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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Health Technology)이란?

보건의료기술 R&D 중장기전략 및 중점과제
비전 및 목표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보다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모든 기술을 말합니다.

비전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

✽질병의 진단과 치료, 재활 및 건강관리에 관련한 모든
목표

분야가 포함됩니다.

01

건강수명연장

02

보건산업 수출 증대

03

신규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 R&D 투자현황

현재

미래(2022년)

73.2세(’15)

76세(’22)

117억 달러(’17)

210억 달러(’22)

17만 명(’16)

27만 명(’22)

전략별 중점 과제

보건의료 R&D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R&D에 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 R&D 투자 비중의

투자는 매년증가

68% 차지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개방·연결·융합을 통한
R&D 혁신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전략적
R&D 투자

•보건의료 연구자원의 개방, 공유
강화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형 신사업
육성

•질환, 계층, 남북 주민 간 건강 형평성
강화

•연구, 정책협력 네트워크 강화

•R&D 성과의 가치 성장 촉진

•혁신 뒷반침 R&D 지원 시스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예방, 관리 중심의 미래 의료 기반
확충

보건복지부 R&D 투자 방향
보건의료 R&D 복지부 예산
(단위 : 억)

연평균
4.4% 증가

5,475
5,323
5,247

첨단의료복합단지
1%
국립암센터
7%

국립재활원
1%

5,243

2018년도
4,657억 원

2015

2016

2017

2018*

i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8%
* 2018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통합시행계획재가공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가비전

질병관리본부
13%

4,615

2014

기관별 보건의료 R&D 투자 비중

복지부
R&D 관련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2.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2. 골구로 잘사는 균형
발전

3.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3.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3.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4.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43. 고령사회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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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략목표

보건의료기술 R&D 주요성과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기반 확대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여

보건의료 R&D 투자를 통해 논문, 특허의 양적 성과 증가 뿐 아니라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경제적 효과, 선진국 수준의 임상시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질병 연구

미래 신사업 육성

●질환연구

●미래 첨단의료

국민·연구자 수요 중심 질환극복
연구확대
●암관리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의 융복합
연구 확대

공익적 R&D 강화
사회문제 해결 연구 강화
●재난대응

●바이오 신산업

한국형 암 정복을 위한 예방·진단
치료법 연구 강화

첨단·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지원
확대

⊙ 과학적 성과

●공공복지 증진

백신주권 확보/감영병 대응 강화

⇨ 논문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피인용지수(Impact Factor, IF)가 높은 수준
		

*	’17년도 SCI논문 실적 평균 IF는 4.16점으로 국가평균 3.13(‘16년)대비 1.3배, 표준화된순위보정영향력지수(mrnIF)는 67.40점
으로 국가전체 평균 59.66점(‘16년) 대비 1.13배 높은 수준임

●질병관리
예방중심 질병연구 역량 강화

최근 5년간 국내외 SCI 논문 게재건수 : 11,193건
3,717

2018년도 보건의료 R&D 세부사업별 예산

'17년도 국내외
SCI논문

2,410

No.

사업명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닫기

351,770

2

첨단의료기술개발

71,460

3

질환극복기술개발

39,927

4

임상연구인프라조성

35,494

5

연구중심병원육성

29,000

6

의료기기기술개발

28,228

7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27,614

8

한의약선도기술개발

16,645

9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14,632

10

국가전략프로젝트

14,146

11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10,904

12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11,000

13

연구자 주도 질병극복연구

8,985

14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7,750

15

국가치매극복기술

7,700

16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

6,240

17

정신건강기술개발

5,267

18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4,606

19

공익적질병극복 연구지원사업

3,628

20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2,921

21

인공지능 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2,800

22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

1,900

23

사회서비스

456

24

심혈관계첨단의료기술가상훈련시스템기술개발

467

합계
iii

’18년도 예산(백만원)

454,195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1,693

1,916

실적 3,171건

2,003

17%
2013

2014

2015

2017*

2016

’17년 NTIS 입력성과 기준(부처간 기여율 미조정)

⊙ 기술적 성과
⇨ ’17년도 국내 등록특허 성과의 질적수준 평가(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결과, A등급 이상 특허
보유 비중은 4.4%로 국가전체 대비 우수

		

* ’16년도 국가전체 SMART A등급 이상 특허 비율은 4.3% 임

최근 5년간 국내 특허등록 건수 : 1,960건
563

’17년도
국내등록특허

305

344

351

397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실적 563건

16.6%
2013

2014

2015

2016

2017*

’17년 NTIS 입력성과 기준(부처간 기여율 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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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성과
⇨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제품개발 지원을 통하여 해외 기술이전 및 시장출시 등 경제적 성과 창출
’95년부터 ‘17년까지 의약품 30건*, 의료기기 206건, 화장품 267건 등 총 503건의 제품개발
		

*국산신약 16건, 면역백신 4건, 바이오의약품 10건

최근 4년 간(’14~’17)
총 27건의
의약품 해외 기술이전 계약 체결

최대 약 8.1조 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 창출 예상

최근 4년 간의 경제적 성과만으로도 ‘95년부터 ’17년까지 복지부 보건의료
R&D 누적 총 지원액(3조 9270억 원)의 2.1배 효과

⊙ 인프라 성과
⇨ 우수한 의료인력·의료기술 등 민간의 역량과 결합하여, 임상시험 규모가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
		

* 임상시험 (’07년) 국가기준 19위, 도시기준 12위 → (’17년) 국가기준 6위, 도시기준 1위

글로벌 역량 갖춘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국가/도시별 세계 임상시험 규모>
한국랭킹(SITE)

서울랭킹(SITE)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현황>
다국가
국내

(다국가/국내, ’13~’17년)

674
653
607
248
6위

285

359

368

2013

2014

628
295
267

658
293

379

361

365

2015

2016

2017*

1위
19위

2007
v

12위

2017

2007

2017

* 다국가 임상시험 : 의약품 개발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
* 국내 임상시험 : 의약품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2017년 발생한 보건의료 R&D 성과를 대상으로,
우수성과 선정기준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우수 성과 2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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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필요성
오랜 세월 자연계에는 가혹한 주변 환경에서 생존하고자, 다양한 방식으로의 진화를 이루었다. 그 중에

HEALTH TECHNOLOGY

성과 근거 자료
✽ 논문
	A wet-tolerant adhesive patch
inspired by protuberances in
suction cups of octopi, Nature,
(2017. 06)
✽ 특허
	건식 접착 시스템 및 이를 포
함하는 피부접착용 웨어러블
센서, KR101745803B1, 대한
민국(등록)
	복수의 층간 인터락킹 구조
를 포함하는 건식 접착 시스
템, 10-2017-0090532, 대한
민국(출원)

주요 성과내용
본 연구에서는 문어의 빨판 내부에 존재하는 독특한 돌기를 관찰하였고, 빨판의 미세 돌기가 물
속의 환경에서 흡착력을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이론을 최초로 증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어
의 빨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패치 소재를 개발하였다. 특히 본 점착소재는 다양한 환경 (건조
하거나 습한 표면, 물 속, 굴곡진 피부 등)에서 탈부착이 가능하며 오염물도 남기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그림 1)
구체적으로, 탄성고분자(elastomer)의 미세 구형 돌기를 가지는 음각의 문어모사 빨판 컵(그림
참고)은 점착을 위한 외부의 힘에 의해 점착 표면의 수분을 밀어내고, 남은 수분은 구형 돌기와
돌기 주변 표면 사이의 공간으로 모세관 효과에 의해 포집된다. 그리고 점착을 위한 외부의 힘
을 제거하면 포집된 수분은 응집력에 의해 유지되며, 동시에 문어빨판 모사 컵과 부착 표면 사
이의 공간은 높은 부압(Negative Pressure) 이 유도된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미세 입체구조의
내부에서 물 분자들이 거동하는 형태를 “공초점 현미경 (Confocal Microscopy)”을 이용하여 관
찰 및 증명하였고, 수학적 모델을 통해 검증하였다.

서도 여러 표면에 단단히 부착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의 점/접착 방식이 존재한다. 최근 이러한 자연
의 지혜로부터 창의적인 영감을 받아 기능성 점착 표면 및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나아가 기존의 시스
템과 융합하는 생체모사 공학(biomimetics)의 연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곤충 날개 접합, 게
코 도마뱀/양서류 발, 연체동물의 빨판 등은 화학적 점착제 (단백질, 점액 등)를 사용하지 않고, 놀라운
점착능력을 발휘하는 계층적 미세구조를 모사하는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최근 반도체 공정 및 소재 기술과 의료용 소재 기술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 건조하거나 습한 반도체
및 유리 표면 또는 굴곡진 피부표면에 높은 점착력을 가지며 반복적으로 탈부착 후에도 오염물을 남기
지 않는 점착소재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화합물 기반 접착제를 포함한 기존의 점착 소재
들은 물속의 젖은 표면이나, 거친 굴곡을 가진 피부에 점착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또
한 기존의 점착 소재들은 습한 표면 환경에서 반복적인 탈부착이 불가능하며, 청정을 요구하는 유리 및
반도체 그리고 피부 표면에 오염물 및 손상을 발생시키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젖은
표면 환경에서도 높은 점착력을 유지하면서 표면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개념의 점착 소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청정형 이송/고정 장치, 웨어러블 디바이스 구현을 위한 피
부/소자 접합용 피부 패치 및 의료용 피부 치료 패치 등의 전도유망한 산업에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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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문어빨판의 미세돌기를 모사한 물속표면/피부 고점착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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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어 빨판의 미세 돌기구조에 영감을 얻어 상대적으로 간단한 액상

진행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

공정을 이용하여 문어빨판모사 점착 소재 제조 공정을 개발하였다. 먼저 유체의 부분적인

의 한계점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우수성 및 차별성은 다음와 같다.

젖음(wetting) 현상을 이용하여 고분자 몰드(mold)를 제작 후, UV 또는 열에 의해 경화되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젖은 표면, 물속, 굴곡진 표면에서의 접착성능 문제, 탈부착 시 표

고분자(PUA; Poly-urethane acrylate, PDMS, Polydimethylsiloxane)를 이용하여 내부에

면의 오염 문제, 반복성 문제들이 존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미세 구형 돌기를 가지는 문어모사 빨판들이 고밀도로 배열된 고점착 패치(3cm×3cm)를

개념의 고점착 패치를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자연의 현상규명을 통하여 기

개발하였다. 이 제작 공정은 용액 기반의 간단한 고분자 주조(casting)를 통해 복잡하지 않

초 물리, 생물학과 연관된 깊이 있는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며, 생체모사 공학의 기술적, 교육

고, 저가형의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복잡한 전자빔 가공(electron beam

연구팀이 개발한 문어모사 패치는 ① 점착표면에 오염물을 남기지 않고, ② 건조한 표면,

machining), 집속 이온빔 노광(focused ion-beam lithography), 3D-프린팅(3-dimensional

물방울이 맺힌 습한 유리표면, 물속의 유리표면, 그리고 실리콘 오일 속의 유리표면의 높

printing)등의 공정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간단한 용액의 부분 젖음(wetting) 방법을 이용하여 문

은 수직 점착력을 가지며, ③ 다양한 여러 환경의 표면들에 대해 10,000회 이상의 반복적

어빨판과 같은 3차원의 미세 구조를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미세한 입체 구조의 제

인 탈부착에도 점착력이 유지되었다. 또한 ④ 굴곡진 피부 표면에도 안정적인 점착력을 갖

조공정을 활용하여 셀프클리닝(self-cleaning) 표면, 구조색(structural coloration), 방향성 점착

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복적 탈부착이 가능한 문

력 (directional adhesion) 등을 갖는 다양한 생체모방 공학의 응용에 저가 대량생산이 가능하

어모사 패치의 고점착 성능은 수분환경 하에서

도록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계 최고의 성능 수준이며, 이를 이용하여 반도

또한 산업적으로 오염물을 남기지 않는 문어빨판 모사 점착 소재는 ① 사람의 피부와 같이

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8인치 웨이퍼를 물속에서

거칠고 유분이 존재하는 표면에서도 효과적인 점·접착력을 가지며, 추후 ② 피부부착 의료용

고정/이동시키는 응용기술의 구현에 성공하였다.

생체신호 모니터링 소자의 부착소재 및 조직공학을 접목하여 약물 전달이 가능한 고효율 창

또한 피부 상처에 안정적인 점착을 유도하여 초

상치료 패치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의 창상치료 효과를 증명하였고, 이를 통해 의
료용 치료 패치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2)
▲ (그림 2) 문어모사 점착소재의 피부 점착 데이터 및 상처보호 패치 응용

성과의 파급효과
본 연구는 습한 환경 및 피부표면에서 끈적이는 화학 접착제 없이 반복적으로 탈부착이 가능

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한 고점착 패치 소재를 개발한 것으로, 청정 전자소자의 공정, 패키징 소재 산업과 의료용 패
치, 진단 치료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장기 조직 봉합 및 치료용 패치 등 점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획기적인 원천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도성 패치 소재들 (뇌파, 심전도, 전기자극 치료 등) 기반의 의료기기의 소형화 기술의

특히, 최근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 동향과 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소자와 피

발전으로 인해 유연 소자의 발전과 함께 의류, 피부, 인체에 부착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

부/장기표면 사이의 계면의 개선을 통해 치료 및 진단 기술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시하는데

하고 진단 및 치료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개념의 웨어러블 신체부착 및 생체삽입 디바이스

생체모사 기술을 융합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어빨판을 모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신체부착/생체이식형 소자의 경우,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

사한 점착 계면 소재 기술은, ① 단기적으로 기존의 의료용 패치 및 테이프와 장기 봉합을 위

서 높은 시장 잠재성을 갖는다.

한 점착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② 장기적으로 웨어러블 신체부착/생체이식형 소자의 고성

그러나 아직까지 여러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은 액세서리

능 진단 및 향후 세포조직공학과 결합된 고효율 치료를 위한 계면 기술로도 잠재력이 높을 것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디바이스를 피부에 부착하여 역동적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으로 예상된다.

신체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진단/치료용 웨어러
블 소자 기술에 있어서 이러한 피부 점착 계면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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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O1 활성제 KL1333 임상 1상 및 기술이전
HEALTH TECHNOLOGY

주요 성과내용
▶ 본 사업단 연구진은 지난 10여년 이상 β-lapachone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능에 관한 기초연구
•성 과 유 형

기술이전

•성과창출자

이인규(경북대학교병원, 의과대학 교수),
이광옥(영진약품 연구소 소장)

이인규(교수)
경북대학교
053-200-5564
eei@knu.ac.kr

를 진행하여 임상진입을 위한 proof-of-concept을 확보하였다.
경북대학교병원 선도형 특성화 연구 개발 사업단 1세부 (주)KT&G 생명과학(現 (주)영진약품)은 MB12066보다 효능이

•사

업

명

선도형특성화연구

뛰어난 NCE(new compound entity)인 KL1333을 개발하였고, 2016년 해외 CRO (Covance Inc., 영국)를 통해 전임상

•과

제

명

선도형 당뇨병 및 대사성질환 신약개발연구사업단

을 완료한 후, IND를 승인받았다. 2017년 말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광옥(연구소장)

• 총 연 구기간

2016. 04. 01 ~ 2021. 03. 31

현재 뉴로바이브에 기술이전한 KL1333의 “미토콘드리아 치료제”기술에 대해 마일스톤별 수익은 ㈜영진약품에만 귀

영진약품(주)
02-828-8310
kolee@yungjin.co.kr

•총

5,922 백만원(정부출연금)

속 되지만, 사업단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발굴한 적응증(당뇨병, 지방간, 당뇨병성 신증, 난청)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6C1501

공동 소유함으로써 사업화 자립화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배경 및 필요성
경북대학교병원 선도형 특성화 연구 개발 사업단 내 연구진은 곽태환 소장(당시 머젠스社)과 함께
사업 시작 전인 2006년부터 당뇨병 및 합병증 치료 타깃을 연구하였으며, 중점적으로 NQO1/Sirt1

▲ (성과-1) KL1333의 활성 작용

을 활성화하는 quinone 계열의 천연화합물인 MB12066(=β-lapachone)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 (성과-2) 유전적 미토콘드리아 이상 질환 치료제 신약물질
KL1333 뉴로바이브사(스웨덴)에 기술이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2011년 선도형사업이 시작되면서 ㈜머젠스가 사업단에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였
다. 이후 머젠스가 KT&G생명과학에 합병됨에 따라 (주)KT&G 생명과학(現 (주)영진약품)과 공동연
구를 지속하였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임상 1상을 통해 bioavailability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확인하
였으며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하였다.
2017년 KL1333에 대한 원천특허를 소유한 ㈜영진약품에서 전임상결과를 바탕으로 NeuroVive
Pharmaceutical AB (publ)(스웨덴)에 미토콘드리아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하
게 됨에 따라 해외 제약 시장 진출에 성공하였고 이로써 세계 시장 진입가능성이 높아졌다.
단, 이 기술이전은 “미토콘드리아 희귀 질환”에만 국한되며 이에 대한 임상 시험은 NeuroVive
Pharmaceutical AB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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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당뇨병, 지방간, 비만 등의 주요 대사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부전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는 예컨대 당뇨병 환자가 비만과 지방간이 동반되어 있다면 당뇨약, 비만약, 간장
약을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KL1333이 임상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면, 다수의 환자가 수혜를 입
을 수 있으며, polyphamarcy로 인한 약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제는 잘 설계된 임상 프로토콜 하에서 수행된 결과가 없고 여전히 경험적으로 치료하는 경
향이 강한 반면 KL1333은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이지만 시판 중인 약물보다 NQO1 활성화 능력을 증진시키고 효력
연구에서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KL1333이 미토콘드리아/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될 경우 시장 선점 가
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된다.

2018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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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근거 자료
✽ 임상시험
	KL1333 임상시험계획 1상 승인
(2017. 02)
✽ 업무제휴 보도자료
	h t t p : // w w w . m o n e w s .
co.kr/news/ar ticleView.
html?idxno=100961)

성과의 혜택
미토콘드리아병증은 비교적 희귀 질환에 속하나 아래와 같이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이는 증후군
(syndrome)이 보고되어 있다.

03

노보시스 개발 및 ‘17년도 매출액 발생

이 질환군의 유병률이 8500명당 1명이므로 산술적으로 전 세계에 약 100만명의 잠재적인 환자가 있
을 것으로 추산되며 여전히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어 진단조차 되지 않는 환자들이 있음을 고려하더
라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환자 특히 영아 및 유아들이 이 약제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 과 유 형

상품화 매출

•성과창출자

서준혁

•사

업

명

의료기기기술개발

•과

제

명

척추 후외방 유합술 시 Novosis의 유효성 및 안전성

또한 KL1333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활성화로 심폐 기능, 근골격계 기능 및 대사 기능 등이 증가하여
운동능력 향상, 호흡기능 향상, 혈당 감소 및 세포대사 활성화 등으로 인한 근본적인 예방효과에 의
한 질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본 약물의 개발로 인한 수혜자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를 위한 임상 연구

서준혁(연구소장)
시지바이오
seoscy@daewoong.co.kr

• 총 연 구기간

2011. 05. 01 ~ 2013. 03. 31

•총

366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1C0955

성과의 혁신성
(새로운 원리에 기반한 차세대 지식의 발견/발명)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타깃으로 개발되는 약물은
대표적으로 Idebenone과 EPI-743이 있다. Idebenone은 스위스의 Santhera Pharmaceutical에서
Raxone이라는 상표명으로 LHON 치료제로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의 Bioelectron technology에서 개

연구배경 및 필요성

발 중인 EPI-743은 현재 임상 2상 진행 중이다. 본 연구진이 MEALS 세포 모델을 이용한 실험을 통
해 검증한 결과 Idebenone과 EPI-743보다 KL1333이 ATP 증가, ROS 감소 등에서 더 뛰어난 효과가

노보시스(Novosis)는 요추 유합술 및 외상성 상하지 급성골절에 적용하는 rhBMP-2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성분인 바이오 융합의료기기로 국내 최초, 세계 2번째 상용화된 제품이다. 주원료인

성과의 파급효과
새로운 약물 타깃을 이용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이라는 근원적 치료법으로 접근하였다. 본 성과는
first-in-class 약물을 연구 개발하여 해외기술이전을 성공함으로써 국내외 희귀병 치료제 시장의 기
술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본 성과는 해외기술이전을 통해 글로벌 의약품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성공적인 개발을 통
하여 제약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수익 모델에서 바람직한 성공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의약품
산업의 경쟁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술이전의 계약조건으로는 계약 체결 시 $3,000,000, 임상개발 각 단계(시판승인, 약가확정)에 따라
$54,00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로열티 규모는 시판 후 매출액 기준으로 5억 달러 이하 시 8%, 5
억 달러 이상 시 규모에 따라 9~11% 수준이다. 뉴로바이브가 2023년 신약판매 승인신청을 계획하고

rhBMP-2는 골유도능이 없는 기존 골대체재의 단점을 극복해 인체 내 줄기세포를 골세포
로 유도하는 단백질이며 특히 대장균을 기반으로 제조되는 ‘노보시스’는 국제일반명 “네보
테르민”이라는 성분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 등록되어 있는 오리지널 제품이다. 서울
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8개 의료기관에
서 척추질환이 있는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후
외방 요추유합술 임상시험을 통한 12개월 CT결
과 골이식시 gold standard인 자가장골(대조군)
에 비해 노보시스 군 100%, 자가장골 이식군
90.2%, 24주 CT결과 노보시스군 100%, 자가장
골 이식군 94.1% 유합율을 보여 골유합율에서
자가골보다 높은 골유합을 확인하였다.

있으므로, 그 이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KL1333은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2018년 5월 18일)을 받아 의약품의 허가과정에서
FDA와 밀접한 논의를 통한 규제 및 과학적 조언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판허
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NeuroVive는 KL1333 신약 출시 시 미국 내에서 7년 간 시장 독점권
한을 갖게 된다.
07

◀ (그림 1) 임상시험 결과
2018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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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근거 자료

rhBMP-2의 carrier는 Hydroxyapatite ceramic, granule형태로 4주 후에도 25% 이상

✽ 의료기기 제조허가 (식약처)

BMP-2를 보유하고 있어 서방출 패턴을 보이며, 이 서방출(slow release)은 골재생

✽ 특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
한 2017년 제 1회 보건신기술
(NET)에서 ‘최적활성을 나타
내는 대장균 유래 rhBMP-2
함유 골이식재 기술’ 인증(제
133호)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가 인증한 2017
세계일류상품-차세대상품으
로 선정

이 필요한 부위로 줄기세포를 끌어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 시
장에서 골이식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타사
rhBMP-2 제품 대비 높은 생산성으로 인한 가

•성 과 유 형

상품화 매출

•성과창출자

조대연

이를 통해 미국 등 선진국 시장진출 시 충분한

•사

업

명

첨단의료기술개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

제

명

고성능 cancer panel 개발과 사업화

격경쟁력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이 있으며,

본 임상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2017년 6월 복합
재료이식용뼈로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았으
며, 국내 매출은 2017년 7월 출시 후 17억 발생

✽ 글로벌 의료기기 협력지원
사업을 통한 글로벌 업체와
의 파트너링 모색

04

CancerSCAN 개발 및 ‘17년도 매출액 발생

조대연(CTO/부사장)
랩지노믹스
dabb@labgenomics.com

• 총 연 구기간

2013. 12. 01 ~ 2018. 11. 30

•총

500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3C2096

하였다. (2018년 8월 기준)
◀ (그림 2) 의료기기 제조허가 (식약처)

연구배경 및 필요성
Cancer panel은 암의 진단 및 재발과 관련하여 잘 알려진 유전자 바이오 마커를 표지로 유전자의
변이나 구조 변이(유전자 융합, 거대 결손, 삽입 등) 등을 차세대 유전체 서열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한 진단키트로서 비교적 높은 민감도와 특이성 때문에 암 진단에 사용하고 있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시판되고 있는 Cancer panel의 경우 대부분 특정한 암의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 암 맞춤치
료 및 임상 진단에 활용이 어려우며,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암 바이오마커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해석에 있어 제한적이다. 수술/생검조직, 혈액/체액 DNA 및 혈액/체액 암세포 등 암 환자에
게서 확보 가능한 시료를 대상으로 암의 맞춤진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출된 DNA의 양 및 다양
▲ (그림 3) 보건신기술(NET)인증 수여식(2017)

한 종양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내재적 이질성 등을 고려한 검출 성능 평가의 선행이 필요하며, 따라
서 본 과제를 통하여 특성화된 Cancer panel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내용
총괄과제(총괄과제책임자: 박웅양)와 함께 고성능 Cancer Panel로 고형암에 대한 NGS 패널 검사
(CancerScan™ level1, level2)와 혈액암의 NGS 패널 검사(HemaScan™)를 개발하였다.
CancerScan™과 HemaScan™은 각 375, 426개의 암 관련 유전자를 SNV, indel, CNV, Gene fusion
을 높은 정확도 (분석민감도 >96.36%)로 검출할 수 있다.
이러한 Cancer Pancel의 SOP 개발, 분석적 성능 및 임상적 성능 Validation, LIMS 연동 및 사용자
09

▲ (그림 4) 세계일류상품-차세대상품육성사업인증 수여식(2017)
2018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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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화적 결과보고서 개발을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성과 근거 자료

2017년 3월부터 NGS 패널 검사의 신의료기술등재와 제한급여가 확

✽ HemaScan의 brochure

정되어, 지정된 NGS 임상검사기관 (랩지노믹스 포함, 1차 22개 기관)에
한하여 50% 급여로 임상적용이 실시되었고, 본 과제로 랩지노믹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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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V Quantitative PCR Kit, HCV Quantitative PCR
Kit, HIV-1 Quantitative RT-PCR Kit 개발 및 판매

상용화한 CancerScan™ 및 HemaScan™은 5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임상검사기관 중 유일하게 타 NGS 임상검사기관에 수
탁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5~12월간 길병원 등 4개 NGS 임상검사기관에 482건의 검사
를 제공하여, 6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함에 따라 거래처가 계속 늘
어나면서 2018년 8월 현재 7개 기관에 검사를 제공하고 있고 매출액
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박한오(대표이사)
㈜바이오니아
hpark@bioneer.com

•성 과 유 형

상품화 매출

•성과창출자

박한오

•사

업

명

첨단의료기술개발

•과

제

명

헌혈혈액 핵산증폭검사(NAT) 체외진단용제품 개발 및
대용량 통합형 전자동 유전자진단검사시스템의 최적화

• 총 연 구기간

2010. 05. 01 ~ 2012. 03. 31

•총

20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0C1732

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대게 차세대 유전체 분석법으로 암 조직을 분석했을 때 유전 변이
가 5%를 밑돌면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활용가치가 현저하게 떨

연구배경 및 필요성

어진다. 변이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데이터 분석 오류를 일으키기 쉬
워 치료 근거로 삼을 만큼 신뢰도를 담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혈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속하는 B형간염바이러스(hapatitis B virus:

CancerScan™은 기술적으로 2%대 변이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HBV), C형간염바이러스(hapatitis C virus: HCV), 인간면역결핍증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근거를 제시하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내놓아 이러한 한

인간T림프구친화성바이러스(human T cell lymphotropic virus: HTLV) 등 수혈전파성 감염성 병원체를 정확히

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소량의 유전자 변이도 놓치지

검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헌혈혈액에서는 HBV, HCV, HIV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하여 항원 또는 항체를 면

않고 검출 가능할 만큼 민감도가 높고 이를 해석해 환자 치료의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강

역검사법으로 검출하고 있으나, 이는 감염 후 항원 또는 항체가 출현하기 이전의 잠복기(혈청전환잠복기)에 있

점으로 꼽힌다.

는 감염된 혈액을 검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HemaScan™은 맞춤 치료 target의 제시를 위해 개발된 targeted deep sequencing panel로써 차세

핵산증폭검사(nucleic acid test: NAT)는 바이러스 DNA나 RNA와 같은 핵산을 증폭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검출

대 시퀀싱 기술(Next-Generation Sequencing Technology)을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주요 혈액암(악

하는 방법으로 감염 후 항원 또는 항체가 출현하기 이전의 잠

성 림프종,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형질 세포종) 환자의 유전체 변이를 정확히

복기에서도 검출되고 변이된 바이러스도 검출할 있는 장점이

검출하여 맞춤 항암 치료에 최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있어, HBV는 약 25일, HCV는 약 60일, HIV는 약 10일의 잠복

▲ (그림1) HemaScan의 brochure

기 단축 효과가 있다.

성과의 파급효과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1999년부터 HCV와 HIV에 대한 핵
산증폭검사(NAT)를 도입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정밀의료 시대를 맞아 실제 임상에 적용되고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로, 암 맞춤치료 분자진단 및 상

HCV와 HIV-1에 대한 핵산증폭검사(NAT)를 전면적으로 도입하

용화 기술은 미래 고부가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 분야의 첨단 의료서비스 산업 전

여 헌혈자에게 핵산증폭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

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 연구진은 핵산증폭검사(NAT) 체외진
단용 제품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다.
◀ (그림 1) 바이오니아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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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근거 자료
✽ 특허
	B형 간 염 바이러스 진단
용 프라이머, 프로브, 이를
포함하는 키트 및 상기 키
트를 이용한 B형 간염 바
이러스 진단 방법, P CT/
KR 2010/004 331, (출원),
2010
	B형 간염 바이러스 진단용
프라이머, 프로브, 이를 포
함하는 키트 및 상기 키트
를 이용한 B형 간염 바이
러스 진단 방법, 10-14987040000(10-2012-7028141),
대한민국(등록), 2012
	B형 간 염 바이러스 진단
용 프라이머, 프로브, 이를
포함하는 키트 및 상기 키
트를 이용한 B형 간염 바
이러스 진단 방법, P CT/
KR2010/004275, (출원), 2010
	B형 간염 바이러스 진단용
프라이머, 프로브, 이를 포
함하는 키트 및 상기 키트
를 이용한 B형 간염 바이
러스 진단 방법, 10-15030390000(10-2012-7028140)
대한민국(출원), 2012

주요 성과내용

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AccuPowerⓇ HIV-1 Quantitative RT-PCR Kit, AccuPowerⓇ

본 과제에서 개발된 헌혈혈액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핵산증폭검사(NAT) 시스템은 HBV, HCV,

HBV Quantitative PCR Kit, AccuPowerⓇ HCV Quantitative RT-PCR Kit 3종의 체외진

HIV- 1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다중검출(multiplex) 방식을 적용하여 1회 실험으로 HBV,

단시약은 ㈜바이오니아(이하 당사)가 자체개발한 ExiStationTM 분자진단시스템에서 사용

HCV, HIV- 1에 대한 감염여부와 어떤 병원체에 의한 감염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혼주

되는 키트로서 실시간유전자증폭 연쇄반응기술(qPCR)을 이용하여 HIV, HBV, HCV 바이

(pooling)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타사 제품과 비교하여 자사 제품은 실험 시간 및 최종 결과

러스를 정량분석하는 키트이다. 당사의 플랫폼 특허기술인 AccuPowerⓇ기술과 Dual-

도출 시간이 짧은 것이 장점이다. 또한 HBV/ HCV/ HIV 동시다중검출 진단 시약은 대용량 검

HotStartTM기술을 적용하여 세계최고수준의 LoD(검출한계)를 갖춘 키트로 개발되어

체 대용량 검체 처리가 가능한 ExiStation TM- HT system과 중소량의 검체 처리가 가능한

CE-IVD(Class : List A) 인증 및 국내 식약처 허가를 목표로 개발하였다.

ExiStation TM system에도 적용가능하다.

CE-IVD 인증을 위해, 해당분야 분자진단 세계 1위 시장점유율의 Roche사의 최신시스템
인 cobasⓇ 8800 시스템에 적용된 HIV-1/HBV/HCV Viral Load 체외진단시약과 프랑스
의 임상검사 수탁기관인 CSS(Cerba Specimen Service)에서 비교 평가를 수행하여, 동
등 이상의 성능임을 확인하였다.
상기 임상 평가 성능 및 분석적 성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품목에 대해 CEIVD(Class : List A) 인증 신청을 완료 하였으며, AccuPowerⓇ HIV-1 Quantitative RTPCR Kit는 2018년 3분기 초에 인증 및 심사를 완료하여 아시아 최초로 CE-IVD 인
증을 받을 예정이며, AccuPowerⓇ HBV Quantitative PCR Kit, AccuPowerⓇ HCV
Quantitative RT-PCR Kit는 올해 말 인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과의 파급효과
제품 개발을 통해, 해당 제품군의 매출은 2017년 기준 HBV/HCV, 5.6억원, HIV-1, 3.3억원을
달성하였고 2018년에는 아프리카를 포함한 시장 확대를 통한전년 매출 대비 2배정도 매출액
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유럽 CE-IVD 인증을 완료하면 로슈, 에보트가 장악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도 키트성능과 편의성 부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300억 시장
을 수입 대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유럽지역 및 인도, 태국 등에 본격적인 매출을 올
릴 수 있어 대폭적인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당사는 HIV-1/HBV/HCV Viral Load에 적용된 AccuPowerⓇ기술과 Dual-HotStartTM 기
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감염성 질환을 검출할 수 있는 체외진단시약을 개발하였고, 이 플랫
폼기술을 이용하여 Zika/Dengue/Chikungunya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 진단키트
를 개발하여 WHO에 최초로 지카 다중진단키트 EUAL(Emergency Use Assessment and
Listing)을 획득하여 우리나라의 감염병 분야 분자진단기술을 전 세계에 알렸다.
성병(STI, Sexual Transmitted Infection) 8종을 다중 검출할 수 있는 분자진단시약은 우수한 성
능과 가격으로 국내 시장의 70%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고 결핵 진단 및 결핵 내성균
진단 시약(TB-MDR, TB-XDR)은 카자흐스탄 결핵진단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CIS 국가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WHO, FIND 와도 협력을 시작하였다.

▲(그림 2) 바이오니아의 ‘AccuPower® HIV-1 Quantitative RT-PCR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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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개발
HEALTH TECHNOLOGY

이 약을 관절강에 주사하면 형질전환 연골세포는 TGF-β1을 분비해 백혈구의 한 종류인 단핵구를 염증반응을 억제
•성 과 유 형

상품화 매출

하는 M2대식세포로 활성화하고, 연골재생을 돕는다. 정상 연골세포는 연골조직에 부착된다. 즉 연골 내 면역균형을

•성과창출자

김수정

유지해 염증을 유발하는 M1대식세포가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인터루킨-1(IL-1)

•사

업

명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진출사업

•과

제

명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글로벌 상업화 및
후속파이프라인 개발

김수정(연구소장)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분비하는 작용을 촉진해 퇴행성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한다.
기존 약물에 효과를 보이지 않고 수술 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운 중등도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 총 연 구기간

2015. 11. 01 ~ 2018. 07. 31

제공한다. 특히 1회 주사로 1년 이상 퇴행성관절염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약물 치료 중심(경구 투여제,

•총

8,210 백만원(정부출연금)

주사제)의 환자와 수술 치료 환자 사이의 Treatment Gap을 커버할 수 있는 치료제다.

HI15C3518

한국 임상시험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 결과,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기능성 및 활동성 평가지수, 통증평

연 구 비

•과 제 번 호

가지수를 분석해보니 임상 2a상에서는 인보사 투여 전 대비 투여 후 48개월까지, 2b상 및 3상에서는 인보사 투여
전 대비 투여 후 36개월까지 지수 개선이 유의미하게 유지되었다. 또한 임상 3상을 장기 추적한 결과 36개월까지 관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절기능 및 통증 개선 효과가 지속되었고, 임상 3상 피험자 중 위약 투여군 81명 가운데 6명이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받았지만 인보사 투여군에서는 78명 중 1명만이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관절염은 고령화 사회의 제1 질병군이라 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근

이는 인보사 투여가 인공관절 수술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골격 질환의 하나이다. 국내 퇴행성관절염 환자 수는 약 25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약 1억 5천만 명 수준이며, 고령화 가속
화로 퇴행성관절염의 환자 수 및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세계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어 2011년 45억 2,100만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연평균 3.7% 성장하
여 2019년에는 60억 6,1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치료는 원인적인 치료가 아닌 대증적인 통증의 감소가 목적임. 약물 치료와 수술로 관절을 대치하는 인공
관절 치환술이 치료의 근간이었다. 최근 세계적 기업인 화이자사와 머크사에서 퇴행성관절염의 치료제인 ‘바이옥스’와 ‘셀레
브렉스’를 시장에서 거두어 드린 사건은 이 거대한 시장에 새로운 치료법의 출현을 기다리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이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는 퇴행성관절염 분야에서 통증을 경감시키고,
새로운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고자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성과내용
“인보사”는 국내 신약 제29호로 국내 최초의 유전자치료제 및 세

연구배경 및 필요성

계 최초 동종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사람의 정상 동종연골세포

“인보사”는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경감시키고, 관절 구조의 퇴행을 억제하는 근본적 치료제(Disease

와 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성장인자를 가진 세포를 무릎 관절강

Modifying OA Drug, DMOAD) potential 이 있는 세계 최초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에 주사하는 의약품이다.

기존 무릎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단기간에 통증을 경감시키는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나 장기간의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단백질 'TGF-β1 유전자'를 삽입한 동종연

적 치료 요법과 망가진 관절을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범위가 큰 수술적 치료가 주를 이루었다.

골유래연골세포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인보사의 경우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서 80% 이상의 반응률을 확인하였고, 단회 주사로 1년 이
상 통증 완화 및 관절의 활동성/기능성 개선 정도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 (그림)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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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내용

성과 근거 자료
✽ 특허
	10-2016-0143519, 대한민국
(출원)
	PCT/KR2017/007896

07

화장품 연구에 있어 동물실험 금지에 따른 한국인 피부모델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화장품 기능성평가법과 화장품 신소재 개발

국내 퇴행성관절염 환자 수는 약 25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약 1억 5천만명 수준
이며, 고령화 가속화로 퇴행성관절염의 환자 수 및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에 있다. 세계 주요 7개국 퇴행성관절염 시장은 2017년 39억 200만 달러로 추정되
고, 연평균 1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24년에는 92억 1,8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Global data사 자료). 인보사의 글로벌 판매가 이루어지는 2023년에 1억 2
천만불의 이익을 기점으로 2027년에는 50억불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
상된다.
한국 및 미국 임상을 통해 약 2년 간의 통증 경감 효능을 입증했으며,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해 관절구조 퇴행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현재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임경민(교수)
이화여자대학교
02-3277-3055
kmlim @ewha.ac.kr

•성 과 유 형

특허, 기술이전

•성과창출자

임경민

•사

업

명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지원

•과

제

명

한국인 피부전층모델을 활용한 신규 기능성 화장품
피부효능 평가 동물실험 대체기술 개발

• 총 연 구기간

2013. 11. 01 ~ 2017. 10. 31

•총

200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N13C0077

세포치료제 다수가 자가세포를 이용한 치료로, 제조 및 공정기술과 보관, 운반 등
의 측면에서 어려움 존재하지만, 인보사는 대량 배양 및 생산, 보관이 가능한 장점
을 보유하여 상업적 측면에서 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국내 품목 승인을 획득하여 출시 되었고, 2023년부터 미국, 일본 등 순차적으로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 시장으로 진입할 예정이다. 2023년 미국 품목승인 후, 최대 판매 기준 4조 이
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2007년 화장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세청 자료에 근거할 때, 연간 약 3억 달러 이상의 화장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들에 수출하고자 하는 글로벌 화장품의 경우, 유럽연합이 2009
년부터 동물실험을 통해 개발된 화장품의 유럽연합국가내 판매를 점차 제한하여 마침내 2013년 3월 11일 동

주요 성과내용

물실험이 전면 금지되었음(EU Cosmetic Directive 76/768/EEC, EU Communication 2013.03.11)을 고려할 때,
동물실험대체법을 통한 화장품 효능 평가는 글로벌 화장품 개발을 위한 필요한 실정이다.

▶ 판매실적(매출액) 발생 : 총 매출 3,782,000천원

이와 더불어 2012년 말, 화장품법전부개정안 (법률 제11014호, 2011. 8. 4.) 발효에 따라 도입된 화장품 광고실증

• '17년도 4/4분기 : 824,000천원

제에 따라 제조사는 화장품 기능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거나 기능성 및 유기농화장품 인식 우

• '18년도 1/4분기 : 1,426,000천원
• '18년도 2/4분기 : 1,532,000천원

려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조판매업자 등이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에 대해 실증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 실증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 제품 수출 계약 체결 : 지속적 수출 계약 추진 중

이러한 화장품 제도 변화에 따라 기존의 피부세포주를 활용한 in vitro 시험만으로는 최근 확대된 다양한 기능

• 홍콩/마카오: 중기1호국제의료그룹, 170억 규모, 2018.06.20

성 화장품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동물대체평가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개

• 몽골: 빔메드, 비공개, 2018.06.20.

발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사우디/UAE: 먼디파마, 비공개, 2018.06.26

최근 조직공학의 발달로 인체조직모델을 제조하여 in vivo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in vitro 시험으로 널리

• 해남성(하이난성): 중국생명의학센터, 1,730억 규모, 2018.07.18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특히 성형수술이나 포경 수술 후 배출되는 잉여피부조직으로 제작되는 인공피부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기능을 극대화하는 제품 개발 및 의약효능을 추구하는 기
능성화장품, 기능성 신소재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화장품 신소재의 피부 기능성 효능을 효율적
이고 경제적으로 평가 및 연구할 수 있는 신규 기능성화장품 피부 효능평가 시스템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시
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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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근거 자료
✽ 논문
	P r o t e c t i v e R o l e o f
Mitochondrial Peroxiredoxin
III against UVB-Induced
Apoptosis of Epidermal
Keratinocytes, JOURNAL
O F I N V E S T I G AT I V E
DERMATOLOGY, 2017.02
	PAL-12, a new anti-aging
hexa-peptoid, inhibits UVBinduced photoaging in
human dermal fibroblasts
and 3 D re constructe d
human full skin model,
Keraskin-FT™, ARCHIVES
OF DERMATOLOGICAL
RESEARCH
	Collaborative Power of Nrf2
and PPARγ Activators against
Metabolic and Drug-Induced
Oxidative Injury, 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
	Collaborative Power of Nrf2
and PPARγ Activators against
Metabolic and Drug-Induced
Oxidative Injury, 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
	Establishment of Immortalized
Primary Human Foreskin
Keratinocytes and Their
A pplic ation to Toxicit y
Assessment and Three
Dimensional Skin Culture
Construction, Biomolecules &
Therapeutics
✽ 특허
	4-하이드록시사타바신을 포
함하는 조성물, 10-17049220000, 대한민국
	아크레모니딘 E를 포함하는
색소 침착의 예방, 개선 또
는 치료용 조성물, 10-20170005253, 대한민국

주요 성과내용
동물실험을 대체하여 한국인 피부모델을 개발하여 화장품 신소재 개발에 필수적

08

‘면역질환 치료효과를 갖는 신규 화합물 및
이의 용도’ 특허등록

인 화장품 기능성평가 기술을 설계하여 화장품 신소재 개발에 응용하고 이를 기술
이전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한국인 유래 피부세포로 제작된 인공피부모델,

•성 과 유 형

특허

Neoderm-ME, Keraskin, Keraskin-FT 그리고 Melaskin 모델을 활용한 미백, 항노화기

•성과창출자

조윤석, 조미라

능성, 보습/장벽 시험법들은 기존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보다 정확한 임상 유효성을 평

•사

업

명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가하고 증명할 수 있다.

•과

제

명

염증면역질환에서 Th17 세포군 조절을 통한 면역조
절 치료제 개발

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동물실험대체법 연구에서 피부모델이 각광받고 있으나 국

조윤석(연구소장)

조미라(교수)

한림제약(주)
02-3489-6194
yscho@hanlim.com

가톨릭대학교
02-2258-6855
iammila@catholic.ac.kr

• 총 연 구기간

2014. 12. 01 ~ 2019. 11. 30

•총

1,550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4C3417

내는 고가의 외산모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제를 통해 국내 제조 한국인
피부모델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였으며 실제 화장품 신소재 개발에 응용하여 이
를 기술 이전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연구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사회에서 면역염증질환 발생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나 치료제 개발은 미약하고, 치료제 현황은

성과의 파급효과
본 과제를 통해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기초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한국인 유
래 피부세포주를 국내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인에 최적화된 화장품 생산의
기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가의 외산모델을 대체하여 국내 제조 한국인 피부모델을 공급하여 화장품 제조업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한국인의 피부특성 등 국내 피부과학 연구를 진일보 시킬
수 있다고 예상한다.

비 특이적 면역억제제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매출 판매 약은 TNF-α
억제제이지만 이 또한 비 특이적 면역억제의 단점이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선택적 맞춤형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
과거 면역염증질환 치료제는 염증을 억제 조절하는 관점에서 스테로이드 제제 및 비 스테로이드 제제가
사용되었으나, 이들의 비 특이적 면역 억제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되면서, 현재는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제
가 개발되고 있다. 면역염증 치료제의 대표 약물인 TNF-α 억제제의 경우, 최근 환자가 약물반응을 보이
지 않거나, 약 30% 정도의 환자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초기에는 반응을 보이다 2차적으로 내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Th17 세포에서 분비된 IL-17은 전신 시스템의 염증 세포의 활성을 유도하며, TNF, IL-1과 같은 염증성 사이
토카인과 함께 시너지 효과로 전신면역 시스템을 파괴하고, 최근 암 질환의 병인연구에서도 Th17 세포가
주요 병인 세포로 알려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암,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면역염증 질환에서 Th17
세포는 주요한 병인세포로 치료적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1단계 연구를 기반으로 STAT3 활성 조절을 통한 Th17/Treg 세포 활성 조절을 타겟 할
수 있는 후보물질(SD-217, SD-282)을 이용하여 현 면역질환 약물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고, 근본적 치
료와 예방이 가능한 약물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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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내용

성과 근거 자료
✽ 특허
	면역질환 치료효과를 갖는
신규한 화합물 및 이의 용도,
10-1613371, 대한민국(등록)
면역질환 치료효과를 갖는
신규한 화합물 및 이의 용도,
10-1705446, 대한민국(등록)

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자가면역질환 치료를 위해 비특이적인 면역억제제가 아닌 면역조절제 개념의 신규 자가

기존의 면역억제제 사용은 면역조절 균형의 파괴로 인한 자기방어 시스템 교란이 나타나

면역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메포민의 면역조절

고 이로 인한 염증 과 감염, 암발생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반면, SD-282(HL237)는 면역 항

작용에 대한 우수한 선행 연구 결과 도출하였다. 그러나 메포민의 투여 용량 및 체내 흡수

상성 유지 및 조절하는 약리기전을 가지고 있다. 자가면역질환 및 만성염증질환에서 병인

율 등의 제한점이 있어 보다 우수한 면역조절제의 개발을 위해서 메포민이 가진 기본 구

세포의 활성은 억제하면서 동시에 면역 조절 세포는 활성화하여, 면역 항상성을 유지 시

조인 바이구아나이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후보물질들을 설계, 합성 및 그 활성을 검색하고

킬 수 있다. 따라서 SD-282(HL237)는 면역 조절 개념의 면역 항상성 유지를 위한 새로운

동물모델에서 활성을 평가하였다. 약 160여종 이상의 화합을 합성 및 평가한 결과, 효능과

개념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

물성 면에서 최적인 SD-282 후보물질을(한림제약 개발 코드명 HL237) 도출하였다. SD282(HL237) 유효성은 자가면역질환 가운데 대표적으로 류마티스관절염 동물모델에서 현
재 상용약물인 Celecoxib 및 Tofacinib (JAK inhibitor)과 비교했을 때 더욱 우수한 류마티스
관절염 억제효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T 세포 및 B 세포 내 STAT3 활성을 억
제하여 다양한 염증성사이토카인의 분비 및 Th17/Treg세포의 활성 조절하여 과도한 염증
억제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파골세포의 분화 또한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약리기전을 관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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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중쇄불변부위 이종이중체 (Heterodimeric Fc)
기반 기술

•성 과 유 형

기술이전

•성과창출자

김용성

•사

업

명

연구중심병원육성

•과

제

명

수요자 요구 맞춤형 면역질환 임상중개연구 플랫폼
구축 및 확산

김용성(교수)
아주대학교
031-219-2662
kimys @ajou.ac.kr

• 총 연 구기간

2016. 04. 01 ~ 2024. 12. 31

•총

850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16C0992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이중특이 항체는 하나의 단일클론항체 (mAb)로 2종의 항원을 동시에 표적하여, 항체의 효능을 극대
화하는 기술임. 이러한 이중특이 항체는 질환의 내성 문제 해결, 생산 비용의 절감, 승인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치료의 단순화 등의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어 현재 다국적 생명공학/제약회사들이
이중특이 항체를 차세대 바이오베터 항체신약으로 간주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현재 이중특이 항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나, 중요한 이슈는 1) 두 가지 항원 인식 기
능 및 항체 고유기능이 보존된 포멧, 2) 최대한 야생형의 IgG의 구조 및 크기와 유사하여 매우 안정
한 포멧, 3) 대량생산이 가능한 포멧, 4) 약물동력학 (pharmacokinetics)가 유지되는 포멧의 개발임.
이러한 측면에서 heterodimer Fc 기반 IgG 포멧 이중특이 항체 개발이 중요함.

HEALTH TECHNOLOGY

성과 근거 자료
✽ 기술이전
	H e t e r o d i m e r i c F c 기
술,Dragonfly Therapeutics(미
국 보스톤 소재)
✽ 특허
	항 체 중 쇄 불 변부 위 이종
이중체 (heterodimer Fc)
에 융합된 사이토카인
(heterodimeric Fc-fused
cytokine)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10-20170101594, 대한민국(출원),
2017.08
	항 체 중 쇄 불 변부 위 이종
이중체 (heterodimer Fc)
에 융합된 사이토카인
(heterodimeric Fc-fused
cytokine) 및 이를 포함하
는 약제학적 조성물, PCT/
KR2017/008676, PCT(출원),
2017.08

전통적인 IgG 항체의 중쇄 Fc가 homodimer 형성을 유도하는 CH3-CH3 상호작용부위에
Rational design과 directed evolution을 통해 돌연변이를 유도하여, homodimer 형성은 배제하고
heterodimer만 형성되는 heterodimeric Fc 돌연변이 쌍을 개발하였다. 인간 항체의 Fc의 CH3
상호작용부위에 heterodimer의 형성이 선호되는 돌연변이를 도입하여 Heterodimeric Fc 형성을
유도한다.
Heterodimer Fc는 IgG 고유의 기능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중특이 항체 및

주요 성과내용

두 개 이상의 단백질이 융합된 치료용 단백질을 개발 등에 응용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기반
기술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항체는 중쇄의 동일한 두 개의 Fc가 조합된 형태(homodimer Fc)로 존재한다(전통

Heterodimeric Fc 형성을 위해 CH3 상호작용 부위에 비대칭적 소수성 결합/ 수소결합/ 정전기

적인 Y모양 항체).

적 결합/ 이황화 결합 형성(Y349C/K360E/K409WCH3A–Q347R/S354C/D399V/F405TCH3B)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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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고수율 heterodimer Fc 형성 Fc 변이체는 기존에 공개된 다국적 제약
회사의 heterodimer Fc 형성을 증진시키는 돌연변이 쌍과는 다른 전략으로 heterodimer의
형성이 선호되도록 하였으며,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heterodimer Fc 기술
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며 다국적 생명 공학/제약회사의 기술과 비교하여 상
등하거나 향상된 heterodimer Fc 형성 수율 (~94%) 및 열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 글로벌 제약사의 heterodimer Fc 기반기술 vs. 본기술(글로벌 수준)

▲ (Choi HJ et al. (2015) Molecular Immunology 65(2):377-383)

개발된 EW-RVT 및 EW-RVTs-s heterodimeric Fc의 3차 구조를 결정해서, 디자인된
heterodimeric Fc 기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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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내용
▶ 적용분야
항암 및 면역질환의 질환 타겟 2가지 이상을 표적하는 IgG 형태의 이중항체 구축에 활용하는 기

10

뉴로필린 1(Neuropilin 1)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용도’ 특허등록

반기술
더불어 체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cytokine등의 자연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반감기를 늘릴 수 있는
heterodimeric Fc-fused 의약단백질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

▶ 산업적 파급효과
신규 항체 또는 기존에 발굴된 치료용 항체에 본 기술을 적용하여 이중특이 신규 항체를 개발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기반기술을 적용한 이중특이 항체 개발은 일반적인 종양질환 타겟 뿐 아니라,
면역질환 등의 다양한 질환에도 응용될 수 있어 신약항체 개발 분야에 파급효과가 큼.

허남구(책임연구원)
삼성서울병원
02-214-7623
namgu.her@samsung.com

•성 과 유 형

특허

•성과창출자

허남구

•사

업

명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과

제

명

환자유래 난치암 모델을 이용한 항체 적용 기술
개발

• 총 연 구기간

2014. 12. 01 ~ 2017. 11. 30

•총

1,867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4C3418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혈관계의 발생을 통해 수많은 생리적 과정과 병리적 과정이 진행된다. 종양과 같이 활동적으로 성장하는
조직에는 적절하게 혈액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들 조직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혈관 형성과 유지를 증진시
켜 주는 전-혈관신생 인자를 생성시킴으로써 혈관신생을 통해 혈액을 공급한다.
뉴로필린(NRP)은 NRP1과 NRP2를 포함하며, 이는 신경세포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NRP1은 약 92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고, NRP2는 약 92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유사한 도메인
구조를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44%의 아미노산 상동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NRP1은 다양한 종류의 인간 종양 세포주 및 인간 종양(교모세포종, 성상세포종, 신경교종, 신경아세포종,
고환암, 대장암, 흑색종, 췌장암, 폐암, 유방암, 식도암 및 전립선암 등)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VEGF 및세마포린의 암세포의 증식, 생존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다고도 알려져 있다. 또한,
NRP1의 발현 정도에 따라 암 진행 정도가 증가하거나, 암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양 성장의 경우, 혈관신생은 과형성물에서 신생물로 전이되는데 있어 결정적이고, 종양의 성장과 전이에
대한 영양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생혈관형성으로 인해 종양 세포는 정상
세포와 비교해서 성장 이점과 증식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종양은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세
혈관 층으로부터의 거리 때문에 수 입방 밀리미터 크기로만 증식할 수 있는 단일 비정상 세포로서 시작하
고, 추가의 성장과 전염없이 장기간 동안 '잠복' 상태로 정체될 수 있다. 이어서, 몇몇 종양 세포는 혈관신생
표현형으로 전환되어 내피 세포를 활성화시켜, 새로운 모세혈관으로 증식 및 성숙된다. 이와 같이 새로이
형성된 혈관은 원발성 종양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이성 종양 세포를 전파하
고 재집락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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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NRP1을 과발현하는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NRP1에 높은 친화력으로 결합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항-NRP1 항체가 요구된다.
치료용 항체시장은 연평균 11.8%로 성장해 2017년에 89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항암치료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260개의 생명공학 기업이 약 700개 치료용
항체에 대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220개의 항체가 임상실험 중에 있다. (Gabilondo
and Larrick,2000) 지난 15년간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이 높거나 돌연변이 된 항원을 표적으

성과 근거 자료
✽ 특허
	뉴로필린 1(Neuropilin 1)에 대
한 항체 및 이의 용도, 101784451, 대한민국(출원)
	뉴로필린 1(Neuropilin 1)에 대
한 항체 및 이의 용도, PCT/
KR2015/013102, 국제(PCT)
(출원)

성과의 파급효과
NRP1은 다양한 신호전달 체계를 매개하는 허브 수용체로서 항암 치료의 표적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NRP1을 표적으로 하는 경쟁 항체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Best-in-class’ 약
물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로 다양한 항체가 개발되었고 혈액암과 고형암 환자들에게 투여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진들은 다양한 암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NRP1에 결합하여
세포 내로 내재화(internalizing)되는 항암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내용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하여 NRP1에 높은 친화력으로 결합하고 세포 내로 내재화되는
항-NRP1 항체를 개발하고, 이러한 항-NRP1 항체가 암세포의 이동을 현저히 억제시킬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암 환자유래세포(Patient Derived Cell, PDC) 배양을 통한 Patient Derived Cell panning (PDCP) 기
법으로 항체를 선별하였으며, 이러한 패닝기법은 암세포 특이적 항체 선별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
쟁항체가 가지는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임상시험에서 경쟁 항체가 나타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항암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 인간혈관내피세포와 암세포를 이용한 pHrodo-red dye 염색기법과 유세포분석법(FACS)을
통해 항체가 암세포에 대해 강한 결합력을 보임을 입증하였으며, 원숭이 전장기 TMA 및 다암종

우수성과 관련 성과

의 환자병리조직(뇌암, 신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폐암 등) 분석을 통해 항체가 암조직 특이적 결

▶ 생장인자 신호전달 경로 저해 효능 분석

합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NRP1에 결합하는 다양한 생장인자 (VEGF, TGF-β, PDGF)의 신호전달 경로에 대한 항체의 저해

종양 억제 효능 및 안전성의 경우, GBM, lung cancer cell line을 이용하여 항체의 cell migration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법 최적화

억제 효능 검증 및 CDX, PDX 모델에서 종양 형성 저해 효능을 검증하였으며, 예비 독성 시험(단
회투여)과 예비 안정성 시험(TMA, platelet binding assay)을 통한 기 개발 치료제 부작용 극복 가

▶ 암세포 이동 저해 효능 분석

능성 검증하였다.

NRP1의 암세포 이동 및 침윤 활성화 기능에 근거하여, 개발된 항체를 이용하여 암세포 침윤 저
해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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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T3 유전자, ITD 변이 / RUNX1 유전자, 돌연변이 /
IKZF1 유전자, 결실’ 등 신의료기술 3건 승인

김용구(교수)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02-2258-1642
yonggoo@catholic.ac.kr

•성 과 유 형

신의료기술

•성과창출자

김용구

•사

업

명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과

제

명

혈액질환의 진단 및 조혈모세포이식 후 추적검사용
체외진단검사법 개발

• 총 연 구기간

2014. 12. 01 ~ 2019. 11. 30

•총

1,150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4C3417

연구배경 및 필요성
많은 혈액질환 특히 혈액 종양의 원인 돌연변이 유전자가 밝혀지고 있으며 이를 진단 뿐 아니라 예후 판정 및 치료 후 잔존 질
환 추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FLT3 유전자 변이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genous leukemia, AML)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유전자 변이로 성인
AML 환자에서 진단 시에 internal tandem duplication (FLT3/ITD)이 검출되면 예후가 불량하며 관해유도기간과 전체생존율에
관여하는 독립적인 인자로 작용한다. FLT3 유전자 변이로는 internal tandem duplication (ITD)와 tyrosine kinase 영역 (TKD) 의
D835 돌연변이 FLT3/ITD는 막곁 영역의 엑손 14와 15사이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그 크기나 위치는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성인 AML 환자에서 20∼30% 빈도로 나타난다. 특히 최근에는 FLT3-ITD 유무보다 변이의 정량(quantification)적 차이가 환

HEALTH TECHNOLOGY

성과 근거 자료
✽ 논문
	FLT3-ITD expression and
IL10 promoter polymorphism
in acute myeloid leukemia
with RUNX1-RUNX1T1, Mol
Biol Rep, 2015.02
	Impact of IKZF1 deletions
on long-term outcomes of
allo-SCT following imatinibbased chemotherapy
in adult Philadelphia
chromosome-positive ALL,
Bone Marrow Transplant,
2015.03
	Q u a n t i t a t i ve f r a g m e n t
a n a l y s i s o f F LT 3 - I T D
efficiently identifying poor
prognostic group with high
mutant allele burden or long
ITD length, Blood Cancer
Journal, 2015.08
	FLT3-ITD 검출을 위한 절편
분석법: 일반 중합효소연쇄
반응 및 직접염기서열분석법
과의 비교, Lab Med Online,
2017.01

주요 성과내용
급성백혈병 환자 중 FLT3 유전자 (fms-like tyrosine kinase)의 돌연변이 (ITD, internal tandem
duplication)가 발견되는 경우는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급성백혈병 진단 시에 FLT3 유전
자 ITD 돌연변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팀은 기존의 백혈병 유전자변이 진단법을 발전시킨 정량 절편 분석법(fragment analysis)을 개
발하고 임상적 의의를 규명하여 신의료 기술 승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59호, 2016년 12월
28일) 및 국제진료지침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는 FLT3 유전자 ITD 변이 핵산증폭법으로는 단순히 돌연변이 유무만을 알 수 있
으나, 유전자변이 정량분석법을 사용한 본 신의료기술을 통해서는 기존 기술로 분석하지 못했던
FLT3 유전자 ITD 돌연변이의 양과 길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순히 돌연변이
유무를 기준으로 예후를 판단하기보다 본 신의료기술을 이용하여 돌연변이 정량과 중복된 서열
의 길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불량한 예후를 더욱 잘 예측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앞으로 급성백혈병 환자들의 FLT3 유전자 ITD 돌연변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환자들
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용되어 생존율 증가 및 재발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자의 치료성적 및 예후와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FLT3-ITD의 정량 분석은 유전자 변이의 위치와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시간 정량 PCR (real-time quantitative PCR)로 시행되기 어려워 새로운 정량 분석법이 요구된다.
c-kit는 AML에서 약 60-80%의 높은 발현율을 보이며 세포 증식에 기여함. c-kit 돌연변이는 대개 core binding factor
leukemia (CBFL)에서 발견되는데, 전체 AML의 2% 이하에서 c-kit 돌연변이를 보이는 반면, RUNX1/RUNX1T1 재배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그 발생 빈도가 24-39%를 차지한다. PKT2 영역의 17번 exon의 816 위치에 존재하는 aspartic acid가 valine으로 대
치되는(D816V) 점 돌연변이가 RUNX1-RUNX1T1 양성 AML에서 발견되는 c-kit 돌연변이의 가장 흔한 형태로 이러한 돌연변이
는 수용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와 PTK 영역의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여 리간드의 결합과 관계 없이 수용체의 지속적인 활
성화 및 자가 인산화를 초래하며 임상적으로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후 판단 및 추적에 중요한 지표이다.
유전자 돌연변이의 유무와 더불어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며 정확한 정량을 위해서는 표분화된 분석 기법이 요구되고 특히, 민
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Kit의 개발과 임상검체를 이용한 평가를 통한 개발품에 대한 성능 검증 및 유효성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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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본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본 검사법의 검사적 정확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국제 학술지(Blood Cancer J
2015;5:e336, 평균인용지수 4.411)에 보고하였다. 또한 이 내용은 그동안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FLT3 유전자 ITD 돌연변이의

12

뉴로필린 1(Neuropilin 1)에 대한
항체 및 이의 용도’ 특허등록

예후 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불량한 예후를 갖는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진료 지침으로 제안되었다 (Curr Opin Hematol 2016;23:144).
‘급성골수성백혈병’은 혈액 또는 골수의 정상 혈액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면서 생기는 암으로, 세포의 유전학적 변이가 치료
경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RUNX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는 환자의 혈액 또는 골수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

•성 과 유 형

기술이전

•성과창출자

김동욱

•사

업

명

첨단의료기술

•과

제

명

배아줄기세포 유래 PSA-NCAM 양성 신경전구세포의 척

하여 ‘RUNX1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는 검사로, 환자의 치료경과 예측에 도움을 준다.
급성 림프모세포성 백혈병’은 림프모세포가 과다 증식해 정상적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을 방해하는 악성 혈액암
의 일종으로, ‘IKZF1 유전자’의 일부분이 없어지는 결실 현상이 치료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KZF1 유전
자, 결실 [핵산증폭법]은 급성 림프모세포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IKZF1 유전자의 결실을 확인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을

김동욱(교수)
연세대학교
02-2228-1703
dwkim2 @yuhs.ac

수손상 임상적용을 위한 전임상 유효성 및 안전성 연구
• 총 연 구기간

2015. 08. 05 ~ 2018. 08. 04

•총

1,500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5C0916

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과의 파급효과
세가지 신의료기술(‘FLT3 유전자, ITD 변이 [핵산증폭법] / RUNX1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 IKZF1 유전자, 결실
[핵산증폭법]’)은 급성백혈병의 진단 기준(2017년도 개정된 WHO classification)에 포함되고 예후판단 지표로 사용되는 검

연구배경 및 필요성

사법이다. 세 기술 모두 불량한 예후를 보이는 유전자 변이를 검출하는 것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등 보다 적극적인 치료

줄기세포 치료제는 기존의 치료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재생의학으로 연평균 18.5% 로 성

방향을 정하는데 사용된다.

장해 가고 있는 고성장 산업이다. 배아줄기세포 관련분야는 임상시험과 연관된 시장을 중심으로

(1) FLT3 유전자, ITD 변이는 염기서열분석이나 PCR법에 비해 예민하며 정확도가 향상된 측정법으로 ITD 변이의 정량 및

2012년에 이미 5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향후 관련분야에서 대규모의 시장형성이 예상된

길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국제 진료지침 반영, (2) RUNX1 유전자 돌연변이는 2017년도 WHO에서 새

다. 현재 줄기세포 기술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들 간에 특정세포로의 분화유도기술

로 제안(provisional entity)된 유전자로 빠른 시기에 적절하게 국내 임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IKZF1 유전자 결

에 대한 기술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히 시장규모가 큰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신경세포, 심

실은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에서 더욱 세분화된 예후인자로서 불량한 예후군으로 알려진 Ph 양성 ALL 내에서도 더

혈관세포, 간세포, 췌장세포로의 분화유도기술에 집중되고 있다. 2014년 영국에서는 후각초성세

욱 불량한 예후를 보인다. 특히 소아에서는 Ph양성 ALL이 아닌 환자들에서도 단독으로 불량 예후지표로 사용될 수 있

포를 척수손상환자에 이식하여 하반신마비증상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세포치료제로의 가능성을

어 국내 ALL 환자들의 치료방향 결정에 중요하다.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척수손상 치료를 위해 수술, 약물치료 및 운동요법이 적용되어 왔으나 효능에 한계를

성과의 파급효과

보여서 손상된 척수신경조직의 근본적인 복구 및 재생을 통해 환자의 신경기능회복을 돕는 치료
제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 주로 성체줄기세포가 많이 적용되어 왔는데 일부 임상

FLT3 유전자, ITD 변이는 정량분석이 가능한 제품으로 개발되어 표준화된 진단법으로 적용이 확대될 것이고, 최근 FLT3

연구에서 치료효과가 보고되어 졌으나, 환자에서의 신경기능 회복정도가 미약하고 치료기전 및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가 개발되어 동반진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표준화된 정량분석을 통

안전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못한 상황이다.

해 치료 후 추적 검사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UNX1 유전자 돌연변이는 모든 급성골수성백혈병(AML) 환자

따라서 배아줄기세포로부터 안전한 신경계열세포로의 분화기술과 중대형 동물을 이용한 척수 내

의 진단 시에 필수 검사로 사용하여야 하며 골수성혈액종양 발생 고위험군의 선별(Myeloid neoplamsm with germline

세포이식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본 연구팀은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predisposition)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IKZF1 유전자 결실은 ALL 진단 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시작하였다.

검사이며 정확한 엑손 위치와 크기에 따라 예후에 차이가 있어 이를 세분화하는데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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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근거 자료
✽ 기술이전
	안전한 신경세포를 이용한
신경계 치료제, 2017.03
세포 또는 분비체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제, 2017.03
✽ 사업화
	세포치료제 개발, 척수손상세
포치료제, 에스바이오메딕스,
2017

주요 성과내용
배아줄기세포를 분화시켜 발암성이 근본적으로 제거된 안전한 신경전구세포인 PSA-NCAM 양성 세
포를 만들고, 이들 세포를 활용하여 척수 손상과 같은 신경계질환에 적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논문

13

복용횟수를 1일 3회에서 1일 2회 투여로 줄여 복용 편의성을
증대시킨 호흡기 질환 치료제 레보틱스CR 서방정 개발

을 내고 특허를 출원 및 등

•성 과 유 형

사업화

록시켰으며 이러한 특허 10

•성과창출자

최연웅

여개를 2회에 걸쳐 기업에

•사

업

명

첨단의료기술개발

기술이전하여 세계 최초로

•과

제

명

호흡기계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어방출제형 및 아포
르모테롤과 흡입형 스테로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배아줄기세포유래 신경세포
✽ 논문
	SIRT1 Enhances the Survival of
Human Embryonic Stem Cells
by Promoting DNA Repair,
Stem Cell Reports, 2017.07
Rapid generation of OPC-like
cells from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for treating spinal
cord injury,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2017.07
✽ 특허
	C O M P O S I T I O N F O R
T R E AT I N G I S C H E M I C
D I S E A S E S O R
NEUROINFL AMMATORY
DISEASES CONTAINING
NEUR AL PROGENITOR
CELLS OR SECRETOME
T H E R E O F A S ACT I V E
INGREDIENT, 15812792.8, 유
럽(출원), 2017.01
	FMR1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
는 엔도뉴클레아제를 이용
한 CGG 반복의 교정, 1017 7 7367, 대한민국(등록),
2017.09

흡입형 복합제의 개발

최연웅(연구소장)

이용 척수손상 세포치료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
02-3490-2301
choi0528@kup.co.kr

를 개발 중이다.
▲ 연세대 김동욱 교수 연구팀 배아줄기세포 특허기술

• 총 연 구기간

2014. 07. 01 ~ 2019. 09. 30.

•총

3,250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4C1069

주요 성과내용
현재 이 기술은 배아줄기세포 유래의 안전한 신경세포를 척수 손상 환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연구배경 및 필요성

비 임상 시험을 마치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 후 2017년 7월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서
제출(IND filing)을 하였으며 현재 자료 보완 중이다. 기존 성과와의 차별 점은 신경전구세포속에 있는

호흡기 질환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들이 개방된 호흡기의 점막에 다양한 면

PSA-NCAM 음성 세포가 암을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따라서 PSA-NCAM 양성 세포만 분리

역반응을 유발하면서 과도하게 염증이 발생해 생기는 질병이다.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천식, 만성폐

후 이식 시 종양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국제 논문 Stem Cell Reports에 발표하였으며, 그것을

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질환은 흡연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지

기반으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 신경전구세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고 있다.

(일반 신경전구세포는 종양 생성 가능성이 있음).

최근에는 중국 등지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
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의 2배에 달하
고, 황사는 일반적으로 봄철 황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겨울철 및 가을철 황사 관측

주요 성과내용
해당 성과는 기업체에 기술 이전되어 척수 손상 등 난치성질환의 세포치료제 개발에 활용 되고 있
다. 과학기술적으로는 국제 줄기세포 포럼에 의해 국제 표준화로 채택되었던 우리의 배아줄기세
포 분화기술이 적용되어 신경전구세포를 효율적으로 분화시킨 후, 그중 종양의 원인이 되는 PSANCAM 음성 세포를 제거하면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경제사회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난치성 세포치료제 임상 및 제품화를 이루어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의약산업계에 배아줄기세포 유래 PSA-NCAM 양성 신경전구세포 및 생체물질과의 혼합 또는 세포
분비체를 이용한 척수손상 치료기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차세대 기반기술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술의 특허권 확보 및 추가 연구를 통하여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난치성 질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9년에는 겨울철 황사가 51%를 차지하고 2010년에는 황사 지
속일수가 25일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호흡기계 질환이 새로운 보건문제로 대두되고 있
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관련 치료의 연구도 증가되고 있다.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기존 중추신경에 직접 작용해 기침을 억제하는 약물과 달리 말초신경에 관여해 부
작용이 적고 효과가 우수한 비마약성 진해거담제로 알려졌다. 진해거담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억
원으로,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기관지염 환자가 늘면서 치료제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판 중인 레보드로프로피진의 경우, 1일 3회 복용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환자들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서방정 제제화의 필요성 따라 편의
성과 복양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환인 척수 손상환자 기능 회복에 기여함으로서 환자 삶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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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근거 자료
✽ 사업화
	제품개발-상품화출시, 레보틱
스CR서방정, ㈜한국유나이티
드제약, 2017.06 ~ 2017.12

주요 성과내용
호흡기계 질환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감기와 같은 급성 상기도감염치료에는 진해거담제

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가 흔히 사용된다. 진해거담제는 기관지나 폐의 분비물인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진정시켜

기존 레보드로프로피진 제제의 잦은 일일 투여횟수는 환자의 복약 순응도가 대단히 낮다. 따라서, 투약 후 빠

줌으로 기침약으로 사용된다. 급성 호흡기질환에 대한 병원 처방에서 다용되고 있는 진해

른 진해효과를 나타내면서 감소된 투여횟수를 가진 레보드로프로피진 이층정 제형의 투여형태가 바람직 하

거담제를 조사한 결과, 내과에서는 Levodropropizine의 처방율이 가장 높은 걸로 밝혀졌다.

다. 레보드로프로피진 이층정 제제는 약물의 신속한 방출에 따른 빠른 효과발현으로 약리작용을 신속히 나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인 Levodropropizine은 기존 1일 3회 투여이나, 본 연구

내고 투약횟수의 감소로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향상되며, 유효 혈중약물농도의 지속적 유지로 부작용 발생을

진은 해당 과제를 통하여 1일 2회 투여로 개량하였고, 식약처 허가 승인 이후 사업화 및 기

경감시킬 수 있다.

술 이전 까지 달성하였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인해 환자의 투여 용법을 단순화하여 환자의
복용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켰고, 기존의 제제를 자주 투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졸음 소화기계 부작용등을 줄일 수 있으며, 초기에 신속한 약효 및 지속적인 약물의 치료효

성과의 파급효과

과를 상승 시킬 수 있다.

호흡기 질환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들이 개방된 호흡기의 점막에 다양한 면역반
응을 유발하면서 과도하게 염증이 발생해 생기는 질병으로,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천식, 만성폐쇄성 폐
질환 등의 호흡기질환은 흡연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 등지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 추세이고,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도시의 2배에 달하고, 황사는 일반적으
로 봄철 황사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겨울철 및 가을철 황사 관측 일수가 증가되었다. 기상청
에 따르면 겨울철 황사가 51%를 차지하고 황사 지속일수가 25일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호흡기
계 질환이 새로운 보건문제로 대두되었다.
호흡기계 질환이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관련 치료의 연구도 증가되어야 하며, 이에 진해거담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Levodropropizine 개량신약을 개발함으로서 향후 직면 할 수 있는 호흡기계 질환치료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레보틱스CR 서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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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신의료기술 승인
HEALTH TECHNOLOGY

송정한(교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031-787-7391
songjhcp@snu.ac.kr

•성 과 유 형

신의료기술

뮤코다당증 중 일부 아형은 우리나라에도 비교적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결핍효소치료 및 간이식 등

•성과창출자

송정한

의 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상기 질환의 경우에는 대사물질이 축적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

업

명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대사물질 분석으로는 조기 선별검사가 어려워 조기 선별검사를 위해 결핍된 효소를 직접 측정하는 것

•과

제

명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희귀대사질환 차세대 선별검

이 바람직하다.

사법 개발 및 임상적용
• 총 연 구기간

2012. 05. 01 ~ 2018. 03. 31

•총

1,063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2C0022

따라서 조기 선별검사 대상 희귀대사질환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새로운
신생아 집단선별검사방법 개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를 통해 리소좀축적질
환에 관여하는 다양한 종류의 효소를 신생아의 혈액여과지 검체(dried blood spots)에서 탠덤질량분석기
를 이용하여 간편하고, 신속·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선별검사법을 개발하여 좀 더 많은 리소좀축적질
환 및 뮤코다당증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배경 및 필요성
주요 성과내용

희귀대사질환(rare inherited metabolic disorders)은 출생 시부터 아미노산, 탄수화물, 지방 등의 대사에 관여한
특정효소의 결핍으로 인해 대사산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비가역적인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희귀대사질환은 개별 질환 환자는 소수이나 질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산
하의 희귀난치성질환센터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총 154종의 희귀 대사질환이 등록되어있으며, 문헌에 따르면
전체 질환의 총합은 2,500-5000명 출생 당 1명 정도의 발생을 보인다.
현재 6종의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에서 탠덤질량분석기를 이용한 40여
종의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검사의 민감도 및 정확성 등이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며 많은 희귀
대사질환을 발견할 수 없고 검사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많은 경우 추가검사를 요구하여 환자의 불안 및 비
용과 시간의 추가소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희귀대사질환의 진단법에는 분자유전학적 방법, 질량분석 및 효소측정법을
이용한 생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분자유전학적 방법의 경우 대부분 질병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한 개의 유
전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며, 일부 외국기관에서만 희귀대사질환 중 특정 질환군이 의심되는 경우 많아
야 20개 정도의 유전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즉, 환자는 이미 질환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
고, 임상양상이 발현하여 특정질환이 의심되기 전에는 선별검사로 적용할 수 없다. 질량분석 및 효소측정법의
경우도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질병에서 효소측정법이 개발되지 않아 효소결핍으로 인
해 축적된 물질만을 검사하므로 발병 후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진단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리소좀축적질환이나 뮤코다당증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드물지만 간혹 발견되는 다른 많은 유전성 대사질환에
대한 신생아 선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시행 되지 못하고 있다. 리소좀축적질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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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좀축적병은 리소좀에 있는 여러 효소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효소 결핍으로 인하여 리소좀 내에
서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임상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리소좀축적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효소활성도검사와 유전자 돌연변이 분석검사가 있다. 그 중 효소활성도검사는 형광물질을 이용한
방법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크로마토그래피 탠덤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본 과제에서는 혈액여과지 검체를 대상으로 각 효소마다 조건에 맞추
어서 각각 반응을 진행해야하는 방법을 동시에 동일한 조건에서 반응을 진행하는 방법을 개선하였다. 그
리하여 크라베병, 고셔병, 파브리병, 폼페병, 헐러병, 니만-픽병(A/B)과 각각 관련있는 효소활성도를 질량
분석법으로 측정하는 선별법에 대하여 2017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0호에서 리소좀축적
병 선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에 대한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평가결과가 고시되었다.
앞에서 언급된 리소좀축적병과 함께 리소좀축적병 중의 하나인 헌터병과 연관이 있는 효소인
iduronidate-2-sulfatase의 활성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이 방법을 사용하
여 기존에 리소좀축적병 환자의 혈액여과지 검체와 정상 신생아의 혈액여과지 검체를 대상으로 정상 신
생아에 비하여 환자의 질환과 연관된 효소활성도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만여개의 정
상 신생아의 혈액 여과지 검체를 대상으로 질환과 관련된 효소활성도를 측정하여 결과 값의 분포에 대한
통계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별검사에서 양성을 판정하기 위한 적절한 cutoff에 대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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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현재 많은 검사법 및 특정 질환군을 대상으로 여러 유전자를 포함한 유전자 패널 검사가 외국에서 보고 및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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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피부질환 치료제 개발

있지만 아직 광범위한 임상적 적용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전체 희귀대사질환의 선별검사를 목적으로 한 분자유전
학적 진단법의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질량분석학적 측면에서도 선별검사가 가능한 대상 질환이 제한적이

•성 과 유 형

특허

•성과창출자

박영호

운 검사법의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진단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도 기대된다. 또한,

•사

업

명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

유전체 기반 검사법과 질량분석 기반 검사법이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희귀대사질환의 진단을 위

•과

제

명

TRPV1길항제(PAC-14028)를 이용한

며 각각의 질환에 대해 각기 다른 검사법이 적용되어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기존방법의 개선 및 질량분석기반의 새로

해 이들 검사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모델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희귀대사질환을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 질량분석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검사법을 개발하고 이의 임상적 적용이 가능한 통합선별검사모델을 제
시한다. 이러한 통합선별검사모델은 분자유전검사법의 특성상 질환의 확진까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영호(소장)

피부질환 치료제 개발
• 총 연 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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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 파급효과
생화학적 대사물질 검사 및 유전자 패널 검사를 동시에 동일한 신생아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들을 융합하여 해석하는

연구배경 및 필요성

프로그램 및 치료지침을 개발함으로써, 희귀유전질환의 diagnostic odyssey를 해결함과 동시에 조기에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있어서는 무증상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 비가역적이고 만성적인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

이상기후, 지구 환경변화, 과도한 스트레스 및 노령화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다양한 만성

는 획기적인 차세대 치료 및 관리 기술로 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피부질환이 증가되고 있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피부질환 유병률에 따른 처방 인구 또

본 연구를 통한 유전체 및 질량분석 기반 기술의 향상은 체내 다른 여러 대사물질 및 효소 등을 측정하는 기술의 기초

한 증가하고 있다.

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에 따른 대사변화, 약물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효소 등을 측정함으로

피부질환 치료제의 경우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된 국소 스테로이드제제, 면역억제제, 항

써 향후 진단 및 치료 반응 지표나 예후를 예측하는 지표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희귀대사질환에만 국한

생·항균제 및 일부 생물학제제들이며, 이 또한 부작용 및 제한된 약효로 인해 지속적인

되지 않고 여러 질환에 적용 가능한 기술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이 어려운 실태이다. 따라서 기존의 피부치료 약물들과는 다른 새로운 작용기전을 가
지면서 만성피부 질환에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안전한 국산 피부신약 개발이 시급한 상황

우수성과 관련 성과
동일과제의 1세부 유전체 분석기술을 이용한 희귀대사질환의 차세대 선별‧확진 검사법 개발 과제에서 리소좀축적병
과 관련이 있는 22개 유전자에 대한 NGS 검사법을 개발하여 효소활성도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검체의 유전자 돌
연변이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선별검사법과 1세부에서 개발된 NGS를 이용한 확진검사법을 이용하여 국내에서의 리소좀축적병
에 대한 유병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검사법을 이용한 신속한 진단은 환자에 보다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다.
피부소양증은 피부과적, 신경·정신과적 질병 등의 다양한 질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증상으로, 현재 전 세계 성인의 20~27%에서 만성적 소양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
다. 다양한 피부질환에서 공통적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피부소양증은 특히, 건조한 피
부특성을 갖는 노인성 건조증, 건선 및 아토피피부염 환자 등에서 높은 유병률이 보고되
고 있으나 특화된 약이나 신규 기전 연구에 대한 부분은 현재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전 세계적으로 30세 이상의 성인 중 4500만 명 이상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는 만성질환인 주사(Rosacea)는, 현재 항생제나 아젤라인산 (Azelaic acid) 같은 자극감
이 심하고 효능이 약한 소수의 치료제나, 최근 FDA 허가 받은 Mirvaso 젤과 같이 확장
된 혈관을 수축시켜 일시적으로 주사를 완화시키는 치료제 또는 과도한 코의 피부를 제
거하거나 깎아내는 레이저나 수술 치료와 같은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항소양증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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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근거 자료
✽ 특허
	바닐로이드 수용체 길항제로
서의 신규 화합물, 그 이성질
체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
용가능한 염 및 이를 포함하
는 약학적 조성물, 283164, 인
도(출원), 2017.05.12
	바닐로이드 수용체의 길항제
로서 사용하는 신규 화합물,
그의 이성질체, 또는 약제학적
으로 허용가능한 이들의 염;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85686, 인도(출원),
2017.07.28
	바닐로이드 수용체 길항제로
서의 신규 화합물, 그의 이성
질체,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
용가능한 그의 염, 및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88744, 인도(출원), 2017.11.03

료제 못지않게 주사 단계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신규기전의 주사 치료 신약이 요구
된다.

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TRPV1은 열, 산(酸), 캡사이신 등 자극성 물질에 의해 활성화되는 칼슘이온채널로서

아토피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질환을 적응증으로 하는 First-in-class TRPV1 antagonism을 갖는 만성

인간 피부 상피 각질형성 세포, 피지분비세포, 및 신경섬유 등에 분포하여 신경세포

피부질환 치료제이다. 이는 기존 해외수입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가 갖는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면

또는 각질세포를 매개로 한 신경병증성 염증(Neurogenic inflammation), 장벽기능 손

서, 항히스타민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소양증에 대한 unmet medical needs를 안전하고 유효한 국산

상(Barrier damage)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소양

피부신약으로 해결 가능성이 높아 그 의미가 크다.

증, 주사, 아토피성 피부염, 지루피부염, 건선 등의 만성 피부질환 치료제의 약리학적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국 NRS (National Rosacea Society)의 대규모 연구에서 주사(Rosacea) 환
자들에게서 TRPV1 수용체의 발현이 정상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사의
발병과 단계별 진행에 있어 TRPV1이 주요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져 주사 치료제
로서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사의 유력한 치료 기전인 TRPV1과 관련된 약물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
사에서는 주사 환자에 대한 연구자 주도 임상을 통해 이미 PAC-14028의 주사 치료

성과의 파급효과
국소 칼시뉴린억제제 및 스테로이드제 등 기존 아토피피부염 치료 대비, 지속적 사용에도 안전하고 유
효성 있는 피부신약으로 경피 경로 비임상/임상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외용제(경피투여 경로) 개발에 대한 혁신적 기술 개발로 난용성 약물의 만성 피부질환 환자 친화적 크
림 형태 제제 기술을 확보하였다.

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허가 임상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여 새로운 기
✽ 논문
	Do T R PV1 antagonists
increase the risk for
skin tumourigenesis? A
collaborative in vitro and in
vivo assessment, Cell Biol
Toxicol, 2017.08

전을 가지는 세계 최초의 주사치료제를 개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성과내용
TRPV1 길항제는 피부에 분포하는 신경섬유말단과 각질 세포에 발현하는 TRPV1의 과도한 활성
화를 억제한다. 뉴로펩타이드 분비와 칼슘 유입을 막아 신경병증적 염증, 피부 소양증, 염증에 의
한 피부장벽 파괴를 방지한다. 이를 활용한 치료제는 기존의 스테로이드제와 면역억제제를 대체
할 수 있다.
아토피피부염 신약 후보인 PAC-14028 바닐로이드 수용체(TRPV1,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Vanilloid) 길항제의 물질특허 등록 및 유사 구조들의 물질특허 등록을 통한 patent wall을 구축하
였다. 타 후보 약물보다 친수성과 수용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뇌 내 통과율이 낮고 체온 상승 부
작용도 현저히 낮다. 약효 및 약리 시험 결과 경쟁사 제품보다 우수하거나 대등한 것으로 나타났
다.

▲ 연구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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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형 당뇨병 치료제의 임상개발 및 해당 기술의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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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필요성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은 의약품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넓게는 제약 산업의 범주에 속하며, 무형가치의 투입으로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기존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의 진행, 환자 및
시장으로부터의 요구, 각국 정부의 규제정책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바이오베터(Bio-better)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개발에
우호적인 시장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DNA를 이용한 백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 당뇨병 재단(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에 따르면 전 세계 당뇨환자 수는 2010년에 2억 8천 5백만 명에서 매
년 700만 명씩 늘어나는 추세이며 2030년에는 전체 성인의 약 10% 이상인 4억 380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지
고 있음. 한국도 2010년 351만 명에서 2030년에는 540만 명으로 늘어갈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경제성장과 소득이 늘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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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Immunoglobulin fusion protein,
HK1191959, 홍콩, 2017
	Immunoglobulin fusion protein,
ZL201310554079.8, 중국, 2017
	Immunoglobulin fusion protein,
2662449, 유럽연합, 2017
	GLP 및 면역글로불린 하이
브리드 Fc 융합 폴리펩타이
드 및 이의 용도, 10-20170113402, 대한민국, 2017
	GLP 및 면역글로불린 하
이브리드 Fc 융합 폴리
펩 타 이 드 및 이의 용 도 ,
201580071643.8, 중국, 2017
	GLP 및 면역글로불린 하이브
리드 Fc 융합 폴리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2017-535812,
일본, 2017
	GLP 및 면역글로불린 하이브
리드 Fc 융합 폴리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15875748.4, 유
럽연합, 2017
	GLP 및 면역글로불린 하이브
리드 Fc 융합 폴리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 15/538,784, 미
국, 2017

주요 성과내용
당사에서는 플랫폼 기술인 hybrid Fc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
한 단백질에 적용이 용이하며, 해당 기술을 적용함에 따른
높은 효능과 편이성, 안전성을 확보한 당뇨병 치료제를 개
발하였고, 글로벌 기준의 생산 및 비임상 수행과 이에 따른
핵심 기반 기술 습득을 통해 유럽(독일)에서 임상 1상 승인
받아 수행 중이다.
또한, 기존 플랫폼 특허의 강화를 위하여 GX-G6(GLP-1hyFc)의 계속 출원을 통한 권리 범위확장 성공 및 이에 따른
범위 확대 및 치료방법 청구항 추가 확보하였고, 과제 수행
기간 중 특허 등록 2건 및 5건 출원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경구용 당뇨 치료제의 경우, 지속적인 혈당의 정상화 유지라는 긍정적
인 측면 이외에 장기 복용 시 저혈당 유발, 설사, 체중 증가, 심혈과계 문제, 간 독성 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
용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당뇨병이 진행됨에 따라 췌장의 베타세포
가 파괴되고 최후에 인슐린을 주사하게 된다. 최후에 치료방법인 인슐린을 투여 하는 경우도 매일 2-3회

서 식습관의 서구화, 운동부족, 수명연장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당뇨병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피하주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사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며 가장 큰 부작용인 저혈당 유발 가능성이 있다.

당뇨병은 크게 제1형 당뇨병(Type 1 diabetes)와 제2형 당뇨병(Type 2 diabetes)로 분류되어 지며, 고혈당으로 만성화될 때 동

따라서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거대한 당뇨병 치료제 시장성과 그 성장성, 그리고 다양한 부작용과 저혈당

반되는 실명 말기 신부전 등의 소혈관 합병증, 동맥경화, 망막변증, 신경변증(diabetic neuropathy) 등의 합병증이 심각하며 급

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현재의 medical unmet needs에 근거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성합병증으로 당뇨성 혼수를 일으키기도 함에 따라, 진행성 질환인 당뇨병은 지속적인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만성질환이다.

당사에서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 후보인 GLP-1은 췌장에 작용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함으로써, 기존의

2015년에는 글로벌(US, 5EU, Japan과 2개의 emerging market인 China, India 등 포함) 제 2형 당뇨병 치료제 매출은 약

medical unmet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후보이다. GLP-1은 소장의 L세포에서 아미노산 30개의

$31.2B의 매출을 기록했고 향 후 환자수의 증가와 당뇨병 신약 개발로 2025년에는 약 $58.7B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short peptide로 분비되고, 혈당 의존적으로 췌장세포에 작용하여 인슐린 합성, 분비를 증가시켜 저혈당의

예측되고 있다(GlobalData, 2016).

위험이 없고, glucagon 분비를 줄이고, 췌장 beta 세포의 분열 및 분화 촉진, apoptosis 억제 등의 기능을 하

당뇨병 치료제 중 주사용 인슐린 제제가 37%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비인슐린 제제가 사용되어지는데 그 시장규

여 주로 제 2형 당뇨병 치료제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체내의 DPP-IV (Dipeptidyl peptidase-4)에 의해서 신

모는 Glitazone 약물이 2011년 약 42억불의 매출에서 2020년 12억불로 시장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DPP-IV 저해제

속하게 잘리면서, 반감기가 매우 짧아서 그 자체가 치료제로서 개발되지 못한다. 따라서 GLP-1 지속형으

는 단독 혹은 다른 계열과 복합제제에 대한 시장 규모는 2011년 46억불의 매출에서 81억불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

로의 개발이 필요하다.

상되어진다. 또한 2011년 16억불의 매출을 올린 GLP-1 agonist 시장은 7개 주요 국가(US, 5EU, Japan)에서 2015-2023년까지

GLP-1 유도체로서 Exendin-4를 이용하여 Amylin Pharm & Eli Lily사에서 Byetta (exenatide)가 상품화 되었으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3년도에는 GLP-1 agonist 제제만으로 약 85억불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

며, Exenatide는 2006년 발매 첫해에 4천 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06년 말에 유럽에서도 시판 승

어진다(Datamonitor, 2015).

인 되어 그 효능 및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입증되었다. Exenatide는 반감기가 2.4시간 정도로 하루 2회 투여
2018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사례집

46

가 되기 때문에 Exenatide를 이용한 지속성 제제가 개발된다면 매우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미국 외에는 exenatide의
물질특허가 없으며, 1992년에 exendine-4가 발견되어 그 특허 유효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하루 두 번의 투여와
독도마뱀 타액에서 추출한 물질로 약 50%이상의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의 임상 결과에 의하면 약 40%이상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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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형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진다.
당사 최종 개발제품 후보인 GX-G6(GLP-1-hyFc)와 Eli Lily사의 항체융합단백질과 비교를 해보면, Lily사의 제품 역시 항체융합

•성 과 유 형

논문

•성과창출자

김광명

돌연변이 site가 존재하며 또한 artificial linker를 사용한다.

•사

업

명

첨단의료기술개발

반면, 당사의 GX-G6(GLP-1-hyFc)는 모두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하였고, 최소한의 GLP-1의 안정성을 위한 한 곳만 돌

•과

제

명

허혈성 질환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생체 내

단백질 제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GLP-1에 3곳의 돌연변이와 Fc에 3곳의 돌연변이를 포함하여 dimer로서 최종 12곳의

연변이를 사용한다. 이미 개발된 Byetta, Byetta LAR가 독도마뱀 유래로써 항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현재 개발 중인 Lily사

추적기법 및 고순도 정제기법 개발

김광명(단장)

의 항체융합단백질 역시 잠제적 항체 문제 가능성이 있을 것을 예상되어 짐에 따라, 당사가 개발 중인 GX-G6(GLP-1-hyFc)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2-958-5916
kim@kist.re.kr

는 항체 형성을 최소화한 제품 후보로서, 경쟁력을 보유하며 높은 생산성에 의한 경제적인 면에서 우수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효능과 안전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의 당뇨병 치료제의 개발은 첨단 기술 간의 경쟁에 의해 이루어진

• 총 연 구기간

2014. 12. 01 ~ 2018. 11. 30

•총

3,000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14C2755

시장이라 정리되어지며, 따라서 당사의 hybrid Fc 기술을 이용한 GX-G6(GLP-1-hyFc)은 효능, 편의성 및 안전성면에서 가장
우수한 차세대 후보 물질로 기대된다.

주요 성과내용

시행착오 및 여러 연구를 통해 최종 후보 GLP-1-hyFc9을 이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최소한인 한 곳만을 포함하
는 GLP-1-hyFc5와 hyFc5 부분에 glycosylation site를 포함한 최종 GLP-1-hyFc9의 PK profile 비교 시 약 6배 이상의 AUC값이

▶ 찔러도 출혈 없는 주사바늘 개발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종 GLP-1-hyFc9으로 후보 선정하고 공정 개발 및 시료 생산을 진행하여 비임상 시험을 완료

장기 입원중인 암 환자, 당뇨병, 혈우병, 아스피린 장기 복용 환자 등 정상적인 지혈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하고 현재 유럽(독일) 임상 시험 수행 중이다.

환자를 위한 찔러도 피 안나는 주사바늘 개발
-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주사바늘은 일반 주사바늘에 지혈재료를 코팅해 주사 후에 상처부위를 물리적

성과의 파급효과

으로 막아 자발적으로 지혈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

이미 출시된 지속형 당뇨병 치료제인 byetta, bydreon 및 출시 예정인 dulaglutide와 비교하여 당사 GX-G6(GLP-1-hyFc)

홍합이 가진 접착 기능을 모방한 생체 재료를 이용해 찔러도 출혈이 없는 주사 바늘을 개발하고 이번 연

는 체내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돌연변이 한곳을 포함하여 항체 형성을 최소화한 제품 후보이며, 본 과제를 통하여

구 결과는 재료 분야의 네이처 자매지은 ‘Nature Materials’ (IF = 39.737)에 게재

개발한 진보된 hyFc 기술은 peptide의 생체 내 안정성을 더욱 증가시킨 glycosylated hinge를 포함한 기술로 개발하여
peptide 치료제에 적용 가능하게 하였으며, 최종 높은 생산성을 얻는 공정 개발을 완료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소제 개발 및 제조

유효성 평가

안전성 평가

홍합 족사 구조에 존재하는 카테콜아민 성분을 도
입한 접착성 키토산 제조(체액에 노출되었을 때
조직접착성 하이드로젤의 형태로 전이)

개발된 주사바늘의 지혈기능성은 일반 동물모델
의 피하, 근육, 정맥/동맥 주사에서 모두 효과적으
로 나타났으며, 혈우병의 동물모델에도 응용하였
을 때 효과적으로 지혈 효과가 나타났음

조직에 주사 시 주사바늘에 코팅되어 있는 카테콜
아민 성분이 혈관 내부에서 혈전을 형성하여 혈류
가 막히는지, 생체내에 남았는 카테콜 아민이 염
증과 같은 부작용은 일으키지 않는지 안전성에 대
한 평가를 완료하였음

기존의 플랫폼 특허의 강화를 위하여 GX-G6(GLP-1-hyFc)의 계속 출원을 통한 권리 범위확장에 성공하였으며, 원천
특허 등록 청구항에 대비해 보다 넓은 청구범위 확보에 성공하여 주요기술 구성 요소인 서열의 범위 확대 및 치료 방법
청구항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GX-G6(GLP-1-hyFc) 생산에 관여하는 핵심기술인 Hybrid Fc 기술의 글로벌 기준에서의 입증과 함께 단백질 제제 생산
을 위한 고발현 벡터 및 세포를 이용한 Fc 융합단백질의 글로벌 기준에서의 생산 및 비임상 수행 과정에 걸친 모든 핵
심 기반 기술의 습득 및 추가 개발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Hybrid Fc 기술은 플랫폼 기술로서, 다양한
치료 단백질에 적용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각 단백질마다 서로 다른 정제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친화도 정제과정을
통해 매우 쉽게 단백질 정제가 가능하므로 기술의 다변화 가능성이 극대화되며, 시장 규모 및 전략에 따라 직접개발/공
동연구/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자유로운 시장 접근 및 사업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향후 단백질 제제의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측하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기반 기술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
입하는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서 선진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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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근거 자료
✽ 논문
	Complete prevention of
blood loss with self-sealing
haemostatic needles, Nature
materials(IF = 38.3), 2017

▶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주사바늘’의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홍합 족사의 접착능
을 모방한 생체 재료 사용
홍합 족사의 접착능을 보이는 주요 성분인 카테콜 분자를 키토산이라는 고분자 사슬에 도입하
여 지혈기능성을 갖는 생체 재료를 합성할 수 있었음.
이러한 키토산 카테콜은 일반 주사바늘의 표면에서 자연 건조하는 방법으로 쉽게 필름을 형
성하며, 필름이 형성되는 동안 카테콜의 화학적 산화 메커니즘을 통해 추가적인 가교결합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주사바늘의 표면에 형성된 필름은 체액 또는 혈액에 노출되었을 때 조직접착성 하이드로젤의
형태로 전이되었으며, 주사바늘이 피부로부터 빠져나온 후에도 주사 부위를 막아 출혈이 일어

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 상처부위를 물리적으로 막아 자발적으로 지혈할 수 있게 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주사바늘은 일반 주사바늘에 지혈재료를 코팅해 주사 후
에 상처부위를 물리적으로 막아 자발적으로 지혈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로 세계 최초의 시도이면서 최
고의 기술
기존 지혈제는 혈액응고를 유도하는 원리가 대부분이고 바르거나 뿌리는 형태의 지혈제 개발이 대부
분인 반면, 연구팀의 개발 기술은 물리적으로 혈액을 분출을 막는 것으로 안전성이 더욱 우수하여 다
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고, 주사바늘 표면에 코팅이 가능하여 다양한 의료기술에 응용이 가능

나는 것을 방지하여 효과적인 지혈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성과의 파급효과
▶ 적용분야 및 파급효과
지혈 기능에 문제를 갖는 당뇨병, 혈우병, 암 환자와 아스피린 복용자 등에게 적용 가능한 기술
더불어 개발된 기술은 모든 혈관 및 근육 주사 시에도 누수 없이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자,
단백질, 줄기세포 치료제 등 특정 장기에 정밀한 전달을 요구하는 치료제의 전달에도 유용할 것으
로 예상 됨
카테터 및 생검바늘 등 다양한 침습 의료기기들과 결합해 정확한 정량 투여를 요구하는 치료제의
개발에도 사용 가능.
에볼라바이러스 같은 환자에 적용하여 출혈을 막을 수 있고, 의료진에 전염되는 것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됨.

▲ 찔러도 피안나는 주사바늘을 사용한 혈우병 동물모델과 근육주사 후의 효과적인 지혈

개발된 주사바늘의 지혈기능성은 일반 동물모델의 피하, 근육, 정맥/동맥주사에 모두 효과적
으로 나타났으며, 혈우병 동물모델에서도 지혈효과를 보였음.
개발된 주사바늘의 생체적합성, 혈액내 혈액응고 인자의 변화관찰 등을 통해 찔러도 피안나는
주사기 사용의 안전성을 검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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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용 후보물질 개발
HEALTH TECHNOLOGY

조성찬(책임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43-240-6105
sungchan@kribb.re.kr

•성 과 유 형

기술이전

•성과창출자

조성찬

•사

업

명

질환극복기술개발

•과

제

명

DYRK1A 억제물질의 퇴행성 뇌질환 치료용 in vivo
PoC 도출

• 총 연 구기간

2014. 11. 01 ~ 2017. 10. 31

•총

240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4C2124

성과 근거 자료
✽ 기술이전
	DYRK1A 억제제 기술, A 제약
사, 2017
	단백질 키나아제 관련 질환
의 예방 치료 기술, B 벤처사,
2017

주요 성과내용
본 연구에서는 치매의 발병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비교적 최근에 보고되고 아직 신약
개발연구 초기단계인 DYRK1A kinase 효소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치매 치료용
후보물질을 도출하였다.
신규 치매표적 DYRK1A는 치매환자의 뇌에서 정상인보다 높게 발현이 되고, 노인반의 핵심인
자인 amyloid precursor protein (APP)와 presenilin 1 (PS1) 뿐 아니라 신경섬유엉킴의 핵심인
자인 Tau를 과인산화시킴으로써 치매의 신경병리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
음 (아래 왼쪽 그림). 결국 DYRK1A를 표적으로 억제하는 전략은 치매의 신경병리 모두를 전
반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배경 및 필요성
치매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병율이 높아지고 점차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질병으로, 21세기
에 인류가 풀어야할 10대 난제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바이오 R&D 분야에서 관심분야이다. 치매는 기억력과 인지기능의
장애로 시작하여 행동능력 장애로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만성적 질병으로, 환자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한 삶에
도 큰 위협이 되고 국가 사회적으로 의료적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급기야 현 정부에서는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내걸고
있고 그 해결책 제시를 위한 대응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DYRK1A 단백질 구조를 기반으로 40만개 이상의 합성화합물을 대상으로 한
가상탐색을 실시하여 570여개의 후보약물을 도출하였고, 2차 검증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
로 2종의 특허성 있는 신규 화합물을 억제물질로 발굴하였다. 다양한 후속 검증과정을 통해
서 이들 화합물이 DYRK1A의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강력한 억제효능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고, DYRK1A에 대한 선택성이 높고, 독성이 낮으며, 기존에 보고된 억제물질과 구조적으
로 차별되어 약물로 개발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관련특허 6건을 국내/국외 출원하였다.

현재 치매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들은 주로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병의 증상
을 일부 완화시키는 제한적 수준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의 치료제 개발 전략은 치매의 발병의 핵심 병리인 노인반(amyloid
plaques) 및 신경섬유엉킴(neurofibrillary tangles) 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의 보다 근본적인 치료접근법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신약개발은 주로 노인반 형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들어 이들 임상의 대부분에서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접근법으로 노인반과 신경섬유엉킴 모두를 동시에 제어하
는 다중표적 방식의 새로운 전략이 제안되고 있음 (아래 그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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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가장 우수한 DYRK1A 억제약물이자 기존 치매 치료제 개발 전략과

19

광견병 바이러스를 생체 모방한
금나노막대의 뇌종양 광열치료법 개발

차별화되는 신개념 전략으로, 치매 발병원인인 노인반/신경섬유엉킴을 동시에 제어하고 노인반 억
제중심의 기존 신약개발 전략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성 과 유 형

논문

DYRK1A에 대한 우수한 분자표적, 특허성 있고 기존 약물보다 5배 이상 높은 강력한 억제력의 후보

•성과창출자

윤유석

물질, 다양한 적응증(치매, 당뇨, 악성종양) 확대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어 비교적 초기단계의 약물임

•사

업

명

질환극복기술개발

에도 관련기술을 A 제약사에 성공적으로 기술이전을 하였다(2017년 2월).

•과

제

명

혈액뇌장벽을 투과하는 표적지향성 리간드를 이용

별개의 연구를 통해서 DYRK1A에 대한 선택성이 탁월하면서 특허성 있는 신규 골격의 억제물질
을 대구첨복단지와 협업으로 발굴하고 검증하여 관련기술을 B벤처사에 성공적으로 기술이전 하
였고 (2017년 6월) 관련내용 4건 언론보도

한 뇌종양 치료제 개발

윤유석(교수)
성균관대학교
031-290-7785
ysyoun@skku.edu

• 총 연 구기간

2015. 11. 12 ~ 2018. 10. 31

•총

240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5C2221

되었으며, 관련 연구결과를 프랑스에서 열
린 DYRK1A 학회에 초청되어 구두발표하고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학회명 : DYRK1Arelated kinases and disease, 2017년 3월 28
일-4월 1일, 프랑스 생말로).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재 상기 2건의 기술을 기업과 공동으로 후
속개발중이고, 향후 전임상 및 임상 후보물
질을 도출하고 대형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이
전할 계획이다.

뇌종양 환자는 전체 성인인구의 10만명 당 10명 정도에 불과하나 질병 특성상 보건의료 관련 사
회적/경제적 치료비용과 치료 후유증이 큰 반면 아직도 매우 효과 있는 치료제는 발견되지 않
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특징을 보이므로 앞으로 뇌종양 환자인구
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뇌종양 치료제의 전세계 시장규모는 2015년 현재 80억으로 추정되며 매년 15% 이상씩 성장하
고 있는 거대 규모의 의약품 시장이다. 결과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뇌
종양 치료에 관한 연구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시기이고, 현재 혈액뇌장벽을 통과하기 위해 특별
한 작용기를 가진 약물을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DYRK 관련 기술이전 2건 영문 소개자료,
KRIBB Focus 창간호, 2017.11

화학항암치료 약물과 더불어 병용치료 효과로 개발되고 있는 생물의약품들이 단백질과 항체류
이고 고가이며 다양한 부작용을 보일 수 있으므로 뇌종양 발현 조직에 고효율로 표적지향적으
로 전달되어야 의약품으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환자의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 번의 투

성과의 파급효과

약으로 서방출이 가능한 장기지속성 제제를 개발하는 것이 고부가가치 집약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작용이 개선되고 안전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표적지

국내 제약사에 혁신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근거 및 기반을 제공하였고, 후속연구를 통해서

향성이 확보된 새로운 뇌종양 치료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약물의 한계점을

억제물질의 효능과 물성을 개선하여 신규 물질특허 및 기술 원천성을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이

극복한 표적지향성 약물전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기획하였다.

다. 또한 전임상 및 임상후보물질을 도출하고 개선된 관련기술을 대형 글로벌제약사에 추가 이
전할 계획이며 치매 외에도 DYRK1A와 관련된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 암, 당뇨 등으로 적응증
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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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성과내용

성과 근거 자료
✽ 논문
	R abies V irus - Inspire d
Silica-Coated Gold
Nanorods as a Photothermal
Therapeutic Platform for
Treating Brain Tumors,
Advanced Materials, 2017

광견병 바이러스는 표면에 존재하는 rabies virus glycoprotein (RVG)라는 리간드를 매개로 하여 니
코틴성 아세틸콜린 (acetylcholine) 수용체와 결합하여 중추신경계를 경유하여 뇌에 도달하기 때문
에 뇌수막염 등의 치사율이 높은 질환을 유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견병 바이러스와 크기, 형태, 종횡비 (aspect ratio) 및 표면 특성을 매우 유사하게 모
방한 실리카코팅 금나노막대 (gold nanorods)를 제조하였으며, 이 금나노막대가 실험동물의 뇌에 효
율적으로 표적지향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근적외선 조사 시 광열효과를 통해 뇌종양의 온도를 높여
효율적으로 사멸/억제시키는 항암치료효과를 확인하였다.

▲ (그림-2) 광견병 바이러스를 생체 모방한 금나노막대의 중추신경계 경유 뇌전달 개요

완성된 금나노막대 구조체는 광견병 바이러스(종횡비 2.4)와 크기, 모양과 표면특징이 매우 유사한 120
nm/50 nm (종횡비 2.34)의 형태적 특징을 보였다. 제조된 금나노막대 구조체는 구형의 금나노입자 또는
RVG 비접합 금나노막대와 비교하였을 때 뇌종양 세포(N2a)로 침투가 매우 우수하였으며, 광견병 바이
러스처럼 중추신경계를 경유하여 뇌에 도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근적외선조사 시 뇌종양 유발 마우스
의 종양부위 온도를 최대 50℃까지 상승 유도하여 뇌종양을 사멸시켰다.

▲ (그림-1) 광견병 바이러스를 생체 모방한 금나노막대의 제조법 개발

이러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팀은 체내 침투에 유리한 근적외선(808 nm) 조사에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종횡비(가로/세로의 길이비, ~4.0)를 유지하도록 가로/세로 각각 80 nm/20 nm 크기의 금
나노막대를 제조하였고, 여기에 실리카와 RVG를 연속적으로 코팅하여 최종적으로 제조를 완성하
였다.
▶ (그림-3) 광견병 바이러스를 생체 모
방한 금나노막대의 뇌종양 치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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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견병 바이러스의 총알 또는 막대와 같은 특유한 생김새는 뉴런 세포 경로 이동에 유리하고, 중추신경계로 침투하기
쉬운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광견병 바이러스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는 역설적 전략을 통해 뇌종양 치료제의 플랫폼을 제
시하였다.

20

첨단 줄기세포 기술 개발 분야의
NATURE NANOTECHNOLOGY 게재

본 연구를 통해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Advanced
Materials (IF 19.791, 생체재료분야 상위 1%)에 논문을

•성 과 유 형

논문

게재하였으며, 미국 Science/AAAS (2017년 2월 10

•성과창출자

김종필

일) 온라인 뉴스에 “How to stop brain cancer—with

•사

업

명

첨단의료기술개발

rabies” 제목으로 인터뷰 내용이 소개되었고, 아울러

•과

제

명

줄기세포 유래 도파민신경 오가노이드 제작 및 파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도자료 (2017년 3월) 및 카드
뉴스 스토리 보드에 소개되었다(2017년 5월).
◀ (그림-4) 광견병 바이러스를 생체모방한 금나노막대의
뇌/뇌종양 및 중추신경계 표적화

김종필(교수)
동국대학교
031-961-5153
jk2316@gmail.com

슨병 치료용 세포이식기술 확립
• 총 연 구기간

2016. 04. 01 ~ 2019. 12. 31

•총

735 백만원(정부출연금)

연 구 비

•과 제 번 호

HI16C1176

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뇌종양(교모세포종)은 두개골 내에서 생기는 암 질환으로서 평균 생존율이 14.6개월로 암 중에서도 매우 위험한 종이다. 현

연구배경 및 필요성

재로서는 외과적 수술을 이용한 종양 적출이 효과적이나 치료 후 후유증 및 장애가 많이 발생하므로 많은 어려움을 가진

현대사회는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퇴행성 뇌질환의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로 국내 파킨슨병 환자 수

난치성 질환임. 뇌로의 약물수송을 억제하는 뇌의 치밀한 내피구조(혈액-뇌장벽)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와 제약사는 뇌종

가 2014년 기준으로 8만 5000명으로 4년간 40%이상 급증하고 있다.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substantia nigra)

양 치료제 개발에 많은 어려움과 실패 겪었다.

에 분포하는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해 서동, 강직, 떨림 및 자세이상의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뇌

뇌를 둘러싼 혈액-뇌장벽으로 인하여 대부분 약물의 뇌로의 생체이용률은 1%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효율적인 뇌종양

신경계 질환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신경 세포의 퇴행이 일어나고 40-60% 정도의 도파민 신경의 소실 후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다.

운동증상이 발병된다. 운동 증상(motor symptom)은 L-DOPA, DA agonists, enzyme inhibitor, 뇌심부 자극술을

본 연구팀은 혈액-뇌장벽을 우회하여 중추신경계를 경유사여 뇌종양에 도달하는 금나노막대의 광열치료를 통한 종양 사

통해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매와 병의 진행과 같은 비운동성 증상(nonmotor symptom)에 대한 효

멸법을 세계 최초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화학항암제를 사용한 방법이 아닌 금나노입자를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이 본 연구

과적인 치료는 없는 실정이다.

성과의 우수성을 보여주며,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수준의 학술지에서 인정받아 게재되었다.

파킨슨병을 포함한 난치병, 치명적인 부상, 장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현재 의료기술은 여전히 어려움

인체에 매우 위험하다고 알려진 광견병 바이러스의 생체 특징에 착안하여, 뇌종양 표적치료제 및 치료요법을 도출하는 역

이 많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성체

설적인 전략으로 표적지향성을 크게 개선한 뇌종양 나노 치료제 및 치료기법의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하였고, 바이러스 등

줄기세포로부터 역분화, 배아줄기세포에 이르기까지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생물체를 직접 사용하는 생물공학적 방법이 아닌 상대적으로 안전한 화학공학적 방법을 통한 치료 플랫폼 제시하였다.

었다. 성체줄기세포, 배아 및 역분화줄기세포 분야에서도 이러한 줄기세포를 세포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혁신적 세포 전환기술 개발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직접교차분화 리프로그래밍 기술은 배아 및 역분화

성과의 파급효과

줄기세포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재생의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
신적 세포운명 전환 원천 기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성과에서 제시된 약물전달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뇌종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염 등 뇌 관련 질환들의 치료제 시

본 연구팀은 나노 일렉트로닉스라는 나노 전자기학 바이오를 융합한 신개념의 세포전환기술을 고안하여

장선도 핵심기술 획득이 가능하며 다양한 약물에 쉽게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가질 것이라 사료된다.

직접교차분화 리프로그래밍 기술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본 연구 성과는 고령화 및 사회비용이 높은 난치성 뇌 관련 의약품 산업의 기
반기술 구축 및 국민보건 향상 기여할 것이며, 뇌 관련 질환 치료제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적 경제성 제
제 개발과 나노 플랫폼을 통해 나노헬스/나노제약분야 활성화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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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근거 자료
✽ 논문
	Electromagnetized gold
nanoparticles mediate direct
lineage reprogramming into
induced dopamine neurons
in vivo for Parkinson's
disease therapy, NATURE
NANOTECHNOLOGY, 2017

주요 성과내용
본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순간적으로 전자기화된 골드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세포 운명 전
환이 유도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정 주파수의 전자기파를 마우스 및 인간의 피부세포와 접
해 있는 골드나노소재에 처리하였을 때 높은 효율로 신경세포로 전환이 유도되었으며, 이를
마우스에서의 직접교차분화 리프로그래밍에 적용하였을 때 타겟 도파민 신경세포로 상당
히 효율적으로 세포전환이 유도되었다.
chip-seq 분석을 통해 나노 일렉트로닉스 기반 세포 전환 유도기술에 의해 히스톤 다량체
(영문)의 아세틸화(영문)에 관여하는 유전자 Brd2가 과 발현되고 아세틸화된 히스톤에 의해
세포전환이 유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히스톤 다량체의 아세틸화를 저해하는 케미
컬 Aracardic acid를 세포에 처리하거나 Brd2의 발현을 억제하였을 때 동 기술의 효과가 떨

◀ (그림-2)나노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이용한 신개념 생체 내
(in vivo) 도파민 신경세포 직접
교차분화 리프로그래밍

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노 일렉트로닉스 기반 세포 전환 기술이 생체 내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생
체 내에서 세포 직접교차분화 리프로그래밍을 유도하였다. 먼저 유전자 추적법을 통해 생
체 내에서 별 아교 세포(astrocyte)가 도파민성 신경세포로 세포 전환되어 직접 교차분화 리
프로그래밍 되는 과정을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파킨슨 질환 모델 마우스에서 생체 내 세포

연구 결과의 차별성·우수성

직접교차분화 리프로그래밍 기술의 파킨슨 질환 치료 효과를 확인하여, 세포 직접교차분화

본 성과의 가장 큰 우수성은 첨단 줄기세포 기술 개발을 통하여 세계 최초로 신개념의 생체 내 세포전환 기술의 개

리프로그래밍 기술이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발 및 이를 활용한 파킨슨 질병 치료 기술 개발로, 특히 이 기술을 통한 고효율의 생체 내 세포 전환 리프로그래밍
을 달성하였다.
또한 나노 일렉트로닉스라는 전자기화된 금나노입자를 활용한 신개념의 생체 내 세포 전환 기술의 세계최초 개발이
며, 파킨슨병 치료에 기존 줄기세포를 활용한 기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신적 기술임을 증명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뇌 오가노이드 및 다양한 뇌신경 조직, 세포 적용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줄기세포 분야에서 수행되어지는 타깃세포의 제작 및 이식 등의 과정에 관련된 단점을 극복하여 보다 더 효
율적이며, 기능적인 생체네 세포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는데 큰 차별성이 있고, 기존 일반적인
줄기세포 치료기술에 비해서, non-invasive 하고 controllable 한 방법으로 줄기세포 세포치료기술을 조절할 수 있
는 부분에서 기존 기술에 비해 큰 차별성이 있다.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Nature Nanotechnology’에 게재되었으며, 이 연구 결과의 우수성
을 보여준다.

성과의 파급효과
본 연구는 나노 일렉트로닉스를 이용한 유도 신경세포로의 새로운 세포 운명 전환 연구를 통해 직접교차분화 리프로그래
밍 연구에 있어서 혁신적 방식을 개발하였으며, 본 생체 내 전환 기술 연구를 통하여 기존 줄기세포 기술의 단점을 획기적
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신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제공함에 다라 파킨슨병의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그림-1) 바이오 융합 나노 일렉트로닉스 기술을 이용한
신개념 도파민 신경세포 세포 전환 기술 개발

향후 나노일렉트로닉스 기반 3차원 뇌유사장기를 제작하고 이를 퇴행성 뇌질환 모델 제작에 이용함으로써 추후 신약개발
분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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