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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레젠 및 플리작 허가를 바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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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the 2016 US FDA Botanical Drug Development Guideline
Based on Approvals of Veregen and Fulyzaq
Insuk Song, Jungjoong Hwang, and Jongkook Lee#
College of Pharmac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daehak-gil, Chuncheon 24341, Korea

Abstract — Botanical products derived from plants have been used for a long time. In the early 2000s, regulation authorities implemented development guidelines for botanical drugs. In US, two botanical drugs, Veregen and Fulyzaq, were
approved and have been sold in global market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revised their botanical drug development guideline for industry in 2016 based on the experiences of reviewing botanical New Drug Applications (NDAs) a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s (INDs). General approach to botanical drug development has remained unchanged
(marketing of botanicals under NDAs, botanical drug development under INDs, INDs for Phase I, II, and III clinical studies)
compared to 2004 versions. However, a number of specific recommendations have been modified and several new sections
like ‘NDAs for botanical drug products’ have been added especially for late phase development and NDA submission. For
loc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at are developing botanical drugs for worldwide markets, we summarize herein the major
issues for the newly updated US FDA botanical guideline based on the review materials of the previously approved two
botanical drugs.
Keywords Botanical drug, drug development guideline, Veregen, Fulyzaq

국내의 천연물신약은 지난 200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을 목

천연물신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천연물신약 정의를 삭제하

표로 하던 정부의 천연물 신약 개발비 지원과 ‘천연물 신약 연구

고, 천연물신약의 임상시험의 종류 및 시험방법, 천연물신약의

개발 촉진법’을 통해 의약품 허가 절차와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

신속 심사 근거 조항 등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허가 규정 또한 모

서 2014년까지 SK케미칼의 골관절염 치료제 ‘조인스정’ 등 천연

두 삭제하였다. 즉,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천연물신약을 개발

물신약 8종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천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신약 수준에 준하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

연물 신약 개발에 투입된 예산 대비 수출 등 성과가 미흡할 뿐

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존에 부여된 천연물 신약의 허가 시

만 아니라, 몇몇 약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안전성 문제가

특혜를 모두 없앤 것이다.2) 아울러 생약제제에 함유된 다양한 성

대두되고, 일부 개발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져 큰 사회적

분의 조성, 비율 및 함량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분석자료의 패

1)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2017년 4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턴인 성분 프로파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허가 신청 시 잔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 일부 개정고시를 통하여

류 · 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성 내용 제출을 신설하였다. 이는 성분
프로파일 자료를 제출 받고 있는 미국과 EU에 비추어 국제 조
화에 부합하며, 기본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물을 원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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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기 위해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3)
미국 FDA는 2004년 처음으로 “Guidance for Industry:
Botanical Drug Products”를 제정하여 자연 유래 제품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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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을 허용하였으나, 실제 이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임상을 통
과하여 현재까지 미국에서 승인 받은 식물의약품은 베레젠
®

4,5)

® 6,7)

미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CDER (Center

단 2건에 불과하다. 최초로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은 식물의약품의 경우 전체 혼

2006년 10월에 허가된 베레젠(Veregen®)은 녹차 추출물로부터

합물 전부를 활성 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유래된 생식기 및 항문 주위 사마귀 치료제이다. 이로써 식물 추

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복합제에 관련된 허가 규정들이 단일 식

출물은 단순한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질환 치료가 가능

물원료에서 만들어진 식물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

한 의약품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두 번째 신약은 2012년에 허가

국에서 약으로 시판하려는 식물의약품은 다른 일반적인 의약품

된 용혈수(Croton lechleri, Dragon’s Blood)의 껍질에서 분리한

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품질 수준을 확립해야

(Veregen )과

플리작(Fulyzaq )

어려움들이다.

®

플리작(Fulyzaq )으로 에이즈 환자의 설사치료제로 승인되었다.

한다. 하지만 식물의약품의 CMC (Chemistry, Manufacturing and

2016년 원개발사인 Napo가 Salix와의 공동개발 계약을 해지하면

Control; 물리화학적 성질, 제조, 품질관리 기준)를 다른 신규 화

서 미테시(Mytesi®)라는 새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8,9) 미국

합물처럼 진행하는 것은 충분치 않으며, 또한 기존 인체 사용례

FDA는 2016년 12월 식물의약품으로 승인한 두 신약의 심사과

에 대한 정보가 안전성 프로파일에 관련한 적응증을 제공할 수

정에서 숙고한 주제들과 후기 임상연구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부

도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임상적 유효성이나 안전성

분을 보완하여 1차 가이드라인 이후 12년 만인 2016년에

기준 자체에 대한 기준은 식물의약품에도 예외가 없다. 미국 FDA

“Botanical Drug Development Guidance for Industry”를10) 발

는 이러한 식물의약품에 대한 평가 지침을 검토하여, CDER내

표함으로써 식물에서 유래한 신약 개발 전반에 관한 과정을 보

에 Botanical Review Team (BRT)를 2003년 신약부(the Office

다 더 체계화 하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식물 유래 의약품 시장

of New Drugs)에 설치하여 2004년 “Guidance for Industry:

의 잠재력을 보고 한국, 미국 각 나라에서 이 분야에 대한 허가

Botanical Drug Products” 를 발표하였고,12) 이후 2013년 의약

및 심사 기준을 갖추었지만 한국에서 상용화된 7개 제품의 해외

품품질부(the Office of Pharmaceutical Quality) 산하로 BRT를

진출은 거의 전무한 반면, 미국 승인 두 식물의약품은 해외 각지

이관한 후 2016년에 “Botanical Drug Development Guidance

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승

for Industry”를 개정 · 발표하였다.10) BRT 소속의 연구원들은 생

인된 두 식물의약품의 허가 내용과 최근 발표된 개정 가이드라

약학 관련 주제들에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식물의약품 가이

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식물을 원약으로 하는 신약 개발에 있

드라인 및 정책에 관련된 일관적인 해석과 실행을 통해 식물의

어서 국내 제약사의 해외진출 개발 전략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약품의 허가 신청 및 검토 서류를 관리한다. BRT의 식물의약품

결과 및 고찰 (Results and Discussion)

나 중국의 한약처럼 약초로 쓰여진 생약의 기존 인체 사용례에

에 대한 생약학적 검토는 첫째, 과거 인도의 아루베다(Ayuveda)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안된 연구를 뒷받침하는 안전성 자료로
미국 FDA가 보는 botanical drug 및 가이드라인 배경

활용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약용식물의 생

미국 FDA에서 정한 식물의약품(botanical drug)이란 식물, 조

리 · 화학적 물성을 확인하는데, 이는 원식물의 감별 및 이들 원

류, 미세균류를 포함하는 제품류를 의미한다. 이때 고도로 정제

료의 품질 관리를 포함한다. 셋째, 문헌에서 식물의약품의 약효

된 원료의약품이나 동물 혹은 동물의 일부, 광물, 유전적으로 수

및 독성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는 활성 성분 혹은 독성 지표 모

정된 식물류나 발효류는 제외된다. 식물의약품은 다양한 형태로

두를 포괄한다. 넷째, 품질 및 치료학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데, 액상, 분말, 정제, 캡슐, 국소제나 주사제류 모두 가능

원생약의 다양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료 식물의 관리 및 GACP

11)

식물의약품의 특징은 여러 화학 성분들이 섞인 혼합물

(Good Agricultural and Collection Practices, 채취관리 기준서)

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1개 이상의 성분들이 혼합물

를 확인하고, 대표적인 비임상용 및 임상용 배치를 구별하여 전

의 생리 · 약리학적 반응을 나타나게 한다. 하지만 이런 혼합물의

반적인 배치 별 일관성을 유지하는 전략을 확인하는 것이다.13)

개별 성분들은 대체로 잘 특정되지 않는다. 또한 식물 자체의 자

한마디로 CDER BRT팀은 의약용 식물의 감별, 유사 종류의 잠

연적인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원료 생약 자체도 다양할 수 있다.

재적 오용 등 의약용 식물 생리 및 과거 및 현재의 인체 사용례

하다.

즉, 일반적인 다른 화합물의약품과 비교할 시 성분 별 변이나 변

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판매량이나 부작용 등

동성이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른 배치(batch) 별 차이가 나타날

마케팅 관련 서류를 포함한 관련 데이타 일체를 파악하고, 허가

수 있다. 아울러 많은 식물의약품은 지역별로 식이보조제나 약

시 그 관련성에 대해 평가한다. 식물의약품의 약효 검토는 과거

초, 한약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과거부터 인체에 사용한 예가 많

의 이론이나 실제적 용례 및 새로운 테스트법 등을 고려하고, 특

다. 이러한 다성분 복합물, 명확하지 않은 활성 성분, 자연적으

히 품질 검토에 있어서는 “총체적 증거 접근법(totality of

로 생기는 수많은 변이성 등이 식물의약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evidence approach)”에 입각하여 품질 및 치료학적 일관성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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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피그에서 관찰되었다. 미니피그, 토끼, 쥐에서 경피나 질내

2004년에 최초로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원칙은 첫째, 기

반복투여 시에 혈장의 EGCg 축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경구나

존 인체 사용례에 관한 정보가 동물 독성 실험의 일부를 대체할

주사제로 개에 투여한 경우 EGCg와 대사체들은 간에 축적되는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식물의약품의 비임상 실험이 경

경향이 있었다.

감되거나 1상이나 2상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 둘째, 유연한 CMC

일반적인 독성 연구로 3개월간 쥐에 경구 및 경피 테스트를

적용이 강조되었다. 식물의약품의 활성성분에 대한 식별이 반드

실시하고, 마찬가지로 9개월간 미니피그에서 경피 테스트를 실

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상대적인 화학적 지표자는 품질 관

시하였다. 쥐의 위장관, 간, 췌장, 림프 조직 등이 주요 타겟 기

리를 위해 필요하다. 또한 고도의 정제화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

관이었고, 쥐, 토끼, 미니피그에 경피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추가적인 관리법을 요구하였다. 셋째, 전

으로는 발적, 부종, 염증 반응 등을 포함하는 경도부터 중증의 국

반적인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은 식물의약품이건 비식물

소 자극이 보고 되었다. 국소 투여 후에 전신 독성은 나타나지

의약품이건 모든 신약 허가 과정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음료나 캡슐 형태로 마시는 카테킨 양

위험도 및 유익성 분석이 똑같이 적용된다. 2016년의 가이드라

(2 g 상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이기 때문이다.

인은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으로써 두 NDA (New Drug

원약에 대한 MLA (mouse lymphoma assay)를 제외한 유전

Application) 제품의 허가 과정의 결과들이 더해져 특히 후기 개

독성 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in vivo 랫(rat) 소핵시험, 비정기적

발 단계 및 NDA 제출에 대한 과정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일정

DNA 합성 시험 및 28일 이식 유전자마우스 돌연변이 시험]들이

한 품질관리와 치료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법이 또

모두 음성을 나타내었고, p53 transgenic mouse model에서 수

한 번 강조되었다.

행한 발암성 시험도 음성을 나타내었다. 카테킨 차에 대한 암 예

식물의약품에 있어서 “총체적 증거 접근법(totality of evidence

방 및 항암 작용이 널리 알려져 있고, 광범위한 녹차의 인체 사

approach)”에 의거한 품질관리란 결국 임상 시 사용한 배치와 시

용례에 비추어 2년간 진행하는 발암시험은 면제되었다. 생식독

판하는 약품의 치료학적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

성은 쥐와 토끼에 경구, 경피, 질내 투여 후 확인하였다. 원약에

하며, 이를 위해서는 GACP에 입각한 재배, 수집, 경작지 관리 등

서 기형 발생은 없었고, 토끼에서 태아의 체중 감소와 골격 경화

의 원생약 관리 및 바이오에세이(bioassay)와 적응증에 입각하여

가 지연되었다. 쥐에서는 사산된 태아의 수가 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배치로 용량의존성을 확인한 임상시험 디자인이 필수라 하

임신약물 카테고리는 C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겠다. 아울러 크로마토그래피 및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한 분석

수 없음)로 분류되었다.

법 확립, 생산공정 확립 등을 모두 고려한 평가 및 관리를 말한
다.14)

완제의약품의 국소내성 시험은 쥐, 토끼, 미니피그에서 행해졌
고 경피 또는 질내 투여로 테스트하였다. 피부에서는 경미한 경
우부터 심한 경우까지 자극이 있었고, 질내 투여 시는 질점막에

5,15)

최초 승인 식물의약품 베레젠

강한 자극이 나타났다. 미니피그에서 이루어진 피부감작성을 확

2006년 10월 31일에 허가가 난 첫 번째 식물의약품인 독일 메

인하기 위한 국소 림프절시험(LLNA, local lymph node assay)

디젠(Medigene)사의 베레젠은 15% 연고제로 생식기 및 항문 주

에서는 완제 및 원약 모두 양성으로 나타났다. 녹차 추출물은 오

위 사마귀를 치료하는 국소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Sinecathechins

랫동안 화장품에 쓰여 왔기 때문에 광자극성 테스트는 생략하였

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이는 발효시키지 않은 Camellia sinensis

다. 완제의약품의 임상 적용 하루 용량은 sinecatechin으로 2 mg/

의 말린 잎으로 만든 녹차 추출물이다. 원생약은 수많은 경작지

kg/day 정도이고, 피부를 통한 흡수율도 낮아서 전신 흡수에 의

에서 재배, 수확되어 각 성분 별 차이가 나게 되었다. 이에 특정

한 안전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화된 경작지의 농장만 이용하여 마케팅 생산용으로 한정하고,

In vitro bioassay에서는 서로 다른 4개의 배치 별 및 원약 별

GACP 관리하에 원생약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 다양성을

생리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15-lipoxygenase assay와 EGFR

최소화하였다.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assay를 사용하였다. 이미

두 개의 안전성에 관련된 약효시험이 진행되었는데, 쥐에 1000

확립된 CMC상의 기준 및 시험방법과 상기 assay및 다른

mg/kg을 경구 투여 시에도 생리변화나 행동 양상, 호흡 속도 및

biosassay들이 원생약의 유사성과 배치 별 원약을 비교하기 위해

호흡량 등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독성동태학 분석에서는

서 사용되었다.

EGCg (epigallocatechin gallate, 원약내 주요 카테킨)가 노출량

CMC에 있어서는 원약에 대한 관리로써 8개 성분의 카테킨이

에 대한 지표로 사용되었고, 경구, 국소 또는 질내 투여하여 쥐

완전히 분석 및 정량화 되어 전체 원약의 85-90%가 특정되었다.

및 미니피그에서 그 양을 측정하였다. 카테킨은 흡수되어 전신

임상 3상에서는 여러 개의 배치를 이용했는데, NDA에 사용된

작용을 나타내지만, 경피 투여 시에는 극소량이 흡수되는 것이

원약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3상 임상 배치의 데이타로 제출되었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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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 Key points in the ‘Botanical Drug Development Guidance for Industry (US FDA, 2016)’.12)
2016년 미국 FDA 식물의약품 개발 가이드라인 핵심사항
1. 경작지 및 GACP에 입각한 원생약 관리, 바이오 에세이가 가능하도록 CMC 관리 및 철저한 분석법 확립이 필요함
2. 다수의 배치를 이용하고, 용량 별 반응이 입증될 수 있는 목적하는 적응증에 어울리는 임상 시험을 통해 허가 과정 및 시판 후 제품의 품질관리
가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함
3. 두 가지 이상의 원생약을 사용하는 복합 식물의약품의 개발 시 FDA의 복합제 규정이 유보될 수 있도록 개정 권고함

고, 10% 및 15% 완제에서 용량 의존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장관내에서의 예측되는 약물 농도가 타겟으로 하는 염소 채널을
포화시키는데 쓰이는 농도의 수 배 이상이었다. 따라서 크로펠
레머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이나 변동으로 인한 정량적 변

두 번째 승인 식물의약품 플리작
2012년 12월 31일 허가가 난 두 번째 식물의약품인 플리작은

화가 플리작의 임상적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예

125 mg의 크로펠레머(용혈수, crofelemer, Cronton lecheri의 껍질

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용혈수 껍질을 중앙 및 남아메리카에서 설

에서 유래)를 함유하는 지연방출형 정제이다. HIV/AIDS 환자의

사 치료제로 대규모 집단에서 장기간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 인

16)

비감염성 설사증상을 완화하는 적응증으로 최초로 승인되었다.

정되었다. 따라서 BRT는 상기 pre CMC 계획 및 post CMC 증

크로펠레머는 무작위로 연결된 (+)-catechin, (−)-epicatechin, (+)-

거, 일상적인 CMC control로 향후 판매를 위한 생산 배치 또한

gallocatechin 및 (−)-galloepicatechin 저중합체의 프로안토시아

치료학적 유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니딘(proanthocyanidin) 혼합물로 평균 2,100 달톤의 분자량을 가
지고 있다. 여러 개의 분석법을 통해 크로펠레머의 구조적인 특

최종 개정본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

징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분

2016년에 새로 개정된 식물의약품 가이드라인에 추가된 내용

석법들이 이 제품의 CMC를 뒷받침하는 품질관리면에서는 충분

은 아래와 같다.10) 첫째, 활성 성분에 대한 인위적인 증가도 할

치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없는 방법이긴 하나,

크로펠레머처럼 활성성분이 몇 개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있어서 치료학적인 효과의 배치별 일관성

결정할 수 없는 식물의약품의 특성상 화합물 신약과 같은 정도

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개별 성분의 양을 증량 시키는 것이 허

의 CMC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효과를

용될 수 있다. 단, 이 때는 원약에서의 활성 성분이 알려진 경우

향후 상업적 배치에서 동등할 것이라 예상하게 할 수 있는 아래

에 한하며, 원생약에 있어 관리가 불가능한 재배 조건의 변화 등

의 사실들이 고려되었다.17) 첫째(사전 CMC 조처), 크로펠레머는

으로 인해 원생약에서의 활성 성분 농도가 자연적으로 상당한 차

주 활성 성분인 카테킨의 올리고머에 대한 연구자료가 풍부하고,

이가 날 때이다. 이때 정제된 활성 성분의 추가량은 자연적인 상

단일 작물의 단일 부분인 껍질을 이용한 것이라 비교적 용이한

태에서의 농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이다. 둘째, IND 과정에 보

식물의약품에 속한다. 또한 원생약의 품종과 다른 종의 구별이

다 중점을 둔 첫 번째 가이드라인에서는 단일 배치에서 나온 식

분명한 편이고, 껍질의 수집이 특정지역으로 제한적이었다. 즉

물의약품의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해석 가능한 임상 결과를 기대

GACP 관리 하에 특정 경작지로 제한함으로써 원생약 자체의 변

했으나 앞으로는 치료학적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와 원약의 변동성을 감소시켰다. 결론적으로 cGMP의 시작은

다수 배치에서 나온 완제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

원생약부터 관리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둘째(일반 CMC 조처),

요한 사항이 되었다. 셋째, 복합제에 관련한 미국 FDA 규정은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통해 원약의 화학적 구성 성분을 모니터

21 CFR 300.50 및 300.10(a)(4)(iv)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때 복

링하되, 분석 자체는 기술 및 실질적인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광

합제의 각 성분이 전반적인 유효성과 안전성에 어느 정도 기여

범위하게 하였다. 또한 원생약의 처리 과정부터 CMC를 강조하

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하지만 BRT는 단일

였다. 셋째(사후 CMC 증거), 크로펠레머의 임상 3상에서는 여러

식물에서 기원한 혼합물 전체가 유효성분이므로 이것을 복합성

개의 배치가 사용되었는데, 샘플 수가 너무 작아서 공식적인 통

분 약물이라고 간주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아루베다(Ayuveda)

계 분석은 힘들었지만, 특정 배치가 다른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

나 한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등에서 쓰여지는 다수

는 징후는 없었다. 또한 CFTR(cAMP stimulated cystic fibrosis

의 식물들에서 유래한 약물의 경우 각각의 원생약으로 인한 안

transmembrane conductance regulator Cl- channel)과 CaCC

전성과 효능에 대한 입증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

-

(calcium activated Cl channel) 두 개의 염소 채널에 작용하는데,

려할 때, 일부 식물 유래 제품들의 특정 상황에 있어서는 현재

임상 투여 용량인 125-500 mg에서 약물의 효과는 용량 별로 나

복합제 규정이 면제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제안하

타나지 않았고, 125 mg을 하루 두 번 경구로 투여하는 경우 위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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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pplication number: 2022292Orig1s000, Approval Letter,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https://www.

2004년 미국 FDA의 식물의약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이후 2 개의 의약품이 승인되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개정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다. 미국 FDA가 주는 메시지는 명
확하다. 기존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어
야 한다는 절대 전제 하에, 식물의약품의 경우는 원생약의 관리

accessdata.fda.gov/drugsatfda_docs/nda/2012/202292Orig1s
000Approv.pdf (2012).
7) Drugs@FDA : FDA Approved Drug Products, New Drug
Application (NDA): 202292, https://www.accessdata.fda.gov/
scripts/cder/daf/index.cfm?event=overview.process&ApplNo
=202292.

부터 시작하는 철저한 CMC와 이를 뒷받침하는 바이오에세이,

8) Napo and Salix Settle Litigation, https://www.businesswire.

적응증의 선택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배치를 이용한 임상

com/news/home/20160307006153/en/Napo-Salix-Settle-

디자인 및 용량반응성에 대해 총체적 근거 접근법으로 리뷰 후
승인한다는 것이다. 해외진출을 위해 식물의약품 신약을 개발하
고자 하는 국내 제약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기본에 충실한 신약
개발과정을 밟으면서 식물의약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발 방안
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Litigation.
9) Mytesi®, https://mytesi.com/.
10) Botanical Drug Development Guidance for Industry,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https://www.fda.gov/downloads/
Drugs/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s/
UCM458484.pdf (2016).
11) What is a Botanical Drug?,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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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비로
연구하였으며 (관리번호-520170396) 이에 감사 드립니다.

References

12) Guidance for Industry Botanical Drug Products,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http://academy.gmp-compliance.
org/guidemgr/files/4592FNL.PDF (2004).
13) Chen, S. T., Dou, J., Temple, R., Agarwal, R. Wu, K.-M.,
Walker, S.: New therapies from old medicines. Nat. Biotechnol.
26, 1077 (2008).

1) Audit result disposal statement, Actual condition of natural

14) Lee, S. L., Dou, J., Agarwal, R., Temple, R., Beitz, R., Wu, C.,

pro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Korean), The

Mulberg, A., Yu, L. X., Woodcock, J.: Evolution of traditional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2015).

medicines to botanical drugs. Science 347, 337 (S32-S34)

2) Notification of amendments on approval, notification, and
examination rules for medicines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tification No. 2017-177.
3) Notification of amendments on approval, notification of
herbal(crude) medicines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tification No. 2015-334.
4) Application number: 21-902, Approved Labeling,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http://www.accessdata.fda.gov/
drugsatfda_docs/nda/2006/021902s000_prntlbl.pdf (2006).
5) Drug Approval Package, Veregen Ointment, Application No.
021902,

http://www.accessdata.fda.gov/drugsatfda_docs/nda/

2006/021902s000TOC.cfm.

(2015).
15) Tang, T. Y., Fang-zhou, L., Afseth, J.: Review of the Regulations
for Clinical Research in Herbal Medicines in USA. Chin. J.
Integr. Med. 20, 883 (2014).
16) Drug Approval Package, Fulyzaq Delayed-Release Tablets,
Application No.: 202292,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https://www.accessdata.fda.gov/drugsatfda_docs/nda/2012/
202292Orig1s000TOC.cfm.
17) Application Number: 202292Orig1s000, Cross Discipline Team
Leader Review, 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https://www.accessdata.fda.gov/drugsatfda_docs/nda/2012/
202292Orig1s000CrossR.pdf (2012).

J. Pharm. Soc.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