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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설(Review)

신약개발 과정에서 약물대사 및 약동학 연구의 역할 변화
강원호*·황진아**·채정우*,#·권광일*,#·윤휘열*,#
*충남대학교 약학대학, **건양대학교 PRIME 창의융합대학

The Role Change of Drug Metabolism and Pharmacokinetics
Research in the Drug Development
Won-ho Kang*, Jin-ah Hwang**, Jung-woo Chae*#, Kwang-il Kwon*#, and Hwi-yeol Yun*#
*College of Pharma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IME College of interdisciplinary & creative studies, Konyang University
(Received August 3, 2018; Revised April 13, 2019; Accepted May 27, 2019)

Abstract Global big pharmaceutical companies identify Absorption-Distribution-Metabolism-Excretion-Toxicity (ADMET)
properties in early drug discovery stage to improve poor pharmacokinetics (PK) and bioavailability (BA) that are the major
cause of attrition rate in drug development in 1990s. Attrition rate due to poor PK and BA was around 40% among total
attrition rate. Hence, they intend to assign in-vitro ADME assay evaluations at the early drug discovery stage for finding
optimal ADME chemicals to reduce attrition rate. As a result, attrition rate in 2000s due to poor PK & BA greatly
decreased to less than 8% and the role of Drug-Metabolism and Pharmacokinetics (DMPK) research has changed
importantly during this process. According to this trend, canonical role of DMPK is moving fast to convergence area for
optimization of new drugs. We expressed typical nonclinical work-flow in the 1990s and 2000s and tried to investigate
how non-clinical work-flow changed in early drug discovery stage. The biggest changes are that in-vitro ADME assays
were performed during the early drug discovery stage. In this review, we tried to inform to Korean pharmaceutical
company about the world wide paradigm shift in DMPK research. We discussed drug discovery strategies to increase the
success rate and the future direction of DMPK research scope.
Keywords Non-clinical work-flow, paradigm shift, DMPK research scope

서 론(Introduction)

의 임상 후보물질이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면 그 중 1개 정도
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Discovery 단계에서 합성되

신약개발은 고비용-저효율 산업으로서 성공률이 매우 낮은 산

는 합성 화합물의 전체 개수까지 고려하면 신약개발 성공률은

업이다. 또한, 최근 복잡한 임상시험에 대한 요구로 인해 개발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제약회사들

기간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합성 신약의

은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

임상시험 성공률은 약 5~10% 정도로써 일반적으로 10개 이상

다.1,2,3,4,5) 1990년대에는 낮은 생체이용률 및 부적합한 약동학적
특성이 전체 실패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였으며,3,5,6,7) 이

#
Corresponding authors
Hwi-yeol Yun, College of Pharmac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Republic of Korea
Tel.: +82-42-821-5915, Fax: +82-42-823-6781
E-mail: hyyun@cnu.ac.kr

러한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in-vitro potency/efficacy 위
주의 전임상 후보물질 선정 전략에서 후보물질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in-vitro/vivo ADME (Absorption-Distribution-Metabolism-Excretion), first in human trial 등의 적합성도 함께 고려하
는 전략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낮은 생체이용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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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한 약동학적 특성이 전체 실패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대에 약 8%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다.5,7) 이러한 전략의
성공은 DMPK 연구가 이미 도출된 전임상 후보물질의 ADME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좋은 약동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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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이는 전임상 후보물질을 선별해내기 위한 선제적 연구
로 변화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in-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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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E assay들을 비임상 평가 플로우(Non-clinical work-flow)의

약물상호작용(DDI, Drug-Drug Interaction)에 대한 위험성 파악을

초기부분에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in-vitro active compounds

위한 CYP inhibition/induction 시험, 대사경로 확인을 위한 대사

의 잠재적인 우려 사항들을 빠르게 평가하여 성공가능성이 높
은 전임상 후보물질들을 선별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in-vitro

체 및 대사효소 규명 시험, radiolabeled drug을 이용한 조직분포,
QWBA (Quantitative Whole-Body Autoradiography), mass bal-

ADME assay들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in-vitro/in-vivo extrap-

ance 시험 및 in-vivo metabolite tracking 시험 등 대부분의

olation (IVIVE)를 시도하여 in-vivo ADME 및 efficacy 예측 등

ADME 시험이 development stage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활용 방안들을 도출하여 후보 물질 선택을 위한 도구로
서의 가치를 높이게 되었다.8,9,10,11) 하지만 이러한 DMPK 연구의

현재 신약개발 과정에서 약물대사 및 약동학 연구의 역할(2000

paradigm shift가 국제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부분의

년 이후)

제약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2)

앞의 항에서 이미 기술한바와 같이 1990년대에는 신규 합성

본 논문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시 DMPK 연구의 역

화합물의 구조와 활성의 관계 파악을 위한 SAR에 초점을 맞추

할 변천사를 살펴보고, 국내 제약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

어 왔다. 그 결과 개발 후기 단계 또는 임상 시험 단계에서 부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적합한 약동학적 특성으로 인한 실패는 막대한 비용 낭비로 연
결되었다. SAR로 최적화된 화합물들이 실제 생체에 적용되었을

과거 신약 개발과정에서 약물대사 및 약동학 연구의 역할

때, 위장관 용출/용해, 투과도, 단백결합, 대사, 조직 분포 등 타

(2000년 이전)
과거의 신약개발 비임상 평가 플로우를 되짚어 보면 타겟 단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ADME 특성 규명 및

백질 및 세포 수준에서 화합물의 activity를 확인 후 in-vitro

최적화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점차 Structure-Property Rela-

activity가 우수한 물질들을 in-vivo disease model을 통해 치료학

tionship (SPR)에 대한 수행과 함께 activity와 property사이에서

적 효과를 파악하였다. 치료학적 효과가 확인된 화합물들에 대

균형 잡힌 화합물들을 발굴해 낼 수 있게 되었다.13) 이 중 가장

해 short term toxicity와 in-vivo PK (Pharmacokinetics) 및 BA

큰 변화는 in-vitro ADMET 시험계들이 early discovery stage에

(Bioavailability)에 대해 간략히 확인한 뒤 전임상 후보물질을 선

대입된 것이다.14,15) 투과도, 대사안정성, 혈장내 안정성, 단백 결

별하여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를 준비해가는

합률 평가 등을 통해 in-vitro 수준에서 적합한 약동학적 특성을

겟 사이트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은

방식이었다(Fig. 1.).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신규 화합물의

보이는 화합물을 찾고 in-vivo PK 시험과 타겟 수준에서의 activity

물리화학적 특성 및 ADME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 화합물의 구

를 연결 지어 in-vivo efficacy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여 in-vivo

조-활성 상관관계(SAR,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를 우선하

efficacy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 전임상 후보물질을 선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방식의 가장

우수한 전임상 후보물질 발굴 가능성을 높였으며, 낮은 생체이

큰 맹점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신규 화합물의 잠재적인 우려사

용률 및 부적합한 약동학적 특성으로 인한 실패율 감소를 가져

항들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나더라도 그 이유를 명확히 파

왔다. 본 과정은 총 6개의 단계(Discovery stage: tier 1~4, Devel-

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Figure 1을 예로 들어 좀 더 자세히 설

opment stage, Clinical stage)로 구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핵

명하면, in-vitro active 화합물이 in-vivo 악효 시험에서 효력이 부

심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Discovery Tier 1.~Development 단락에

족하거나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이유가 무수히 많고 여러가지

자세히 기술하기로 한다(Fig. 2).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원인을 추
정할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결국 이유를 찾지 못하여 좋

Discovery Tier 1. 구조-활성 상관관계(SAR)에 대한 연구단계

은 화합물을 drop-out 시키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유도

이 과정은 활성 화합물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최근에는 개발

체 합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트랙상에 있는 타사 화합물들의 물질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이러한 고전적인 비임상 평가 플로우의 discovery stage에서

mimic 화합물 뿐만 아니라 CADD (Computer Aided Drug

DMPK연구는 별다른 cut-off criteria없이 단순히 생체이용률을 파

Design)기법을 이용하여 target과 ligand의 structure에 대해 연구

악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다. 다시 말해 ADME 및 물리화학

하고 pharmacophore modeling, ligand docking, QSAR (Quanti-

적 특성들은 전임상 후보물질을 결정하는 데에 단순히 기본적

tative SAR)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

인 정보를 얻기 위한 장치일 뿐이며, 의사결정의 역할을 거의

들어 낸다.16,17,18) 그리고 타겟 단백질 및 세포 수준에서 활성을

하지 못 했다고 볼 수 있다. 온전한 ADME 특성 규명을 위한

평가하고 화합물의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특성들을 파악한다. 이

DMPK 연구는 development stage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 지게

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수한 활성 및 물성을 나타낼 수 있

된다. 즉 IND filing을 위해서 전임상 후보물질의 ADME 특성

는 화합물들을 발굴해낸다. 여기에 용해도와 같은 기본적인 생

규명을 위한 대부분의ADME study들을 수행한다. 이 때 DMPK

물약제학적 특성들도 파악하여 경구제 개발 가능성에 대해 빠

연구의 범주는 설치류(mouse and/or rat) 및 비설치류(dog and/or

른 시점에 판단하는 것이 추세이다.

monkey)를 이용한 용량별 in-vivo PK 시험, 장관 투과도 시험,
Vol. 63, No.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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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non-clinical work-flow in the past (~2000s). IC50: Concentration at 50% inhibition, EC50: Concentration at 50% effect, P.O.:
Per Oral, I.V.: Intravenous, TOX: Toxicity, TK: Toxicokinetics

Discovery Tier 2. 구조-특성 상관관계(SPR)에 대한 연구단계

binding assay, 혈장 내 분해 클리어런스(plasma degradation clear-

이 과정은 Tier 1에서 발굴한 in-vitro active compound들의 in-

ance)를 파악해보기 위한 plasma stability를 평가하게 된다. 약물

vitro ADMET property들을 파악하여 drug-likeness (약물유사성,

유사성을 평가하기 위한 각 시험 항목별 최적 범위를 Table 1에

drugability)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장관 투과도 및

정리하였다. Permeability의 경우 겉보기 투과계수(Papp, apparent

efflux efficiency를 평가해보기 위한 다양한 permeability assay

permeability)가 2×10−6 cm/sec 이상이면 moderate to high perme-

(PAMPA, Caco-2, IAM-PCDD 등), first-pass metabolism을 확인

able drug으로 판단하며, metabolic stability의 경우 간 대사 클리

하기 위한 metabolic stability assay(microsome, hepatocyte, S9

어런스(CLhep, hepatic metabolic clearance)가 간 혈류량(HBF,

fraction 등), 혈장 중 단백결합율을 파악하기 위한 plasma protein

Hepatic blood flow)의 20% 이상 그리고 80% 이하이면 약물로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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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ical non-clinical work-flow in the present (2000s~). IC50: Concentration at 50% inhibition, EC50: Concentration at 50% effect, Met
Stab.: Metabolic stability, Plasma stab.: Plasma stability, PPB: Plasma protein binding, P.O.: Per Oral, I.V.: Intravenous, Cyp inh: Cytochrome
P450 inhibition, TOX: Toxicity, TK: Toxicokinetics
Table 1. The optimal range for each in-vitro ADME assay

13)

No.

Assay

Goal

1

Permeability

Investigation of gastrointestinal permeability and efflux ratio

2

Metabolic stability

Investigation of hepatic metabolic stability

Optimal range
Papp > 2×10−6 cm/sec
Efflux ratio < 2
20% of HBF < CLhep < 80% of HBF

3

Plasma stability

Investigation of plasma stability

Stability > 85%

4

Plasma protein binding

Investigation of unbound fraction portion in plasma

No criteria

Papp, Apparent permeability; CLhep, Hepatic metabolic clearance; HBF, Hepatic blood flow

Vol. 63, No. 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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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near and non-linear pharmacokinetics in dose escalation.

서 적절한 hepatic extraction ratio (HER)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
한다. 간 대사 클리어런스가 간혈류량의 20% 미만 혹은 80%
초과이고, 대사가 약물의 주요 clearance pathway일 경우 너무
길거나 혹은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1일 1회 투여간격의 장점을
잃을 수도 있다.17) Plasma stability의 경우 혈장내에서 약물의 안
정성(stability)이 100%에 가까워야 한다. 다만, 분석장비 오차 등
을 감안하여 85% 이상이면 안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Plasma
protein binding의 경우 최적의 criteria는 현재 없으나, unbound
fraction이 많을수록 조직, 장기로 이행이 가능한 약물의 양은 많
아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최근 개발되는 약물들

11,22)

Fig. 4. Example of Target Engagement Ratio . (A)
Concentration based TER: Cmax / IC50 or EC50, (B) AUC based TER:
AUC / AUCIC50 or AUCEC50

은 분자량이 커지고 lipophilicity가 높아져 단백결합율이 높아지
는 추세이다.13)

efflux transporter와/또는 간 대사의 포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Intestine efflux transporter의 영향인 경우 에는 앞서 설명한

Discovery Tier 3. 약효 및 독성 예측을 위한 생체내 약동학
연구단계

discovery tier 2의 Caco-2 permeability 시험으로 이미 파악되며
추가적으로 어떤 intestine efflux transporter (MRP2, BCRP, P-

이 과정에서는 설치류를 이용한 정맥, 경구 in-vivo PK시험과

pg)의 기질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정상 Caco-2 cell과 각 efflux

DDI risk를 판단해 보기 위한 CYP inhibition assay등이 이루어

transporter들의 특정 저해제가 처리된 Caco-2 cell에서 각각 per-

진다. 정맥 투여 시 혈중농도-시간 곡선으로부터 산출한 전신 클

meability를 측정을 수행하며 같은 방법으로 약물을 여러 농도로

리어런스(CLtotal)를 간 혈류량(HBF)과 비교하여 80% 이상이면

처리하여 transporter kinetic assay를 수행하기도 한다.21) 반대로

빠른 전신 클리어런스(CLtotal)을 갖기 때문에 충분한 약효를 나

Figure 3에서 ②와 같은 경향(용량 증가에 따라 AUC가 로그그

타낼 수 없고, 20% 이하라면 느린 전신 클리어런스(CLtotal)로 인

래프와 같이 포화되는 경우)이 보일 경우 이러한 약물은 용해도

한 체내 축적 등으로 인한 독성 발현 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

/용출, 투과도가 부족하여 발생한 흡수 포화 현상이라고 볼 수

다고 판단한다. 과거에는 경구 생체이용률(oral bioavailability, F)

있다. 이러한 경우 투과도는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요소이

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결정하기도 하였으나

기 때문에 용해도 개선을 위한 적절한 포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사실 경구 생체이용률이 낮아 absorbed drug fraction의 양이 적

그러나 잘 가용화된 포뮬레이션을 사용하더라도 높은 용량에서

더라도 약물의 효력 및 기타 다른 특성들에 의해 약효 발현에

의 흡수 포화는 피할 수 없으며 투과도가 극도로 낮은 약물의

문제가 없을 수 있고, 최근에는 난용성 약물들이 급증하는 추이

흡수 포화 현상을 극복 하여 linear PK를 나타내기는 매우 어렵

기 때문에 경구 생체이용률을 의사결정의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용량이 아주 낮아 linear PK를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추세이다. 또한, 이 단계에서 평가한 용

나타내는 용량 구간에서 효력 용량이 설정될 정도의 약효가 우

량 구간에서 dose-linear PK가 확보되지 않고 dose-nonlinear PK

수한 약물이 safety margin 확보 차원에서 유리할 것이다. 경구

가 발생하면20)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시험들을 수행하는 추

투여 시 혈중농도-시간 곡선과 Tier 2에서 확보한 plasma protein

세이다(Fig. 3). Figure 3에서 ①과 같은 경향(용량 증가에 따라

binding을 이용하여 unbound drug concentration-time curve와 PK

AUC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이 보일 경우 intestine

parameters를 구할 수 있다. 이 unbound drug의 Cmax와 Tier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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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ategy of human efficacious dose prediction using by PK modeling and simulation.

서 획득한 in-vitro activity value (IC50 or EC50)를 비교하여 약효

효율을 위하여 direct inhibition을 선호하지만 최근에 covalent

발현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데 이러한 개념을 Target Engagement

inhibitor들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life-threatening disease)

Ratio (TER)라고 하며 early discovery stage에서 약물의 혈중 노

에 관여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direct inhibition과 time-dependent

출 수준이 약효를 발현하기에 적합한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수

inhibition assay를 함께 수행하여 DDI risk를 상세하게 파악해야

단으로 사용된다.11,22) 이때 약효 발현에 대한 직접적인 연관요소

한다는 의견도 있다.23) 일반적으로 CYP inhibition assay로부터

가 Cmax일지 AUC일지 해당 단계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산출되는 IC50가 10 µM 이하이면 CYP enzyme을 억제하여 다른

이 두가지를 모두 비교해 볼 수 있으며 AUCIC50과 AUCEC50의

기질 약물들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13)

경우 혈중농도-시간 그래프에서 in-vitro activity value (IC50 or
EC50)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x축과 평행하는 하나의

Discovery Tier 4. 생체내 약효 및 독성 검증 단계

선을 그렸을 때, 그 선 이하의 사각형의 면적으로 한다(Fig. 4).

이 과정에서는 in vivo disease animal model을 이용하여 효력

추가적으로 타겟장기가 명확한 질환을 목표로 하는 후보물질의

에 대한 확인 및 therapeutic dose range에 대한 확증이 이루어

경우 혈중에서의 unbound drug concentration보다는 타겟장기에
서의 unbound drug concentration을 통해 산출된 TER이 보다 더

지며 in-vivo toxicity 시험을 통하여 MTD (Maximum Tolerated
Dose), NOEL (No Overserved Effect Level) (or NOAEL; No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시험 진행 시 반영하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등을 파악하며 toxicokinetic 시험

여 시험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다. 한편 DDI risk를 평가해

을 통해 고용량 구간에서의 노출 수준, 반복 투여 시 약물 축적

보기 위해 CYP inhibition assay를 수행한다. 이 평가는 CYP

여부 및 dose linearity등을 파악한다. Tier 4에서 함께 평가 되는

enzymes에 대한 parent 약물의 억제율을 평가하기 위한 direct

in-vivo efficacy 시험의 MED (Minimum Efficacious Dose) 또는

inhibition 방법과 대사체로 인한 억제까지 고려하는 time-dependent

ED50 (50% efficacious dose)에서의 혈중 약물 노출과 NOEL (or

inhibition 방법으로 나뉜다. 대부분 discovery stage에서는 업무의

NOAEL)을 비교하여 safety margin 산출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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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example for establishment of human PK model using by non-clinical ADME data (e.g. 2 compartment model). F:
Bioavailability, Ka: Absorption rate constant, Vc: Volume of distribution at central compartment, Vp: Volume of distribution at peripheral
compartment, CL: Clearance, Q: Inter-compartment clearance, Kel: Elimination rate constant, Kcp, Kpc: Inter-compartment rate constant

Development (preparation IND filing)

여 IND documentation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ADME 연구의

이 과정은 말 그대로 IND filing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IND 자

범주는 Non-rodent animal (dog and/or monkey)을 이용한 용량별

료 제출을 위한 GLP toxicity 시험, secondary efficacy model 평

in-vivo PK 시험, 대사 경로 확인을 위한 대사체 및 대사효소 규

가를 통한 약효 자료의 보강, 미비된 ADME study 등을 수행하

명 시험, radiolabeled drug을 이용한 조직분포, QWBA, mass bal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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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e 시험 및 in-vivo metabolite tracking 시험 등이 이루어 진다.

stirred liver model을 이용하여 CLhep(Hepatic clearance)를 산출하
게 된다. 또한 식 (7), (8)과 같이 Hepatic extraction ratio와 Fh를

비임상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데이터를 이용한 Human 약동
학 프로파일 예측
비임상 데이터들은 단순히 비임상 평가 및 IND 자료를 위해
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과정에서 나온 동물 시험 데이

산출할 수 있다.27,28)

0.693
mL incubation 45 mg microsome
CL int = ------------------------------ × -------------------------------------- × ------------------------------------------in vitro t 1 ⁄ 2 mg microsomes
gm liver
20 gm liver
× --------------------------Kg B.W.

터들을 이용하여 human PK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human에서의 유효용량을 예측하게 된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가장 손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compartmental PK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임
상유효용량 예측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Fig. 5, 6). 우
선 동물의 정맥투여 PK profile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여 동물
에서의 disposition PK parameter (clearance, volume of distribution)를 추정한다. 그리고 추정된 동물의 disposition PK parameter
들로부터 allometric scaling방법을 이용하여 human의 disposition
PK parameter들을 예측한다. 한편 동물종별로 흡수속도정수(Ka,
absorption rate constant)를 추정하기 위해서 정맥투여 시 추정된
disposition PK parameter를 고정하고 흡수속도 정수를 추정하여
동물에서 Ka 범위를 human PK simulation에 input data로 이용
하게 된다. 또한 흡수 속도정수를 추정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Caco-2 permeability 시험 결과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Papp (Apparent permeability)를 하기 식 (1)과 같이 Peff (Effective

(5)

Q h × f u × CL int
CL hep = -------------------------------------Q h + f u × CLint

(6)

CL hep
HER = -------------Qh

(7)

Fh = 1−HER

(8)

Qh: hepatic blood flow
HER: hepatic extraction ratio
fu: plasma unbound drug fraction
둘째, 앞서 산출한 Peff 값(Papp로부터 산출))을 하기 식 (9)를

이용하여 Fa(absorbed fraction)을 산출할 수 있다.24,26)
Fa = 1 – e

– 2 ⋅ P eff

(9)

셋째, intestinal metabolic stability를 통해 Fg (remained frac-

permeability)로 변환하여 하기 식 (2)와 같이 Ka를 구할 수 있다.

tion after gut metabolism)를 구한다. 보통 이 intestinal microso-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접근방법으로 human 흡수속도 정수의 범

mal stability 시험은 liver metabolism이나 efflux transporter들의

위를 설정하게 된다.24,25,26)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in-vivo PK에서 non-linearity의 경향을

Log Peff =0.6532 · log Papp−0.3036

(1)

보일 경우 gut metabolism의 영향을 확인 해보고자 수행하는 것

A
Ka = ---- · Peff
V

(2)

이다. 이 assay를 통해 산출된 결과로부터 Q gut model을 이용

A =2πrL

(3)

2

V =πr L

(4)

A: surface area available
V: volume of intestinal segment
r: cylindrical intestinal segment of radius
L: cylindrical intestinal segment of length
Human의 생체이용률(F)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물종별 생체이
용률의 평균값을 이용하거나 human 기원의 생체재료들을 이용
한 in-vitro ADME assay (metabolic stability, Caco-2 permeability) 결과를 이용하거나 유사한 화학구조 약물들의 생체이용률
(F)를 참고하기도 한다.
우선 human liver microsomal stability시험에서 Fh (remained
fraction after first-pass extraction)를 예측하는 방법을 기재한다.
가장 잘 알려진 IVIVE 방법 중 하나인데 하기 식 (5)와 같이
CLint (Intrinsic clearance)를 산출하고 하기 식 (6)과 같이 wellVol. 63, No. 3, 2019

이 일반적이다. 보통 discovery 단계에서 잘 수행하지 않는 시험
하여 Fg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은 well stirred liver model을
이용하여 Fh를 구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며 하기 식 (10)과 같
이 산출할 수 있다.29,30)

Qg
F g = ---------------------------------------------------Q g + f u, g × CLu, int, g

(10)

Q villi × CL perm
Q g = -------------------------------------Q villi + CL perm

(11)

CL perm = 1 – 10

0.4926 ⋅ log P eff – 0.1454

×A

(12)

Qg: gut blood flow
Fu,g: fraction of drug unbound in the enterocyte
CLu,

int, g:

intrinsic metabolic clearance in the gut based on

unbound drug concentration
CLperm: permeability through the enterocyte
Qvilli: human blood flow in the villi (약 18 L/h)
A: surface area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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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가지의 Fa, Fg, Fh의 곱으로 human의 생체이용률(F)을

이터를 기반으로 First-in-human PK 및 efficacious dose를 예측

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치면 Figure 6과 같은

하는 모델링 기법 또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이러한

하나의 PK 모델이 수립되게 되는데 이 모델을 이용하여 human

translational research가 당연 시 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예

PK parameter 추정이 가능하게 되며 동물 질환 모델에서 유효

측의 정확도 측면에서 아직도 여러가지 의구심들이 남아 있다.

용량 시 노출 수준과 비교하여 human의 유효 용량을 예상해 보

DMPK 연구자들은 이러한 의구심들을 해결 나갈 수 있는 다양

게 된다.31)

한 in-vitro assay, IVIVE model들에 대한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
진해야 하며 모델링 기술의 발전이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결 론(Conclusion)

높여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역할을 확장해 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합성신약의 DMPK 연구 paradigm shift를 반면

1990년대 신약개발에 대한 낮은 연구생산성 개선을 위하여 글

교사로 하여 LMs (Large molecules)의 ADME property optimi-

로벌 제약사들은 많은 복기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

zation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 피하 및 근육 투여 시 convective

결과 전체 실패율의 약 40%를 낮은 생체이용률 및 부적합한 약

transport, glycosylation, 약물의 림프이행율, FcRn (Fc receptor)

동학적 특성이 차지함을 알게 되었다.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mediated transcytosis 등5,36,37,38,39,40) LMs의 ADME에서만 볼 수

해 2000년대 신약개발에서는 ADMET property를 개발 초기 단

있는 특이적인 현상들을 잘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법 및 IVIVE

계에서부터 파악하고자 in-vitro ADMET assay들을 비임상 평가

방법들을 개발하여 합성신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Ms도 개발

플로우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배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DMPK

초기 단계에서부터 ADME property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

연구의 역할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러

영역의 확장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한 합리적인 평가 플로우 개선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
는데 낮은 생체이용률 및 부적합한 약동학적 특성으로 인한 신
약개발 실패율이 90년대 40%에서 2000년대 약 8% 이하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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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임상 평가 플로우에 대해서 딥
러닝(Deep learning)을 할 필요가 있다. Figure 2에 제시된 비임
상 평가 플로우 설정에 따르면, early stage에서부터 하나의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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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ing, ligand docking, QSAR 등을 이용하여 특정 protein 억
제 약물의 가상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며 모니터상에서 합성해
내고, 이 가상의 화합물들을 적응증에 특성에 맞게 activity,
physicochemical, ADMET properties를 고려하여 scoring을 수행
하여 우수한 화합물을 선별해 낸다.16,32,33) 사실 이러한 컴퓨터 기
반의 연구환경의 변화는 DMPK 분야에서 in silico PK prediction
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도되던 일이었다. PBPK (Physiologically
Based Pharmacokinetics)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
의 향상과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면서 in-silico PK prediction은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34) 최근에는 화합물들의 구조를 기반으로
물리화학적, 생물약제학적 특성들을 예측하여 이것들을 input
data로 하고 human의 physiology를 이용하여 in silico human BA
& PK를 예측하는 단계까지 와있다.35) 또한 비임상 PK, PD 데

1. DiMasi, J., Feldman, L., Seckler, A. and Wilson, A. : Trends in
risks associated with new drug development: success rates for
investigational drugs. Clin. Pharmacol. Ther. 87, 272 (2010).
2. Paul, S. M., Mytelka, D. S., Dunwiddie, C. T., Persinger, C. C.,
Munos, B. H., Lindborg, S. R. and Shacht, A. L. : How to
improve R&D productivity: the pharmaceutical industry’s grand
challenge. Nat. Rev. Drug Discov. 9, 203 (2010).
3. Kola, I. and Landis, J. : Ca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reduce
attrition rates? Nat. Rev. Drug Discov. 3, 711 (2004).
4. Sung, N. S., Crowley, W. F., Genel, M., Salber, P., Sandy, L.,
Sherwood, L. M., Johnson, S. B., Catanese, V., Tilson, H., Getz,
K., Larson, E. L., Scheinberg, D., Reece, E. A., Slavkin, H.,
Dobs, A., Grebb, J., Martinez, R. A., Korn, A. and Rimoin, D. :
Central challenges facing the national clinical research enterprise.
JAMA. 289, 1278 (2003).
5. Prueksaritanout, T. and Tang, C. : ADME of Biologics-What Have
We Learned from Small Molecules?, The AAPS Journal 14, 410
(2012).
6. Baillie, T. A. : Metabolism and toxicity of drugs. Two decades of
progress in industrial drug metabolism. Chem. Res. Toxicol. 21,
129 (2008).
7. Ruiz-Garcia, A., Bermejo, M., Moss, A. and Casabo, V. G. :
Pharmacokinetics in Drug Discovery. J. Pharm. Sci. 97, 654
(2008).
8. Lin, J. H. and Lu, A.Y. H. : Role of pharmacokinetics and
metabolism in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Pharmacol. Rev.
49, 403 (1997).
9. Lin, J.H. : Speci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pharmacokinetics.
Drug Metab. Dispos. 23, 1008 (1995).

J. Pharm. Soc. Korea

130

강원호·황진아·채정우·권광일·윤휘열

10. Wienkers, L. C. and Heath, T. G. : Predicting in vivo drug
interactions from in vitro drug discovery data. Nat. Rev. Drug
Discov. 4, 825 (2004).
11. Kulkarni, A., Riggs, J., Phan, C., Bai, A., Calabrese, A., Shi, T.,
Moghaddam, M. F. : Proposing advancement criteria for efficient
DMPK triage of new chemical entities. Future Med. Chem. 6, 131
(2014).
12. Hyun, B. K. : Planning research for overcoming bottleneck on
new drug development. BT policy research report, Biotech Policy
Research Center, Daejeon, p. 26 (2009).
13. Kern, E. H. and Di, L. : Drug-like properties: Concepts, Structure
design and method, Elsevier Inc., San Diego (2008).
14. Chung, T. D. Y., Terry, D. B. and Smith, L. H. : In Vitro and In
Vivo Assessment of ADME and PK Properties During Lead
Selection and Lead Optimization – Guidelines, Benchmarks and
Rules of Thumb. 2015 Sep 9. In: Sittampalam GS, Coussens NP,
Brimacombe K, et al., editors. Assay Guidance Manual [Internet].
Bethesda (MD): Eli Lilly & Company and the National Center for
Advancing Translational Sciences.
15. Caldwell, G. W. : Compound Optimization in early and Late Phase
Drug Discovery: Acceptable Pharmacokinetic Properties Utilizing
Combined Physicochemical, In vitro and In vivo Screens.
Frontiers in Medicinal Chemistry-Online, 1, 607 (2004)
16. Sliwoski, G., Kothiwale, S., Meiler, J., and Lowe, E. W. :
Computational Methods in Drug Discovery. Pharmacol. Rev. 66,
334 (2014).
17. Kore, P. P., Mutha, M. M., Antre, R. V., Oswal, R. J. and
Kshirsagar, S. S. : Computer-Aided Drug Design: An Innovative
Tool for modeling. Open J. Med. Chem. 2, 139 (2012)
18. Kapetanovic, I.M. : COMPUTER-AIDED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CADDD): in silico-chemico-biological
approach. Chem. Biol. Interact. 171, 165 (2008).
19. Holford, N. : Absorption and Half-life. Transl. Clin. Pharmacol.
24, 157 (2016).
20. Gustafson, D. L. and Bradshaw-Pierce E. L. : Principles of
Aniticancer Drug Development, Chapter 2. Fundamental concepts
in Clinical pharmacology, pp 37-62, Springer, New York (2011).
21. Li, J., Volpe, D. A., Wang, Y., Zhang. W., Bode, C., Owen, A.
and Hidalgo, I. J. : Use of Transporter Knockdown Caco-2 Cells
to Investigate the In Vitro Efflux of Statin Drugs. Drug Metab.
Dispos. 39, 1196 (2011).
22. Tuntland, T., Ethell, B., Kosaka, T., Blasco, F., Zang, R. X., Jain,
M., Gould, T. and Hoffmaster, K. : Implementation of
pharmacokinetic and pharmacodynamic strategies in early research
phases of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at Novartis Institute of
Biomedical Research. Front. Pharmacol. 5, 1 (2014).
23. Moghaddam, M. F., Tang, Y., O’Brien, Z., Richardson, S. J.,
Bacolod, M., Chaturvedi, P., Apuy, J. and Kulkarni A. : A
Proposed Screening Paradigm for Discovery of Covalent Inhibitor
Drugs. Drug Metab. Lett. 8,19 (2014).
24. Sun, D., Lennernas, H., Welage, L. S., Barnett, J. L., Landowski,
C. P., Foster, D., Fleisher, D., Lee, K. D., and Amidon, G. L. :
Comparison of Human Duodenum and Caco-2 Gene Expression
Profiles for 12,000 Gene Sequences Tags and Correlation with
Permeability of 26 Drugs. Pharm. Res. 19, 1400 (2002).

Vol. 63, No. 3, 2019

25. Ehrhardt, C. and Kim, K. J. : Drug absorption studies In Situ In
Vitro In Silico Models, Springer Science, New York, 2008
26. Lennernas, H. : Intestinal permeability and its relevance for
absorption and elimination. Xenobiotica, 37, 1015 (2007).
27. Obach, R. S. : Prediction of human clearance of twenty-nine drugs
from hepatic microsomal intrinsic clearance data: an examination
of in vitro half-life approach and nonspecific binding to microsomes.
Drug Metab. Dispos. 27, 1350 (1999).
28. Riley, R. J., McGinnity, D. F. and Austin, R. P. : A unified model
for predicting human hepatic, metabolic clearance from in vitro
intrinsic clearance data in hepatocytes and microsomes. Drug
Metab. Dispos. 33, 1304 (2005).
29. Yang, J., Jamei, M., Yeo, K. R., Tucker, G. T. and RostamiHodjegan, A. : Prediction of Intestinal First-Pass Drug Metabolism.
Curr. Drug Metab. 8, 676 (2007).
30. Karlsson, F. H., Bouchene, S., Hilgendorf, C., Dolgos, H. and
Peters, S. A. : Utility of In Vitro Systems and Preclinical Data for
the Prediction of Human Intestinal First-Pass Metabolism during
Drug Discovery and Preclinical Development. Drug Metab.
Dispos. 41, 2033 (2013).
31. Weber, O., Willmann, S., Bischoff, H., Li, V., Vakalopoulos, A.,
Lustig, K., Hafner, F-T., Heinig, R., Schmeck, C. and Buehner,
K. : Prediction of a potentially effective dose in human for BAY
60-5521, a potent inhibitor of cholesteryl ester transfer protein
(CETP) by allometric species scaling and combined pharmacokinetic
and pharmacodynamic and physiologically-based pharmacokinetic
modeling. Br. J. Clin. Pharmacol. 73, 219 (2011).
32. Byoen, J. J., Park, M., H., Shin, S. H. and Shin, Y. G. : Novel
lead optimization strategy using quantitative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and physiologically-based pharmacokinetics modeling.
Yakhak Hoeji, 59, 151 (2015).
33. Ortwine, D. F. and Aliagas, I. : Physicochemical and DMPK In
silico Models: Facilitating Their Use by Medicinal Chemists. Mol.
Pharm. 10, 1153 (2013).
34. Chen, B., Dong, J. Q., Pan, Wei-J. and Ruiz, A. : Pharmacokinetics/
Pharmacodynamics Model-Supported Early Drug Development.
Curr. Pharm. Biotechnol. 13, 1360 (2012).
35. Lawless, M., Dibella, J., Bolger, M. B., Clark, R. D., Huehn, E.,
Waldman, M., Zhang, J. and Lukacova, V. : In silico
PREDICTION OF ORAL BIOAVAILABILITY. Simulation Plus,
Inc., ASCPT poster, San diego (2016)
36. Lee, J. W. : ADME of monoclonal antibody biotherapeutics:
Knowledge gaps and emerging tool. Bioanalysis 5, 2003 (2013).
37. Wan, H. : An overall comparison of small molecules and large
biologics in ADME testing. ADMET & DMPK. 4, 1 (2016).
38. Shi, S. : Biologics: An update and challenge of their
pharmacokinetics. Curr. Drug Metab. 15, 271 (2014).
39. Tibbitts, J., Canter, D., Graff, R., Smith, A. and Khawli, L. A. :
Key factors influencing ADME properties of therapeutic proteins:
A need for ADME characterization in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MAbs 8, 229 (2016).
40. Zhou, H. and Theil, Frank-P. : ADME and Translational
Pharmacokinetics/Pharmacodynamics of Therapeutic Proteins
(Applications in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Inc, New Jersey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