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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작용제 해독제의 약리기   연구개발

Investigation of the Pharmacological Mechanisms and the R&D 

of Medical Countermeasures Against Nerve Agent Poisoning

 조   *

Young Cho

Abstract

  Nerve agents are irreversible inhibitors of the cholinesterase enzyme. Exposure causes a progression of toxic 
signs, including hypersecretions, fasciculations, tremor, convulsions, respiratory distress, epileptiform seizures, brain 
injuries and death. A combined regimen of prophylaxis and therapy is the most effective medical countermeasure 
for dealing with the threat of nerve agent poisoning to military personnel. In this paper, the author investigated the 
updated technologies regarding various pre- and post-treatment drugs for nerve agents detoxification which are 
under development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Korea. Some characteristics of active ingredients in the 
formulations of drugs, their action mechanisms, and effectiveness were analyzed. Additionally, part of experimental 
data on the transdermal patch studied in ADD using beagle dogs was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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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경작용제(organophosphorus compounds)는 신경 달

에 여하는 효소 acetylcholinesterase(AChE)를 비가역

으로 해시킴으로서, hypersecretions, fasciculations, 
tremor, convulsions, respiratory distress, epileptiform 
seizures와 같은 독 증상을 야기 시키고 뇌손상  

사망에 이르게 된다
[1～7]. 이러한 신경작용제의 해독을 

하여는 복합 인 방제  치료제가 요구된다[8,9]. 
처치제로 사용되는 pyridostigmine 정제는 일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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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의 효소 AChE를 비가역 으로 해함으로서 

AChE가 신경작용제에 의해 비활성화되는 것을 막아

다[6]. 독 후에는 anticholinergic drug인 atropine이 

muscarinic receptor sites를 막아주고, 2-PAM(pyridine-2- 
aldoxime methylchloride)은 해된 AChE를 재활성화 

시켜 다
[6,10]. 그러나 이 약물들로만은 신경작용제에 

의해 유발되는 seizure를 막아  수 없으므로 생존하

더라도 치명 인 뇌손상을 래하게 된다
[11,12]. 이를

해 gamma- aminobutyric acid(GABA) receptor의 agonist
인 diazepam이 항경련제(anticonvulsant)로 사용된다. 그

러나 diazepam의 뇌보호효과가 미흡하다는 연구결과

가 발표된 바 있으며, 약효의 발효시간이 느리고 효력

이 약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13～15].

  한편, 처치제 pyridostigmine은 추신경계(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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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d-brain barrier)로 흡수되지 않으므로, 추신경계

에 한 약효를 기 할 수가 없다[16]. 이와같은 이유로 

diazepam과 pyridostigmine의 체약물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 왔다
[17,18]. Pyridostigmine의 표

 체약물로서 physostigmine이 지목되었는데[17], 
추에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요한 이유로 들 수 

있다. 그러나 physostigmine은 반감기( 액속에서)가 짧

고 유효 약물농도범 (therapeutic index)가 좁아서 DDS 
(Drug Delivery System) 제제화에 한 연구가 집 되

었다
[17～20]. 한 physostigmine은 농도에서 행동독성

(behaviorally toxic)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20,21], 이

러한 문제 은 항콜린성 약물을 복합투여함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22,23]. 독성은 서로 상쇄

되는 반면 약효는 상승되는 매우 이상 인 연구결과

들이 다수 보고 되었다[20,24～31].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 은 이와같은 제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속 인 

연구를 실시한 결과 procycline[N-Methyl-D-Aspartate 
(NMDA) antagonist로서 anticholinergic effect 보유]과 

physostigmine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패치 시제품을 

제조하 다
[3,28,29,32,33]. 제조된 패치 시제품의 부작용시

험(동물행동독성시험), 약효시험(쥐, 기니픽, 토끼, 개, 
장류등)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 청으로부터 IND 

(Investigational New Drug) 승인을 획득하게 되었다. 국
과연 방패치와 유사한 형태로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방패치가 있는데 기술 인 차이 을 소개하고자 하

으며, 이밖에도 미국  유럽국가들에서 개발 진행 

인 방제, 치료제, 뇌보호제를 함께 소개 하고자 

한다.

2. 신경작용제의 독성  해독제의 약리기

가. 신경작용제의 독성 원리

  신경작용제는 신경말단  시냅스에 존재하는 AChE
를 비가역 으로 억제하여, 과량의 acetylcholine(ACh, 신
경 달물질)이 시냅스에 존재하게 되어서 acetylcholine 
receptor(AChR)를 과잉 자극함으로서 독성작용이 시작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7,8].

  AChR, 더 구체 으로는 muscarinic receptor로부터 시

작되는 신경작용제의 독성은 cholinergic 신경계로부터 

시작되어 glutaminergic 는 GABA와 같은 다른 신경

계로 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7,8].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련 발작이 시작되어 결국은 epileptic seizure를 

일으키고 심각한 뇌손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6](Fig. 2).

Fig. 1. Toxic mechanism induced by nerve agents (left) 

: over-stimulation of cholinergic synapses by 

nerve agents, (right) : normal status of neuro- 

transmission in cholinergic synapses(cited from 

ref. 34)

Fig. 2. Pathway of propagation of the toxicity induced 

by nerve agents

나. 신경작용제의 해독 메커니즘

  신경작용제는 신경말단  시냅스에 존재하는 AChE
의 serine residue에 존재하는 hydroxyl group과 결합하

여 AChE를 비가역 으로 억제한다고 알려졌다. 이결

과 Fig. 1과 같이 과량의 ACh 이 시냅스에 축 이 되

어 receptor를 자극하게 되는데
[34], 이러한 과잉 자극으

로부터 receptor를 막아주기 하여, muscarinic receptor 
antagonist인 atropine과 같은 anticholinergic의 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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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보고 되었다[9](Fig. 1의 좌측 하늘색). 한 

AChE를 신경작용제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carbamate 
계열 화합물인 pyridostigmine 는 physostigmine이 일

정부분(약 30%)의 AChE와 미리 결합한 상태를 유지

시켜주는 것이 요하다고 알려졌다
[8](Fig. 1의 좌측 

연두색). 이를 하여 신경작용제에 노출되기 에 미

리부터 알약으로된 pyridostigmine 정제를 복용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phosphorylated(인산화) 된 AChE를 다시 

dephosphorylate(탈인산화) 시키는 역할을 2-PAM과 같

은 oxime이 담당하게 된다.

Fig. 3. Phosphorylation of AChE interacted with nerve 

agents, and dephosphorylation of AChE by the 

nucleophilic attack of oxime compounds(cited 

from ref. 45)

  Fig. 3에서 AChE의 active site에 존재하는 serine 
residue의 hydroxyl group이 신경작용제에 의해 

phosphorylation되고, 치료제인 oxime의 nucleophilic 
attack에 의해 dephosphorylation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8], 이때 alkyl group이 떨어져 나가는 상

(ageing)이 발생할 경우 oxime에 의한 dephosphorylation
은 어려워지므로, 치료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 이 있

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과잉 자극된 cholinergic 신경계로부터  

자극이 이 되어, GABA 는 glutaminergic 신경계가 

향을 받게 되어 궁극 으로는 뇌손상으로 이어진다

고 알려졌다
[7,8](Fig. 2). 이때 억제성 신경 달계인 

GABA의 기능을 항진시키는 GABA agonist(  : 
diazepam), 는 흥분성 신경 달계인 gutaminergic 신

경계의 antagonist 등의 약물이 사용되어 경련을 완화

시키고 brain에서 유발되는 seizure를 억제함으로서 뇌

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1,2].

3. 신경작용제 해독제 기술 황  국내외 연구개

발 동향

가. 국내 연구개발 동향

  신경작용제에 한 해독연구로서, 각종 해독 후보물

질의 합성, 작용제에 한 효능평가시험 등을 국방과

학연구소(이하 “국과연”으로 약칭)에서 1970년 부터 

시작하 다. 해독 메커니즘 연구에 필수 인 효소 

AChE를 기가오리로부터 분리 정제하고, 그 후 실험

동물의 뇌(brain)로부터 효소를 정제하여 련 연구에 

사용하 다. 이와같은 기술  기반 하에서 1987년에 

미국의 MARK-1을 모방개발한 해독제 킷 KMARK-1
을 개발완료하여 양산 보 하 다.

Fig. 4. Nerve agents antidote kit, KMARK-1

  그 후 외국에서 필수 인 처치제로 사용 인 

pyridostigmine 정제를 ○○사에서 모방개발을 시도하

다. 업체에서 제작된 시제품에 하여 국과연에서 

기술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야 에서 운용시험까지 완

료하 으나, 군에 보 되지는 않았다. 1990년도 이후 

국과연 주도로 ○○○해독제와 ○○작용제 해독제에 

한 응용연구를 수행하 으며, 여기서 얻어진 기술을 

바탕으로 1997년에 피부부착형 해독제 연구에 착수하

다.
  한편 일부 유럽국가와 캐나다 등에서 개발되어 운

용되고 있는 HI-6를 주요성분(oxime)으로 하는 해독제

를 상으로 2000년에 ○○사에서 업체자체개발에 착

수하 으나, 그 후 약효에 한 재 검토과정에서 문제

이 발견되었다. 국과연에서 개발진행되었던 피부부

착형 해독제는 자체 동물시험결과 방  뇌보호효

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명되었으며
[23,29,33], 외부 연

구기 에 의뢰되어 수행된 인체부작용 련 연구 결과

에서도 상당히 고무 인 결과를 얻게되었다. 인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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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고, 야 에서 운용하기 편리

하도록 DDS 패치형 제제로 설계되어 시제품이 제조되

었다. 의약품의 효능은 일정범  까지는 액 의 약

물농도와 비례하게 되므로 동물 액 의 약물농도를 

정  제어하는 기법으로서 osmotic mini-pump등의 방법

이 사용되었고
[23], 이결과를 바탕으로 피부부착형 패치

가 설계되었다.

Fig. 5. Time courses of blood drug concentrations in 

various pharmaceutical types

  Fig. 5에서, 록색 부분이 약효를 나타내기 한 이

상 인 약물의 농도 범 (therapeutic window)에 해당되

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 이하

에서는 약효가 미흡하게 된다. 패치제의 경우, 주사제

나 경구제(알약 등)와는 달리 이 범 에 정확하게 유

지시킬 수 있으므로 인체에 안 하고, 약효 지속시간

이 길어진다. 그 후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비임상시험

(preclinical trial)으로서 각종 독성시험과 약리시험을 실

하 고, 2004년 형동물
[33]  장류시험을 실시하

여 식품의약품안 청으로부터 IND(Investigational New 
Drug) 승인을 받아, 추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다.
  Fig. 6은 국과연에서 실시한 beagle dog 실험 결과

[33]

로서, 7×7 cm의 패치를 부착 후, 시간에 따라 나타나

는 physostigmine  procyclidine의 농도를 찰한 결

과이다. 이 결과에서 나타난 약물농도 범 는 임상허

용농도 보다 낮게 유지되었으며 약효도 장시간에 걸

쳐서 지속되는 매우 고무 인 결과로 나타났다. 피부

부착형 패치는 처치제인 pyridostigmine 정제(알약)와 

뇌보호제 diazepam(주사제)의 기능을 복합시킨 것으로

서 두 종류를 함께 사용하 을 경우 보다, 사용이 간

편함은 물론, 인체에 안 하고, 약효도 우수한 것으로 

국과연 기술시험결과 입증되었다
[28,29,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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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courses of blood concentrations of 

physostigmine (●) and procyclidine (■), and 

inhibition rate (▲) of blood cholinesterase 

(ChE) activity during 2-day attachment with a 

patch (7×7 cm) containing 1.5 % physostigmine 

and 6 % procyclidine in dogs (body weights 9 

- 10 kg). Values are mean ± S.E.M. (n = 16)

  일반 으로 의약품 개발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각 국가별로 차세  해독제로 개발하고자 

하는 발 추세는 상이하다.  세계 으로 국과연에서 

연구 인 패치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서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패치가 있다. 약효 성분이 국과연 패치와 약간 

다르지만 기본 인 작용 메커니즘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Carbamate 계열의 효소(AChE) 억제제와 AChR 
antagonist의 조합인데, 이 두종류의 서로 다른 약물이 

배합되면, 약효가 추가 으로 상승되고, 반 로 인체

에 한 부작용은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결

과가 보고 되었다. 가장 최근에 까지 유사한 약효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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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합에 한 연구논문[30]이 발표된바가 있으며, 특

히 2006년도 화학작용제 해독 워크샵에서 보고된 바

에 의하면, 국과연에서 개발된 패치의 약효 성분이 이

스라엘의 패치성분보다 약효가 우수하고, 인체에 안

한 것으로 되어있다
[35].

Fig. 7. Transdermal patch system for the prophylaxis 

against nerve agents poisoning

  그밖에 국내동향으로는, 과학기술부(당시) 주 으로 

한국화학연구원에서 2000년  부터 약 5년간 수행

된 생화학테러에 한 방어연구를 들 수있다. 그 의 

한 분야로 신경작용제 치료제로 활용가능한 신규 

oxime의 합성  효능평가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새로운 oxime 화합물 다수를 합성하여 유사작용제를 

사용하여 효능평가를 실시하 고, 그  유력한 후보

약물을 선정하여 국과연에 시험평가를 의뢰하여 실작

용제에 한 해독효과를 평가한 바 있다. 인체에 용

하기 한 의약품으로 허가받기 하여는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므로 약효가 검증되었

다 하더라도 실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상된다.

나. 이스라엘의 연구개발 동향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효소 억제제인 physostigmine
과, anti-cholinergic drug인 scopolamine(국내 시 되는 

멀미약과 동일성분)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패치의 연

구개발에 1980년  부터 착수하여
[25], 임상시험을 끝

내고, 독일의 제약회사 LTS(Lohmann Therapie-Systeme)
에 특허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34].

Fig. 8. Design of the transdermal patch developed in 

Israel(cited from ref. 34)

  Table 1. Drug formulation of the transdermal patch 

developed in Israel(cited from ref. 34)

약효성분(지지체 재질) 패치 1매당 함량(지지체 크기)

Physostigmine(PhS) 60.0 mg

Scopolamine(Sc) 3.85 mg

Dodecanol 108.0 mg

Bas. Methacrylate 60.0 mg

Dried polyacrylate
with curing agent 1278.0 mg

Polyester web 69.56 cm2

Polyester foil 0.23 mm 32.5 cm2

Polyester 83.2 cm2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패치는 TTS(Transdermal 
Therapeutic Systems)로 명명되었으며[34], 1회 피부에 부

착하면 약효가 24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 졌

다. 이와같은 패치제는 정맥주사로 일정기간동안 서

서히 체내로 투입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physostigmine
과 같이 반감기가 짧은 약물에 해 매우 바람직하

다고 할 수있다. 치료제 분야로서는 증상치료제로 

atropine을 운용 에 있으며, 원인치료제로는 TMB-4
와 Benactyzine을 운용 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3가지 약물을 한개의 일체형 주사기로 개발하여(TAB 
: TMB-4, Atropine, Benactyzine) 운용 인 것으로 추

정된다. 재는 이들 약물보다도 인체안 성과 약효

가 우수한 신약개발을 추진 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MRICD(Medical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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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와의 공동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된 사례가 있

다[25,36,37].

다. 미국의 연구개발동향

  신경작용제 독 에 미리 pyridostigmine 정제를 

복용하고, 독 후에 MARK-1과 diazepam 주사제를 

투여하는 시스템으로 1980년  이후 재까지 운용되

고 있다. 걸  당시 pyridostigmine 정제를 복용한 병

사들에게서 나타난 설사, 메스꺼움등의 부작용(걸  

신드롬)을 겪었으며, pyridostigmine을 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 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 9. NAPPS : Nerve Agent Pryridostigmine 

Pretreatment Set

  한 재 운용 인 2-PAM 보다 인체안 성과 약

효가 우수한 신약개발을 하여 미국의 MRICD에서는 

1990년 부터 집 으로 후보약물을 설계/합성하여 

동물실험을 진행시켜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후보약물 에서 MMB-4가 유력한 후

보약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38], 

비임상시험을 끝내고, 임상시험 단계로 의약품 허가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N+ N+

C

CH2

2CH3SO-
3

O CH2

HLo7 (ICD 2445)

HONHC

O

NH2CHNOH

N+ N+

C

CH2

2CH3SO-
3

O CH2

HI-6 DMS

HONHC

O

NH2

N+ N+

C

CH2

2Cl-
O CH2

HI-6 DiCl

HONHC

O

NH2

N+ N+

C(CH3)3C(CH3)3

CH2

2Cl-

O CH2

SAD 128

N+ N+

C

CH2
2Cl-

CH2 CH2

ICD 3805

HONHC

O

NH2CHNOH

N+ N+

C

CH2

2Cl-

CH2 CH2

ICD 585

HONHC

O

NH2

N+ N+

C

CH2

2Cl-
CH2 CH2

ICD 692

HONHC

O

NH2

N

CH3

N+ N+

CHNOHCHNOH

CH2

2Cl-
CH2 CH2

TMB-4

N+

CH 3

2Cl-

2-PAM

HO NHC

N+ N+

CHNOHCH NOH

CH2
2Cl-

MM B-4 (ICD039)

N + N +

C

C H2

2Cl-

CH2 C H2

ICD 4157

CH3

O

NH2

Fig. 10. Chemical structures of the candidates for new 

oxime therapeutics(cited from ref. 39)

  기존에 운용되던 MARK-1은 atropine 주사기와 PAM 
주사기로 이원화 되어 있었는데(Fig. 11의 상), 2000년

 반에 동일한 약효성분 이면서 주사기를 단일화 

시킨 ATNAA(Antidote Treatment Nerve Agent Auto- 
Injector)로  체 개발 되었다. ATNAA에는 기존 약물

(atropine, PAM)이 그 로 사용되었으며 단순히 사용 

편이성을 증 시킨 것으로 단된다. Atropine과 PAM
이 동일 부 에 동시에 인체로 투여될 경우 atropine의 

흡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이 알려져 있었는

데, ATNAA에서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해결한 기술  

know-how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TNAA는 2002년 

1월 17일에는 군사용으로,  2006년 9월 29일에는 

Duodote라는 명칭으로 미국 FDA로부터 민간인의 농

약 독치료제로도 허가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Fig. 11. MARK-1(top), ATNAA(Antidote treatment Nerve 

Agent Autoinjector : bottom)

  한편, 재 운용되고 있는 뇌보호제 diazepam 주사

제는 GABA 신경계 항진제(agonist)로서 인체에 투여

되면 압 하  수면효과가 있다(Fig. 12)
                       

Fig. 12. CANA(Convulsant Antidote for Nerve Agent)

  따라서 인체 부작용이 고 뇌보호효과가 더욱 우수

한 신규 후보약물에 한 범 한 연구를 1980년 부

터 MRICD에서 지속 으로 실시하여온 것으로 알려졌

는데, 그 결과 항경련효과가 우수한 몇가지 후보 약물 

에서도 midazolam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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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Fig. 13). Midazolam의 의약품 허가를 하여 임상

시험이 종료된 것으로 추정되며, 수년이내에 diazepam
을 체하여 력화 될 것으로 상된다.

Fig. 13. Anti-convulsant effects of various candidate 

drugs including midazolam(cited from ref. 39)

  미국의 차세  방제 연구로서, 특히 신경작용제 

에서도 해독이 어려운 GD에 효과 인 방제를 개

발하기 하여 미국 육군 산하 WRAIR(Walter Reed 
Army Institute of Research)에서는 1980년 부터 효소

를 이용한 방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0～

43]. 효소는 단백질로서 인체에 투여 시 여러 가지 부

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주로 인체안 성을 해

결하고 신경작용제 GD에 효과 인 효소제제를 개발

하기 한 다양한 시험을 실시하 다. 인체부작용을 

이기 하여 인간의 액( 청)에 존재하는 효소

(butyrylcholinesterase)를 분리하여 생물공학 으로 유

자를 개량하여 효소 방제를 개발하 는데 그 3차 구

조는 다음 Fig. 14와 같다.
  효소 자체의 방효과와 기존 해독제인 MARK-1과

의 병행 투여 시의 해독증진효과에 한 많은 동물실

험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장류에 한 시험을 끝내

고, 재는 임상시험 진행 이거나, 완료되어 실용화

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소 방제는 치료

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 으로 신경작용제 독 

에 근육 는 주사로 투여될 것으로 추정되며 

1회 투여로 약효가 수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상

된다. 장류에 투여하여 액 의 효소농도를 실험한 

결과는 다음 Fig. 15와 같다(MRICD 자료 인용). 이 결

과로부터 약효지속시간을 추정하면 약 4～5일 정도로 

볼 수 있다.

Fig. 14. Symbolized model representing the tertiary 

structure of genetically improved human 

butyrylcholinesterase(cited from ref.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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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ime courses of the blood concentrations of 

human butyrylcholinesterase following the 

injection to nonhuman primates(cited from ref. 

39)

라. 유럽국가들의 연구개발동향

  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미국에서 재 운용 인 

pyridostigmine 정제를 그 로 운용 에 있으나, 국

에서는 과거 physostigmine 패취에 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 다. 그러나 재까지 력화 여부에 

하여는 공식 으로 확인된 바 없다. Pyridostigmine 정

제는 알려진 로 그 자체로는 약효가 없고, 치료제의 

효과를 증가시켜주는 진제 역할을 한다. 재 1회 

복용량이 30 리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pyridostig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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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효를 증 시키기 하여 용량을 증가시키게 되

면 부작용이 증가한다. 이를 극복하기 하여 체코에

서는 pyridostigmine에 trihexyphenidyl과 benactyzine을 

추가시켜 “PANPAL”이라는 새로운 정제를 만들어 

력화 운용 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가

으로 HI-6를 포함하는 패치, “TRANSANT”를 개발하

여 운용 에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10].

Fig. 16. Human application of “Transant” developed in 

Czech(cited from an unpublicated material gifted 

from Dr. Kuca, K.)

  치료제분야에서는, 증상치료제로 atropine을 운용 

에 있으며, atropine을 체하기 한 신약개발을 추진 

인 것으로 상되나, 구체 인 기술  사항은 확인

되지 않았다. 원인치료제로 PAM 신 부분의 국가

에서 HI-6를 운용 에 있는데, GD에 한 치료효과

가 다소 우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HI-6를 운용 인 것으로 단된다
[44](Fig. 17).

Fig. 17. Chemical structures of oxime compounds 

including HI-6(cited from ref. 44)

  그러나 일부 국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장류 실험

에서는 GD에 한 치료효과가 PAM과 별 차이가 없

고, HI-6 제조의 원료물질인 BCME(Bis-Chloromethyl 
Ether)가 발암성 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 등의 국

가에서는 HI-6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일부 유럽국가

에서는 개량형 HI-6를 연구개발 에 있는 것으로 알

려졌으며, atropine, HI-6, 뇌보호제를 모두 포함하는 

일체형 주사기의 개발도 상될 수 있다. 이밖에 네델

란드, 스 스, 독일, 유고,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원

인치료제로 obidoxime을 운용 에 있고, 랑스에서

는 contrathion을 운용 에 있으나, 체용 신약개발에 

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Fig. 18. HI-6 auto-injector for the therapy of nerve 

agents intoxication

  그밖에 체코에서 연구 인 새로운 oxime 화합물로

는 다음 Fig. 19와 같다
[44].

Fig. 19. Chemical structures of candidate drugs for 

oxime therapeutics being studied in Czech 

(cited from ref. 44)

  뇌보호제로는 미국과 같이 다수의 국가에서 

diazepam 주사제를 운용 에 있으며, 네델란드와 

국에서는 Avizafone을 운용 에 있다. diazepam의 여

러 가지 제한 사항을 해결하기 하여, 각국에서는 새

로운 뇌보호제 연구를 진행 인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신경작용제 해독제는 인체에 용되는 의약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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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체안 성, 약효의 유효성, 인체에 용시키기 

한 약효성분 달체계(제제화)의 3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의약품 개발에는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Fig. 20. Requirements for the medical application as an 

antidotes against nerve agent poisoning

  국과연에서는 신경작용제에 해 효과 으로 방

이 가능하고, 뇌보호효과를 겸비한 약효지속성 패치를 

개발하기 한 범 한 연구를 실시하 다. 그 결과 

기존의 해독제 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인체에 비교  

안 하며, 약효가 우수한 시제품 패치를 제조하여 식

약청으로부터 IND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 착수가 가능

하게 되었다.
  신경작용제 해독제는 처치제( 방제), 치료제, 뇌

보호제로 구분될 수있으며, 경구용 알약, (자동)주사

제, 피부부착형 패치, 는 흡입제(nasal spray)등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다. 각 형태에 따라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 지속시간 등이 다르고, 인체 부작용 유발 가능

성에서 차이가 있는데, 각국에서 개발되고있는 신경작

용제 해독제들은 각각 약효 성분이 다르고, 제제의 형

태가 다양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국가별로 개발되거

나, 개발 진행 인 해독제 종류를 소개하여, 앞으로 

차세  해독제 연구를 기획하는데에 기술 인 참고가 

되고자 하 다. 미래에 추진될 해독제 연구로는 생

매(biocatalyst)를 이용한 신경작용제 방  치료제 

개발 연구등을 를 들 수 있는데, 신경작용제를 1:1
로 결합하여 제거하는 scavenger 개념 보다는 1:100 이

상 제거하는 생 매의 연구개발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있다. 유 자 설계  재조합기술, 유 자  단백

질 개량기술을 기본 바탕으로하여, 인체 안정성을 

한 면역 부작용 감연구가 핵심 인 분야로 단된

다. 이상과 같은 개발동향  발 추세를 종합하여 정

리하면 다음 Fig. 21과 같다.

Fig. 21. Trends in R&D of medical countermeasures 

against nerve agent poisoning

  결론 으로, 본 논문에서는 Fig. 21과 같은 연구개

발동향  발 추세를 제시함으로서, 신경작용제 해독

연구분야에 효과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기 계

획을 수립하는데에 참고가 되고자 하 으며, 나아가서

는 연구과제 도출 시 주 형태 결정, 는 국제 력 

가능성등을 단하는데에 기여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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