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드립니다] 대웅제약은 미국 ITC 소송에서도 전문적인 유전자 분

석결과를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유전적으로 다른 균주임을 입증했

습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미국 ITC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보고서를 일부 공개를 통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양사 균주는 유전적으로 서로 다

름이 명확하게 입증되었음을 밝힙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지난 7월, ITC 재판부의 결정으로 양사의 균주를 각사가 선임한 전문가에

게 제공하여 감정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ITC의 제출 일정에 맞춰 메디톡스 전문가의 보고서는 9

월 20일 ITC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대웅제약 전문가의 반박 보고서는 10월 11일에 제출되었습니

다. 해당 보고서는 보호명령에 의해 별도로 지정된 법률대리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양사 대리인들은 별도 합의를 통해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들에 의하면, 양사 전문가들의 유전자 분석방법에 차이가 있었으며 메디톡

스측 전문가인 Paul Keim박사의 경우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eucleotide Polymorphism, SNP) 분

석을 진행하였고, 대웅제약측 전문가인 David Sherman 박사의 경우 전체 유전자 서열(Whole 

Genome Sequencing, WGS)의 직접 비교 분석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로 도출한 결론

에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웅 측 David Sherman 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같은 속, 같은 종

의 균주간 유전자 비교를 할 경우에 SNP 분석은 적절치 않고, 전체 유전자를 직접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WGS 직접 비교 분석을 해 보니 양사의 균주에 SNP, 

Insertion(삽입), Deletion(결손) 등 166개 이상의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Keim 박사의 SNP 

분석은 그 중 13%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Sherman 박사는, Keim 박사

가 유전자 분석을 할 때 완전하지 않고 오류가 많은 DNA assembly(서열조립)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교대상으로 과거 GenBank에 등록된 여러 균주의 서열을 바탕으로 계통도를 만들었는데, 

이 등록된 정보들의 정확도가 낮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Hall A 라고 알려진 대

표 참조 균주의 경우, 최신 염기서열 분석방법이 나오기 전인 2007년에 분석한 결과로, 오류가 

많을 수 있는 분석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세밀한 비교분석에 활

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양사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부분입니다. 

16s rRNA의 유전자는 매우 안정적으로 느리게 진화하므로 균주의 동정이나 확인에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16s rRNA의 유전자 서열이 다르다면, 그 균주간의 근원은 상당한 차이

가 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는데,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균주의 16s rRNA 염기서열 중 2개의 SNP 

차이가 발견되어 Sherman 박사는 이를 토대로 양사 균주는 명확한 구별을 나타낸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또한 Keim 박사는 양사 균주 유전자의 SNP 차이가 균주의 증식 등 계대배양 처리 과정에서 나타

난 돌연변이라고 설명했는데, Sherman 박사는 이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WGS 직접 비교

분석에서 나타난 수많은 SNP 차이 및 Insertion, Deletion 등은 위와 같은 계대배양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돌연변이가 아니며, 대웅제약의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비교했을 때 별개의 근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양사 균주의 포자 형성 시험결과에 대해서도 양측 보고서의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그동안 메디톡

스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홀A하이퍼로 알려진 균주를 국내에 몰래 가지고 와서 메디톡신을 

개발했으며, 홀A하이퍼 균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어떤 조건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균주이므로 대웅제약이 이와 동일한 특성의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동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더구나 메디톡스는 2019년 1월 자신들의 균주가 

감정시험 조건을 포함한 어떠한 조건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공언하고, 그 진

술을 법원 조서에 기록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메디톡스측 전문가인 Andrew Pickett 박사의 보고서는, 대웅제약 측 Popoff 

교수의 감정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도 포자를 형성한다고 밝히며 그동안 널리 

알려진 사실과 메디톡스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었습니다. 메디톡스 균주가 

실제로 포자를 형성한다면, 메디톡스의 균주가 당초부터 홀A하이퍼가 아닌 다른 균주이었거나 포

자감정에 사용된 균주가 메디톡스가 본래 사용하던 균주가 아닌 것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 Brenda Wilson 박사는 보고서에서, Pickett 박사의 시험 내용에 오류가 있

다며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웅제약 균주의 포자형성 사진을 메디톡스 균주

의 사진이라고 잘못 인용하는가 하면, 포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알려진 홀A하이퍼 균주라고 주장

했던 메디톡스 균주 사진의 포자가 오히려 대웅제약 균주의 포자 사진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Pickett 박사의 시험 내용상에서 메디톡스 균주

끼리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Reference나 Benchmark 없이 시험을 진행하여 균주간

의 유사성을 결정할 수 없고, 일부 조건에서는 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등 시험법에 문제가 많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Wilson 박사는 양사 균주의 포자시험 결과가 일치한다는 Pickett 박사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으며, 대웅제약의 균주는 본인의 포자염색시험이나 Popoff 교수의 위상차 현미경 비

교 모두 명확하게 포자를 형성함을 관찰하였으므로, 포자를 어떤 조건에서도 형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홀A하이퍼 균주와 명백히 다르며, 따라서 메디톡스 균주와도 다르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더구나 Wilson 박사는 설사 Pickett 박사 시험 결과가 맞는다고 가정하더라도, Pickett 박사의 시험

조건에 따라 두 균주의 포자형성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① 40℃ 열처리

한 호기 조건 배양 4일차 관찰에서 대웅제약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만 메디톡스 균주는 3종 모



두 포자를 형성하지 못하고, ② 40℃ 열처리한 호기조건 배양 5일차 관찰 및 60℃ 열처리한 호기

조건 배양 6일차 관찰에서 대웅제약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나 메디톡스 균주는 3종 모두 포자를 

형성하지 않으며, ③40℃ 열처리한 혐기조건 6일차 관찰에서 대웅제약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지만 메디톡스 균주는 3종 모두 포자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열처리, 혐기, 

호기, 배양기간 등 총 18가지 조합의 조건에서 오직 8개 조합에서만 일치하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불일치하므로, 오히려 이 결과가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사의 균주는 포자형성이 특성이 다르다

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1. Brenda Wilson 박사 보고서 내용을 발췌한 Pickett 박사가 시험한 대웅제약 및 메디톡스 

균주의 여러 조건에서의 포자형성 시험 결과 요약.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양사 균주의 

포자형성 특성이 전혀 다르게 나온 부분.] 

 

이상 양사의 보고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메디톡스측 전문가들의 경우 과학적으로 정확도가 떨

어지고 오류가 많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포자 형성 등 메디톡스가 그동안 확고히 주장해 

오던 것을 갑자기 번복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시험결과

를 바탕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다수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정밀한 비교

분석 시험들을 통해 대웅과 메디톡스의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는 특성 및 유전형이 서로 다름에 

따라 양사의 균주는 그 근원이 명확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균주임이 최종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의 균주는 미국 감정시험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전혀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

들의 시험결과 홀A하이퍼 균주 특성과 불일치함에 따라, 균주의 기원과 실체를 다시 소명해야 하

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과연 메디톡스의 실험 균주가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인지, 홀A하이

퍼 균주는 맞는지, 양규환 전식약처장이 위스콘신 대학에서 몰래 가져온 것은 맞는지, 균주 관리

가 안되어 중간에 뒤섞인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의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다른 근거였던 생산기술 또한, 메디톡스가 타사의 영업비밀자료를 이용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

과 함께 실제 생산과정에서 GMP를 위반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었

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 입증은 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생산공정이 적법하게 개발되었음

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그 어떤 보도 내용에도 명확한 해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보고서 내용 공개를 통해 균주를 독자 발견한 것이 이번에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었으며, 메디톡스의 음해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입증한 만큼, 빠

른 시일 내 소송을 마무리하고 메디톡스에게는 그 동안의 거짓말과 무고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