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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성백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 백신 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향후 신･변종 전염병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백신을 생산하고 

공급하느냐가 백신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상황은 오히려 우리나라 백신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중심의 인허가 장벽의 변화와 글로벌 기업과의 생산 협력 등 그간 

정체되었던 국내 백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미래 팬데믹을 

선제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백신개발 자급화를 이룰 뿐 아니라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은 2020년 4월 출범해 필수접종백신, 고부가가치 미래대응백신, 

혁신형 기반기술을 중심으로 백신 자급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백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단이 2020년에 지원한 14개 과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백신 기술 및 산업계의 

최근 이슈를 논의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연구자간 네트워킹･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를 개최합니다. 우수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백신 관계자 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성 백 린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3:30~14:00 등록

14:00~14:15 오프닝

개회사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축  사
박금렬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국장

14:15~14:20 사진 촬영

14:20~14:30 사업단 소개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소개
박성호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장

14:30~15:00 주제발표
팬데믹에 의한 백신 R&D 생태계 변화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

15:00~15:20 휴 식

15:20~15:50 발표1
A형 간염백신의 고효율 생산 공정개발 및 백신 유효성 평가
이건세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럴백신팀장

15:50~16:20 발표2
나노파티클 기반의 신개념 면역보조제 및 모델백신 개발
이찬규 ㈜유바이오로직스 연구소장

16:20~16:50 발표3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신개념 면역증강제 플랫폼 기술개발
안병철 ㈜차백신연구소 연구소장

16:50~17:00 폐회

* 시간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 목 기 관 페이지

구두발표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소개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1

팬데믹에 의한 백신 R&D 생태계 변화 국립감염병연구소 9

A형 간염백신의 고효율 생산 공정개발 및 백신 유효성 평가 SK바이오사이언스㈜ 13

나노파티클 기반의 신개념 면역보조제 및 모델백신 개발 ㈜유바이오로직스 27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신개념 면역증강제 플랫폼 기술개발 ㈜차백신연구소 43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2020년도 세부과제 성과 요약

[일본뇌염백신] MVA  vector를 이용한 한국형 재조합 일본뇌염(JEV) 백신 개발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65

[일본뇌염백신] 면역증강형 펜타메릭 유전자재조합 일본뇌염백신 개발연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67

[일본뇌염백신]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식물기반 일본뇌염백신 개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69

[A형간염백신] A형 간염 백신의 고효율 생산 공정개발 및 백신 유효성 평가 ㈜SK바이오사이언스 71

[A형간염백신] A형간염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비임상 시험 연구 ㈜진매트릭스 72

[SFTS예방백신] SFTSV subunit 백신 개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74

[SFTS예방백신] 역유전학기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바이러스(SFTSV) 
백신 개발 및 효능 검증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76

[노로바이로스장염예방백신] 마이크로니들 기반 사람노로바이러스 DNA 
백신 개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78

[노로바이로스장염예방백신]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신규 재조합 노로
바이러스 백신 플랫폼 개발

㈜차백신연구소 80

[면역보조제 및 백신전달체계] 나노파티클 기반의 신개념 면역보조제 개발 ㈜유바이오로직스 82

[면역보조제 및 백신전달체계]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 기반 차세대 
백신신속대량생산 플랫폼기술 개발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84

[면역보조제 및 백신전달체계] 결핵 백신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실용화 기술 개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85

[면역보조제 및 백신전달체계]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신개념 면역
증강제 플랫폼 기술 개발

㈜차백신연구소 87

[DTaP기반백신] 새로운 백일해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항원 기반 신규 플랫폼 
백일해 백신 개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89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소개

박성호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장



박성호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장

학력

1993~1995 건국대학교 대학원 생물공학 석사

1985~1992 건국대학교 미생물공학 학사

주요 경력

2020~ 현재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장

2008~2020 한국바이오협회 연구위원

2000~2008 한국바이오산업협회 차장

1994~2000 동아바이오테크/한국이텍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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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 의한 백신 R&D 생태계 변화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

학력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주요 경력

2020~현재 제1대 국립감염병연구소 소장

2009~현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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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백신의 고효율 생산 공정개발 및 백신 

유효성 평가

이건세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럴백신팀장



이건세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럴백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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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1 가톨릭대학교 생명공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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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9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2팀 매니저

2006~2009 이수앱지스 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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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파티클 기반의 신개념 면역보조제 및 

모델백신 개발

이찬규 ㈜유바이오로직스 연구소장



이찬규
㈜유바이오로직스 연구소장

학력

2010~2012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박사

1995~1997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석사

1988~1995 고려대학교 유전공학과 학사

주요 경력

2015~현재 ㈜유바이오로직스 연구소장/전무

2009~2014 ㈜종근당 효종연구소 연구실장

2007~2009 JW크레아젠㈜ 연구소 연구팀장

2000~2006 CJ㈜ 제약/바이오연구소 선임연구원

1997~2000 ㈜종근당 종합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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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신개념 

면역증강제 플랫폼 기술개발

안병철 ㈜차백신연구소 연구소장



안병철
㈜차백신연구소 연구소장

학력

2003~2007 연세대학교 생물소재공학과 박사

1995~1997 충북대학교 생화학과 석사

1988~1995 충북대학교 생화학과 학사

주요 경력

2019~현재 ㈜차백신연구소 연구소장/상무

2011~2019 ㈜차백신연구소 수석연구원

2000~2011 ㈜두비엘 책임연구원

1999~2000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단백질연구실 선임연구원

1997~1999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단백질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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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56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MVA vector를 이용한 한국형 재조합 일본뇌염(JEV) 백신 개발

총괄주관연구기관 ㈜삼광랩트리

주관연구기관 ㈜삼광랩트리 공동연구기관 ㈜티리보스

연구목표

∙ MVA vector를 이용한 한국형 재조합 일본뇌염(JEV) 백신 개발

∙ 한국형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의 세포주, 바이러스주 선정 및 특성 분석

∙ 파일럿 생산 규모의 제조 공정 최적화 및 구축

∙ 제조된 시제품에 대한 비임상 시험 진행 

연구내용

∙ 재조합 MVA 제작

- 국내에서 분리한 JEV의 prM과 E 부위를 이용한 재조합 MVA 제작

∙ MVA 배양 세포주 선정 및 확립

- Vero 세포주와 BHK21 세포주등을 이용한 배양 세포주 선정 및 확립

∙ 정제 공정 최적화

- 생산된 MVA의 최적의 회수율과 불순물 제거를 위한 정제 공정 확인

∙ MVA titer 측정법 개선

- 기존 Focus forming assay의 단점을 개선한 PCR 방법 개선

∙ 재조합 MVA의 유효성 평가

- 마우스에 접종 후 중화 항체가 및 면역세포 활성 측정 

∙ MVA에 대한 특허 분석

- MVA 발현 시스템 및 MVA 백신 플랫폼에 대한 특허 분석

∙ 비임상 시험을 위한 시제품 제작 및 비임상 시험 진행

- 시제품을 이용한 비임상 시험 진행 (독성 평가)

주요 연구결과

∙ 국내 JEV 분리주인 K94P05의 RNA를 추출하여 prM과 E 부분을 재조합 vector에 삽입

∙ CEF 세포에 MVA와 재조합 vector를 감염시켜 재조합 MVA 제조

∙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재조합 MVA에서 membrane 단백질(24kDa)과 envelope 

단백질(53kDa) 확인

∙ Vero 세포주와 BHK21 세포주 등에 재조합 MVA 배양 조건 탐색 결과, BHK21 세포주에

서 3∼4일 간격으로 연속계대 배양하면서 CPE 패턴 관찰 확인

∙ 재조합 MVA 정제공정 최적화: freezing & thawing 과정을 거친 후 원심분리, 0.22 

um filtration, UF/DF(300kDa), Chromatography 과정

∙ MVA에 삽입되어 있는 JEV의 특정 부위에 대한 PCR primer를 디자인하여 standard 

curve를 구하고 기존 Focus forming assay와 개선한 PCR 방법의 MVA titer 비교 

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 없음을 확인

∙ 마우스에 1x10^6의 재조합 MVA를 2회 근육 투여 후 접종 완료 2주, 6주의 serum에서 

IgG1 확인 결과 대조군 대비 투여군에서 의미있는 증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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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or memory T 세포의 proliferation, activation을 확인한 결과 재조합 MVA를 

접종한 그룹에서  유효한 증가 확인

∙ MVA에 발현 시스템이나 백신 플랫폼에 대한 특허를 조사한 결과, 1990년대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2010년 이후 매년 10∼20개의 특허 출원 진행 중

- PCT 출원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조합 MVA에 대해 

프로모터 부위에 대한 보완이 된다면 기존 특허에 대한 회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비임상시험: 독성시험을 위한 시료 제작을 - GMP 급 시설에서 제조 진행 중이며 제조 

완료된 시료에 대한 간이 효능 확인 후 독성시험 진행 예정임

주요 성과

∙ 국내 JEV 바이러스주와 배양세포주 확립

∙ 생산 공정의 배양 조건 및 정제 공정 확립

∙ 재조합 MVA의 비임상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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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70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면역증강형 펜타메릭 유전자재조합 일본뇌염백신 개발연구

총괄주관연구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아이진
공동연구기관 -

연구목표 면역증강 기능을 보유한 신개념 유전자재조합 일본뇌염백신 개발

연구내용

∙ 일본뇌염백신항원 후보물질 도출

- 전통적으로 백신주로 사용되는 항원은 GIII 유전형이며, 최근 GV 유전형의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효과적인 백신개발 필요함.

- RNA기반 신규 섀퍼론 기술인 Chaperna를 활용하는 단백질 folding 기술을 이용

하여 바이러스 particle의 구조적 특징인 pentamer 항원 단백질을 수용성으로 발현

- GIII, GV strain의 E 단백질 유전자서열과 야생형 바이러스 확보하여  대장균 발현 

시스템 구축 및 단백질 생산

- 생산된 재조합 단백질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특성을 분석

- 면역보조제를 포함한 재조합 단백질의 면역원성 분석을 위해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in vivo 면역원성, 유효성, 교차면역능 평가

∙ 면역보조제시스템 후보물질 도출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용 면역보조제시스템 후보물질 3종 제조 및 생산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과 함께 포함된 면역보조제시스템에 대한 기초 품질분석법 개발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비임상 시제품 제작 및 분석

주요 연구결과

∙ GIII, GV 일본뇌염바이러스의 백신용 항원 후보 생산 완료

- GIII, GV strain의 E 단백질 유전자서열과 야생형 바이러스 확보

- Chaperna 시스템 기반 발현벡터 제작 및 대장균 발현 시스템 구축

- Pentameric 항원 후보 단백질 생산 

- 단백질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특성 분석

- 단백질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기초 품질시험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용 면역보조제시스템 후보물질 제작 완료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용 면역보조제시스템 후보물질 3종 제조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후보의 동물 모델 효능 검증 진행 중

- 감염 동물모델 확보 

- 면역보조제를 포함한 재조합 단백질의 면역원성 분석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in vivo 면역원성 분석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유효성(방어능) 평가

- 마우스 생체 시료 내 바이러스 역가 측정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교차면역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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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비임상 시제품 제작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용 면역보조제시스템 생산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에 포함된 면역보조제시스템에 대한 기초 품질분석법 개발

주요 성과

∙ GIII, GV 일본뇌염 백신항원 생산 및 검증

- 최초로 GV 유전자 항원에 대한 백신 후보물질 확보

- Pentameric 항원 형태의 일본뇌염 백신항원 제작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용 면역보조제시스템 후보물질 도출

- 3종의 조합으로 면역보조제시스템 후보물질 제조 

- 제조한 면역보조제시스템의 성상, pH, dynamic light scattering 분석을 이용한 

입자 특성 분석 

∙ 한국형 일본뇌염 백신 개발 필요성 검증

- GIII 및 GV 유전형 간의 교차 면역원성이 확인되긴 하였으나 각 단백질 항원에 대한 

교차면역이 원 항원에 대한 면역반응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도되지 않음을 확인함.

- 따라서 2가 백신 혹은 GV에 대한 한국형 일본뇌염 백신의 개발을 통해 최근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본뇌염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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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97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식물기반 일본뇌염백신 개발

총괄주관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유바이오로직스
공동연구기관 -

연구목표

식물기반 일본뇌염바이러스 재조합백신의 제형 및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시험동물모델을 

이용한 유효성 평가 및 비임상시험을 수행하여 기존의 동물세포에서 생산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백신보다 안정성이 향상된 제형의 국산화 생산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연구내용

∙ 본 연구과제는 일본뇌염바이러스백신의 국산화기술 개발과 더불어 일본뇌염백신생산 

과정상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항원의 생산을 식물체 기반으로 추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대장균에서 발현해서 항원성이 입증된 일본뇌염바이러스 E-protein과 capsid 재조합 

항원 유전자를 식물체에서 발현, 정제한 후, 마우스를 이용한 소동물 모델에서 유효성을 

시험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전임상 POC를 수행할 예정임.

∙ 더불어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사입자 (virus-like particle, VLP)를 식물체에서 생산, 

정제하여 동일한 동물모델 유효성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VLP 항원은 재조합 항원의 

면역원성을 보조하기 위해 개발하려고 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식물기반의 안전성이 향상된 일본뇌염 바이러스 재조합

바이러스 생산 및 정제기술, FIFFF 방법을 이용한 재조합 항원 및 VLP 항원의 안정성 

및 QC 관리기술이 함께 개발될 계획임.

- 1주관: 유효성평가를 위한 동물모델 수립 및 개발된 일본뇌염 백신항원의 유효성 평가 

동물시험 수행, 항원의 QC기술 개발

- 2주관: 식물기반 일본뇌염 재조합백신항원 생산 및 정제, 제작된 항원의 특성 분석

주요 연구결과

그림1. ICR 마우스를 이용한 일본뇌염 항원 동물모델 실험 일정의 수립 

- 일본뇌염바이러스에 감수성이 큰 ICR 마우스 스트레인을 대상으로 일본뇌염바이러스 

연구에 요구되는 BSL2 시설에서 사육 및 마우스 주령, 일본뇌염 항원 제조의 조건, 

동물 면역실험의 기간, 횟수, 접종 용량, 일본뇌염 바이러스 접종 용량, 마우스 면역 

연구에 필요한 혈액 샘플 채혈 용량 등의 조건을 수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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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반복적인 채혈이 요구되어 연속채혈이 가능한 채혈법 중 미정맥과 경정맥 

채혈법을 구축하였으며 혈액 생검 시료의 위치에 따른 연구결과의 비교를 통해 최종 

경정맥 채혈법이 선택되었음.

그림2. 일본뇌염바이러스의 LD50 구축

- ICR 마우스 3n x 3의 동물을 구입하여 일본뇌염 마우스의 LD50을 확인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일본뇌염바이러스 strain인 nakayama주를 병원성바이러스은

행에서 분양받아 ICR 마우스에서의 일본뇌염바이러스에 대한 LD50을 확립함.

주요 성과

∙ 일본뇌염바이러스 재조합항원(CreME; E-protein + capsid)의 식물기반 원료생산

기술 및 제형

∙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식물기반 일본뇌염바이러스 재조합백신 제형의 유효성 결과 및 

비임상 POC 결과

∙ 백신후보항원으로서의 식물기반 일본뇌염바이러스 VLP항원제조기술

∙ 일본뇌염바이러스백신 재조합 항원의 QC 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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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20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A형 간염 백신의 고효율 생산 공정개발 및 백신 유효성 평가

총괄주관연구기관 ㈜SK바이오사이언스

주관연구기관 ㈜SK바이오사이언스 공동연구기관 -

연구목표

∙ A형간염 백신 항원 개념검증 및 기초공정개발

∙ 백신 원료물질로서의 A형 간염 바이러스의 특성 확인

∙ 백신 생산단가(CoGS)의 효율적 감소를 위한 배양시스템 도입

∙ A형간염 백신 제형 개발 및 동물 면역원성 확인

∙ A형간염 백신 항원으로서의 적용가능성 제시

연구내용

[백신 항원 생산용 물질 제조 및 분석법 수립]

∙ 연구용 세포주(Research Cell Bank, RCB) 제조

∙ 연구용 바이러스주(Research Virus Seed Stock, RVSS) 제조

∙ 백신 항원분석법 수립

[백신 제조 공정수립 및 동물 효력시험]

∙ 세포주 및 바이러스주 배양공정 시험

∙ 고효율의 배양 시스템 도입 및 배양 시험

∙ 바이러스 정제공정 시험

∙ 항혈청분석법 수립

∙ 투여 항원 제조 및 동물효력시험

∙ 면역원성분석을 통한 HAV의 백신 항원으로서의 타당성 확인

주요 연구결과

[백신 항원 생산용 물질 제조 및 분석법 수립]

∙ RCB seed lot 확립 (RMCB, RWCB 제조)

∙ RCB 제조 확인 및 품질 시험 수행완료

∙ RVSS seed lot 확립 (RMVSS, RWVSS 제조)

∙ RVSS 제조 확인 및 품질 시험 수행 완료

∙ 항원 함량 분석법 표준물질 선정 및 시험법 검증완료

[백신 제조 공정수립 및 동물 효력시험]

∙ 세포주 및 바이러스주 배양공정 조건시험 결과

∙ 배양공정 주요 parameter 확인 및 수립

∙ 고효율 배양시스템 도입 및 설치 완료

∙ 항혈청 (anti-HAV IgG) 분석 표준물질 확인

∙ 고효율의 배양 및 바이러스 정제공정 시험 진행 중

주요 성과

∙ 비임상 수준 시료 제조용 세포주 및 바이러스주 확보

∙ 배양, 정제 및 IPC 시료분석용 항원 분석법 확립

∙ 백신 개발의 출발 물질의 특성분석 자료 확보

∙ Low footprint, low cost 및 고효율 배양기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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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33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A형간염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비임상 시험 연구

총괄주관연구기관 ㈜진매트릭스

주관연구기관 ㈜진매트릭스 공동연구기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A형간염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비임상 시험 연구

연구내용

전체 연구 내용

∙ A형간염 바이러스 증식 및 세포 배양기술 개발

∙ A형간염 바이러스 재조합 항원 발현 세포주 개발

∙ A형간염 바이러스 및 항원의 고효율 대량생산 연구

∙ A형간염 바이러스 및 항원 정제 연구

∙ A형간염 바이러스 및 항원 formulation 연구

∙ A형간염 백신 유효성 연구

∙ A형간염 백신 시제품 생산

∙ A형간염 백신 비임상 시험 수행

2차년도 연구 내용
∙ 백신 생산 플랫폼 비교 연구

- 1차년도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플랫폼별 시험백신의 항원성, 동물면역 시험결과 비교 

후 최적의 A형간염백신 후보 시험백신 결정하고 백신 후보물질 도출

∙ 백신 원액 생산 최적화 연구 

- 백신 원액 생산 플랫폼 선정 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포배양-바이러스 배양-바이러스 

정제-바이러스 불활화-원액 생산 전 공정 최적화 연구

∙ 시제품 백신 생산

- 시험백신 및 비임상용 백신 생산

∙ 품질 시험

- IPC/QC 시험항목 선정 및 시험 실시

∙ 백신 유효성 평가

- 대조백신과 시험백신의 동물 유효성 비교 평가

∙ 비임상시험

- 비임상용 시험백신 GLP 시험기관 인계 및 시험 착수

주요 연구결과

∙ 공정 개발 및 최적화

- 3배치 시험 생산 완료

- 배양 및 정제 공정 최적화 완료

- IPC/QC 항목 설정, 기준 및 시험법 설정 완료

∙ 비임상 배치 생산

- 비임상 배치 생산 완료(1,026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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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C 시험 완료(무균시험, 확인시험, 엔도톡신시험, 불활화시험, 잔류포름알데히드 

함량시험 등)

- 비임상기관(바이오톡스텍)에 비임상 시료 전달 완료

∙ 주요 동물시험 결과

- mouse를 이용한 동물시험을 통해 대조백신(하브릭스)과 면역원성(항체가, 중화항체가) 

비교 평가 완료

<항체가 결과> <중화항체 결과>

  

- 대조백신(하브릭스) 대비 동등이상의 성능 확인

∙ 비임상 시험 착수

- 바이오톡스텍 계약 완료 및 시험 착수

1) 단회투여독성시험

- 21.10.05 ~ 21.11.02

2) 반복투여독성시험+회복시험

- 21.11.11 ~ 22.03.08

3) 안전성약리(중추신경계)시험

- 21.11.02 ~ 21.11.19

4) 안전성약리(심혈관계)시험

- 21.11.09 ~ 21.11.25

5) 안전성약리(호흡기계)시험

- 21.09.24 ~ 21.10.16

주요 성과

∙ 시험백신 3 bach 생산 및 공정 확립

∙ 공정별 품질 평가 완료

∙ 비임상용 백신 생산 완료

∙ GLP 비임상 시험 착수

∙ 특허 출원: A형간염백신 소재 단백질 3R, 3D2-3R 및 백신 조성물 (Vaccine material 

proteins VP3, 3R, 3D2-3R of hepatitis A and vaccin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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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42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SFTSV subunit 백신 개발

총괄주관연구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큐라티스
공동연구기관 ㈜바이오앱(위탁)

연구목표 SFTSV에 감수성있는 실험동물모델을 이용한 SFTS subunit 백신 개발

연구내용

∙ 신규 면역증강제를 이용한 SFTSV 항원물질 면역원성 평가

- SFTSV 재조합 단백질과 신규면역증강제를 혼합하여 백신조성물을 구성한 후, 마우스에 

총 3회 면역접종을 실시한 후, 총 항체가와 중화항체가를 측정함.

- 체액성 면역반응 뿐 만이 아니라 세포성 면역반응도 병원체 감염방어 및 제거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이를 위하여 T 세포 면역반응 분석을 FACS와 ELISPOT 분석법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항원특이적 자극에 의한 TNF-a와 IFN-r의 발현량 분석을 통하여 

백신후보물질들이 세포성 면역반응을 유도하는지 확인

∙ 식물유래 SFTSV 재조합단백질과 신규면역증가제 혼합물질을 이용한 면역원성 평가

- 식물을 이용한 단백질발현시스템에서 정제된 재조합단백질들인 Gn, Gc, NP 항원들을 

각각 마우스에 3회 면역접종 후, 총 항체가와 바이러스 중화능 수치를 분석함.

- T 세포 면역반응 분석을 FACS와 ELISPOT 분석법을 활용하여 바이러스 항원특이적 

자극에 의한 TNFa와 IFN-r의 발현량 분석을 통하여 백신후보물질들이 세포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지 확인함.

∙ 식물유래 SFTSV 재조합단백질과 신규면역증강제 혼합물질을 이용한 백신 효능 평가

- 임상 증상, 바이러스 역가, 생존율 등 백신 후보물질에 의한 방어 효능 분석

- 바이러스 함량에 따른 방어효능 비교

∙ 재조합단백질 혼합구성을 통한 백신효능 증진 시도

- SFTSV의 Gn, Gc, NP 재조합단백질들을 2가지 혹은 3가지의 항원들을 혼합하여 

면역한 후, 백신효능 분석을 실시

∙ 국내 다양한 유전형 SFTSV 분리주들에 대한 교차방어 효능 분석

∙ SFTS 시제품용 백신을 이용한 효능 및 안정성 평가

- SFTS 백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및 기능

- 임상 증상, 바이러스 역가, 생존율 등 방어 효능 분석

- SFTS 백신 시제품의 안전성 평가

∙ 식물유래 SFTSV 재조합단백질 발현 및 분리정제 조건 확립

- 단백질 분리정제를 통한 항원 단백질의 대량생산 및 확보

∙ SFTSV 백신용 신규 면역증강제의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 SFTSV 백신용 신규 면역증강제의 품질 관리를 위해 원자재의 기준 설정 및 최종 제품의 

품질 지표와 항목에 대한 설정을 진행함. 일반적인 품질 항목으로 후보 물질의 특성,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2020년 세부과제 성과 요약

❙ 75

순도(유연 물질 확인, 엔도톡신 및 무균상태 확인 등), 함량, 삼투압 및 역가 시험 방법 

등을 설정함.

∙ SFTSV 백신 시제품의 안정성 평가(가속, 장기보존)

∙ SFTSV 백신 시제품 대량 생산

주요 연구결과

∙ 식물유래 SFTSV 재조합단백질 발현 및 정제조건 확립

∙ SFTSV 감수성 모델 확립 및 subunit 백신후보물질들에 대한 효능 분석

∙ SFTSV 백신 항원에 최적화된 면역증강제 선별하고 면역원성 분석 

∙ SFTSV 백신용 면역증강제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

∙ SFTSV 백신용 신규 항원의 초기 제형 개발

∙ 다양한 genotype에 대한 SFTSV 백신후보물질들의 교차방어효능 분석

주요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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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10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역유전학기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바이러스(SFTSV) 백신 개발 및 효능 검증

총괄주관연구기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기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아이디바이오㈜
공동연구기관 -

연구목표

∙ 역유전학기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바이러스(SFTSV)의 신규플랫폼 백신개발

- 역유전학 기반의 약독화 바이러스 및 불활화 바이러스 생산

- 실험동물기반(소동물, 중동물) SFTSV 약독화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평가

- 실험동물기반(소동물, 중동물) SFTSV 불활화 백신/Adjuvant의 안전성 및 효능평가

- 최적화된 SFTSV 백신을 선택하여 실험동물 (소동물, 중동물)을 이용한 안전성 및 백신의 

비임상 효력평가

연구내용

∙ 역유전학 기반의 약독화 바이러스 및 불활화 바이러스 생산

- 국내 SFTSV의 NS 유전자가 deletion된 plasmid를 사용하여 약독화바이러스 및 불활화

바이러스 생산

- 야생형 SFTSV와 약독화된 바이러스의 증식성 및 LD50 비교

∘ Vero E6세포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바이러스 역가 측정

∘ A129 마우스에서의 LD50 측정

- 세포 계대 배양을 통한 증식성이 높은 바이러스 선별 및 마우스에서의 병원성 확인

∘ Vero E6 세포에서 약독화바이러스를 계대배양하여 고효율 증식성을 지닌 바이러스 

획득

∘ A129 마우스를 이용하여 병원성 확인

∙ 실험동물을 이용한 SFTS 백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 소동물(A129마우스)을 이용하여 SFTSV 약독화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평가

∘ A129 마우스에 Live-attenuated vaccine (Dose-dependent) 백신 면역화

∘ 백신한 마우스에서의 ELISA, FRNT50 방법으로 항체가 분석

∘ 감염 마우스의 체중, 생존율, 바이러스 역가 측정

- 중동물(족제비)을 이용하여 SFTSV 약독화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평가

∘ 족제비에 Live-attenuated vaccine (Dose-dependent) 백신 면역화

∘ 백신한 족제비에서의 ELISA, FRNT50 방법으로 항체가 분석

∘ 감염 족제비의 체중, 생존율, 바이러스 역가 측정

- 소동물(A129마우스)을 이용하여 SFTSV 불활화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평가

∘ A129 마우스에 불활화 백신(Dose-dependent)/Adjuvant 면역화

∘ 백신한 마우스에서의 ELISA, FRNT50 방법으로 항체가 분석

∘ 감염 마우스의 체중, 생존율, 바이러스 역가 측정

- 중동물(족제비)을 이용하여 SFTSV 불활화 백신의 안전성 및 효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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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제비에 불활화 백신(Dose-dependent)/Adjuvant 면역화

∘ 백신한 족제비에서의 ELISA, FRNT50 방법으로 항체가 분석

∘ 감염 족제비의 체중, 생존율, 바이러스 역가 측정

∙ 최적화된 백신을 선택하여 비임상 효력시험 수행

- 실험동물(A129, 족제비)에 백신접종 후 교차면역원성 및 방어능 확인

∘ 최적의 백신을 선택하여 A129마우스에서의 교차면역원성 및 유효성 평가

∘ 최적의 백신을 선택하여 고령족제비에서의 교차면역원성 및 유효성 평가비교

∘ Vero E6세포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바이러스 역가 측정

∘ A129 마우스에서의 LD50 측정

주요 연구결과

∙ Genotype D 바이러스에 대한 NS deletion 약독화바이러스(RgHB29_NS_deletion)를 

역유전학기법을 이용하여 생산하였음. 

∙ A129 마우스에서 약독화바이러스(RgHB29_NS_deletion)의 병원성 결과 12dpi까지 

생존율 100%를 확인했으며, 조직 내 바이러스 역가도 HB29 바이러스 대비 낮아진 결과를 

확인하였음. RgHB29_NS_deletion 바이러스는 A129 마우스에서 병원성이 낮은 결과를 

확인하였음.

∙ Genotype D 바이러스에 대한 NS deletion 약독화바이러스(RgHB29_NS_deletion)를 

세포에서 연속 계대 배양을 통해 증식율이 향상된 바이러스를 생산하였음(18번 계대 배양).

∙ 고효율 증식 바이러스 병원성 분석 및 Live attenuated virus 후보주 선정

- A129 마우스에서 고효율 증식 바이러스(P-18 RgHB29_NS_deletion)의 병원성 

결과 12dpi까지 생존율 100%를 확인했으며, 조직 내 바이러스 역가도 HB29 바이러스 

대비 낮아진 결과를 확인하였음. P18-RgHB29_NS_deletion 바이러스는 A129 

마우스에서 병원성이 낮은 결과를 확인하였음.

주요 성과

∙ Genotype D 바이러스에 대한 NS deletion 약독화바이러스(RgHB29_NS_deletion)를 

세포에서 연속 계대 배양을 통해 고효율 증식 바이러스를 생산하였으며, A129 마우스에서 

병원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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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14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마이크로니들 기반 사람노로바이러스 DNA 백신 개발

총괄주관연구기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기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쿼드메이슨

공동연구기관 -

연구목표

∙ 최종목표

- 마이크로니들 기반 사람 노로바이러스 DNA 백신 시작품 개발

∙ 세부목표:

- 사람 노로바이러스 DNA 백신 제작 및 효능 평가

- 사람 노로바이러스 감염모델을 이용한 백신 효능 검증

- 사람 노로바이러스 DNA 백신 코팅 마이크로니들 제작 및 최적화

연구내용

∙ 사람 노로바이러스 GII.4 VP1 발현 DNA 백신용 벡터 구축 및 검증

∙ 백신 효능 평가를 위한 면역원성 (ELISA) 시험법 구축

∙ 환자 유래 대장 상피 엔테로이드 수립 및 배양 조건 확립

∙ 환자 유래 노로바이러스 확보 및 유전형 확인

∙ 환자 유래 엔테로이드에 노로바이러스 감염 조건 확인

∙ 전기천공 마이크로니들의 기계적 성능평가 및 시작품 제작

∙ 전기천공 마이크로니들에 적합한 펄스발생기 설계 및 제작

∙ 펄스발생기를 통해 DNA 농도에 따른 세포 전달 효율 증가 확인

주요 연구결과

∙ 사람 노로바이러스 GII.4 VP1 발현 DNA 백신용 벡터 제작 및 검증

∙ 비교 분석용 사람 노로바이러스 GII.4 VP1 단백질 생산 및 정제

∙ Anti-human norovirus GII.4 VP1 antibody 분석을 위한 ELISA 제작 

(정제된 사람 노로바이러스 GII.4 VP1 단백질) (ELISA 제작)

∙ 환자유래 대장 엔테로이드 수립 및 유전자 분석을 통한 증식 및 분화 조건 확립

       

(대장 엔테로이드의 유전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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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바이러스 감염용 엔테로이드 2D monolayer 배양 조건 확립 및 감염 모델 확립

 (대장 엔테로이드 2D monolayer 배양)  (바이러스 감염 분석)

∙ 제작 공정을 최적화하여 전기천공에 적합한 마이크로니들 제작

 

∙ 상용 전기천공용 펄스발생기와 동일한 성능을 보이며 마이크로니들에 적합한 펄스

발생기를 설계 및 제작

    

∙ 펄스발생기를 통해 DNA 농도에 따른 transfection 효율 증가 확인

 

주요 성과

∙ DNA 백신에 기반이 되는 사람 노로바이러스 GII.4 VP1 발현 DNA 백신용 벡터 제작 

및 검증

∙ 백신 효능 평가를 위한 Anti-human norovirus GII.4 VP1 antibody 분석용 ELISA 

개발

∙ 환자 유래 대장 상피 엔테로이드 수립, 배양 및 노로바이러스 감염 확인

∙ DNA 백신 전달용 전도성 마이크로니들 제작

∙ 마이크로니들 기반 전기천공 펄스발생기의 소형화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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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55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신규 재조합 노로바이러스 백신 플랫폼 개발

총괄주관연구기관 ㈜차백신연구소

주관연구기관
㈜차백신연구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기관 ㈜인테라 (위탁)

연구목표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재조합 노로바이러스 백신의 제형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백신 제형을 

선정하여 엔테로이드 시스템을 통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백신 제형의 유효성을 평가

함으로써 효과적인 신규 노로바이러스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함.

연구내용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신규 노로바이러스 백신 제형 개발]

∙ 면역증강제 조성 및 제형에 따른 신규 노로바이러스 백신 제형 연구

∙ 대장균 기반 재조합 노로바이러스 VLP 항원의 제조 공정 최적화 및 특성 분석

∙ 영상표지기술을 이용한 백신 제형의 체내 분포 양상 분석법 개발 

∙ 백신 제형의 체액성/세포성 및 점막 면역 효능 평가

[엔테로이드를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백신 유효성 평가 및 검증]

∙ 환자로부터 노로바이러스 확보

∙ 엔테로이드를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백신 유효성 시스템 구축

∙ 엔테로이드에 노로바이러스 감염 및 분석법 확립

∙ 엔테로이드를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백신 제형의 유효성 평가 및 검증

주요 연구결과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신규 노로바이러스 백신 제형 개발]

∙ 본 연구진의 신규 노로바이러스 백신 제형은 현재 임상시험 중인 Takeda사의 면역증강제인 

Alum+ MPL 제형보다 비강/근육투여법 모두 Norovirus sepecific Interferon-gamma 

분비 및 혈청 내 Norovirus VLP specific-IgG 항체가, HBGA 수용체 결합 억제 항체가가 

월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측정됨으로써 세포성 및 체액성 면역을 강력하게 유도함을 확인함.

∙ 또한, 본 연구진의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신규 노로바이러스 백신 제형을 투여한 마우스의 

대변과 직장에서 Norovirus VLP specific-IgA 항체가가 월등히 높게 측정됨으로써 점막 

면역을 강력하게 유도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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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 GII.4 VLP 항원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고 SEC, DLS 및 TEM 분석과 endotoxin 

분석 및 생물학적 활성 분석법을 이용하여 VLP 특성을 분석함.

∙ 감마선 방출 방사선 동위원소 I-125를 이용하여 iogen 직접표지법과 Bolten- hunter 

agent 표지법을 이용하여 Norovirus VLP 항원 및 면역증강제 제형 표지기술을 확립하여 

체내 분포 및 생체 내 면역세포 동태를 분석함.

[엔테로이드를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백신 유효성 평가 및 검증]

∙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 6명의 분변으로부터 노로바이러스를 확보하고 RT- qPCR을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정량화함.

∙ 내시경 검사 동안 성인의 생검 또는 비만 수술 중에 정상적인 장 조직 부위의 수술 표본을 

세브란스 병원에서 확보하여 matrigel을 이용한 3차원 배양을 통해 엔테로이드를 제작함.

∙ 제작한 엔테로이드에 노로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72시간에서 유의미 virus replication 

증가양상을 확인함.

주요 성과

∙ 기존 임상에 사용 중인 노로바이러스 백신제형보다 본 연구진의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신규 노로바이러스 백신 플랫폼의 세포성, 체액성 및 점막 면역을 높게 유도함을 

확인함.

∙ 노로바이러스 VLP의 제조 공정 최적화 및 특성 분석법을 확립함.

∙ 환자로부터 노로바이러스의 분리 및 바이러스 정량화함.

∙ 장 조직으로부터 장 엔테로이드를 제작 및 배양을 통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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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07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나노파티클 기반의 신개념 면역보조제 개발

총괄주관연구기관 ㈜유바이오로직스

주관연구기관
㈜유바이오로직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동연구기관 -

연구목표

신규면역증강제 및 항원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한 나노파티클 기반의 신개념 바이러스 

서브유닛 백신 면역보조제 플랫폼 개발

∙ EcML과 CoPoP 기술이 접목된 리포좀 기반의 신개념 나노파티클 면역보조제 개발

∙ 체액성, 세포성 면역반응 증진을 위한 사포닌 면역증강제 추가 도입

∙ 대상포진백신 재조합 단백질 모델 항원 개발 및 대상포진백신 후보물질 도출

∙ 면역증강제 EcML 유도체 EcMLv 추가 개발

연구내용

(1세부) 유바이오로직스: 리포좀 나노파티클 기반의 신개념 바이러스 백신 면역보조제 

개발

∙ 리포좀 제조공정 개발

∙ 대상포진바이러스 표면 항원(gE) 개발

∙ 면역보조제 각 구성 물질 규격 설정

∙ 면역보조제 리포좀 제형별 규격 설정

∙ 리포좀 및 각 구성 물질 분석법 개발

∙ 항원 규격 설정, 분석법 개발

∙ 동물 면역원성실험을 통한 면역보조제 Lead 선정

∙ 대상포진백신 후보물질 도출

(2세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면역증강제 EcML 유도체 직생산 균주개발 및 선도 면

역증강제 생산균주 선정

∙ EcML 유도체(EcMLv) 구조선정

∙ EcMLv 직생산 균주 개발

∙ EcMLv 시료 준비 및 규격 설정

∙ EcMLv 직생산 균주 특성 분석

∙ 선도 면역증강제 대량 생산용 균주 개량 및 선정

주요 연구결과

∙ 리포좀 6개 제형(ECLS, ECLSQ, ELS, ELSQ, CLS, CLSQ) 선정 및 제조공정 확립 

완료

∙ 특허 분석을 통한 대상포진바이러스 항원 2종 서열 도출 완료

∙ 항원 생산 세포주 2종 개발 및 항원 제조 공정 개발 완료

∙ 동물 면역원성 평가를 통한 모델항원 도출 완료

∙ 면역보조제 구성물질 5종(EcML, CoPoP, QS21, DOPC, Cholesterol) 및 리포좀 6개 

제형 규격설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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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원, 리포좀 및 구성물질 분석법 개발 완료

∙ 항원, 리포좀 및 구성물질 품질 및 특성 연구 진행 중

∙ EcMLv 구조 3종 선정 완료

∙ EcMLv 직생산 균주 3종 제작 완료 및 안정한 생산 균주로 evolution

∙ EcMLv 대량생산 용이한 균주 선정

∙ EcMLv 대량생산용 균주 특성분석 진행 중

∙ EcMLv 분리 정제법 확립

∙ EcMLv 조성 분석 진행 중(TLC base 분석 완료, 질량분석 진행 중)

∙ 대량 생산 가능한 EcMLv 유도체 규격 설정 진행 중

∙ 면역보조제 1차 스크리닝 완료, 최종 스크리닝 진행 중

∙ 면역보조제 Lead 및 대상포진백신 후보 최종도출 예정

주요 성과

∙ 리포좀 제조공정 확립 완료

∙ 항원 제조공정 확립 및 모델항원 도출 완료

∙ 면역보조제 및 구성물질 규격설정 완료

∙ 분석법 개발 및 품질/특성 연구 진행 중(80% 완료)

∙ 다른 구조를 가진 면역증강제 유도체 직생산 균주 3종 개발 완료 

∙ 대량생산 가능한 2종의 최종 균주개량 완료, 1종은 균주 안정화 연구 진행 중(85% 완료)

∙ 면역증강제 유도체 규격 설정 진행 중(20% 완료)

∙ 면역보조제 Lead 및 백신 후보물질 도출 진행 중(50% 완료)

∙ 특허 2건 출원(한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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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52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 기반 차세대 백신신속대량생산 플랫폼기술 개발

총괄주관연구기관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기관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동연구기관
전북대 (위탁)

㈜로제타엑소좀 (위탁)

연구목표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 기반 차세대 백신신속대량생산 플랫폼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Proof-of-Concept으로 SARS-CoV-2의 스파이크 단백질 도메인을 모델 항원

으로 사용해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 기반 백신신속대량생산 방법의 유용성과 성능을 검증

연구내용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 기반 차세대 백신신속대량생산 플랫폼기술 개발을 위해,

∙ 목표-1: 항원이 발현/로딩된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 생산 및 QC 

∙ 목표-2: 다양한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의 활성 확인 

∙ 목표-3: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의 백신 최적 후보군 선정 및 효능 평가 

∙ 목표-4: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의 pilot 대량생산 및 QC 

주요 연구결과

∙ SARS-CoV-2 항원이 발현된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 생산 및 QC

∙ SARS-CoV-2 항원이 로딩된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 생산 및 QC

∙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의 코로나 19 백신 최적 후보군 선정: in vitro BMDC 

toxicity 및 cytokines 분비 유도 활성과 마우스를 이용한 vaccination 효과 등을 비교해 

최적의 엑소좀 모사체 후보군 선정

∙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의 pilot 대량생산 및 QC

∙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의 in vivo Biodistribution 및 독성 검증

주요 성과 특허 출원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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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78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결핵 백신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실용화 기술 개발

총괄주관연구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립마산병원
㈜에스엔비아

공동연구기관 ㈜제니아 (위탁)

연구목표

본 연구에서는 약독화 생균제제인 결핵 백신의 역가를 유지하고, 무통으로 피내정량전달이 

가능한 신개념의 결핵 백신 마이크로니들 패치 개발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균주원액의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 하고 정량 적층 코팅방식을 이용하여 개인용 single-dose 결핵 

백신 패치를 개발할 예정임. 제형 변경된 마이크로니들 백신 패치의 유효 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최종적으로 코팅형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양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결핵 백신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연구내용

∙ 제1주관

- Single-dose 백신패치를 위한 마이크로니들 설계

- 정량코팅 기술 개발 및 피부 내로 정량 전달 평가

- 코팅용 백신 용액의  조성 선정 및 백신 코팅 조건 확립

- 결핵 백신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장기 보관 안정성 평가

∙  제2주관

- 피부 삽입에 유리한 구조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마이크로니들 설계 및 개발

- 제형변경에 필요한 균주 생산 및 균주 원액에 대한 평가

- 균주 원액의 대량생산 기반 구축

- 제형변경에 따른 백신의 역가 평가

- 결핵 백신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

∙ 제3주관

- 저비용 정밀 가공을 통한 코팅용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작

- 고속코팅을 위한 디스펜싱 기술 및 마이크로정렬 시스템 개발

- 백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온 공정 구축

- Pilot 장비 구축을 통한 양산 시스템 검증

주요 연구결과

∙ 제1주관

- 피부 삽입에 유리한 구조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마이크로니들 설계 및 개발

- 백신의 정량 전달(10% 이하의 편차)이 가능한 코팅형 마이크로니 들의 설계 및 기술 

개발

- 백신의 피부 내 정량 전달을 위한 마이크로니들 부착 시간 설정 및 전달능 확인

∙ 제2주관

- 백신으로 사용 가능한 활성을 지니는 균주 배양법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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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용 균주 생산 및 식약처 생물학제제 생산 기준에 부합하는 균주원액의 독성 여부 

평가 수행

- 백신 코팅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기존 주사제형 대비 동등 이상의 효과를 

확인

∙ 제3주관

-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소재 발굴 및 정밀가공 조건 확립을 통한 마이크로니들의 첨단도 

향상 및 대량생산 공정 확립

- 마이크로정렬 시스템 개발을 통한 마이크로니들 고속코팅 양산 기반기술 구축

- 코팅형 마이크로니들의 생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온 공정 구축

- 코팅형 마이크로니들 검사용 검사장치 개발

주요 성과

- 적층코팅 기술을 이용하여 정량전달이 가능한 마이크로니들 기반 경피 백신 전달 

시스템 개발

-  결핵 백신으로 사용 가능한 균주자원 확보 및 균주들의 배양법과 약제감수성시험 평가

기준 정립

- 동물실험을 통한 백신 코팅 마이크로니들의 유효성 검증

- 양산 pilot 장비 제작 및 API 변성을 방지하는 저온 신속 생산 플랫폼 성능 검증

(약물 입고 후 당일 패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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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08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위한 신개념 면역증강제 플랫폼 기술 개발

총괄주관연구기관 ㈜차백신연구소

주관연구기관 ㈜차백신연구소 공동연구기관 ㈜카브

연구목표

신규 면역증강제의 특성 분석 및 면역 활성 평가 등의 제형연구를 통해 최적화된 신규 면역증

강제를 도출하고, 신규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 제형에서 생체 영상과 

면역원성 분석에 의한 작용기전 규명 그리고 감염모델에서의 방어능, 면역지속능, 그리고 

교차방어능에 대한 유효성 평가를 통해 신개념 면역증강제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함.

연구내용

[ 주관연구기관 ]

∙ 면역증강제 제형개발

- 면역증강 유효물질의 조성 별 스크리닝과 제제연구를 통한 제형개발

- 신규 면역증강제 제형 별 세포 및 마우스의 면역활성 평가

- 신규 면역증강제 제조기술 및 유효물질 분석법 개발

∙ 면역증강제 특성 분석

- 항원 흡착성 및 물성 평가를 통한 특성 분석

[ 공동연구기관 ]

∙ 면역증강제의 유효성 평가

- 공격접종용 바이러스 확보 및 실험 동물모델 확립

-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백신 제형의 투여량에 따른 안전성 평가

- 바이러스 공격접종 후 백신 제형의 방어능 평가

- 모델 동물에서 접종량 및 접종 횟수에 따른 면역지속능에 대한 평가

- 동일 분류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방어능 평가

주요 연구결과

[ 주관연구기관 ]

∙ 신규 면역증강 유효물질이 포함된 emulsion 제형을 스크리닝하여, 세포와 마우스 

모델에서 실질적인 면역활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최종 후보 제형을 선별함.

- TLR ligand 및 lipid 종류, tocopherol 유/무 등 유효 물질 조성 별 164개 조합을 

제조하여 스크리닝을 통해 후보 제형을 선정함.

- 세포와 마우스 모델에서 신규 면역증강제 후보 제형의 면역활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

① 1차 스크리닝: TLR2 ligand 및 lipid emulsion에서 surfactant, squalene, 

tocopherpl 등의 조성에 따른 in vitro, in vivo 효능 비교

② 2차 스크리닝: 1차에서 선정된 제형+TLR3 ligand의 최적 ratio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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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면역증강제 제조기술 및 유효물질 분석법 개발

- 신규면역증강제의 상용화를 대비한 스케일업 공정을 개발 중임.

- 면역증강 유효 물질, 유화제, 보조성분 등의 함량 및 순도 분석을 위한 이화학 분석법을 

개발 중임.

∙ 면역증강제 특성 분석

- 항원 흡착성, 물성 평가 및 형태 등의 특성 확인을 위해,  ultracentrifugation, 

SDS-PAGE, DLS, 투사전자현미경 (TEM) 등을 통한 특성 분석을 수행함.

- 영상 분석을 통해 백신제형 투여시 면역증강제 및 항원의 생체내 분포도 및 면역세포의 

동태 추적 연구를 수행 중임.

[ 공동연구기관 ]

∙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에 적합한 신규 면역증강제 개발에 있어 모델동물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능 평가용 적정 공격접종 농도를 확립함.

∙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SARS-CoV-2의 마우스에 

대한 감수성 실험과 LD50를 측정하였으며 Cytokine과 ELISPOT 분석법을 확립함.

∙ 백신의 과용량 투여에 대한 안전성 평가 모델 확립을 위해, 면역증강제 후보물질들의 

과용량 투여에 따른 임상증상을 Scoring 하는 정량적인 안전성 평가 방법을 확립함.

∙ 백신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이용한 공격접종 시험을 진행중이며, 

바이러스 재분리양 및 생존률을 통해 이를 검증 중에 있음.

주요 성과

∙ 면역증강 유효물질을 포함한 면역증강제의 제형 개발과 면역활성 분석을 통해 신규 면역

증강제 플랫폼을 확보하고 선정된 후보 제형의 제조 방법, 특성 분석 및 품질 분석법을 

개발하였음.

∙ 백신제형에서의 공격접종에 의한 방어능과 항원절감능, 교차방어능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유효성 평가 방법을 확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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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72 총 연구기간 2020.12.01. ~ 2022.06.30.

과제명 새로운 백일해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항원 기반 신규 플랫폼 백일해 백신 개발

총괄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차백신연구소
공동연구기관 -

연구목표

새로운 백일해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항원 기반 신규 플랫폼 백일해 백신을 개발하고자 함.

∙ 새로운 유전자재조합 백일해 항원 생산 플랫폼 개발

∙ 신규 유전자재조합 백일해 항원 생산 및 정제공정 개발

∙ 백일해 항원의 면역성 평가 시스템 확립

∙ 신규 유전자재조합 백일해 항원의 면역성 및 백일해 감염 억제능 평가

연구내용

∙ 새로운 유전자재조합 백일해 항원 생산 플랫폼 개발

- 기존의 fusion partner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백질 크기가 더 작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인간유래 fusion partner에 기반한 백일해 재조합 단백질 항원(PtxA, Prn, 

FhaB)의 발현 플랫폼 개발

∙ 신규 유전자재조합 백일해 항원 생산 및 정제공정 개발

- EPRS 기반 백일해 재조합 단백질 항원의발현/정제조건을 최적화하여 이를 통해 안정

적인 재조합 항원의 생산을 가능케 하고자 함.

∙ 백일해 항원의 면역성 평가 시스템 확립

- 신규 재조합 백일해 단백질 항원 및 항원 조합의 면역성을 평가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최적의 면역력 항원(항원조합)을 도출하고자 함.

∙ 신규 유전자재조합 백일해 항원의 면역성 및 백일해 감염 억제능 평가

- 백일해 호흡기 감염 모델에 기반하여 신규 재조합 백일해 단백질 항원(항원조합)의 

감염억제 능력 및 재조합 항원의 백신에 의해 유도되는 총제적 면역조절 능력을 평가

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 백일해 배양 및 동물 감염모델 확립

- 백일해 균의 배양 조건 확립 및 최적화

- 백일해 균의 마우스 호흡기 감염모델 확립 및 면역반응 분석

∙ 재조합 단백질 항원 기반 면역원성 평가 시스템 구축

- LysRS 기반 단백질 항원의 항체형성 여부 평가

∙ 신규 유전자 재조합 백일해 항원 2종 발현시스템 확립

- 백일해독소 항원 2종(PRN, FHA)을 EPRS를 포함하는 발현벡터에 삽입 및 서열 확인

하여 발현시스템 구축

- 유전자 재조합 항원 벡터를 BL21(pLysS) 균주에 형질전환하여 수용성 발현 

∙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기존 LysRS융합 백일해 항원 정제

- 기존 LysRS융합 백일해독소 항원 3종(PRN, FHA, PTX) 정제 및 정량 후 제공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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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RS융합 백일해 항원 1종에 대한 정제조건 탐색 및 정제공정 확립

- 1L 이상의 발현 scale에서 단백질 발현조건 재현성 확인 중 

- 상용화를 대비하는 정제공정 탐색 

주요 성과

∙ 백일해 배양시스템 확립

∙ In vivo 백일해 감염 모델 확립

∙ 백일해 항원 평가 시스템 확립

∙ 신규 유전자 재조합 백일해 항원 2종 발현시스템 확립

∙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기존 백일해 LysRS융합 항원 정제

∙ 백일해 항원 1종에 대한 정제조건 탐색 및 정제공정 확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