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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반려동물 치료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 I-131 용액 등 방사성의약품은 치료효율이 높아 각종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나,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동물의 진단 및 치료기술은 개발된 바 없음

- 국내에 동물 치료를 위한 방사선인프라가 충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에 구축됨으로써 방사

성의약품을 동물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됨

- 기술개발 수준이 매우 낮은 분야로서 조속한 연구개발을 통한 국제적 과학기술 선도가 가

능함

2. 경제 산업적 측면

- 방사성치료제는 동물 치료에 적용된 바 없어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임

- 이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동물의약품 사업화가 가능하며, 수의학 분야로의 방사선 신산

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함

3. 사회 문화적 측면

- 현재 한국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진입하여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

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및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려동물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성

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본 기술을 연구개발함에 따라 향후 국민 정서 안정에의 기여가 가능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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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A 체결

- 협력체계 확보를 위한 MOA 체결(충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

- 상호간 연구협력을 위한 공동세미나 및 연구미팅 진행

2. 갑상선암 치료제 I-131의 수의학적 활용방안 도출

- 고양이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I-131 적용방안 탐색

- 시험 적용을 위한 충북대학교 I-131 분배 및 공급

3. I-131의 인허가 전략 개발

- 동물의약품 CRO를 통한 early stage 인허가 컨설팅

- I-131 인허가를 위한 로드맵 수립

Ⅳ. 연구개발결과 

1.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와의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2018.05.01.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와 상호공동연구협약(MOA) 체결 

- 공동 심포지움 및 대한수의학회 세션 진행 등 공동세미나 및 연구미팅 개최( 6회)

- 2018.12.05. 한국수의핵의학연구회 창립

2. 갑상선암 치료제 I-131의 수의학적 활용방안 확보

- 고양이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에 대한 I-131 적용방안(투여량, 투여경로, 주의사항, 제품

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 수립

- GMP 수준의 I-131(가칭: 싸이로키티) 제조방법 수립 및 충북대 공급

3. 동물용 방사성치료제 개발을 위한 I-131 인허가 추진

- 동물의약품 CRO의 인허가 컨설팅을 통한 동물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 신청자료 작성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I-131 인허가 신청 및 보완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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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동물의약품 분야로 방사선 기술의 활용 저변 확대 

- 세계 최초 (First-in-Class)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싸이로키티“ 허가 획득 추진

   임상시험 등을 위한 추가 연구 연계 필요 

- 동물용 방사성의약품의 상용화 기반 마련

   잠재적 치료 시장은 연간 522억원 수준으로 추산 : 한국/일본/중국 반려묘수 5,223만 

마리 × 질환발생율 1% × 치료비용 1백만원 × 시장점유율 10% = 522억원 (한국 20

억원, 일본 95억원, 중국 406억원)

2. 국내 비교의학적 신약 개발 기반 구축

- 국내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와의 공동연구협력체계 및 수의핵의학연구회 등은 통한 비

교의학적 개발 기반 확보

-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인 동물의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를 사전에 검증한 후, 인

체 임상시험으로 중개하는 비교의학적 신약 개발 전략의 국내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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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herapeutic technology for companion animal using 

radioisotop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Technical aspects

- I-131 solution has been used for diagnosis and treatment of various diseases 

due to its high treatment efficiency. However, the diagnostic and therapeutic 

technology of animals using radioactive pharmaceuticals has not been 

- Radiation infrastructure for animal treatment in Korea is established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imal Medical Center, so it is possible to 

develop technology for application of radioactive pharmaceuticals to animals.

- It is a very low level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it is possible to lead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rapid research and development

2.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Radiotherapeutic drugs are not applied to animal care and are a new blue 

ocean area.

- Thus, it is possible to commercialize animal pharmaceuticals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t is possible to create an ecosystem of 

radiation new industries in the field of veterinary medicine

3. Socio-cultural aspect

- Currently, Korea has entered the age of 10 million of companion animals, 

and 3 out of 10 households are raising companion animals, and the 

companion animal culture and industry are growing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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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et animal industry,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emotion, is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 As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is technology is possible, it can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national sentiment in the futur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Signed MOA to establish cooperative system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adioactive pharmaceuticals for animals

- Signed MOA to secure cooperation system (Animal Medical Cent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Joint seminars and research meetings for mutual research collaboration

2. Derivation of veterinary use of thyroid cancer treatment I-131

-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I-131 to hyperthyroidism in cat thyroid

- Distribution and supply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131 for testing

3. Development of licensing strategy for I-131

- Early stage licensing consulting through animal medicines CRO

- Establish a roadmap for I-131 licensing

Ⅳ. Result of Project

1. Establish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system for animal 

medicines with Animal Medical Center,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2018.05.01. Concluded a joint research agreement (MOA) with the Animal 

Medical Center of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Chungbuk National 

- Joint symposium and research meeting including joint symposium and 

veterinary session

- 2018.12.05. Korea Veterinary Nuclear Medicine Research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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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2.  Ensure veterinary utilization of thyroid cancer treatment I-131

- Establishment of I-131 application method (dose, route of administration, 

precautions, product test standard, test method, etc.) for the treatment of 

hyperthyroidism in cat thyroid

- Establishment of manufacturing method of GMP level I-131 (tentatively called 

"Thyrokitty") and supply to Chungbuk National 

3. Promotion of I-131 licensing for development of radioactive therapeutic agents 

for animals

- Prepare application documents for animal medicine manufacturing and item 

approval through consultation of licensing and consultation of animal 

medicines CRO

- Establishment of I-131 license application and supplementation plan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livestock quarantine headquarters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1. Expansion of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to animal medicine field

- Acquired permission for the world's first (first-in-class) animal medicines for 

radioactivity "Thyrokitty"

- Establishment of base for commercialization of radioactive pharmaceutical 

products for animals

2. Establishment of domestic comparative medicine development base

- Joint research cooperation system with veterinary medical center of domestic 

veterinary college and establishment of comparative medical development 

base through veterinary nuclear medicine research society

- After preliminarily verifying the therapeutic effects of naturally occ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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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diseases in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we will promote the 

application of comparative medical drug development strategies in Korea 

through human clinic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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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 필요성

제1절 기술적 측면

제2절 경제산업적 측면

제3절 사회문화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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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 필요성

 

제1절 기술적 측면

- I-131 용액 등 방사성의약품은 치료효율이 높아 각종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고 

있으나,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동물의 진단 및 치료기술은 개발된 바 없음

- 국내에 동물 치료를 위한 방사선인프라가 충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에 구축됨으로써 방사

성의약품을 동물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됨

- 기술개발 수준이 매우 낮은 분야로서 조속한 연구개발을 통한 국제적 과학기술 선도가 가

능함

그림 1. 충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 내 동물치료용 방사선인프라 구축

제2절 경제산업적 측면

- 방사성치료제는 동물 치료에 적용된 바 없어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임

- 이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동물의약품 사업화가 가능하며, 수의학 분야로의 방사선 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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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함

- 동물의약품 세계시장 규모는 35조 원 수준이며, 연간 5% 이상으로 성장하는 추세임.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7천억 원 수준이며, 인근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기반이 갖추

어져 연간 수출액이 3천억 원에 달함

그림 2. 동물의약품 시장 규모 및 현황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며 정체 중인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급 성장 추세인 동물의약품 시

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임

그림 3.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시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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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문화적 측면

- 현재 한국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진입하여 10가구 중 3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

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 및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

-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려동물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성

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본 기술을 연구개발함에 따라 향후 국민 정서 안정에의 기여가 가능함

그림 4. 국내 반려동물 현황



- 22 -



- 23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제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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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RI 생산기술 개발이 진행

   갑상선암 및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 I-131 제조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확보하

여 국내 생산/공급 

   부산 기장 신형 연구로, 경주 100 MeV 양성자가속기,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 30 MeV 

사이클로트론 등 방사성의약품 제조를 위한 RI 생산기반 구축

   국내 표적형(정밀의학) 종양치료 시장수요에 따라 임상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RI 이용 신약개발플랫폼사업 등이 추진

- 방사성의약품은 주로 인체용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동물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

하기 위한 제조기술은 개발된 바 없음

   반려동물 대상 방사성의약품 적용은 소수의 종양, 신경환자를 대상으로 한 FDG-PET이

나 SPECT 검사결과를 증례발표 하는데 그치고 있음

   사용된 방사성의약품은 PET 검사용 FDG에 한정됨

   핵의학 진단기기 들은 모두 사람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 보유장비를 활용하였으며, 자유

로운 장비활용의 제한이 있어 본 과제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정상 반려동물의 장기별 대

사수치 조사나 다수의 동물환자 대상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않음 

   특히 I-131과 같은 반려동물 대상 방사성의약품 치료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개발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음

- 국내 동물병원에서는 충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에서 최초로 감마카메라와 사람용 PET-CT

를 비롯하여 동위원소 치료병실을 갖춘 핵의학과를 2018년 5월 1일 개소하고 운영 중에 

있음

제2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 미국, 유럽 등 핵의학 치료 분야의 선진국에서는 I-131을 고양이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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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활용하고 있으나, 동물의 각종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사성표지화합물 제

조기술은 개발된 바 없음

표 1. 미국, 유럽 등의 131-I 이용 고양이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 미국 코넬 대학 미국 미네소타 대학

미국 펜벳 대학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 미국 일리노이스 대학

미국 

고양이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센터

미국 테네시 대학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

영국 글래스고 대학 영국 로얄 대학 스코틀랜드 에딘버그 대학

- 국외의 반려동물 대상 연구의 경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및 실험동물 종양질

환 모델에 대한 PET 활용, 방사성의약품 치료, 핵의학 기술적용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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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활발하게 수행 중에 있음

   PET의 경우 FDG이외에 다양한 방사성의약품이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시험되고 있음

   2010년부터 핵의학관련 학술논문 발표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반려동물용 PET-CT는 2010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세계최초로 

도입되어 현재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나 FDG 이외의 의약품에 대한 기초 데이터는 

부족한 상태임

 

그림 5. 국외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연구 및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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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제1절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제2절 I-131의 수의학적 활용방안 확보

제3절 I-131 인허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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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제1절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2018.05.01.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동물의료센터와 상호협력협약(MOA)을 체결함으로써 

동물과 사람의 질병 진단 및 치료기술 향상을 위한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 상호협력체계

를 확보함 

- 서울경제,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등 국내 8개 언론매체 홍보 

그림 6. 충북대학교 수의학과 동물의료센터와 상호협력협약(MO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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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호협력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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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연구협력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2018 대한수의학회의 1개 세션(Session 

24)을 확보하여 진행하였으며, 정기적인 연구미팅을 개최함으로써( 6회) 공동연구 협력

체계를 공고하게 구축함

그림 8. 공동 심포지움 개최

그림 9. 2018 대한수의학회 Session 2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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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5.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수의핵의학 진료기술 표준화, 임상활용 개척 등

을 위한 한국수의핵의학연구회를 창립함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는 수의핵의학이 수십년 전부터 활용되고 있음. 미국수의방사선과학

회의 4개 연구회 중 하나도 수의핵의학연구회임

- 데일리벳 등 국내 2개 언론매체 홍보 

그림 10. 한국수의핵의학연구회 창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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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I-131의 수의학적 활용방안 확보

-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생산중인 갑상선암 치료제 I-131 용액을 소동물에 적용하기 

위한 적응증을 탐색하고, 동물종 및 적응증에 따른 투여량을 설정함

- 이 과정을 통하여 고양이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에 대한 I-131 적용방안(투여량, 투여경

로, 주의사항, 제품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 등을 수립함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

    : 갑상선은 목에 위치하며, 갑상샘은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며, 혈액 속에서 신체의 모

든 세포로 운반된다. 갑상선 호르몬은 세포 기능의 속도를 조절한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세포가 매우 빠르게 작동하고 너무 적으면 세포 기능이 느려진다. 과도

한 갑상선 기능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나이가 들수록 고양이에서 진단되는 가장 흔

한 질병 중 하나이다.

고양이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다르게 반응 할 수 있으며, 이는 질병의 징후가 고양

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증상은 체중 감소, 굶주림과 갈증 

증세, 부분 탈모, 배뇨 가 증가하는 증상이 있다. 일부 고양이는 과잉 행동을 하며 일

부 고양이는 지속적으로 불안하거나 긴장하는 행동을 한다.

1979년에 고양이과의 갑상선기능항진증(FHT)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치료법에 

관한 치료법이 발달되어 왔다. 고양이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는 방법으로 네 

가지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치료법은 경구용 약을 투여,  식이요법, 갑

상선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 방사선요오드 치료법이 있다. 이중 방사선요오드 치료법

은 방사성 요오드의 치료는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사용되는데, 방사성 

요오드는 비정상 갑상선 세포를 파괴 방사성 요오드의 치료는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

몬을 만드는데 사용되는데, 방사성 요오드는 비정상 갑상선 세포를 파괴한다. 이는 갑

상선 기능 항진증을 신속하고 고통없이 해결하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95%의 치료율을 가지며 5%이하의 재발률을 가지며, 치료방법이 간단하며, 부

작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인체용 방사선요오드제제가 제조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고양이 갑상선치료의 표준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료약품 분량

    : (본제 1바이알 중) 요오드화나트륨(I-131)액(Sodium Iodide(I-131)Solution)(USP)-- 

37MBq~185MBq/ vial

주사용수(Water for Injection)(KP)-------------------------------------적량

   성상 

    : 무색의 맑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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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방법

    : 동물용의약품공정서 제제총칙 중 주사제 제법에 따라 제조한다.

   효능 및 효과

    :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

   용법 및 용량

    :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 : 질환의 정도, 증상 등에 따라 37～185 MBq(1～5mCi)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용량을 투여한다. 단, 독성 결절성 갑상선종 및 다른 상황에서는 

더 많은 양이 투여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포장단위   

    : 바이알[37～185 MBq(1～5mCi)]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1) 상온에서 밀봉용기에 넣고 방사능 차폐체로 보호한다

    2) 제조일로부터 7일

   주의사항 

    1) 경고

      신장 질환을 가진 고양이의 경우 131I 치료로 인해 평균 생존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고 보고되어 있기에 투여여부는 본 내용을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부작용

      ① 증상 변화 : 중증의 갑상선기능항진증 환묘는 일과성 임상증상의 악화 등이 나타

날 수 있으므로, 투여 전 또는 후에 항갑상선제 치료를 한다.

      ② 혈액계 : 급성증상으로서 백혈구 감소, 헤모글로빈 감소, 혈소판 감소 등의 혈액 

이상이 나타난다.

      ③ 만성 부작용으로서 갑상선암, 백혈병, 유전인자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고 있으나 

백혈병, 유전인자에 관해서는 현재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④ 드물게 혈관미주신경반응, 알레르기 반응, 기타(구역, 구토 등)가 나타난다는 보고

가 있다.

    3) 일반적 주의

      ① 진단상의 유익성이 피폭에 의한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

고, 투여량은 최소한도로 한다.

      ②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면 암 및 유전적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치료

용량의 방사능을 사용하면 암과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경우 

방사능 피폭에 의한 유해성이 질병자체로 인한 것보다 적을 때만 사용한다.

      ③ 방광에 대한 방사능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투여 후 수시간 동안은 충분한 수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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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를 하여 가능한 한 자주 방광을 비우도록 한다.

      ④ 이 약의 사용은 이 약 보다 피폭이 작은 약물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⑤ 치료 후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나타나는 일이 많으므로 보호자에게 설명해 두는것이 

바람직하다.

      ⑥ 방사성의약품은 방사성 핵종의 사용 및 취급에 대한 허가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방사성의약품의 수령, 보관, 사용, 이동과 폐기 등은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 따른다.

    4) 임신 및 수유중인 고양이에 대한 투여

      ①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고양이에는 원칙적으로 투여하지 않는 것

이 바람직하나, 진단 및 치료상의 유익성이 피폭에 의한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② 수유중인 고양이에 투여할 경우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5) 어린 고양이에 대한 투여

      ① 어린 고양이 등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현재까지 충분한 임상성적

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② 피폭에 의한 불이익이 진단상의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어린 고

양이에게 투여할 경우 주의하여야 한다..

    6) 나이많은 고양이에 대한 투여

      ① 나이가 많은 고령묘는 환묘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7) 적용상의 주의

      ① 전처리 : 요오드함량이 많은 약물(요오드 조영제, 루골액, 요오드팅크 등) 및 음식

물(다시마, 미역 등), 갑상선 호르몬, 항갑상선제는 치료 또는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단시에는 투여 전 최소 1주일동안, 치료시에는 전후 3일～1주일동

안 금지한다.

      ② 투여 후: 환묘에게 투여된 방사성의약품(131I)에 의한 방사선 피폭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해 퇴원 및 귀가 후 8일 간 집 외부로의 외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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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조선일보: 동물의약품 블루오션 개척

- 또한, GMP 의약품 수준의 I-131(가칭: 싸이로키티) 제조방법을 수립하여 충북대학교 수

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에 공급함

그림 12. 싸이로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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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I-131 인허가 추진

- 사람에게 허가되어 있는 기존 방사성치료제 I-131을 동물용으로 허가받기 위하여, 동물의

약품 인허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를 선별하여 early stage 인허

가 컨설팅을 계약함

- I-131의 고양이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와 관련된 기존의 문헌자료 및 인체용 I-131 사용

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동물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 신청자료를 작성함

표 2. 품목허가 품질구비자료 목록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품질에 관한 자료)

  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1) 구조결정에 관한 자료

    2)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6)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7) 표준품 및 시약 시액에 관한 자료

    8)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나.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관한 자료

    2)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3) 기준 및 시험방법이 기재된 자료

    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

    5)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6) 표준품 및 시약시액에 관한 자료

    7)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자료

3. 안정성에 관한 자료

  가.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시험자료

    2) 가혹시험자료

  나.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

    1) 장기보존시험 또는 가속시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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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혹시험자료

4. 독성에 관한 자료

  가. 단회투여독성시험자료

  나.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

  다. 유전독성시험자료

  라. 생식발생독성시험자료

  마. 발암성시험자료

  바. 기타독성시험자료

5.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가. 효력시험자료

  나. 일반약리시험자료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자료

  다.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시험자료

    1) 분석방법과 밸리데이션 보고서

    2)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라. 약물상호작용 등에 관한 자료

6.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가. 임상시험자료집

    1) 생물약제학 시험보고서

    2) 인체시료를 이용한 약동학 관련 시험 보고서

    3) 약동학(PK) 시험보고서

    4) 약력학(PD) 시험 보고서

    5) 유효성과 안전성 시험 보고서

    6) 시판후 사용경험에 대한 보고서

    7) 증례기록서와 개별 환자 목록

  나. 가교자료

7.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8.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품의 특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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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2. 농림축산검역본부에 I-131 동물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제조기술 확보 및 인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MBC, SBS, 조선일보, 동아사이언스 등 국내 

19개 언론매체 홍보 

그림 13. 동물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 신청서

그림 14. 농림축산검역본부 품목허가 신청서류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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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국내 1호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 국내 최초의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허가 신청 건으로서 관련 허가기준 및 규제기준이 미비하여, 농

림축산검역본부 담당자와 지속적인 협의 중이며, 허가기간 연장 및 보완을 진행 중임. 이러한 대응

을 통한 인허가 보완 과정을 통하여 검역원 담당자와 허가 필요요건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

   2018.12.10. 1차 기술검토협의회를 대응하였으며, 추후 기술검토협의회 대응 예정

그림 16.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허가 보완 및 대응

- 2019.03.20.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보완 알림 공문을 회신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보완을 수행할 

수 있는 연계 과제를 기획 중임

   동물 신약으로서 독성 및 임상시험 보완 필요하여, 연계 과제 기획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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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싸이로키티] 허가 신청 관련 검토 결과 보완 알림(2019.03.20.)

표 3. 동물용의약품기술검토의견서

동물용의약품기술검토의견서

ㅇ 제품명: 싸이로키티                         ㅇ 신청회사: 한국원자력연구원

구      분 검     토     의     견

1. 원료약품 및 분량  - 본제품의 원료약품의 분량을 명확히 제시필요

2. 제 조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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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능‧효과 - 대상동물을 명확히 기재할 것

4. 용법 및 용량 -

5.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

6. 휴약기간 -

7. 부작용 -

8. 금기사항 -

9. 기준 및 시험방법 -

10. 독성 및 안전성 -

11. 기타
- 공개부표의 2번 항목은 제형 및 성상으로 나눠서 표기할 것
- 단일제의 경우 제품명+제형(+유효성분)의 형식으로 기재할 것

12. 종합의견 위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기술검토부서 기술검토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동물약품관리과 민원계 054-912-0543

구      분 검     토     의     견

1. 원료약품 및 분량  - 본제품의 원료약품의 분량을 명확히 제시필요

2. 제 조 방 법

3. 효능‧효과
- 본제품의 대상동물에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과 관련된 임상시험자

료를 정리하여 제출필요(각 시험자료는 시험책임자 및 시험기관, 시
험물질, 시험동물 등 근거가 명확하여야 함)

 4. 용법 및 용량
- 본 제품의 용법용량을 명확히 제시필요(질환 정도 및 증상별 용량, 

투여경로, 사용횟수 등)

5.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필요
- 방사성의약품의 사용 및 취급과 관련하여 제품의 보관(저장) 및 취

급 방법 등을 관련법규 또는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
기 바랍니다

6. 휴약기간 -

7. 부작용
- 약품취급자 및 환축의 보호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 사

항 등을 관련법규 또는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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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검토부서 기술검토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동물약품평가과
대사성약제연구실

독성평가연구실

054-912-0558

054-912-0571

바랍니다.

8. 금기사항 - 

9. 기준 및 시험방법
- 함량시험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원료약품의 분량을 명확히 제

시할 것

10. 독성 및 안전성

- 본 제품(유효성분)의 체내 약물동태학 시험자료를 제출할 것
- 본 제품(유효성분)에 대한 급성독성, 아급성독성, 만성독성(동태학 

포함), 생식독성, 변이원성 및 암원성 시험자료 제출 필요((각 독성
시험의 세부항목별 시험실시 여부, 용량설정 근거 및 그 시험결과, 
미실시의 경우 그 사유 등 검토의견 포함)

- 본 제품에 대한 대상동물에서의 안전성 시험자료를 제출 필요(각 
시험자료는 시험책임자 및 시험기관, 시험물질, 시험동물 등 근거가 
명확하여야 함)

11. 기타
- 본 제품에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재부표에 

제시필요

12. 종합의견 위의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기술검토부서 기술검토 담당자 전화번호 비고

질병진단과 중소동물질병진단실 054-912-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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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의     견

 1. 원료약품 및 분량  - 의견 없음 

 2. 제 조 방 법  - 의견 없음

 3. 효능‧효과  - 적용 동물 기재

 4. 용법‧용량  - 의견 없음

 5. 저장방법  - 의견 없음

 6. 유효기간  - 의견 없음

 7. 휴약기간  - 의견 없음

 8. 부작용  - 의견 없음

 9. 금기사항  - 의견 없음

10. 기준 및 시험방법  - 의견 없음

11. 독성 및 안전성
 - 본 제품과 관련된 내용만 기술하고 관련논문 등은 참고 자료로 제공
 - 본 제품으로 실험한 데이터 기재

12. 기타
 - 본 제품으로 실험한 임상시험 성적 기재
 - 본 제품과 유사한 국내외 시판 제품의 사용현황 기재 

13. 종합의견  - 상기 내용 보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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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제2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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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제1절 목표 달성도

-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100%)

   2018.05.01.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와 상호공동연구협약(MOA) 체결 

   공동 심포지움 및 대한수의학회 세션 진행 등 공동세미나 및 연구미팅 개최( 6회)

   2018.12.05. 한국수의핵의학연구회 창립

- I-131의 수의학적 활용방안 도출 (100%)

   고양이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에 대한 I-131 적용방안(투여량, 투여경로, 주의사항, 제

품의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 수립

   GMP 수준의 I-131(가칭: 싸이로키티) 제조방법 수립 및 충북대 공급

- I-131의 인허가 전략 개발 (100%)

   동물의약품 CRO의 인허가 컨설팅을 통한 동물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 신청자료 작

성

   농림축산검역본부에 I-131 인허가 신청 및 보완방안 수립  

제2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국내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관련 연구 분야 개척에 기여 (100%)

- 국내 비교의학적 방사성의약품 개발 기반 구축에 기여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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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1절 동물의약품 분야로 방사선 기술의 활용 저변 

확대

제2절 국내 비교의학적 신약 개발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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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제1절 동물의약품 분야로 방사선 기술의 활용 저변 확대

- 세계 최초 (First-in-Class)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싸이로키티“ 허가 획득 추진

   임상시험 등을 위한 추가 연구 연계 필요 

- 동물용 방사성의약품의 상용화 기반 마련

   잠재적 치료 시장은 연간 522억원 수준으로 추산

    : 한국/일본/중국 반려묘수 5,223만 마리 × 질환발생율 1% × 치료비용 1백만원 × 

시장점유율 10% = 522억원 (한국 20억원, 일본 95억원, 중국 406억원)

제2절 국내 비교의학적 신약 개발 기반 구축

- 국내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와의 공동연구협력체계 및 수의핵의학연구회 등은 통한 비

교의학적 개발 기반 확보

-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인 동물의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를 사전에 검증한 후, 인

체 임상시험으로 중개하는 비교의학적 신약 개발 전략의 국내 적용 추진

- 우선적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 중인 방사성치료제 “Zevalin”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사성

표지화합물의 개발 및 비교의학적 치료효율 검증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임

그림 18. 비교의학적 신약 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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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 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반려동물 치료기술 개발

연 구 책 임 자  및 
부 서 명

임재청 / 동위원소연구부

연구자 및 부서명 박울재, 조은하, 남성수, 이소영 / 동위원소연구부

출 판 지 대전 발 행 일 2019.04.12. 총 페이지 58p.

공 개 여 부 공개( ○ ), 비공개(  )

참 고 사 항 표(3)개, 그림(18)개비 밀 여 부 대외비(   ), __ 급 비밀

I N I S  공 개 여 부 공개( ○ ), 비공개(  )

초록 (15-20줄 내외)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기술을 반려동물 산업 및 동물의약품 분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함.

1.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와의 동물용 방사성의약품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2018.05.01.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의료센터와 상호공동연구협약 체결 

  - 공동 심포지움 및 대한수의학회 세션 진행 등 공동세미나 및 연구미팅 개최(6회 이상)

  - 2018.12.05. 한국수의핵의학연구회 창립

2. 기존 방사성치료제(I-131)의 수의학적 활용방안 확보

  - 고양이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에 대한 I-131 적용방안(투여량, 투여경로, 주의사항, 제품의 시험기

준 및 시험방법 등)  수립

  - GMP 수준의 I-131(가칭: 싸이로키티) 제조방법 수립 및 충북대 공급

3. 동물용 방사성치료제 개발을 위한 I-131 인허가 추진

  - 동물의약품 CRO의 인허가 컨설팅을 통한 동물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 신청자료 작성

  - 농림축산검역본부에 I-131 인허가 신청 및 보완방안 수립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방사성동위원소, 반려동믈, 방사성의약품, 고양이 갑상선기능항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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