 하는 임상 문성과

약물의 농도 양상을 분석하는 생화학 문성,그리고 동등성을 유

의하게 단할 수 있는 통계 문성이 모두 필요한 시험이다.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 와 약 의 력이 요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생물

학 동등성시험에 한 주도권을 가 쥐어야 하는지가 상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2006년 생물학 동등성시험 조작사건은 의과 학 약리학교실이나 약학

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한 시설,설비,

인력을 갖춘 ‘생물학 동등성시험실시기 ’에서만 수행되도록 만드는 계

기가 되었다.이 에는 약제학자와 임상약리학자 구든 생물학 동

등성시험의 책임연구자가 될 수 있었으나,자료조작 사건을 계기로 반드

시 임상의사가 시험 책임자가 되도록 법령이 변했기 때문에 부분의 약

제학자들은 생물학 동등성시험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한편 임상약리학

자들의 입장에서도 약효동등성문제 때문에 개입하게 되었지만,이미 안

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동일 성분에 해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수행하

는 것이 학술 인 가치가 없었다(임동석 교수 인터뷰,2015년 10월 7일).

이러한 이유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2000년 반까지 주로 학에서

이루어졌지만,2000년 후반에는 문병원이나 생물학 동등성시험수탁

기 으로 실행의 장소가 이동하게 되었다.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임상약

리학자들의 주장은 생물학 동등성시험 조작사건을 거치면서 생물학 동

등성시험에 해 오히려 1상을 비롯한 타 임상시험보다 감독이 철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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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낳았다(임성빈,2011).식약청의 입장에

서는 의약품에 한 신뢰를 잃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시가

강해진 것인데,임상약리학자 임동석 교수는 피험자에 한 엄격한 리

로 인해 오히려 피험자에 한 인권 침해가 우려될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임동석 교수 인터뷰,2015년 10월 7일)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시험계획의 승인이나 시험기 의 지정 등에서 임

상시험과 별도의 체계로 리되어 왔으나,2015년 4월 10일에 입법 고

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식약처 공고 제2015-119호)에 따라 식약처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의 리체계 안에 통합시키기로 결정하 다.

살펴본 바와 같이,2000년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약제학자와 임상약리학

자는 가 생물학 동등성에 한 권 를 가질 것인지에 한 주도권 다

툼을 벌 다.이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에서 생체시료의 농도를 분석

하는 생화학 문성과 피험자에게서 임상 효과를 찰하는 임상

문성 어느 쪽이 요한지를 두고 두 문집단이 경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특히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의 일종으로 포함시킬 것

인지의 문제는 단순히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넘어, 문성의 정치로 해

석될 수 있다.생물학 동등성시험의 범주가 갖는 애매함은 두 분과에

의해 유연하게 해석되었고,두 분과의 립은 이를 명확하게 만드는 시

도로 이어졌던 것이다.

5.결론

본 논문에서는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한국에 도입되어 여러 사건을 거

치면서 변형된 과정을 살펴보았다.3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한국

에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주도했던 연구집단,시험이 수행되었던 장소,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거친 의약품이 갖는 사회 ·법 지 등은 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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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하 다.1980년 후반에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제네릭의약

품을 허가하기 한 차로서 한국에 처음 도입되어,주로 약학 학의

약제학자들을 심으로 수행되었다.생물학 동등성시험이 한국에서 주

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은 2000년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체조제가

합법화되었기 때문이었다. 한 2006년 생물학 동등성시험 자료조작 사

건은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품목허가 차인지, 체조제 허가요건인지,

임상시험에 포함되는지 등의 문제에 해 엇갈린 해석을 낳는 계기가 되

었으며,이를 계기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을 주도했던 약제학자들은 부

분 연구를 포기하 고, 학이 아닌 문병원이나 생물학 동등성시험기

으로 수행의 장소가 이동하 다.

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사와 약사의 갈등을 경제 이해

계의 문제로만 바라보았던 선행연구들과 달리,본 논문은 약제학자와 임

상약리학자라는 보다 작은 행 자에 주목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문성

의 경합으로 해석하고자 했다.의약분업 당시 체조제의 제가 되는

약효동등성 입증방법은 약제학자들의 주장 로 비교용출시험이 채택될

수도 있었으나,임상약리학자들의 반발로 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선택되

었다.이는 물리화학 메커니즘으로 약을 이해했던 약제학자들이 비교

용출시험과 같은 생체 외 시험으로도 인체 내 효과를 측할 수 있다고

본 반면,임상 효과를 통해 약을 이해했던 임상약리학자들은 실험실

데이터와 인체 내의 효과 사이의 간극 때문에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미

국 FDA의 기 한 일 되게 해석되지 못하고 논쟁을 낳았는데,약제

학자들은 미국 FDA의 오 지북(USPDIVol3)을 ‘성분제제’라는 말을

도입하여 이를 성분에 한 허가로 해석하려 했으나,미국 FDA의 방식

로 품목에 한 허가로 해석해야 한다는 임상약리학자들의 주장에 의

해 수정되었다.이처럼 약효동등성 입증방법에 한 두 문집단의 인식

차이는 각 분과에서 사용하는 과학 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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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이러한 해석은 과학논쟁을 정치 이해 계로 환원하는 기존의 견해에

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지만,그 다고 해서 이해 계가 배제

된 ‘순수한’과학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과학지식이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과학자가 자신의 이해 계나 가치 에 따라 데이

터를 자의 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특정한 분과 내에서

방향성을 지닌 지식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복수의 과학

사실이나 여러 문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함축하며,특히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분과들의 력이 강조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생물학 동등성시험은 력보다는 이에 한 주도

권 다툼으로 나아간 경향이 있었다.생물학 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졌다가 임상시험에 포함되는 과정은 단순히 규제가

강화된 것만이 아니라,약학 학의 약제학 교수들이 상당수 배제되는 과

정으로 이루어졌다.생물학 동등성시험이라는 범주가 갖는 애매함은 한

국의 제네릭의약품 규제정책에서 큰 향을 미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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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ug as a 'Molecular', 

Drug as 'Information'

: Bioequivalence Tests and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South Korea

WontaeKo

Program inHistoryandPhilosophyofScienc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Bioequivalence test (hereafter BE-test) is commonly used 

nowadays for providing therapeutic equivalence between original 

drugs and generic drugs. In recent years, 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cholars persuasively showed that the current 

generic drug policy, which has the requirement for bioequivalence, 

was established in the local context of the second half of twentieth 

century North America. Further, they showed that the global 

diffusion of generic drug policy was an active process undertaken by 

non-US policymakers and scientists for their local purposes, in the 

context which provided resources and constraints for the diffusion in 

non-US nations. In other words, though the generic drug policy was 

originally devised for standardization or universaliz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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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ontrol of drugs, this policy is always reconstructed along 

the lines of local contexts. In this thesis, I examine the history of 

scientific debates on the generic drug policy between two expert 

groups from 1988 to 2006. By doing that, I will show that the 

social and legal status of BE-test had been continuously changed in 

South Korea.

 After the implementation of 2000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Act, the BE-test became a central issue in the 

controversy of pharmaceutical reforms in Korea. Previous scholars 

have explained this controversy chiefly in terms of economic 

interests; debates on the reforms between doctors and pharmacists 

were ‘turf wars’ rather than scientific controversies. Instead of 

these interest-based explanations, I will argue that the 

contentedness of this controversy was mainly derived from different 

styles of understanding drugs between two expert groups, focusing 

on the difference of scientific expertise between pharmacists in the 

Colleges of Pharmacy and clinical pharmacologists in the Colleges of 

Medicine. While pharmacists investigated correlations between the 

physicochemical mechanism of drug molecules and the disposition of 

pharmaceutical compounds within an organism, clinical 

pharmacologists only had interest in the clinical effects of drugs on 

human patients; as a result, they had opposite stances on the 

scientific weight of results of in vitro experiments. Methodological 

differences were a major aspect of two group’s disagreements, and 

this conflict of methodologies is common in the area of regulatory 

science. 

 Meanwhile, managing the BE-test requires the active cooperation 

among three types of expertise: clinical expertise on human 

patients, biochemical expertise on analyzing blood concent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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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expertise on judging equivalence. Yet, in South Korea, 

expert groups have conflicted each other, for the BE-test was 

solely recognized the political issue in relation to the regulatory 

authority of generic drugs. For this framing, expert groups had not 

concerned about categorical ambiguousness between the BE-test and 

clinical trials, though this distinc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iomedical regulations in general. 

Keywords : bioequivalence test, generic drug,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substitution, regulatory science, politics of expertise 

Student Number : 2013-2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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