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Greetings

안녕하십니까?

‘2022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국가 지정,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공 등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국제적 위상 확보가 가시화된 

해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과 국내외 민관협력을 바탕

으로 이뤄낸 성과이며, 우리가 염원하는 백신 주권 실현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은 백신 자급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2020년 

4월 출범했으며, 필수접종백신, 고부가가치 미래대응백신, 혁신형 기반기술을 

중심으로 백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1단계가 종료되는 시점

에서 지난 3년간 지원한 55개 세부과제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백신 시장에 대한 이슈 논의, 연구자 간 네트워킹·파트너링 기회 제공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시는 연구자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백신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셔서 고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성 백 린





프로그램
Program

시 간(분) 성과공유회 부대행사

13:00~13:30
(’30) 등 록

포스터 전시

13:30~13:45
(’15) 개 회

개회사
성백린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축  사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13:45~14:00
(’15)

우수성과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시상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상 시상

14:00~14:05
(’05) 기념촬영

14:05~14:15
(’10) 사업단 발표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1단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박성호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장

14:15~15:05
(’50) 기조강연

The Power of Innovation and Cooperation to Fight 
Pandemics
Richard Hatchett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CEO *영상

K-NIBRT백신공정교육과 최근백신공정개발현황
정진현 K-NIBRT사업단 교육센터장(연세대학교)

15:05~15:30
(’25) 포스터 관람 및 휴식

15:30~17:00
(’90)

우수성과
사례발표

A형간염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비임상 시험 연구
정용주 ㈜진매트릭스 상무

바이러스 유사입자 기반의 9가 HPV 백신 개발
김홍진 ㈜포스백스 대표

노로바이러스장염 VLP형 다가 예방 백신 개발
최덕영 ㈜인테라 대표

결핵백신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하상준 연세대학교 교수

17:00 폐 회

* 시간 및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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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1단계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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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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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Innovation and Cooperation to 

Fight Pandemics

Richard Hatchett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CEO



Richard Hatchett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 CEO

학력
Internship and residency in Internal Medicine, 
New York Hospital – Cornell Medical Center
Fellowship in Medical Oncology, Duke University Hospital
M.D. Vanderbilt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주요 경력
CEO,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
Chief Medical Officer and Deputy Director, U.S.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BARDA)
Associate Director,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Director, Medical Preparedness Policy on the Homeland and 
National Security Councils







K-NIBRT백신공정교육과 최근백신공정개발현황

정진현 K-NIBRT사업단 교육센터장(연세대학교)



정진현

K-NIBRT사업단 교육센터장(연세대학교)

학력
1993~1996 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 Post-Doctoral
1987~1993 Stanford University, 이학박사 학위 취득
1981~1983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약품화학 (약학석사)
1977~198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 (약학학사)

주요 경력
2021~현재 한국PDA 회장
2021~현재 K-NIBRT사업단 부단장 및 교육센터장
2018~현재 연세대학교 제약바이오산업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단장
2011~현재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최근 백신공정기술 현황과 K-NIBRT의 역할Ⅰ기조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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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비임상 시험 연구

정용주 ㈜진매트릭스 상무



정용주

㈜진매트릭스 상무

학력
고려대학교 의약생명공학 전공 박사
경희대학교 생명공학 전공 석사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학사

주요 경력
2020~현재 ㈜진매트릭스 신약개발센터장 상무
2005~2020 ㈜보령바이오파마 연구소 수석연구원
1995~2005 CJ(구 제일제당) 제약연구소 선임연구원
1991~199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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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유사입자 기반의 9가 HPV 백신 개발

김홍진 ㈜포스백스 대표



김홍진

㈜포스백스 대표

학력

1988~1992 럿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 미국)
미생물학 전공 박사

1986~1988 페어레이 디킨슨 대학교(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미국) 분자생물학 석사

1974~1978 중앙대학교 약학과 학사

주요 경력
2020~현재 ㈜포스백스 대표이사
2020~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2006~2017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위원
1997~2022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심위원위원
1996~2020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부 교수
1995~1996 한미약품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
1992~1995 Pfizer사(미국) Postdoctral Sci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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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장염 VLP형 다가 예방 백신 개발

최덕영 ㈜인테라 대표



최덕영

㈜인테라 대표

학력

1995~1999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미국) 신경생물학 전공 박사

1986~1988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석사
1982~1986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 학사

주요 경력
2016~현재 ㈜인테라 대표이사

2011~2015 ㈜LG생명과학 백신사업부 백신사업 총괄
(백신 개발 팀장 겸임)

2010~2011 ㈜LG생명과학 연구개발부문 백신 개발 팀장
2008~2009 ㈜LG생명과학 사업개발부 기술 검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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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백신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하상준 연세대학교 교수



하상준

연세대학교 교수

학력
1998~2001 POSTECH 바이러스면역 전공 박사
1996~1998 POSTECH 바이러스면역 전공 석사
1992~1996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학사

주요 경력
2019~현재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정교수
2014~2019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부교수
2009~2014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조교수

2008~2009 에모리대학교(Emory University, 미국) 
미생물면역학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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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22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12.31.

과제명 aP원액 제조공정 확보를 통한 국산 6가 혼합백신 개발

개발단계 비임상

주관연구기관 ㈜LG화학

연구목표

국산화 원액을 적용한 aP기반의 6가 혼합백신 개발

ㅇ 1차년도: aP원액의 생산기술 확보

ㅇ 2차년도: 기보유한 디프테리아, 파상풍,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 B형 간염, 폴리오 원액에 

aP원액이 들어간 6가 제형의 확보 

ㅇ 3차년도: 비임상 시험을 통한 안전성 평가 진입

ㅇ 3차년도 이후: 비임상결과 자료 확보 후 IND자료 제출 및 승인 

연구내용

ㅇ aP원액의 생산기술 확보

  - DOE를 통한 aP원액의 항체가 향상을 위한 추가 무독화공정 개선

  - Lab-scale에서의 aP원액 생산공정 확인 80L이상 Pilot Scale-up test 

ㅇ 예비 제형 개발  

  - 공정개선된 원액을 사용한 6가 예비제형 제조 및 QC 기준만족

ㅇ 분석법 개발 

  - aP원액 및 6가 완제의 QC 분석법 및 특성분석법 개발 

ㅇ 비임상 시료 확보 및 비임상 수행 

  - 비임상 시료의 제조 및 QC 확보, 비임상 진입

연구결과

ㅇ aP원액의 생산기술 확보

  - 무독화 공정 개선으로 상용품과 유사한 aP원액의 항체가 확보 

  - Lab-scale 및 Pilot-scale에서 제조된 aP원액의 QC기준 만족 

ㅇ 예비 제형 개발  

  - 예비 6가 예비 제형의 QC 기준 만족함 

ㅇ 분석법 개발 

  - aP원액 및 6가 완제의 QC 분석법 및 특성분석법 개발 완료 

ㅇ 비임상 시료 확보 및 비임상 수행 

  - 비임상 시료의 QC 기준 만족 및 비임상 진입 완료 

주요성과

ㅇ aP원액의 생산기술 확보

  - 상용 대조품과 유사한 항체가 확인 및 Scale-up test 완료 

ㅇ 비임상시험 진입 완료 

  - 비임상용 원액 및 완제 생산완료와 QC기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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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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주관연구기관 주식회사 삼광랩트리

공동연구기관 ㈜티리보스

연구목표

ㅇ MVA vector를 이용한 한국형 재조합 일본뇌염(JEV) 백신 제작

  - 세포주 확인 및 배양 및 정제 공정 개발

  - JEV 물질에 대한 예비 안정성 및 공정 조건 연구

ㅇ 파일럿 생산 규모의 제조 공정 최적화 및 구축

  - 배양 및 정제 생산공정 최적화

  - 비임상시험을 위한 시료 제작 및 장기 안정성시험 

  - 비임상 시료의 유효성 평가 및 독성평가

연구내용

ㅇ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통용 가능한 제품으로 안전하고 효율성이 좋게 유전자 조작을 통

한 일본뇌염 백신을 개발하고자 이미 인간의 천연두 백신으로 120,000명 이상이 피내, 피

하, 근육 주사를 통해 접종받아 안전성이 입증된 modified vaccinia virus Ankara(MVA)

를 벡터로 활용하여 국내에서 분리된 일본뇌염 분리주 K94P05의 prM/E를 발현하는 재

조합 MVA를 이용하여 백신으로 활용할 예정

ㅇ 이미 JEV prM/E를 발현하는 재조합 MVA가 제작 되어 면역학적 방어 효능 및 항체 유도

능이 마우스 및 돼지에서 입증되어 이를 활용하여 1) 배양 등 생산 공정 개발을 통해 비임

상 시료 제조; 2) 제조된 시제품을 활용하여 유효성 평가; 3) 비임상 시험을 통한 독성 평가 

진행을 완료하여 IND 신청 준비를 하고자 함

ㅇ MVA 는 동물 모델에서 non-virulent 하며, 천연두 백신으로 10만명 이상 접종했음에도 

이상 증상이 없어 일본뇌염의 주요 항원을 재조합 유전자를 발현하기 위한 Vector로 사용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미 JEV의 prM와 E 단백질을 발현하는 재조합 백시니아 바이러스를 

murine model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불활성화 JEV 백신과 면역력 비교 평가를 진행함

ㅇ 한국에서 분리된 JEV 균주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강한 백시니아 바이러스 프로모터의 기능 

향상 및 다양한 종의 동물 모델을 통해서 투여 접종 경로 및 투여 용량을 확인 및 평가하고 

임상 예정 용량을 추정함

주요 연구결과

ㅇ JEV 바이러스 주 선정하고 재조합 MVA 제작

  - K94P05주(JEV)의 prM과 E 부위 nucleotide 서열을 이용하여 primer 제작

ㅇ 재조합 MVA의 항원 발현 확인

  - CEF세포에 재조합 MVA를 0.1 ~ 1 MOI 감염 후 3일 배양한 샘플로 JEV의 prM과 E 단

백질 발현 확인

ㅇ MVA 배양 세포주 선정 및 확립

  - CEF 세포를 이용하여 바이러스를 증폭 후 BHK21, Vero 세포주에서 배양

ㅇ 정제 공정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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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된 MVA 최적 회수율과 불순물 제거를 위한 정제 공정 최적화

ㅇ 비임상 시료 제조, 품질평가 및 안정성시험

  - GMP에 준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제작, 제조 공정 확립

  - 비임상시험용 시료 제조를 완료 후 품질평가 실시

  - 품질평가가 완료된 시료의 장기 안정성을 확인 (0, 3, 6, 9, 12개월 시점에 품질평가를 통

해 12개월의 안정성을 확보)

ㅇ MVA titer 측정법 개선

  - 기존 Focus forming assay 방법을 개선하고자 PCR 방법의 MVA titer 측정법 개선. 이

는 공정 과정의 기간을 단축을 가능하게 함

ㅇ 유효성 평가

  - 2가지 rMVA 중 vJH6에 대한 마우스 효능평가 진행 (T cell 반응, cytokine 분석, 항체 

생성 반응) 및 비교분석하여 우수함을 확인함

  - C57BL/C female mouse 6주령에 2주 간격 2회 접종, 4주 후 샘플 채취

  - FACS를 통해 splenocyte의 CD4, CD8의 effector, memory 세포를 확인.  MVA 2회 

접종(G2)과 MVA, protein 이종접종(G3) 그룹에서 높은 반응을 보임

  - T-cell proliferation, activation 분석 결과 모든 그룹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임

ㅇ 비임상 독성시험 및 평가

  - 독성시험은 GLP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완료

  - 선정된 재조합 MVA의 신경질환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SD 랫드 신생자를 이용

한 뇌내 투여로 신경계 예비독성 평가를 수행

  - 독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류를 이용하여 단회 및 반복시험을 실시 완료하고 이

에 대한 독성이 없음을 확인

주요 성과

ㅇ MVA vector를 이용한 한국형 재조합 일본뇌염(JEV) 백신의 후보 세포주 및 바이러스주 

선정 및 특성분석 확인하고 비임상시험을 위한 파일럿 생산 규모의 제조 공정의 최적화를 

완료함

ㅇ MVA vector를 이용한 한국형 재조합 일본뇌염(JEV) 백신의 비임상시료 제조하였고 이에 

대한 효력 및 독성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 할 수 있었음.

ㅇ 국내형 균주를 이용한 JEV 백신의 효능 및 독성 평가를 완료함에 따라 임상 진입을 위한 

IND 신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국내 자급화 및 국산화가 가능한 일본뇌염백신 개발 

가능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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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70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면역증강형 펜타메릭 유전자재조합 일본뇌염백신 개발연구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아이진㈜

연구목표

면역증강기능을 보유한 신개념 유전자재조합 일본뇌염백신 개발

ㅇ Self-assembled scaffold를 활용한 펜타메릭 유전자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도

출 및 효능평가

ㅇ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용 면역보조제시스템 후보물질 도출 및 비임상 시제품 제작

ㅇ 동물 모델에서의 효능 검증을 통해 시제품 개발을 완료

연구내용

ㅇ GIII, GV 일본뇌염 백신항원 생산 및 검증

  - GIII, GV strain 항원 확보

  - Chaperna 시스템을 활용한 발현벡터 구축

  - Pentamer scaffold를 활용한 pentameric 백신항원 단백질 생산

  - 단백질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특성 분석

ㅇ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용 면역보조제시스템 후보물질 도출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용 면역보조제시스템 후보물질 3종 제조

ㅇ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의 동물 모델에서의 효능 검증

  - 면역보조제를 포함한 재조합 단백질의 면역원성 분석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in vivo 면역원성 및 중화능 분석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유효성(감염방어능)평가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교차면역능 평가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비임상 독성평가

ㅇ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비임상 시제품 제작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용 면역보조제시스템 선정 및 생산

  - 면역보조제시스템 기초 품질분석법 개발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기초 품질분석법 개발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비임상 시제품 제작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비임상 시제품 품질분석

주요 연구결과

ㅇ GIII, GV 일본뇌염 백신항원 생산 및 검증

  - GIII, GV strain 항원 확보 후 발현벡터 구축

  - 백신항원 단백질 발현 및 정제 최적화 

  - 펜타메릭 구조 형성 검증 완료

ㅇ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용 면역보조제시스템 후보물질 도출

  - 면역보조제시스템 후보물질 3종 제조 완료

ㅇ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의 동물 모델에서의 효능 검증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의 접종 스케줄 최적화

  - GIII, GV 유전형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항체가 및 중화항체가 확인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유효성(감염방어능)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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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교차면역능 평가 완료

  -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세포성면역 유도능 평가 완료

ㅇ 재조합 일본뇌염 백신 비임상 시제품 제작

  - 면역보조제시스템 선정 및 생산

  - 면역보조제시스템의 품질 분석법 개발 및 평가 완료

주요 성과

ㅇ 학술논문 발표

  - Nanomedicine: Natotechnology, biology, and Medicine, 37 (2021) 102438.

  - Frontiers in Immunology, 13 (2022) 87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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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97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식물기반 일본뇌염백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유바이오로직스

연구목표

기존 일본뇌염바이러스백신 생산방식보다 안전한 백신 국산화 생산기술 개발

ㅇ 식물기반 일본뇌염 재조합항원 생산기술 개발

ㅇ 재조합 항원의 안정성 및 특성 분석

ㅇ 일본뇌염백신 유효성평가용 실험동물모델 구축

ㅇ 식물기반 VLP 제형 생산방법 및 재조합/VLP항원 QC기술 개발

ㅇ 동물모델을 이용한 재조합항원 백신효능 평가 및 비임상시험

ㅇ 백신항원 접종 후 중화항체형성능 등 면역학적 분석 

ㅇ 동물모델 분자영상 기반 백신분포 및 염증 등 관련영향 평가

ㅇ 항원의 QC 프로토콜 수립 안전성, 특성분석

연구내용

ㅇ 총괄

  - 안전성이 강화된 신규 일본뇌염백신 식물기반 재조합 항원 생산 및 유효성 평가 동물모델

의 수립

  - 기존 백신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동물세포 및 조직 기반 백신생산기술의 안전성을 강화하

기 위해 식물체를 기반으로 재조합항원 단백질 생산기술과 플랫폼 구축

  - 생산된 백신항원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동물시험모델 구축을 위해 ICR 마우스와 챌린지용 

일본뇌염바이러스 국내 야생분리주를 이용한 유효성 평가시스템 수립

ㅇ 1주관

  - 일본뇌염바이러스 감염 및 감염 후 병증 발현 관찰이 용이한 ICR 마우스를 이용, 생물안전

수준3(Biosafety Level 3; BSL3) 시설에서의 조건 수립 

  - 기존의 일본뇌염실험용 나카야마 바이러스주의 무병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본뇌염 국

내야생분리주 확보

  - 국내야생분리주와 ICR 마우스를 이용, BSL3 시설에서 바이러스의 챌린지 dose와 병증

관찰기준 수립 

  - 일본뇌염바이러스 바이러스유사입자(Virus-like particle, VLP) 항원 제작 기술 수립 및 

QC기술 수립

ㅇ 2주관

  - 일본뇌염 재조합항원의 transient 식물발현 기반 생산기술 개발 및 생산율 향상을 위한 벡

터 개선

  - 안전성이 강화된 일본뇌염백신 신규 제형 개발을 위한 식물체 기반 재조합항원 개발

  - 재조합항원 생산성 개선 및 정제공정 수립 및 생산

  - 재조합항원의 안정성 등 특이성 분석 및 QC 프로토콜 개발

연구결과
ㅇ 마우스 모델을 기반으로 신규 개발된 일본뇌염 재조합항원의 유효성 평가 모델 구축 

  - 재조합항원 벡터제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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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조합항원 식물체 발현 확인

  - 재조합항원 분자생물학적 분석 

ㅇ 안전성이 강화된 일본뇌염백신 신규제형 식물체 기반 재조합 항원 개발생산 및 VLP 개발

  - 식물체에서 JEV-VLP 생산기술 확립

  - 일본뇌염 VLP항원 QC 프로토콜 수립

  - VLP항원 분자생물학적 분석

주요성과

ㅇ 개발된 식물기반 일본뇌염재조합항원 임상시험 수행

  - 식물기반 신규 재조합항원의 제품화를 위해 임상 IND데이터 구축 및 임상 1상 허가 취득 

후, 건국대학교병원 또는 세브란스병원의 임상지원센터를 통해 임상시험 추진

ㅇ 안전성 강화 일본뇌염재조합 백신 상품화 가능성

  - 장기적으로 식물기반 플랫폼에서 생산된 재조합항원백신의 임상시험 수행 후 상품화 추진

을 통해, 감염원이나 극미량 잔존물질 등의 병리현상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영유아, 노

년층을 위한 안전성 강화 일본뇌염백신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ㅇ 개발과정에서 구축된 식물기반 재조합/VLP 백신항원 생산기술의 원천기술 구축

  - 일본뇌염백신 개발에서 확보된 노하우와 구축된 식물기반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유아 대

상 접종이 많은 감염병(폴리오, 수족구 등) 백신의 안전성 증대를 위한 신규개발 추진

ㅇ 스마트팜 등을 이용한 농업기술 연계 바이오의약품 생산 신산업분야 확대

  - 백신개발 과정에서 구축된 재조합항원 생산 기술은 바이오의약품의 대상이 되는 다른 단

백질약품이나 효소치료제, 항체치료제의 개발과 유사한 생산공정을 포함하며, 이와 같은 

식물재료의 재배 및 생산은 관리상태가 우수한 스마트팜 등의 기술과 연계하여 농업 분야

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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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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주관연구기관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목표

A형 간염 백신 항원으로서의 적용가능성 (Feasibility) 확인

ㅇ A형 간염 백신주 확립

ㅇ 항원 분석법 및 혈청 분석법 기초 수립

ㅇ 세포 및 바이러스 배양 공정시험

ㅇ 고효율의 배양 플랫폼 도입 및 적용시험

ㅇ 바이러스 정제공정 시험

ㅇ 시험동물에서의 안전성(독성) 및 면역원성 확인 (Non-GLP)

연구내용

[1차 연도]

ㅇ 연구용 세포주 및 바이러스 제조

ㅇ 연구용 종주 제조 확인 시험

ㅇ 항원함량 분석법 기초 수립

[2차 연도]

ㅇ 바이러스 특성분석

ㅇ 배양공정시험 및 정제공정시험

ㅇ 항혈청 분석법 기초 수립

ㅇ 동물효력시험

주요 연구결과

[1차 연도]

ㅇ 연구용 cell bank 및 virus stock 제조 완료

ㅇ 연구용 cell bank 및 virus stock 제조 확인 시험 완료

ㅇ 항원함량 분석법 물질 선정 및 표준(기준)물질 테스트

ㅇ 분석법 조건 시험 및 자사 바이러스 함량 분석 적용 확인

[2차 연도]

ㅇ 물리적/생물학적/면역학적/유전학적 특성 분석 data 확보

ㅇ 배양공정시험 – 배양공정 주요인자 확인

  - 종배양 인자 설정 및 바이러스 감염 함량 설정

  - 배양 온도 및 무혈청 배양 설정 및 공정 확인

  - 바이러스 감염 방법에 따른 수율 확인

  - 배지교환 방법 및 바이러스 배양 기간 따른 수율 확인

  - flat vessel 과 fixed-bed bioreactor 배양 수준 및 수율 비교

ㅇ fixed-bed bioreactor에서의 무혈청 배양 확인

ㅇ fixed-bed bioreactor 이용 배양 공정 parameter 확인

ㅇ 정제공정시험 – 정제공정 주요인자 확인

  - Detergent 선정 및 harvest method 수립

  - Clarification 공정 filter 선정 및 공정 인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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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FF 공정 조건시험 및 주요 parameter 확인

  - 1차 chromatography resin, elution 설정 등 공정인자확인

  - 2차 chromatography resin, elution 설정 등 공정인자확인

  - 바이러스 불활화 시험 완료

ㅇ 항혈청 분석용 물질 선정 및 표준물질 테스트 완료

ㅇ 항혈청 분석법 재현성 확인

ㅇ 동물효력시험

  - 동물시험 시료 제조 및 제조시료 분석

  - 동물투여 및 면역원성 시험 완료

주요 성과

ㅇ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

  - 비임상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 및 공정근거 수립 자료

  - 기초공정 자료 및 출발물질 제조를 위한 백신 기초 개발 자료

ㅇ fixed-bed bioreactor 도입 후 low footprint 및 공정 수율 확인

ㅇ 상용백신 대비 자사항원의 동등이상 면역원성 및 안정성 확인

ㅇ 자사항원의 백신 항원으로서의 feasibility 자료 확보



2022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과공유회

116

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33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A형간염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비임상 시험 연구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주관연구기관 ㈜진매트릭스

공동연구기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ㅇ A형간염백신 유효성 평가시험

ㅇ A형간염백신 시제품 생산

ㅇ 비임상시험 실시

연구내용

ㅇ A형간염 바이러스 발현 및 발현 세포주 개발

ㅇ A형간염 바이러스 재조합 항원 발현 세포주 개발

ㅇ A형간염 바이러스 및 항원의 고효율 대량생산 연구

ㅇ A형간염 바이러스 및 항원 정제 연구

ㅇ A형간염 바이러스 및 항원 formulation 연구

ㅇ A형간염 백신 유효성 연구

ㅇ A형간염 백신 시제품 생산

ㅇ A형간염 백신 비임상 시험 수행 

주요 연구결과

ㅇ A형간염바이러스 제작 후 세포주 발현 시스템 및 세포주은행 확립

ㅇ A형간염바이러스 항원 유전자 확보, 발현 세포주 제작, 단백질 발현 

ㅇ 세포주 발현 바이러스 및 재조합 단백질 항원 생산 공정 연구 완료 

ㅇ A형간염바이러스 및 재조합 단백질 정제 공정 구축 완료

ㅇ A형간염 백신용 바이러스 및 재조합 단백질 원액 생산 

ㅇ A형간염백신 제형화 및 항원성, 면역원성 평가 연구 완료

ㅇ A형간염백신 생산 플랫폼 비교 완료 후 세포발현 백신 플랫폼 선정

ㅇ A형간염백신 원액 품질평가 및 동물 유효성 평가 완료

ㅇ 비임상 시험용 A형간염백신 시제품 생산 완료

ㅇ A형간염백신 품질시험 평가 항목 설정 및 시험 완료

ㅇ A형간염백신 비임상 시험항목 설정 및 비임상 시험 실시

ㅇ A형간염백신 비임상 시험 최종보고서 작성

ㅇ 대조백신인 하브릭스 대비 안전성, 유효성 평가 완료

주요 성과

ㅇ 세포발현 바이러스 자체 제작, 생산, 정제, 제형화의 전체 공정 기술 국산화

ㅇ A형간염백신 시제품 제조 완성

ㅇ A형간염백신의 유효성 평가 시스템 구축 및 비임상시험 실시

ㅇ 비교백신인 하브릭스 대비 동등 이상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 확보

ㅇ 특허 2건 출원 (10-2021-0186161, 10-2022-000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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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18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12.31.

과제명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 DNA 백신의 비임상 연구

개발단계 비임상

총괄(1주관)연구기관 진원생명과학 주식회사

2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목표

ㅇ 재조합 항원 백신 플랫폼 중 신변종 감염병 백신개발에 적합하고, 항체면역반응과 T세포 

면역반응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DNA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함

ㅇ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예방하는 DNA 백신 효능을 비임상시험에서 평가하

고자 함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상 IND를 득하고자 함

연구내용

ㅇ SFTS DNA 백신 후보물질 도출과 백신 접종 기기 적합성 평가

  -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5개 선도물질의 면역반응을 분석하여 최종 후보물질 선정

  - 허가용 백신 면역반응 평가법 개발 및 검증

  - 백신 접종 기기 평가 및 적합성에 근거한 접종 기기 최종 선정

ㅇ 연구용 시료, 의약품 생산 및 Rat 동물 모델을 이용한 유효성 평가

  - 연구용 시료 생산, 임상시험용 백신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cGMP 생산

  - 적정한 용량·용법 선정을 위한 동물모델 실험

  - 면역반응 평가 및 결과 분석(항원특이적 T세포 면역반응 및 항원특이적 항체 역가 측정)

연구결과

ㅇ SFTS Glycoprotein(Gn 및 Gc) 동시 발현 Plasmid 인 “pGO-1016”을 최종 후보물질

로 선정

ㅇ 항체 및 T세포 면역반응 평가를 위한 총 3종의 평가법 개발 및 검증 완료

ㅇ 총 4종의 접종 기기를 평가·비교하여 단순흡입압력 방식의 “Gene-Derm”을 백신 접종 

기기로 최종 선정

ㅇ cGMP 위탁생산 제조소 공정을 통해 pGO-1016의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을 생산 완료

ㅇ 유의성 있는 면역원성 결과에 근거하여 적정 용량 및 용법을 선정하였고, 추후 임상시험에 

적용 예정

주요성과

ㅇ SFTS DNA 백신에 대한 비임상 시험 완료

  - 백신의 우수한 면역원성 검증

  - 백신의 방어 효능 검증

ㅇ Gene-Derm(백신 접종 기기)의 의료기기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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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42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SFTSV subunit 백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큐라티스

연구목표
SFTSV subunit 백신 개발

ㅇ 신규 면역증강제와 SFTSV 유래 재조합단백질을 이용한 백신 개발

연구내용

ㅇ 신규 면역증강제를 이용한 SFTSV 항원물질 면역원성 평가

  - SFTSV 재조합 단백질과 신규면역증강제를 혼합하여 백신조성물을 구성한 후, 마우

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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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에의한 TNF-a와 IFN-r의 발현량 분석

을 통하여 백신후보물질들이 세포성 면역반응을 유도하는지 확인

ㅇ 식물유래 SFTSV 재조합단백질과 신규면역증가제 혼합물질을 이용한 면역원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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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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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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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재조합단백질 혼합구성을 통한 백신효능 증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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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한 후, 백신효능 분석을 실시

ㅇ 국내 다양한 유전형 SFTSV 분리주들에 대한 교차방어 효능 분석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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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식물유래 SFTSV 재조합단백질 발현 및 분리정제 조건 확립

  - 단백질 분리정제를 통한 항원 단백질의 대량생산 및 확보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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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의 특성, 순도(유연 물질 확인, 엔도톡신 및 무균상태 확인 등), 함량, 삼투압 및 역

가 시험 방법 등을 설정함.

ㅇ SFTSV 백신 시제품의 안정성 평가(가속, 장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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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FTSV 백신 시제품 대량 생산

주요 연구결과

ㅇ 식물유래 SFTSV 재조합단백질 발현 및 정제조건 확립

ㅇ SFTSV 감수성 모델 확립 및 subunit 백신후보물질들에 대한 효능 분석

ㅇ SFTSV 백신 항원에 최적화된 면역증강제 선별하고 면역원성 분석 

ㅇ SFTSV 백신용 면역증강제 품질 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

ㅇ SFTSV 백신용 신규 항원의 초기 제형 개발

ㅇ 다양한 genotype에 대한 SFTSV 백신후보물질들의 교차방어효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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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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아이디바이오㈜

연구목표

ㅇ 역유전학기반 SFTSV 약독화 균주 확립 및 병원성 규명

ㅇ 실험동물을 이용한 SFTS 약독화 백신의 유효성 평가 생산

ㅇ 실험동물을 이용한 SFTS 불활화 백신의 유효성 평가 생산

연구내용

ㅇ 역유전학적 방법으로 바이러스 제작

ㅇ 역유전학적 방법으로 생산된 바이러스 역가 비교

ㅇ 역유전학적 방법으로 생산된 바이러스 A129 마우스 내 병원성 비교

ㅇ NS deletion 바이러스를 활용한 고효율 증식 바이러스 생산

ㅇ 고효율 증식 바이러스 병원성 증명

ㅇ 마우스를 이용한 SFTS 약독화 백신의 유효성 평가 생산

ㅇ 마우스를 이용한 SFTS 불활화 백신의 유효성 평가 생산

ㅇ 족제비를 이용한 SFTS 약독화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생산

ㅇ 족제비를 이용한 SFTS 불활화 백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생산

ㅇ 약독화 백신과 불활화 백신 효능 비교 후 최적의 백신 선택 및 비임상 효력 시험 수행

주요 연구결과

ㅇ SFTSV B genotype NS-deletion clone 및 바이러스 제작 
  - 본 연구실에서는 SFTSV D genotype에 대한 S 유전자의 NS 부분이 결손된 clone 

(HB29_NS_del)을 보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B genotype에 대한 CB1_NS_del 

clone을 제작하였음

  - 생산된 clone은 T7 promoter가 과발현된 세포 내에 Reverse genetics 방법을 사용하

여 transfection하였으며, 세포 계대 과정을 통한 바이러스를 생산함

ㅇ  확보된 고효율 NS-deletion 바이러스에 대한 병원성 분석
  - RgCB1_NS_Del(P0) 및 세포계대를 통하여 확보된 고효율 NS-deletion 바이러스

(P20)의 감염 후 3, 6일째 폐(lung), 간(liver), 신장(kidney), 비장(spleen), 장

(intestine) 조직 내에서 바이러스 역가를 qRT-PCR로 측정하였음

  - wild type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P0와 P20 바이러스는 폐(lung), 간(liver), 신장

(kidney), 비장(spleen), 장(intestine) 조직 모두에서 낮은 바이러스 역가를 나타냈으

며, 감염 후 3일째보다 6일째 낮은 바이러스 역가가 확인되었음

ㅇ  A129 마우스를 이용한 약독화/불활화 백신의 안전성 및 방어 효능검증
  - 약독화백신 생존율결과 Control 그룹과 102 TCID50 그룹의 마우스는 모두 치사했으며, 

102 TCID50 그룹의 생존율은 70%, 103 TCID50 그룹의 생존율은 100%인 결과를 확인

하였음

  - 불활화 백신 생존율결과 Control 그룹과 0.5gu 그룹의 마우스는 8-14dpi 안에 모두 치사

했으며, 1.5ug 그룹의 생존율은 70%, 3ug 그룹의 생존율은 100%인 결과를 확인하였음

ㅇ  페럿을 이용한 약독화/불활화 백신의 안전성 및 방어 효능검증
  - 약독화 백신 생존율결과 Control 그룹은 100% 치사율을 보였으며 104 TCID50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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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율은 50%, 105 TCID50 그룹의 생존율은 100%인 결과를 확인하였음

  - 불활화 백신 생존율결과 Control 그룹은 100% 치사율을 보였으며 7.5ug 그룹의 생존율

은 70%, 15ug 그룹의 생존율은 100%인 결과를 확인하였음

주요 성과

ㅇ SFTSV B genotype NS-deletion clone 및 바이러스 제작 

ㅇ 확보된 고효율 NS-deletion 바이러스에 대한 병원성 분석

ㅇ 페럿을 이용한 최적의 백신의 유효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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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14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마이크로니들 기반 사람노로바이러스 DNA 백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3주관연구기관 ㈜쿼드메디슨

연구목표

마이크로니들 기반 사람 노로바이러스 DNA 백신 시작품 개발

1. 사람 노로바이러스 DNA 백신 제작 및 효능 평가

2. 사람 노로바이러스 감염모델을 이용한 백신 효능 검증

3. 사람 노로바이러스 DNA 백신 코팅 마이크로니들 제작 및 최적화

연구내용

ㅇ 전기천공 마이크로니들 제작 조건 확립 및 제작

ㅇ 전기천공 펄스 발생기 설계, 제작 및 성능평가

ㅇ 소동물을 이용한 마이크로니들 기반 DNA 백신 면역원성 평가

ㅇ 엔테로이드 기반 사람 노로바이러스 감염 모델 구축

ㅇ HBGA (PGM) binding assay 구축 및 중화능 분석

주요 연구결과

ㅇ 천공용 마이크로니들 제작 조건 확립 및 제작

ㅇ 전기천공 펄스 발생기 설계 및 제작

ㅇ 전기천공 펄스 발생기 성능평가

ㅇ 사람노로바이러스 ELISA 제작

ㅇ 소동물을 이용한 마이크로니들 기반 DNA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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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ollagen 및 Matrigel coating, 분화일 (3일 vs 5일) 등 조건 별 분화도 확인 및 엔테로

이드를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조건 확인

ㅇ HBGA (PGM) binding assasy를 이용한 중화능 분석

  

HBGA (PGM) binding assay 구축

중화능 분석

주요 성과

ㅇ DNA 백신에 기반이 되는 사람 노로바이러스 GII.4 VP1 발현 벡터 구축 및 항체 확인을 

위한 사람 노로바이러스 GII.4 VP1 ELISA 제작

ㅇ 환자 유래 대장 상피 엔테로이드 수립 및 배양하여 노로바이러스 감염됨을 확인

ㅇ 체외진단기기 등에 활용 가능한 전도성 마이크로니들 제작 기술 확보

ㅇ 전기천공펄스 발생기 및 천공용 마이크로니들 제작

ㅇ 사람 노로바이러스 DNA 백신 마이크로니들을 통한 중화 항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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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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차백신연구소

2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재조합 노로바이러스 백신의 제형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백신 제형을 

선정하여 엔테로이드 시스템을 통해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백신 제형의 유효성을 평가함

으로써 효과적인 신규 노로바이러스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함

연구내용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신규 노로바이러스 백신 제형 개발]

ㅇ 면역증강제 조성 및 제형에 따른 신규 노로바이러스 백신 제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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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영상표지기술을 이용한 백신 제형의 체내 분포 양상 분석법 개발 

ㅇ 백신 제형의 체액성/세포성 및 점막 면역 효능 평가

[엔테로이드를 이용한 노로바이러스 백신 유효성 평가 및 검증]

ㅇ 엔테로이드에 노로바이러스 감염 및 분석법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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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결과

ㅇ 본 연구팀의 신규 면역증강제 L-pampo 조성에 따른 면역 효능을 평가하여 노로 항원 특

이적인 면역 반응의 유도가 우수한 신규 노로바이러스 백신용 면역증강제 L-pampo(C) 

제형을 선정함

ㅇ 본 연구팀에서 확립한 면역 효능 평가법을 이용하여 신규 면역증강제 L-pampo(C) 근육 

또는 비강 투여 시 Alum 또는 Alum+MPLA 면역증강제 대비 체액성 면역반응, 점막면역

반응과 세포성 면역반응을 높게 유도하며 후보 백신 효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함

ㅇ 장 조직으로부터 matrigel을 이용한 3차원 배양을 통해 우수한 장 엔테로이드를 제작하였

으며, 제작된 장 엔테로이드에 환자 분변으로부터 분리한 노로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바

이러스의 복제를 확인함

주요 성과

ㅇ L-pampo 면역증강제 플랫폼은 현재 임상 중인 Alum 면역증강제 대비 강력한 세포성 면

역반응을 유도하여 viral clearance와 교차면역이 우수한 T cell의 활성을 통해 다양한 노

로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ㅇ 중화항체와 점면면역의 강력한 증강효과는 노로바이러스 장염을 예방할 수 있음

ㅇ 근육 투여 뿐만아니라 비강 투여방법이 점막면역 유도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여 점막면역 증

대형 면역증강제 플랫폼으로 개발 가능함

ㅇ 장조직으로부터 에테로이드의 생성, 유지, 분화를 통해 우수한 엔테로이드를 확보함

ㅇ 엔테로이드에서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및 복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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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64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12.31.

과제명 노로바이러스장염 VLP형 다가 예방 백신 개발

개발단계 비임상

주관연구기관 ㈜인테라

공동연구기관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ㅇ 노로바이러스 장염 VLP형 다가 예방 백신 개발

• 노로바이러스 VLP 다가 백신 생산공정 최적화 & 품질분석법 확립

• 백신 후보물질 및 전임상시료의 특성분석 & 효능 평가

• 전임상 시료 생산 및 시험 완료

• GMP 시료 안정성 시험 및 IND 승인

연구내용

[주관연구기관]

• 노로바이러스 VLP 항원 발현 시스템 확립, MCB 제조 및 특성분석

• 제조공정 최적화 및 scale-up, 특성분석 및 효능분석

• 전임상 시료 생산, 원액/완제 품질분석 & 전임상시험 완료

• GMP 시료 생산 및 안정성 자료 확보 & IND 제출 및 승인

[공동연구기관]

• 노로바이러스 VLP 항원의 효능 평가법 확립, 평가 및 최적 접종 조건 도출  

• 전임상 접종 동물 혈청 시료 효능 평가

연구결과

1. 노로바이러스 다가 백신 구성 3개 유전자형 (GⅡ.4, GⅡ.17 & GⅡ.3) 별 MCB 

제조(Charles River Laboratories) & 특성분석 완료

2. VLP 다가 백신 후보물질의 면역원성 및 접종 조건 도출 완료

3. 발효/정제공정 최적화 및 50L 규모로 scale-up

4. 품질분석법(SOP) 확립 및 기준설정 완료

5. 전임상 시료 생산 및 특성 및 효능분석 완료

6. GLP 적합 전임상 분석 수행(크로엔/캠온)

7. IP 회피 대응전략 및 강화전략 수립 수행 완료

주요성과

• 다양한 유전자형의 노로바이러스 VLP를 대장균에서 수용성 발현 & 자가 조립을 통해 고효

율 신속 생산 기술을 성공적으로 확립하였음

• 50L 고밀도(O.D.>100) 배양 조건 확립 및 정제공정 최적화 완료

• 제조된 백신 후보물질의 특성분석 및 효능(면역원성) 분석법을 확립하였고, 이는 노로바이

러스의 다른 감염성 질환에 대한 VLP 백신의 평가법으로도 활용 가능함

• VLP형 3가 백신의 전임상 시료 생산 및 원액/완제 QC 분석 완료

• GLP 기준 적합 조건에서 전임상(반복투여 독성/약리안전성 분석) 수행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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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06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12.31.

과제명 수족구병 2가 예방백신 소아임상 개발 

개발단계 비임상

주관연구기관 에이치케이이노엔㈜

연구목표

ㅇ 수족구병 2가 백신 소아임상 시험약 생산 및 소아임상 IND 신청

  - 원액 생산 공정연구 

  - 유효성 평가모델 확보

  - 기준 및 시험방법 연구 

  - 소아임상 IND 준비

연구내용

ㅇ 백신 원액 생산 공정 연구 

  - 배양 및 정제 공정 개선 연구 

  - 상업화 scale 공정 연구   

ㅇ 수족구병 백신 유효성 평가

  - 유효성 평가 동물 모델 확립  

  - 능동 면역 유효성 평가 모델 확립 및 평가 

ㅇ 원액 및 완제 분석 시험방법 연구 

  - 시험법 구축 

  - 생산 원액 및 공정산물의 보관 안정성 연구

연구결과

ㅇ 백신 원액 생산 공정 연구 

  - 바이러스 본배양, 정제 및 불화화 공정 조건 확립

  - 상업화 scale-up 위한 Bio-reactor with micro-carrier 공정연구   

ㅇ 수족구병 백신 유효성 평가

  - EV71 및 CA16에 대한 능동면역 유효성평가 모델 확보

  - 능동면역 유효성 평가 모델에서 2가 수족구백신 유효성 확인 

ㅇ 원액 및 완제 분석 시험방법 연구 

  - 완제 함량 및 역가 시험법 확보 

  - 원액 및 완제의 6개월 이상 안정성 확보   

  - 바이러스 입자 시험법 구축 완료  

주요성과
ㅇ 수족구병 백신 원액 생산을 위한 공정 확립 

ㅇ 유효성 평가 – 능동 면역 유효성 평가 동물 모델 확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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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49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12.31.

과제명 T 세포 기반의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비임상시험 및 유효성 평가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지아이이노베이션

연구목표

인플루엔자 감염을 폭넓게 예방할 수 있는 T 세포면역 유도 재조합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

후보들을 제작하고 최신 면역증강기법, 투여경로 다양화 및 백신 조합으로 면역원성 및 방어

효능을 최적화하여, 효능이 탁월한 최적의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물질을 도출함

연구내용

ㅇ 핵단백질 발현 재조합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물질의 제조 및 생산

ㅇ 제작된 백신후보물질들의 면역원성 및 교차방어효능 비교평가를 위한 소동물모델 확보 

ㅇ 백신후보물질이 유도하는 교차방어면역의 기작 분석 및 방어면역지표 확인 

ㅇ 다양한 투여경로(비강, 설하, 근육), 용량 및 조합에 의한 최적의 레지멘 도출

ㅇ 최신 면역증강기술을 융합하여 방어면역 유도능이 향상된 범용 백신 후보물질의 도출

ㅇ 최적의 범용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비임상 시험 및 유효성 평가

연구결과

ㅇ 인플루엔자 A / B 타입의 다양한 스트레인에 대한 공격 감염 스탁 확보

ㅇ 백신 후보물질의 면역원성/교차방어 효능 확인 및 항원 특이 T 세포 분석을 통한 백신 유도 

교차방어 지표 확인

ㅇ 점막면역 유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면역보조제의 면역화 경로 및 투여 용량의 최적화

ㅇ 백신후보물질과 면역보조제의 투여 순서와 횟수의 최적화

주요성과

ㅇ 인플루엔자 감염 교차방어 효능평가 모델을 확립함

ㅇ 폐에 존재하는 항원 특이적 T 세포 면역반응의 증가 여부를 통한 백신후보물질의 효능을 

비교 및 평가함

ㅇ 인플루엔자 A / B 타입의 공격 감염 후 Morbidity / Mortality 측정을 통해 방어효능을 비

교 및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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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54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12.31.

과제명 다중항원 스캐폴드 기반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물질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스칼라팍스트롯

연구목표

ㅇ 기존 백신과 차별화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래 hemagglutinin 단백질 다중항원 

(multivalent antigens) 스캐폴드 기반 자가조립 모자익 nanoparticle 제조 플랫폼 구축

ㅇ 다중항원 특성 연구와 동물실험 (마우스 및 페렛)을 통한 protection 및 면역반응 검증

ㅇ 혈청내 항체를 신속 정밀하게 분석 가능한 하이드로젤 기반 바이오칩 면역 효능 검증

연구내용

ㅇ 인플루엔자 H1, H3 아형과 B형 바이러스 유래의 HA 단백질 및 PCNA-항원 융합단백질 

형태의 항원 제조 기법 구축  

ㅇ 모자익 다중항원 나노파티클의 반응성 검증을 위한 하이드로젤 제작 기술을 확립하고 검증

ㅇ 다중항원 특성 분석: PCNA-HA linker 다양화에 다른 항원 특성 분석 

ㅇ 다중항원 기반 면역효능 동물실험: 6주령 마우스, PR8 challenge, 체중 및 생존율 변화, 

lung titer, neutralization 분석

ㅇ 다중항원 기반 항체 분석 및 동물실험을 통해 생산되는 항체 및 활성을 비교 평가 및 분석

ㅇ 페렛 혹은 기니픽을 활용한 동물실험을 통해서 상용 백신을 포함하는 그룹별 면역효능을 

검증

ㅇ 동물실험시 형성되는 항체를 하이드로젤 기반 항체 스크리닝용 바이오칩을 활용하여 신속 

정밀하게 검증 

연구결과

ㅇ 인플루엔자 HA-PCNA subunit 융합 단백질 mammalian cell 기반 발현 및 정제, 

PCNA 제조 단계별 최적화 및 항원과의 linker 의존 특성 탐색안정성 및 특성 검증: 

linker PPP vs SGG 유사한 안정성 제시. 특성 SEC-MALS, Interferometry 결과물 

ㅇ 제작된 바이오칩에 따른 PCNA-HA construct analyte 대상 SPR 신호 분석 및 단백질 

다중결합 기반 하이드로젤 바이오칩을 이용한 PCNA assembly 확인: 5종 이상 하드로

젤 입자 분석 및 제작 완료

ㅇ 다중항원 기반 면역효능 동물실험: 6주령 마우스 기반 PR8, X47 challenge, 체중 및 생

존율 변화, 항체 분석: 항원 dose 별 및 바이러스 그룹 1 & 2 별 마우스 protection, 항체 

분석: consistent 한 동물실험 결과물

ㅇ HA항원과 하이드로젤을 EDC/NHS coupling으로 결합하여 항체 검출 바이오칩 기반 마

우스 혈액 내 항체 검출의 기존 바이오칩과의 비교

ㅇ 페렛을 활용한 동물실험 그룹별 protection 및 면역효능 검증 진행중

ㅇ 동물실험 serum 기반 면역반응 물질을 신속정밀 항체 스크리닝용 하이드로젤 바이오칩기

반 검증 결과물

주요성과

ㅇ 국내 및 국외 PCT 특허 4건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재조합 헤마글루티닌 단백질 단량체 다중 변이단백질을 포함하는 오

소믹소바이러스에 대한 항원 조성물. 등록번호 10-2269257, 등록일 2021-06-21

-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또는 치료용 항원 조성물. PCT/KR2021/000590, 15 January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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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IL-2 및 가용성 IL-2 수용체 알파의 검출방법 및 암 진단 방법. 

PCT/KR2021/016410

  - Biochip and method for manufacturing biochip. US 10,359,422 B2

ㅇ 논문 2건

  - Hae Min Yang  et al. Label-Free Analysis of Multivalent Protein Binding 

Using Bioresponsive Nanogels and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ACS 

Appl. Mater. Interfaces 2020, 12, 5, 5413–5419

  - Jie Ying Teoh et al. Tuning Surface Plasmon Resonance Responses through 

Size and Crosslinking Control of Multivalent Protein Binding-Capable 

Nanoscale Hydrogels. ACS Biomater. Sci. Eng. 2022, 8, 7, 2878–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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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85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12.31.

과제명 재조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범용 백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주식회사 헬스파크

연구목표

주관 1

ㅇ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 감염을 포함한 다양한 A 및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을 대응하는 세포기반 재조합 범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개발 

주관 2

ㅇ GMP 기준 백신 제조 공정 개발이 가능한 CMO 기관 선정

ㅇ 범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 생산을 위한 배양/정제 공정 개발 및 CMO기관 기술이전

ㅇ 백신의 GMP기준에 따른 Insect cell 활용 제조 공정 개발

연구내용

주관 1

ㅇ 20-21년 유행 인플루엔자 A 및 B형 바이러스 백신 항원 합성, 클로닝 및 rBVs 제작 

ㅇ 여러 항원조합으로 다양한 VLPs 제조

ㅇ 제작된 VLPs 백신 항원 특성 확인 및 정제 

ㅇ 주관2에 범용 백신 제조 기술 이전

ㅇ 동물모델 마우스(BALB/c) 및 페럿에 백신 접종 및 범용 백신 효능 확인

ㅇ 특허 출원, 논문 발표

주관 2

1. GMP기준에 따르는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의 제조공정 개발을 위한 CMO기관 선정

  - 국내·외 백신 CMC개발 가능한 CMO기관 선정 

  - WuXi Biologics와 본과제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업무지원협약서 체결 

  - 범용 인플루엔자 재조합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생산을 위한 배양공정 및 정제공정 

개발하여 CMO기관에 기술이전

2. 범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 생산을 위한 배양/정제 공정 및 분석법 개발 

  - CMO기관에서 제조 가능한 백신생산 세포주 배양 및 정제 공정 개발 

3. 백신의 GMP기준에 따른 제조공정 개발 

  - Host cell인 Sf9 cell 의 Master cell/Working Cell Banking 구축

  - 각 항원 바이러스의 Working Cell Banking 구축

연구결과

주관 1

ㅇ 다양한 VLPs 백신 제조, 정제 및 백신 항원 특성 확인 

ㅇ 주관2에 범용 백신 제조 기술 이전 완료

ㅇ 2020-2021 유행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유래 UF1, UF2 및 UF3 백신 동물모델에 접종 

및 치사량의 다양한 A형 바이러스 (H1N1, H3N2, H5N1)로 감염(challenge infection) 

및 범용 백신 효능 확인  

ㅇ 2020-2021 유행 인플루엔자 B virus (Yamagata lineage) 항원 유래 백신을 마우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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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및 치사량의 B/Colorado/06/2017 (Victoria lineage)로 방어효능 확인 

ㅇ 동물모델 페럿에서 범용 백신 효능 확인 중 

주관 2

  1. GMP 제조 기관 (Wuxi Biologics co.,ltd.) 내 sf insect cell 및 E-coli 기술 platform

을 비교 분석 하여 생산 안정성 및 효율성 비교 평가함

  2. 공정 개발을 위한 upstream 단계 및 downstream 단계를 구별하여 각 단계별 유전자 

재조합 바이러스-유사입자 백신 생산 방식 확립 

  3. 대량 생산에 적합한 정제 공정 개발 시도

  4. IND 진입을 위한 독성 및 안전성 평가 

주요성과

주관 1

ㅇ 다양한 VLPs 제조 및 제조된 VLPs로 마우스 동물모델에서 범용 백신 효능 확인

ㅇ SCI급 논문 다수 게재 

(1) Viruses 2022, 14, 429. https://doi.org/10.3390/v14020429, 

(2) Biomedicines 2022, 10, 1618. https://doi.org/10.3390/biomedicines 

10071618

(3) Pathogens 2021, 10, 1291. https://doi.org/10.3390/pathogens10101291

ㅇ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 감염 대응 범용 백신 특허 출원 완료

주관 2

  1. WUXI Biologics CMO 협약 및 임상시험용 범용백신 생산을 위한 표준업무절차서 SOP 

구축

  2. 공정 개발 내 Upstream GMP　생산 공정 구축함

  - H1N1N2N6+M1 Expression completion

  - H3N1N2N6+M1 Expression completion 

  3. 공정 내 Scrose gradient 정제 및 Chromatography 공정 기술 비교 분석 

  4. 공정 내 대량 생산을 위한 정제 기술 수정 및 정제 공정 개발 (결과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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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91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12.31.

과제명 범용인플루엔자 백신후보주의 비임상시험 및 유효성 평가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녹십자

연구목표

당쇄화 변형 기반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후보주 확보 및 비임상 유효성 평가

ㅇ 당쇄화 변형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후보주 확보 및 유효성, 기전 분석

ㅇ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GLP 생산 공정 활용 가능성 및 유효성 검증

연구내용

ㅇ A형 Group 1, Group 2 및 B형 HA 단백질의 당쇄화 진화 패턴 분석 및 당쇄화 변형 전략 

수립

  -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Group 1, Group 2,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A, NA 단

백질에 대한 대용량의 유전정보를 수집하여 패턴을 분석함

  - 역유전학법을 이용한 백신후보주 제작 및 당쇄화 변이 도입에 따른 백신 후보주의 성장 특

성을 비교, 분석함

ㅇ 당쇄화 변형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후보주 (교차)면역원성 분석

  - Group 1, Group 2 및 B형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후보주 면역원성 분석 및 작용 기전을 

분석함

ㅇ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GLP 생산 공정 활용 가능성 및 유효성 검증

  - 당쇄화 변형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후보주 GLP 생산 공정 활용 가능성을 검증함

연구결과

ㅇ Group 1, group 2 및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HA 단백질내 특정 위치의 당쇄화 변형 

패턴차이를 분석하여 당쇄화 변형 전략을 수립함

ㅇ Group 1 (H1N1), Group 2 (H3N2) 및 B형 (Victoria lineage) 당쇄화 변이 도입 백신 

후보주를 제작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백신후보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함

ㅇ 소형 설치류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제작된 백신 후보주 항원의 접종 및 공격접종에 대한 방

어능을 분석하여 항원의 유효성을 평가함

ㅇ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을 위한 GLP 생산공정 활용 가능성 및 생산공정을 구축함

주요성과

ㅇ 당쇄화 변형 기반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후보주를 확보하였고 백신의 유효성과 교차면역원

성을 평가함

  - H1 HA의 당쇄화 변형 백신 후보주의 제작 및 접종을 통해 H5 아형에 대해 다소의 방어능 

획득으로 교차면역원성을 확인함

  - H3 HA의 당쇄화 변형 백신 후보주의 접종을 통해 항원적으로 거리가 있는 H3 아형에 대

해 중화항체가 획득으로 교차면역원성을 확인함

  - Victoria lineage의 B형 HA 당쇄화 변형 백신 후보주의 접종을 통해 Yamagata 

lineage로의 방어능 및 중화항체가 획득으로 교차면역원성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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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05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12.31.

과제명 재조합 단백질 기반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주관연구기관 ㈜휴벳바이오

연구목표

재조합 단백질 기반 인체 적용 인플루엔자 범용 백신의 개발 및 상용화

ㅇ 재조합 단백질 기반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실험을 통한 교차면역 효능 

평가 및 방어면역 메커니즘 규명

연구내용

ㅇ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 범용 백신 후보 물질의 바이러스 감염억제능 및 교차면역유도능 분석

ㅇ 최적의 면역보강제 선별, 백신후보물질 대량생산 최적화

ㅇ 인간모델동물 (패럿)에서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후보물질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 평가, 바이

러스 감염억제능 및 아형 비특이적인 교차면역 유도능 분석

ㅇ 범용백신 후보물질 대량생산 최적화, 백신 안전성 및 효능 평가 

ㅇ 영장류 모델을 이용한 면역원성 및 안전성 평가, 바이러스 감염억제능 및 아형 비특이적인 

교차면역 유도능 분석

ㅇ 범용백신 최종후보 제품화를 위한 대량생산 최적화, 백신면역보강제 용량 설정

연구결과

ㅇ 세포 수준에서의 면역유도능 분석을 통한 방어면역 유도 메커니즘(세포성/ 체액성 면역 등) 

규명

ㅇ 마우스 모델에서 다양한 아형(H1, H3, H5, H7)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공격접종에 대

한 방어면역 유도 규명

ㅇ 인플루엔자 백신의 인간모델동물(페럿) 투여와 면역원성 규명, 백신 투여 후 안전성 규명 

및 인플루엔자 공격접종을 통한 교차 면역원성 검증

ㅇ 인체 적용 가능한 면역보강제를 탐색하고 최적의 면역보강제를 선별하여 백신 효능 최적화

ㅇ 대장균 대량 발효시스템을 이용한 백신 후보물질 대량 생산 배양조건, 정제공정 최적화를 

통한 대량생산시스템의 구축

ㅇ 중동물에서의 백신 안전성 및 효능 입증

주요성과 ㅇ 국내등록 특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 조성물 (제10-2211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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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07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나노파티클 기반의 신개념 면역보조제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도출

총괄(1주관)연구기관 ㈜유바이오로직스

2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목표

신규 면역증강제 및 항원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한 나노파티클 기반의 바이러스 서브유닛 백

신 면역보조제 플랫폼 개발

ㅇ 면역보조제 개발

ㅇ 모델 항원 개발

ㅇ 면역보조제 선도물질 개발 및 평가

연구내용

ㅇ 면역보조제 개발

  - 면역증강제 유도체 직생산 균주 개발 및 균주 특성 분석

  - 면역보조제 각 구성 물질 규격 설정 및 분석법 개발, 특성 분석

  - 면역보조제 리포좀 제형별 제조공정 확립

  - 면역보조제 규격 설정 및 분석법 개발, 품질 및 특성 분석

ㅇ 모델항원 개발

  - 항원(대상포진바이러스 gE 단백질)생산 세포주 및 생산 공정 개발

  - 항원 규격 설정 및 분석법 개발, 특성 분석

ㅇ 면역보조제 선도물질 개발 및 평가

  - 면역보조제/모델항원 스크리닝, Lead 선정

  - 면역보조제/모델항원 유효성 평가,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 도출

주요 연구결과

ㅇ 리포좀 6종, 항원 2종 제조공정개발 및 규격설정 완료

ㅇ 리포좀, 구성물질, 항원 분석법 개발 및 품질, 특성 분석 완료 

ㅇ 구조 다양성을 가진 면역증강제 유도체 3종 생산균주 개발 완료

ㅇ 면역증강제 Lead 선정에 따른 대량 생산 균주 선정 완료

ㅇ 면역보조제 Lead 선정 및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 도출 완료

주요 성과

ㅇ GLA 직생산 균주 세계 최초로 개발

  - 전 공정 합성으로 제조되는 GLA와 동일한 구조 확인

ㅇ 면역보조제 ECLSQ, ELSQ 도출

  - Monophosphoryl Lipid A(MPLA) 계열 면역증강제기술 EcML과 항원전달기술 

CoPoP을 사용하여 우수한 효능의 신규 면역보조제 플랫폼 기술 완성

ㅇ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 도출

  - 기존 시판되는 백신 대비 동등이상의 효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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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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단계 후보물질도출

주관연구기관 ㈜차백신연구소

공동연구기관 주식회사 카브

연구목표
ㅇ 신규 면역증강제가 포함된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 제형의 유효성 평가를 통한 신개념 면역

증강제 플랫폼 개발 

연구내용

ㅇ 면역증강제 제형 개발

 - 면역증강 유효 물질의 조성 별 스크리닝과 제제 연구를 통한 제형 개발

 - 신규 면역증강제 제형 별 세포 및 마우스에서의 효능 평가

 - 항원 선정과 항원에 따른 백신 제형 개발

 - 신규 면역증강제 제조 기술 및 유효 물질 분석법 개발

ㅇ 면역증강제 특성 분석

 - 항원 흡착성 및 물성 평가를 통한 특성 분석

 - 백신 제형의 생체 내 분포 양상 및 면역 세포 동태 이미징

ㅇ 면역증강제의 유효성 평가

 - 신규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백신 제형의 투여량에 따른 안전성 평가

 - 바이러스 공격 접종 후 백신 제형의 방어능 평가

 - 모델 동물에서 접종량 및 접종 횟수에 따른 면역 지속능에 대한 평가

 - 동일 분류 바이러스에 대한 교차방어능 평가

주요 연구결과

ㅇ 면역증강제 제형 개발 

 - in vitro 및 마우스 면역시험을 통해 TLR ligand를 포함하는 최종 제형 선정 

 - 상용화 개발을 위하여 Microfluidizer를 이용 스케일업 제조 기술의 최적 조건 확립 

 - Emulsion 면역증강제의 물성 확인 분석 및 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 기시법 확립

ㅇ 면역증강제 특성 분석

 - 신규 Emulsion 면역증강제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영상 표지 기술을 통한 백신 제형

의 생체 내 분포 양상과 백신 투여에 의한 면역 세포의 체내 동태 확인 

ㅇ 면역증강제 유효성 평가 

 - H1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SARS-CoV-2 바이러스의 challenge 실험 모델 구축

 - 신규 Emulsion 면역증강제를 적용한 시험용 백신 제형의 유효성 평가 (공격 접종에 대한 

방어 효능 확인, 도스 절감 효과, 면역 지속능 평가, 교차 방어능 확인) 

주요 성과

ㅇ Emulsion의 항원 흡착 효과와 함께 TLR ligand에 의한 면역 증강까지 보유한 ‘이중 기능’

의 신개념 면역증강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호흡기 바이러스 백신에 적용함으로써 향

후 비임상 시험 및 임상 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유효성 확인 후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감

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신규 백신으로의 개발이 가능함 

ㅇ 이는 향후 국내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백신의 공급과 팬더믹 상황을 대비한 백신 공급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TLR ligand를 포함하는 신개념 면역증강제 연구 개발을 통해 다국적 제약사가 장악하고 있는 면

역증강제 시장에 국산 제품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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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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단계 후보물질도출

주관연구기관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ㅇ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 기반으로 차세대 백신신속대량생산 플랫폼기술을 개발

하기 위해 Proof-of-Concept으로 SARS-CoV-2의 다양한 spike protein 도메인과 조

류인플루엔자의 haemagglutinin 단백질을 모델 항원으로 사용해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

체 기반 백신신속대량생산 방법의 유용성과 성능을 검증함

연구내용

ㅇ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OMNV)의 대량생산 및 QC

  - BMDC에 OMNV를 처리하면 Th1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함

  - Aluminum Hydroxide와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와 항원의 집합체는 대조군에 

비해 높은 항원 특이적인 항체 형성 반응을 보임

  - 간, 신장 독성 및 급성 염증을 측정한 결과, 독성이 거의 유발되지 않음

ㅇ 항원이 발현된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 생산 및 QC

  - Omp A 또는 LolB Display System을 개발하여 항원이 발현된 다양한 OMNV를 생산

하고 in vitro BMDC activation, vaccination 성능 검증함

ㅇ 항원을 발현하는 Hybrid NanoVesicle(NV) 생산 및 QC

  - 항원을 발현하는 mammalian cell에서 생산한 Spike NV와 OMNV를 이용해 Spike 

Hybrid NV을 생산함

  - Spike Hybrid NV를 rat에 주사하고 항체 형성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항원에 대한 

높은 항체 형성 반응을 확인함

ㅇ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의 백신 최적 후보군 선정 및 효능 테스트: ABL2 lab 

pre-test 및 ABL3 lab test

  - 대량 생산한 OMNV, aluminum hydroxide와 항원을 섞은 집합체를 이용한 ABL2 lab 

pre-test

  - Hybrid NV와 집합체의 ABL3 lab test 진행함

주요 연구결과

ㅇ 항원이 발현된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는 in vivo vaccination 실험에서 항원 특

이적인 항체(IgG) 형성을 효과적으로 유도함

ㅇ 약독화된 박테리아 엑소좀 모사체 대량생산 후 동물감염모델 평가 결과, 집합체를 주사한 

실험군이 항원 특이적 항체(IgG) 형성을 효과적으로 유도함

ㅇ Spike Hybrid NanoVesicle(NV)의 고위험병원체 동물감염모델 대상 효능평가(ABL3) 

결과 Spike Hybrid NV 그룹이 첫 번째 면역 후 3주째부터 항원 특이적인 항체가 형성되

어 4주째까지 항체가 유지됨을 확인함

주요 성과 ㅇ 지적재산권 1건 (특허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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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078 총 연구기간 2020.10.06. ~ 2022.03.31.

과제명 결핵 백신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실용화 기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도출

총괄(1주관)연구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국립마산병원 3주관연구기관 ㈜에스엔비아

연구목표

ㅇ 정량 백신전달이 가능한 코팅형 마이크로니들(MN) 개발

ㅇ BCG 균주 대량생산 공정 확립 및 MN 패치형 결핵 백신 성능 검증

ㅇ 결핵 백신용 MN 패치의 양산 시스템 구축

연구내용

ㅇ 1주관: Single-dose 백신패치를 위한 MN 개발 및 평가

ㅇ 2주관: 제형변경에 필요한 균주 생산/평가 및 결핵백신 MN 패치의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

ㅇ 3주관: 코팅용 MN 패치 제작 및 백신용 패치의 양산 시스템 구축

주요 연구결과

ㅇ 1주관

  - 백신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부형제 조성 및 정량 코팅 기술 확립

  - 결핵 백신 활성이 유지되는 코팅 환경 확립 및 적층 코팅 기술을 통한 식약처 인정 백신 역

가 달성 (>106 CFU/patch)

  - 결핵 백신 패치의 보관 조건에 따른 결핵 백신 안정성 확인 완료

(-20℃ 보관 시 8주 이상 안정성 확인)

ㅇ 2주관

  - 제형 변경에 따른 균주 확보 및 배양법 정립 완료

  - 결핵 백신 균주 원액의 대량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생물학제제 생산용 청정공간 확보 완료

  - 백신 패치의 생균수 측정 및 ATP assay를 통한 역가 평가 완료

  - 결핵 백신 패치의 식약처 BCG 백신 품질 평가 기준에 준하는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 완료 (Guinea pig 동물실험)

ㅇ 3주관

  - 코팅용 마이크로니들 패치 제작 및 고속 코팅을 위한 디스펜싱 

    기술 개발 완료

  - 코팅성 향상을 위한 마이크로 정렬 시스템 개발 완료

  - 결핵 백신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온 공정 시설 구축 완료

  - Pilot 장비 구축을 통한 양산 시스템 검증 완료 (40만 패치/년)

주요 성과

ㅇ 논문게재 1건 (파일럿 양산시스템을 이용한 백신 MN 패치 개발)

ㅇ 특허출원 2건 (코팅 및 소재 관련)

ㅇ 결핵 백신 MN 패치 시제품 개발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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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36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2.12.31.

과제명 DTaP기반의 Tdap 혼합백신의 개발 및 임상1상 IND 승인

개발단계 비임상 

주관연구기관 ㈜보령바이오파마

연구목표

ㅇ DTaP 기반의 Tdap 혼합백신의 제형화

ㅇ Tdap 혼합백신의 비임상 시험 및 1임상용 백신 생산

ㅇ Tdap 혼합백신의 1임상시험 IND 자료 구축

연구내용

ㅇ 백신 최종원액 제형화 연구

  - 개별항원 조성연구 및 항원 단백 특성분석

  - 최종원액 조성 확립 및 최종원액 항원분석시험

ㅇ 시험백신 검증연구

  - 최종원액 동물면역시험 및 항체가 분석시험

  - 시험백신 안전성, 유효성 검증시험

ㅇ 비임상시험

  - 비임상용 시험백신 제조 및 비임상 수행

ㅇ 임상1상 IND 승인

  - 1임상용 백신 생산 및 안정성 시험연구

  - 임상1상 IND 서류작성, 제출 및 보완

연구결과

ㅇ 백신 제형화(formulation)개발 확립

  - 개별항원 및 최종원액 항원특성분석 완료

  - 면역보조제 종류 및 농도에 따른 면역원성 비교시험, 항원흡착률 비교시험, 혼합항원간 면

역학적 간섭여부 확인시험

ㅇ 시험백신 검증 완료

  - 최종원액 안정성확인시험, 임상예정용량별 최종원액 동물면역시험

  - 시험백신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완료

ㅇ 비임상시험 완료

ㅇ 임상 1상 IND 제출

  - 1임상용 백신 제조 및 백신 안정성 및 유효성 시험

  - 임상 1상 IND 서류 작성 및 제출

주요성과

ㅇ 비임상시험 완료

ㅇ 1임상용 백신생산 완료 

ㅇ 임상 1상 IND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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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72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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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차백신연구소

연구목표

새로운 백일해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항원 기반 신규 플랫폼의 백일해 백신 개발

ㅇ 새로운 유전자 재조합 백일해 항원 생산 플랫폼 개발

ㅇ 신규 유전자 재조합 백일해 항원 생산 및 정제공정 개발

ㅇ 백일해 항원의 면역성 평가 시스템 확립

ㅇ 신규 유전자 재조합 백일해 항원의 면역성 및 백일해 감염 억제능 평가

연구내용

(1주관)

ㅇ 백일해 culture system과 백일해 마우스 모델을 확립

ㅇ 2주관 수행 기관에서 제공하는 백일해 백신 항원을 이용하여 면역원성 및 감염 억제 가능

성을 평가하기로 함

(2주관)

ㅇ 기 개발된 LysRS 기반의 재조합 백일해 백신 항원 정제 후 1주관 수행 기관에 제공하기로 함

ㅇ 신규 섀퍼론 단백질 폴딩 시스템인 EPRS를 이용하여 재조합 백일해 항원 3종 (PtxA, 

FhaB, PRN) 발현 벡터를 구축하여 발현 최적화 조건을 개발. 또한 실험실 규모에서 

fusion partner의 제거공정 및 항원 정제조건 연구를 수행

주요 연구결과

(1주관)

ㅇ NGS sequencing을 통해 백일해 균주(Bordertella pertussis)를 확인하고, 일정하게 자

라는 배양 조건을 in vitro에서 확립함

ㅇ 백일해 균의 감염력을 in vivo에서 확인하기 위해 비강으로 감염시키고 감염 후 체중 감소

와 폐에서 균이 배양되는 백일해 감염 마우스 모델을 확인함. 백일해 감염 마우스 모델은 

혈액 내 IL-6와 Th1 cytokine인 IFNg가 증가하고, 폐조직에서 neutrophil과 활성 CD4 

T 세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

ㅇ LysRS 융합 항원 기반 단백질 항원 면역원성을 평가를 위해 단백질 접종한 마우스 혈청에

서 항체가 만들어진 것을 ELISA로 확인함. 백일해 감염 후 면역원성 및 면역적 감염 억제 

양상은 감염만 된 대조군에 비해 단백질 항원을 주사한 마우스에서는 백일해 IgG가 크게 

증가했고, 1차보다 2차 접종 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 또한 폐조직에서 배양되는 백일해 

균 수가 감소했으며, 폐 조직내 neutrophil이 감소한 것을 확인함

(2주관)

ㅇ 백일해 균주에서 감염에 관여하는 주요 항원(PRN, FHA, PT) 아미노산 서열을 확보하고, 

신규 섀퍼론 기능을 하는 WHEP domain(EPRS)을 도입하여 면역학적 기능을 향상시킨 

항원 발현 벡터를 제조함. 또한 균주 배양을 위한 수용성 발현 배양 조건을 확립하고 각각

의 항원에 맞는 고밀도 배양 공정을 위해 배양 조건을 구축함. in vivo 모델에 적용하여 면

역원성 평가를 위해 각 LysRS 백일해 항원을 1차로 Ni-affinity chromatography, 2차

로 ion exchange chromatography를 수행하여 정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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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 scale을 증가하여 백일해 항원을 정제하기 위한 배양 조건과 각 항원(PRN, FHA, 

PT)의 정제 조건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수행함

주요 성과

ㅇ 백일해 배양 시스템 구축 및 백일해 호흡기 감염모델 확립

ㅇ ELISA 기반 항체 평가 시스템 구축

ㅇ 백일해 감염 마우스에서 면역학적 변화를 혈청과 폐조직에서 확인 

ㅇ 백일해 감염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신규 재조합 단백질의 감염 억제능 평가

ㅇ 신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기반으로 백일해 항원 3종 (PRN/FHA/PT)에 대한 발현 벡터 

및 발현 균주 확보

ㅇ 각 항원에 맞는 융합파트너 절단 조건과 정제 방법을 최적화

ㅇ 정제과정에 사용되는 완충용액 조정을 통한 항원 특이적 크로마토그래피 정제 공정 확립 

ㅇ 백일해 항원 3종에 대한 대용량 (2~5L) 배양 조건 및 정제 공정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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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46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3.08.31.

과제명 국내 개발 3가 DTaP 백신의 효능평가 지표 개발

개발단계 지표발굴

총괄(1주관)연구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녹십자

연구목표

개발 중인 3가 DTaP 백신 및 유전자 재조합 DTaP 백신의 실제 임상 적용 여부 확인

ㅇ 1년차 : DTaP 백신 접종 후 체액성 표준 면역원성 분석법 구축 

ㅇ 2년차 : 체액성 면역원성 분석법 검증, DTaP 백신 접종 후 체액성, 세포매개 면역원성 검증

ㅇ PTx 잔류 독성 검증 및 이상반응 평가

연구내용

ㅇ PT, FHA, PRN 항원에 대한 체액성 면역 분석법으로 In house ELISA 시험법 구축  

ㅇ 구축된 In house ELISA 시험법에 대하여 reference line calculation 법과 parallel 

line법간 비교 및 정밀성(precision), 희석 선형 (dilution linearity), 특이성(specificity)

을 확인

ㅇ 총 3회 DTaP 백신 접종 및 공격 시험 후 체액 면역원성, 세포매개 면역원성과 bacterial 

clearance로 면역원성 평가 

ㅇ Modified HIST, CHO clustering assy로 PTx 잔류 독성 분석 및 백신 접종 후 국소, 전

신 이상반응 평가

연구결과

ㅇ International anti mouse reference serum NIBSC 97/642를 standard로 하고 PT

와 FHA에 specific 한 혈청 JNIH-12, JNIH-11을 control 혈청으로 이용하여 PT 0.1 

μg/mL FHA 0.15 μg/mL, PRN 0.25 μg/mL의 농도로 coating하여 reference line

법으로 결과값을 도출하는 In house ELISA 시험법 개발. 정밀성 검증 항목에서 총 6회 

시험결과 20%의 정확도를 만족하였고 reference line 법과 parallel line 법 결과 값 간

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최대 mean of difference = 1.642). 정확성 25% 및 Total 

error 40% 이내를 만족하는 농도를 LOQ로 지정한 결과 PT, FHA, PRN은 각각 1, 2, 

1.5 EU/mL. 특이성과 dilution linearity 모두 확인

ㅇ 3회 백신 접종 후 백일해 균 (ATCC 9797) 공격 시험 후 혈청 내 항체 역가는 3차 백신 접

종 후 3주 뒤가 가장 높고 공격 후 부터 감소. 단, GC DTaP 그룹의 PT, FHA의 IgG2a는 

증가. Control 그룹의 FHA IgG는 유지되는 추세를 나타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PT

항원에서 YS DTaP이 control 및 GC DTaP 그룹보다 공격 후 6주를 제외한 모든 time 

point에서 항체가가 낮았고 FHA (IgG1)와 PRN (IgG)에서 control 그룹과 GC DTaP 그

룹이 차이를 보임. 비강 내 IgA는 일부 경우를 제하고 순차적으로 증가, 6주 차에 최대 반

응을 보임. 항원 중에서는 FHA가 가장 높은 반응을 보임. 비강 내 IgA와 폐 조직 내 균 

CFU 일부 time point에서 control군과 YS DTaP군이 통계적 차이를 보였지만

(p=0.0016). 공격 후 2주 차에는 CFU가 모두 줄어들어 Log10값이 0.4 이하를 나타냄. 

폐 조직 내 CD4+ T cell의 발현은 공격 전, 공격 후 2주, 공격 후 4주 후의 time point 중 

중 공격 후 2주차가 최대였고 그룹간의 차이는 없었음. Tissue resident memory TRM 

cell은 백신 접종 그룹 간에는 차이가 없으나 mocked 백신그룹 (saline)이 공격 후 4주차

까지 발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백신 접종 그룹과의 통계적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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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ㅇ 체액 면역원성 시험법 개발 및 검증으로 면역원성 표준 지표 정립

ㅇ 개발 DTaP 백신과 상용화된 백신과의 백신 접종 후, 공격 후에 대한 체액성 면역원성 및 

세포매개 면역원성 비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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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39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2.12.31.

과제명 재활성화 억제 차세대 다가항원 서브유닛 결핵백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공동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아이진㈜

연구목표
재활성화 억제목적의 다가항원 서브유닛 결핵백신 발굴과 전임상 진입을 위한 백신후보조성

물 확정

연구내용

ㅇ Backbone (Rv2299c-ESAT6-Rv3463) 기반 다가항원 구성, 선별 및 면역활성 분석

  - 다양한 조합의 다가항원 융합단백질을 재구성하고 생산하여 백신후보물질 Library 제작

ㅇ 백신후보물질의 결핵균 재활성화 억제 효능평가 및 면역활성 분석 - 병원성이 약한 결핵균

주인 H37Ra균주를 활용한 잠복감염 모델을 바탕으로 우수한 후보군을 선별 

ㅇ TNF 중화항체 적용잠복결핵제어 백신 효능평가 동물모델에서의 평가 - TNF 중화항체 결

핵 재활성화 모델을 이용하여 감염군과 구별되는 결핵 재활성화 관련 면역학적 인자 분석

ㅇ TNF 중화항체 잠복결핵 동물모델에서의 백신후보군 효능평가 – 잠복결핵 동물모델을 이

용하여 백신후보군의 1차 평가

ㅇ 면역증강제시스템 후보물질과 백신제형 최적화 연구 - 면역증강제시스템과 백신 항원을 

혼합한 후 동결건조하여 백신을 제조

연구결과

ㅇ Backbone 기반 다양한 조합의 다가항원 융합단백질을 재구성하고 생산하여 Library를 제

작 완료함. H37Ra를 이용한 항균제 치료 재활성화 억제모델을 적용하여 3차에 걸친 스크

리닝을 실시함. 스크리닝결과 효과가 우수한 백신후보물질 융합단백을 선별함 

ㅇ Backbone 단백후보가 TNF 중화항체 결핵 재활성화 모델에서도 재활성화 억제 효능이 있

음을 입증함. 3종류의 면역증강제 시스템 중에서 CIA09A로 제조한 백신후보가 효능이 가

장 우수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4종류의 백신후보 조성물을 확보하여 2차로 TNF 중화항체 

결핵 재활성화 모델 평가를 진행함

ㅇ 면역증강제시스템 후보물질과 백신제형 최적화, 제조, 및 품질 분석법 개발함

주요성과

ㅇ 백신개발에 적용될 신규 백신후보항원 발굴

ㅇ Backbone 백신기반 백신후보물질 library 구성과 평가전략 수립

ㅇ TNF 중화항체를 활용한 결핵 재활성화 동물모델 확립

ㅇ TNF 중화항체 적용 잠복결핵 동물모델을 통한 백신후보항원 평가

ㅇ 잠복결핵 모델에 적용 가능한 면역증강제 1종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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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47 총 연구기간 2021.03.01. ~ 2022.12.31.

과제명 온도민감성 마이코박테리아를 이용한 결핵 대응용 Booster 백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주관연구기관 라파스

공동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ㅇ 경제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배양액 및 대량 배양 조건 확보

ㅇ 백신접종 편리성 및 유통비용 개선을 위한 백신 완제 연구 (경피용 패치 백신)

ㅇ 배양방법에 따른 최적 균주 선별 및 완제 제제연구

ㅇ Mpg boosting 백신으로서 in-vivo 면역 유도능 비교 평가

연구내용

[1차년도]

ㅇ 주관연구기관/라파스

  - 원료(Mpg) 품질관리 항목 설정 및 보관조건 확립

  - Mpg 탑재 완제(주사제/패치제) 제제연구

  - Mpg 균주에 대한 최적배지 및 물리·이화학적 조건 확립 (flask level)

ㅇ 공동연구기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Mpg 활성 확인을 위한 biomarker, phenotype marker 및 항원 발현 평가

  - Mpg의 항균제 감수성 평가

[2차년도]

ㅇ 주관연구기관/라파스

  - Mpg 균주에 대한 최적배지의 물리·이화학적 조건 확립 및 산업화를 위한 배양 조건 확립

  - 마이크로니들 패치 완제 제제 (주사제, 패치제) 및 공정조건 확립

  - 완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최소 기준 및 시험법 확립

  - 동물 효능 평가를 통한 Mpg균주의 항원유지 불활성화 방법 확보 및 시료제작

ㅇ 공동연구기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Mpg 활성(Potency) 확인을 위한 biomarker, phenotype marker 및 항원 발현 평가

  - Mpg의 항균제 감수성 평가 및 생균 Mpg와 불활성화 Mpg의 면역 유도능 평가

  - Mpg를 이용한 BCG 프라임 접종 이후 부스팅 백신으로서의 동물 면역유도능 평가(주사 및 패치제)

[3차년도]

ㅇ 주관연구기관/라파스

  - Mpg 균주 대량배양을 위한 Jar-fermenter scale-up 배양 최적화 조건 확립 및 Pilot scale level

배양체 확보를 위한 후처리 공정(장제), 보관방법 확인 

  - 동물 효능 평가를 위한 시료 제작 (주세제, 패치백신), 원료 및 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법 확립

  - 백신 완제(주사제 or 패치 백신) 품질관리 기준 설정 및 시험, Seed lot, Banking system 구축

ㅇ 공동연구기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BCG 접종 후 Mpg 완제품 (주사제/패치제)의 boosting 효능 평가

  - BCG prime-Mpg boosting (주사제/패치제) 후 결핵균 공격시 방어 면역능 평가

연구결과

[1차년도]

ㅇ주관연구기관/라파스 

  - 원료관리를 위한 균주의 Morphology, 색, 생균수 측정방법 기준 설정

  - Mpg 생존율 및 마이크로니들 성형이 가능한 2종의 신규 소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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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cteria cell counter를 이용하여 기존 도말배양을 통한 생균수를 확인에 따른 시험 시간 단축 (4주 

>> 1일)방법 확보. (도말배양 결과와 기기분석 결과비교 Correlation 데이터 축적중). 

  - 기연구된 상업용 배지를 개량하여 최적/추가 영양원이 선별된 3종의 개량배지 개발

ㅇ 공동연구기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각 배양 조건에서 성장한 Mpg 균의 DNA 염기서열 분석

  - Western blot 및 real-time PCR을 통해 결핵 항원 발현 확인 (Ag85B, ESAT-6, Hsp65)

  - 생균과 불활성화  Mpg 균주의 수지상 세포로의 감염 이후 세포 배양액을 이용한 사이토카인(IL-6, 

IL-12, IFN-β 및 IL-1β) 발현량 확인

  - 다양한 항생제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감수성을 확인 및 Luciferase 발현하는 재조합 Mpg 균주 제작

[2차년도]

ㅇ 주관연구기관/라파스 

  - 영양원별 역할 및 기능 파악을 통한 배지 단순화 조건 및 안정성 확보, 물리･이화학적 배양조건 확립

  - 최적배지를 이용한 Lab scale jar-fermenter 배양 진행, 배양일 단축 및 균체수 증가 배양 조건 확립

  - 마이크로니들 패치 백신으로서 Mpg 생존율 보장을 위한 부형제 (고분자소재, 첨가제) 선정 및 경피

패치제제의 품질관리용 규격 설정, 패치제의 적용방식,  패치제의 공정조건 확립

  - 사멸균주와 생균의 면역유도능 비교를 통한 최종 제제 선정 방향 확인

  - 콜드체인 유통을 극복하기 위한 패치백신의 온도별 안정성 평가중(계속)

  - 완제의 품질관리 기준설정을 위한 BCG 백신의 식약처 가이드라인참조 완제 기시법 설정

ㅇ 공동연구기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BCG균주의 기본 배양액 (7H9) 및 자사 개량 배양액에서 배양한 균주별면역원성 비교 (western 

blot 및 PCR을 통해 결핵 주요 항원 발현으로서 Ag85B, ESAT-6, Hsp65 등 확인)

  - 각 배양 조건에서 배양한 Mpg 균에 대한 in-vitro 면역반응(DC 세포주 감염 시험)을 예측하기 위한  

사이토카인(IL-6, IL-12, IFN-β 및 IL-1β) 발현량 비교

  - Luciferase 발현하는 재조합 Mpg를 이용해 in-citro 항균제 감수성 및 아메바-Mpg 감염 모델을 

이용한  Mpg균주의 배양방식에 따른 항균제 감수성 비교 확인

  - 사멸균주와 생균의 in-vivo (마우스 접종)시험을 통한 면역 반응비교를 통해 Cytokine발현 비교를 

통한 백신으로서의 유효성 확인

주요성과

ㅇ 주관연구기관/라파스 

  - 원료백신: Mpg 균주의 산업용 배양액 및 안정적 배양 조건 확립, 대량생산을 위한 scale-up 

  - 완제백신: 임상 시험용 완제의 제제 및 제조공정개발(CMC,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유통

을 위한 보관 안정성 및 유통기간 확립

  - Seed lot, Banking system을 통해 원료 생산/저장/관리 방안 구축

ㅇ 공동연구기관/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완제품(주사제/패치제 백신)의 부스팅 효능 차이 확인

  - BCG prime 후 Mpg boosting 투여 방법(주사제/패치제)에 따른 결핵균 공격에 대한 면역 반응 양

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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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58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2.12.31.

과제명 항원 최적화와 면역증강제 활용 신규 서브유닛 결핵백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국제결핵연구소

2주관연구기관 ㈜큐라티스

연구목표

항원 최적화와 면역증강제 활용 신규 서브유닛 결핵백신 개발

ㅇ 서브유닛 결핵백신용 항원 및 면역증강제 조합 선별(유효성 평가)

ㅇ 신규 서브유닛 결핵백신 항원/면역증강제 pilot scale 생산 공정 최적화

ㅇ 신규 서브유닛 결핵백신의 초기 제형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법 개발

ㅇ 신규 서브유닛 결핵백신의 비임상시험용 시료생산 및 초기 안전성 평가

연구내용

ㅇ 신소재 글루칸파티클 백신 제조공정 개발

  - 애주번트 후보 물질인 글루칸파티클 생산 공정확립

  - Glucan particle 항원 탑재 기술 확립

ㅇ 결핵균 감염 마우스 모델에서 유효성평가를 통한 최적화 항원 면역증강제 조합 선정

  - ID93+GLA-SE 효능 향상

  - ID93+글루칸파티클 효능향상

ㅇ 방어효능이 뛰어난 신규백신의 추가 항원 재조합단백질 개발

  - 추가 항원 HspX, ESAT-6, Ag85A 재조합단백질 생산

  - 추가 항원 HspX, ESAT-6, Ag85A 제형 안정성 확인

연구결과

ㅇ 글루칸파티클 제조 자체 개발

  - 기술의 국내 정착화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글루칸파티클 제조

  - 높은 하이드로 다이나믹 볼륨과 순도 확보

ㅇ 글루칸파티클 항원 탑재 기술이전

  - Univ. Massachusetts로부터 기술이전

  - 총 7가지 기술에 대하여 기술이전 완료

ㅇ 마우스 모델에서의 방어효능과 면역반응 비교

  - ID93+GLA-SE+추가항원 백신 효능 검정

  - ID93+글루칸파티클+추가항원 백신 효능 검정

ㅇ 결핵균 재조합 단백질(HspX, ESAT-6, Ag85A) 시료 생산

  - 글루칸파티클 후보 재조합단백질 정제

  - 글루칸파티클 후보 재조합단백질 제형 안정성 확인

주요성과

ㅇ 글루칸파티클 제조 및 항원 탑재 기술이전 완료

ㅇ ID93+GLA-SE+추가항원 백신 결핵균 방어 효과 확인

  - 결핵 저항성 마우스에서 효과 확인되어 고령층 대상 개발 가능성 확인

ㅇ ID93+글루칸파티클+추가항원 백신 결핵균 방어 효과 확인

  - GLA-SE를 대체하여 제조단가를 낮춤으로써 저렴한 백신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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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89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2.12.31.

과제명 차세대 신규 다항원성결핵 DNA 백신의 유효성 평가 및 비임상연구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주관연구기관 ㈜제넥신 

공동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ㅇ 차세대 신규 다항원성 결핵 DNA 백신의 임상 1상 승인

  - 신규 결핵 DNA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시료 생산

  - 신규 결핵 DNA 백신 후보물질의 혼합 비율 선정

  - 신규 결핵 DNA 백신 후보물질의 용량별 효력 평가

  - 신규 결핵 DNA 백신 후보물질의 비임상 연구

  - 신규 결핵 DNA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시료 생산

  - 신규 결핵 DNA 백신의 임상 1상 승인

연구내용

ㅇ 결핵 DNA 백신 생산 공정 개발

ㅇ 결핵 DNA 백신의 MCB/WCB 제조 및 특성분석

ㅇ 유전자 면역증가제 첨가 및 혼합 비율 선정

ㅇ 비임상 시료 생산 및 품질평가/특성분석

ㅇ 비임상 연구 (효력연구, 독성연구, 용량별 면역원성, 방어효능 평가)

ㅇ 임상 시료 생산 및 품질평가/특성분석

ㅇ 표준품 제조 및 등록

ㅇ 임상 1상 IND package 구축

ㅇ BCG 부스터 DNA 백신 후보물질 도출 및 용량별 효력평가

연구결과

ㅇ 결핵 DNA 백신 생산 공정 개발 완료

ㅇ 결핵 DNA 백신의 MCB/WCB 제조 및 특성분석 완료

ㅇ 유전자 면역증가제 첨가 및 혼합 비율 선정 완료

ㅇ 비임상 시료 생산 및 품질평가/특성분석 완료

ㅇ 비임상 연구 완료

ㅇ 임상 시료 생산 및 품질평가/특성분석 완료

ㅇ 표준품 제조 및 등록 수행중

ㅇ 임상 1상 IND package 구축 완료 및 임상 1상 IND 신청 → 식약처 보완 수행 중

ㅇ BCG 부스터 DNA 백신 후보물질 도출 및 용량별 효력평가 수행 중

주요성과

ㅇ 결핵 DNA 백신의 비임상 시료 생산 완료

ㅇ 결핵 DNA 백신의 비임상 연구 완료

ㅇ 임상시료 생산 완료

ㅇ 임상 1상 IND package 구축 및 IND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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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44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2.12.31.

과제명 결핵백신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개발단계 지표개발

총괄(1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3주관연구기관 ㈜이바이오젠

연구목표

결핵백신 범용성 효능평가지표 발굴 및 검출법 도출

ㅇ 결핵백신 유효성평가 모델 시스템 최적화

ㅇ 결핵백신 면역반응과 방어효능 평가

ㅇ 단일세포 분석 및 효능평가지표 발굴 및 검증

연구내용

ㅇ 단일세포 전사체 기반 결핵백신 면역원성 평가지표 발굴

  - 백신 면역반응의 추척분석 시스템 개발

  - 백신 특이적 면역반응 분석 및 단일세포 샘플 확보

  - 단일세포 전사체 통합 분석을 통한 면역 효능평가지표 발굴

ㅇ 결핵백신 효능평가 동물모델 시스템 개발 및 활용

  - 결핵백신 평가 동물모델 시스템 확립

  - 결핵백신 방어효능 평가

  - 공통 효능평가지표 발굴

ㅇ 단일세포 시퀀싱/분석시스템 최적화 및 효능평가지표 검출법 도출

  - 단일세포 시퀀싱 및 분석 시스템 확보

  - 단일세포 시퀀싱 및 데이터 생산

  - 단일세포 전사체 데이터 분석 및 타겟 바이오마커 검출시스템 구축

연구결과

ㅇ 조직별 면역세포 분리 및 추적 시스템 최적화

  - 림프절 및 폐조직 면역세포 분리, 단일세포 시퀀싱용 샘플 확보, 유세포 분석, 단일세포 전

사체 분석을 위한 토탈 분석 시스템 확립 완료

ㅇ 재조합 BCG 백신 모델(BCG::ESX-1Mmar) 구축 및 백신 효능 확인

  - 기존 BCG 백신과 재조합 BCG 백신 접종 및 효능 확인

(기존 BCG 백신과 재조합 BCG 백신 간 면역화 효능 비교)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1단계(2020~2022년) 세부과제 요약

149

  - 재조합 BCG 백신 후 임상 결핵균(Mtb-K)에 대한 방어효능 확인

ㅇ 백신 효능에 따른 효능평가지표로서 Ki67 발굴

  - 높은 방어효능을 가진 재조합 BCG 백신 접종 후 고빈도의 CD44+ Ki67+ T세포 생성 확인

함으로써 초기 효능평가지표 발굴

ㅇ 결핵 백신 접종 전후 단일세포전사체 분석을 통한 효능평가지표 발굴

  - 다양한 결핵 백신 투여 후 결핵균 감염 전후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향후 후기 효능평가지표 

발굴을 위한 분석 중)

(기존 BCG 백신과 재조합 BCG 백신 간 방어효능 비교)

(기존 BCG 백신과 재조합 BCG 백신 간 활성화된 증식 T세포 증가 확인)

(결핵 백신 투여 후 결핵균 감염 전후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

주요성과

ㅇ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을 통한 결핵균 감염에 의한 병인현상에 대한 면역학적 규명(Nature 

Communications 2022 Jun 7;31(1):3155)

ㅇ 다양한 결핵백신에 대한 동물모델 구축 및 백신 효능 확인

ㅇ 결핵백신 별 단일세포 전사체 및 단백체 분석을 통한 면역반응 키네틱스 데이터 확보

ㅇ 결핵백신 방어효능과 연관된 초기 효능평가지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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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54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2.12.31.

과제명
뎅기 바이러스 표피 항원의 재조합을 통해 특이성을 개선한 뎅기열 백신의 비임상시험 및 

유효성 평가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주관연구기관 ㈜이뮨메드

연구목표 ㅇ 4종 혈청형 뎅기열 백신의 유효성과 안전성 확보

연구내용

ㅇ Serotype 1, 2, 3, 4를 포함하는 4가 백신 생산 및 정제공정개발

  - 뎅기 바이러스 4종 Envelope(E) 항원 단백질 발현 벡터 확보

  - 발현벡터에서 항원 단백질의 과발현 확인 및 생산 공정 확립

ㅇ 뎅기열 Envelope(E) 유전자재조합 백신 항원 고효율 생산 시스템구축

  - Scale-up 생산공정 개발을 통한 생산 시스템구축

ㅇ 면역보조제 강화/면역증강형 항원 디자인

  - 면역증강제 및 면역증강형 항원을 비교 평가하여 항체 및 세포매개 면역반응 향상 확인

ㅇ 동물모델기반 면역원성, 중화능력 검증

  - 재조합 E 항원 단백질의 마우스 투여로 인한 항체 증가 확인

  - 면역증강제를 비교 평가하여 항체 및 세포매개 면역반응 증가 확인

연구결과

ㅇ 뎅기 바이러스의 4종 혈청형 Envelope (E) 단백질 항원 확보

  - mDV 4종 항원 단백질 발현 벡터 확보

  - 면역증강 펩타이드 융합 mDV 4종 단백질 발현벡터 확보

  - mDV 4종 항원 단백질 배양 및 정제공정 확립

  - 면역증강 펩타이드 융합 mDV (TAT-mDV) 단백질의 배양 및 정제공정 확립

  - mDV 4종 항원 단백질의 확보

  - 면역증강 펩타이드 융합 항원 단백질의 확보 (TAT-mDV)

ㅇ 효능평가를 위한 혈청형 4종 뎅기 바이러스 확보 

ㅇ 4종 뎅기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 투여에 의한 면역반응 유도 평가

  - mDV 4종 항원 단백질 투여에 의한 면역반응 유도

   : mDV-his 항원과 면역증강제 ECLS 병용 투여에 의한 면역반응 유도확인 결과, 항원에 

대한 항체는 확인되었으나 중화항체 생성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 mDV 항원과 면역증강제 Alum 병용 투여에 의한 면역반응 유도확인 결과, 항원에 대한 

항체는 확인되었으나 중화항체 생성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 면역증강 펩타이드 융합 항원 단백질 투여에 의한 면역반응유도

  : 면역증강 펩타이드(TAT-mDV) 항원과 면역증강제 Alum 병용 투여에 의한 면역반응 유도

확인 결과, 항원에 대한 항체는 확인되었으나 중화항체 생성 결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ㅇ 뎅기바이러스 항원 단백질과 어주번트 병용에 의한 효능 개선 비교 평가

  - chEDIII 항원 및 면역 증강제 투여에 의한 효능 비교 시험

   : chEDIII 항원의 마우스 투여에 의한 면역반응 유도확인 결과, 중화항체 생성이 확인되었음

   : 면역증강제 Alum과 병용투여 시 중화항체 생성 능력이 더 좋음을 확인

   : chEDIII 항원의 용량을 달리하여 투여한 결과 모두 중화항체가 생성됨을 확인하였으며, 

15 또는 30ug 투여가 적절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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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ㅇ 뎅기 바이러스의 4종 혈청형 Envelope (E) 단백질 항원 확보

  - mDV 4종 항원의 확보 및 생산 공정의 확보

  - 면역증강 펩타이드 융합 항원 단백질의 확보 (TAT-mDV)

  - chEDIII 재조합 항원 확보 및 생산 공정의 확보

ㅇ 뎅기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 투여에 의한 면역반응 유도 평가

  - chEDIII 항원에 대한 중화항체 생성 확인 

  - 면역증강제 Alum과의 병용투여의 효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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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42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2.12.31.

과제명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재조합 백신 플렛폼 후보물질의 비임상시험 및 유효성 평가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옵티팜

연구목표

ㅇ Virus-like particle (VLPs) 기반 RSV 백신 개발

ㅇ Nanoparticle 기반 RSV 백신 개발

ㅇ 동물모델에서 백신 효능 평가

연구내용

ㅇ 1주관 연구기관

  - RSV 바이러스 유사입자(VLPs) 백신 후보물질의 발굴

  - RSV 재조합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 효능 평가

  - 우수 VLPs 백신 선정 및 효능 재점검, 특허 및 논문 작성

ㅇ 2주관 연구기관

  - Trimer나노입자 기반 RSV-F발현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 및 특성 검증

  - RSV-F발현 나노입자 백신 제작 및 분리-정제

  - RSV-F 나노입자 백신 대량생산 및 분리-정제, 효능 평가

연구결과

ㅇ 1주관 연구기관

  - 4건의 항원 유전자 합성 및 VLPs 백신 제조 완료

  - 4종의 VLPs 형태 및 특성 확인(ELISA, Western, TEM)

  - 마우스 동물모델에서 4종 VLPs 백신의 효능 비교 평가 

  - 선정된 우수 VLPs 생산, 안정성 및 안전성 평가, 동물모델에서 효능 재평가 및 특허 출원, 

논문 발표

ㅇ 2주관 연구기관

  - RSV-F(6종) 유전자 합성 및 Western blot을 통한 발현 분석

  - 재조합바이러스 seed확보, 최적의 발현조건 확립 및 백신 분리-정제

  - 백신 대량생산, 분리-정제 공정 확립 및 동물모델에서의 효능 평가

주요성과

ㅇ 1주관 연구기관

  - 제조한 RSV VLPs 중 우수한 백신 선별 및 동물모델에서 백신 효능 확인 완료, 국내 특허 

출원 완료, 해외 특허 진행 중, 논문 발간(Nanomedicines, 2022, 10.2217/nnm-2022

-0082)

ㅇ 2주관 연구기관

  - RSV-F발현 나노입자 백신 제조 성공 및 대량생산, 분리-정제 공정 확립, 비임상시험

(Non-GLP)을 통한 효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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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56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2.12.31.

과제명 재조합 기반의 RSV 백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1공동연구기관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쿼드메디슨

연구목표

RSV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조합 기반의 백신을 제작하고, 면역원성 및 방어효

능을 최적화하여, 면역병리가 없는 안전하고 탁월한 효능을 가진 한국형 RSV 백신 후보물질 

도출 및 비임상 시험

ㅇ 재조합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의 G / F / M2 발현 백신 제작, 면역원성 및 방어효능 최적화, 

동물모델에서 안전성 및 방어효능 평가로 한국형 RSV 백신 후보물질 및 투여법을 도출

ㅇ RSV F와 G의 재조합 단백질 기반 고면역원성 백신후보물질 design 및 식물을 이용한 저

비용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

연구내용

ㅇ 재조합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후보물질 제작 / 생산 / 특성확인

ㅇ 마우스 모델 구축 및 Alternative 동물 모델 탐색

ㅇ RSV F와 G 단백질을 이용한 새로운 백신후보 물질 design 및 식물발현 vector 구축

ㅇ 제형변경 플랫폼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작 조건 확립

ㅇ 동물모델에서 RSV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과 안전성 평가 

ㅇ 백신 후보물질의 priming-boosting 효과, 면역증강제 안전성 및 효능 및 기전파악

ㅇ RSV F와 G의 백신후보 물질의 식물에서 고발현 조건 확립 

ㅇ 제형변경 기반 RSV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작 공정 최적화 및 분석법 평가와 검증

연구결과

ㅇ 백신 후보물질의 RSV 감염 방어 효능평가 동물모델 확립

ㅇ F와 G Protein 기반 재조합 단백질의 식물에서의 발현 조건확립

ㅇ 임상 검체 기반 한국형 RSV strain 확보 및 제공

ㅇ RSV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작 및 안정성 평가

주요성과

ㅇ RSV 감염 동물모델 확보 및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 측정

ㅇ F와 G Protein 기반 재조합 단백질의 식물에서의 발현 및 생산

ㅇ 임상 검체 기반 한국형 RSV strain 확보 및 제공

ㅇ RSV백신 마이크로니들 시제품 제작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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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32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3.06.30.

과제명 팬데믹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mRNA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도출(신속백신제작플랫폼개발)

주관연구기관 아이진㈜

공동연구기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발현 효율이 높은 mRNA 및 면역세포 target 능력이 극대화된 전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 

mRNA 기반 백신 대비 냉장 조건에서 장기간 보존 가능한 mRNA 기반 백신 기술을 구축함

으로써 유통과 보관이 용이하고 팬데믹 신속 대응이 가능한 mRNA 기반 백신 플랫폼 신기술

을 완성하고자 함

연구내용

ㅇ 냉장 보존 조건에서 mRNA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 전달시스템 조성연구 및 제조

  - 냉장 보존 조건의 mRNA 안정을 극대화한 전달체 기술 탐색

  - 냉장 보존 조건에서의 mRNA 안정성을 극대화한 전달체 조성 연구

ㅇ mRNA 백신용 전달시스템 조성 결정 및 이화학적 분석/안정성 연구

  - 전달시스템의 이화학적 특성분석

  - 전달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 mRNA 기반 백신 플랫폼의 안정성 검증

ㅇ mRNA 기반 백신 플랫폼 후보물질 도출

  - mRNA와 전달시스템 혼합 연구

  - mRNA 기반 백신 플랫폼 후보물질 확립 및 제조

ㅇ 모델 백신 항원을 적용한 mRNA 백신의 생산 및 면역원성 평가

  - Influenza 또는 MERS mRNA 백신의 면역원성

  - Influenza mRNA 백신의 감염방어능 평가

연구결과

ㅇ 신규 전달시스템 조성연구

  - 4종의 신규 전달체 시스템에 대하여 in vivo 발현시험 결과 DOTAP: STLb의 mRNA 발

현 효율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

  - 신규 양이온성 리포좀 후보물질의 in vivo 발현을 확인하기 위한 in vitro 평가방법 구축

ㅇ mRNA 기반 백신 플랫폼 후보물질 도출

  - 5’-, 3’-UTR, poly A tail 등의 중요 sequence를 포함하여 target ORF sequence만 

치환하면 target mRNA 제작이 가능한 mRNA 제작 플랫폼을 도출하였음

  - Renilla luciferase, Firefly luciferase, EGFP등 reporter gene의 ORF를 삽입한 

plasmid 구축 및 mRNA 합성

ㅇ mRNA 백신용 전달시스템 조성 결정 및 이화학적 분석/안정성 연구

  - 동적광산란법을 이용한 입자특성 분석, Modulate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MDSC)를 이용한 열역학적 특성 분석 완료

ㅇ 모델 백신 항원을 적용한 mRNA 백신의 면역원성 평가  

  - OVA mRNA를 모델항원으로 하는 mRNA 백신의 in vivo 면역원성 확인

주요성과
ㅇ 신규 전달시스템 조성연구

  - mRNA 발현 효율이 우수한 mRNA 전달체 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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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 vivo 발현 효율이 우수한 전달시스템 조성을 도출하기 위한 in vitro 평가방법 구축

ㅇ mRNA 기반 백신 플랫폼 후보물질 도출

  - 5’-, 3’-UTR, poly A tail 등의 중요 sequence를 포함하여 target ORF sequence만 

치환하면 target mRNA 제작이 가능한 mRNA 제작 플랫폼 확립

ㅇ mRNA 백신용 전달시스템 조성 결정 및 이화학적 분석/안정성 연구

  - mRNA 백신용 전달시스템 조성 결정

  - 동적광산란법 이용한 입자특성 분석, Modulate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MDSC)를 이용한 열역학적 특성 분석 완료

ㅇ 모델 백신 항원을 적용한 mRNA 백신의 면역원성 평가  

  - OVA mRNA를 모델항원으로 하는 mRNA 백신의 in vivo 면역원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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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50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2.12.31.

과제명 재조합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rVSV) 기반 메르스 및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백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도출(신속백신제작플랫폼개발)

총괄(1주관)연구기관 국제백신연구소

2주관연구기관 주식회사 스마젠

연구목표

ㅇ 재조합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recombinant vesicular stomatitis virus, rVSV) 기반 

메르스 (MERS-CoV)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CCHFV) 백신 개발 및 효능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팬데믹 확산 대비를 위한 

신속 대응 플랫폼 구축

연구내용

ㅇ 메르스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백신 후보 항원 발굴

  - MERS-CoV S 단백질과 CCHFV GP 단백질을 이용한 최적의 백신 후보물질 디자인

ㅇ rVSV 기반 메르스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항원 발현 벡터 제작

  - 2종의 MERS-CoV S 단백질 발현 rVSV 제작

  - 6종의 CCHFV Gn, Gc, Gn+Gc 발현 rVSV제작

ㅇ 메르스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백신 효능 평가시스템 구축

  - ELISA 및 중화 항체 시험법 확립 및 qualification

  - MERS 감염동물모델 확립

  - CCHFV 슈도바이러스 감염조건 최적화

ㅇ 구축된 백신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메르스 및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백신 최종 후보 선정

  - 2종의 rVSV-MERS, 6종의 rVSV-CCHFV 백신 후보물질 면역원성 비교 평가

  - 감염동물모델에서 rVSV-MERS 백신 후보물질 방어 면역 효능 평가

  - rVSV-MERS, CCHFV 백신 후보물질의 중화항체 역가 및 T cell response 평가

연구결과

ㅇ 2종의 rVSV-MERS 백신 후보물질 및 6종의 rVSV-CCHFV 백신 후보물질을 모두 제조

하여 생산, 정제 및 확인함

ㅇ rVSV-MERS 백신 후보물질 면역원성 비교 평가

  - 2종의 rVSV-MERS 백신 후보물질이 모두 MERS-CoV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두 후보물질 중 rVSV-msp-S-gtc가 더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

하는 것을 확인함

ㅇ 감염동물모델에서 rVSV-MERS 백신 후보물질 방어 면역 효능 평가

  - 메르스바이러스 감염 후 동물모델의 몸무게 변화와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rVSV-msp-

S-gtc그룹에서 homologous virus 및 heterologous virus 감염에 대한 방어 면역 효과

를 확인함

ㅇ rVSV-CCHFV 백신 후보물질 면역원성 비교 평가

  - 6종의 rVSV-CCHFV 백신 후보물질 중 rVSV-msp-Gc-gtc가 가장 높은 항체 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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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 또한 rVSV-msp-Gn/Gc-gtc와 rVSV-msp-Gc-gtc가 다른 백신 후보물질에 

비해 높은 T cell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함

ㅇ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 GP 절단 단백질의 중화능 유도 부위 연구

  - pseudovirus를 이용한 CCHFV에 대한 중화 항체 역가를 측정할 수 있는 system을 확립함

  - 확립된 중화 항체 역가 분석 system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CCHFV GP의 Gc1600, 

Gc1566부위에서 중화능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함

주요성과

ㅇ 논문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vaccine development: updating 
clinical studies using platform technologies, Jung-ah Choi and Jae-Ouk Kim, 
Journal of Microbiology, 2022, Vol.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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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61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2.12.31.

과제명 식물기반 재조합 지카바이러스 백신의 비임상시험 및 유효성 평가

개발단계 후보물질도출(신속백신제작플랫폼개발)

주관연구기관 ㈜바이오앱

공동연구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식물기반 재조합 지카바이러스 백신의 비임상시험 및 유효성 평가

ㅇ 식물기반 백신 항원 생산 플랫폼 개발

ㅇ 지카백신 항원 개발 및 생산

ㅇ 지카백신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연구내용

ㅇ 식물기반 백신 항원 생산 플랫폼 개발

  - 지카 백신 항원 형질전환 식물 개발

  - 식물 특이 당화 제거 식물 개발

  - Folding assistant 식물 개발

ㅇ 지카백신 항원 개발 및 생산

  - 지카백신 항원 생산공정 개발 및 최적화, 백신 안정성 평가

ㅇ 지카백신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 설치류 모델에서 면역원성, 방어능 평가

  - 백신 후보물질 내독소 측정 및 설치류 독성 평가

연구결과

ㅇ 식물기반 백신 항원 생산 플랫폼 개발

  - 유전적으로 안정한 지카 백신 항원 형질전환 식물 개발 중

  - Xylose-, Fucose-free host 식물 개발

  - ER chaperone CRT 형질전환 식물 개발 중

ㅇ 지카백신 항원 개발 및 생산

  - 지카 외피단백질과 aglycosylated IgG Fc가 융합된 항원 디자인

  - 상부단계 및 하부단계 생산공정 개발, 최적화 및 scale-up

  - 항원 안정성 평가 진행 중

ㅇ 지카백신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 마우스 면역원성 평가를 통해 백신의 조성을 결정

  - 방어능 평가 모델에서 모체 면역원성 및 신생마우스 방어능 확인

  - 반복투여독성평가 진행 중

주요성과

ㅇ 정성적 성과

  - 식물기반 재조합 단백질백신 항원 생산용 host 식물 개발

  - 효과적이며 안전한 재조합 지카바이러스 백신 후보물질 발굴

ㅇ 정량 성과

  - 특허 국외출원 1건 (특허 출원 및 논문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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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62 총 연구기간 2021.01.21. ~ 2022.12.31.

과제명 신변종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백신 신속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도출(신속백신제작플랫폼개발)

총괄(1주관)연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주관연구기관 ㈜진셀바이오텍

연구목표

니파바이러스 백신을 모델로 한 신변종 병원체 대응 식물기반 신규백신 신속제작 기술 및 플

랫폼 개발

ㅇ 식물기반 니파바이러스 재조합백신 항원 발현시스템 구축 및 유효성 평가용 슈도바이러스/

동물모델 개발

ㅇ 식물체 일시발현시스템 및 식물세포 기반 재조합항원 생산 및 슈도바이러스에세이/동물모

델 기반 유효성 평가

ㅇ 백신 생산 종자 유래 식물체에서의 항원 생산 및 유효성 최종평가 및 일시발현시스템, 세포

배양, 저장용 종자 유래 식물체 재배를 통해 획득한 항원의 특성 분석

연구내용

ㅇ 식물 일시발현시스템(transient system) 기반 니파바이러스 재조합항원 발현, 니파바이

러스 슈도바이러스 이용 유효성평가 후 동물시험 실시

ㅇ 식물기반의 신변종 병원체 대응 재조합바이러스 생산/정제기술, 슈도바이러스 에세이를 이

용한 신변종 병원체 백신의 신속 유효성평가 기술 개발

ㅇ 마우스 동물모델기반 유효성평가

  - 니파바이러스 항원 발굴, 식물체 발현 벡터시스템 구축 및 신속생산 식물체/세포 제작

  - 백신후보물질 효능평가를 위한 니파 슈도바이러스 제작

  - 식물체 일시발현시스템 및 식물세포를 이용한 재조합항원 신속대량생산

  - 슈도바이러스와 동물모델을 이용한 백신후보물질의 유효성 신속평가

연구결과

ㅇ 식물기반 니파바이러스 재조합백신 항원 발현시스템 구축 및 유효성 평가용 슈도바이러스/

동물모델 개발

  - 니파바이러스 재조합항원 식물체 발현 벡터 제작 완료

  - 식물세포배양시스템 구축 완료

  - 니파바이러스 슈도바이러스 제작 완료

  - 유효성평가용 동물모델 선정 및 분석프로토콜 확립 완료

ㅇ 식물체 일시발현시스템 및 식물세포 기반 재조합항원 생산 및 슈도바이러스에세이/동물모

델 기반 유효성 평가  

  - Transient expression 이용 신속항원 생산 조건 구축 완료

  - 식물세포배양으로 항원 생산성 증대 프로토콜 구축 완료

  - 슈도바이러스 에세이를 이용한 유효성 신속평가 조건 확립 완료

  - 마우스모델을 이용한 중화능/방어능 평가 조건 구축 완료

ㅇ 백신 생산 종자 유래 식물체에서의 항원 생산, 유효성 최종 평가 및 일시발현시스템, 세포

배양, 저장용 종자 유래 식물체 재배를 통해 획득한 항원의 특성 분석

  - 일시발현시스템을 통한 백신단백질의 대량생산 진행중

  - 백신단백질 중 F-G형태의 단백질의 동물실험을 통한 항원의 특성 분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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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세포 배양 기반 니파바이러스 재조합 항원 대량 생산 및 종자 구축 진행중  

  - 슈도바이러스 기반 니파항원신속 스크리닝 프로토콜 최종평가중

  - 슈도바이러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백신후보물질에 의하여 중화항체 반응이 유도되었음을 

확인

  - 세포배양 및 일시적 발현식물기반 백신항원 유효성 평가중

  - 재조합항원 유효성평가 동물모델시험법 최종 프로토콜 수립중

주요성과

ㅇ 식물유래 백신생산 조건 및 평가용 슈도바이러스/동물모델 기반의 유효성평가 조건 수립

  - 항원생산용 식물 일시발현시스템 및 항원생산 벼 세포주/식물체 확보 및 배양조건 수립

  - 식물기반 니파바이러스 재조합 백신 후보 물질 대량생산 및 정제와 효능 평가로 니파 백신

으로의 활용 가능성 확인

  - 슈도바이러스 기반 신속항원 평가 및 동물모델 기반 백신항원 유효성 평가조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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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195 총 연구기간 2021.03.01. ~ 2022.12.31.

과제명 바이러스 유사입자 기반의 9가 HPV 백신 개발

개발단계 비임상

주관연구기관 ㈜포스백스

연구목표 HPV 9가 백신 후보의 임상 1상 신청 및 승인

연구내용

1) 제형화 백신(formulated vaccine)의 개발

   - 제형화 백신(formulated vaccine)의 생산 및 특성 분석

   - 제형화 백신(formulated vaccine)의 안정성(stability) 평가

   - 동물모델을 통한 국제선도백신(9가)과의 면역원성 비교

2) Working cell bank(WCB)의 구축 및 특성 분석

3) 항원의 대량 생산 공정(배양/정제)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표 수립

   - 발효 공정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표 수립

   - 정제 공정 일관성 확보를 위한 지표 수립

4) 후보 백신의 중화항체 유도능 확인을 위한 pseudovirus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통한 백신의 

중화항체 유도능 검증

   - PsV 시스템 구축

   - 백신의 중화항체 유도능 평가

5) 임상시험 계획서 수립

6) 임상시험 신청서(IND) 제출 및 승인

연구결과

1) 제형화 백신(formulated vaccine)의 생산 및 특성 분석

   - 제형화 백신(시제품)을 GMP 시설에서 생산 완료함

   - 국제선도백신과 제형화 백신(시제품)의 면역원성 비교를 완료함

2) 9종 HPV 타입에 대한 pseudovirus 기반 중화항체 역가 시스템 수립

3) 9종 HPV 타입 항원 생산용 working cell bank 구축 완료

4) 제형화 백신(formulated vaccine)의 안정성 평가 자료 확보 완료

5) 항원 대량 생산 공정의 일관성 확보

6) 임상 IND 신청을 위한 CMC 자료 및 임상시험 계획 수립 완료

7) 임상시험 계획의 수립

주요성과 HPV 9가 백신 임상 1상 시험을 위한 IND 신청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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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0C0205 총 연구기간 2021.03.01. ~ 2022.12.31.

과제명 HPV 연관 두경부암 예방을 위한 구강 점막면역 마이크로니들 백신 전달체계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쿼드메디슨 3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ㅇ HPV 마이크로니들 점막 백신 효능 검증

ㅇ 구강 점막 전달용 마이크로니들 백신 패치 개발

ㅇ HPV 마이크로니들 점막 백신 면역기전 연구를 통한 점막면역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내용

ㅇ HPV 구강 점막 마이크로니들 백신의 투여 후 마우스 혈청 및 타액을 채취하여 IgG, IgA 

항체 생성을 확인

ㅇ 마이크로니들 제조 공정 최적화 및 HPV 백신 제형 최적화

ㅇ 구강 점막용 및 경피투여용 HPV 백신 마이크로니들 시작품 및 비교 경피투여 대조군 제작

ㅇ 구강 점막 HPV 감염과 구강 점막 HPV 마이크로니들 백신 접종에 의한 HPV 바이러스 특

이적 면역세포 활성 변화 (B, T, 수지상세포) 및 면역유도 우월성 검증

ㅇ 마이크로니들 HPV 구강 점막 백신을 통한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유세포분석을 통해 확인

ㅇ 구강 점막 마이크로니들 적용 마우스모델의 국소 점막 및 전신 부작용 검증 및 인체구강세

포주에 마이크로니들 성분 투여 시 독성검사를 통한 부작용, 안전성에 여부 확인

ㅇ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마이크로니들에 탑재된 형광 항원의 전달 확인 및 기존의 마

이크로니들과의 전달 과정의 비교 검증

연구결과

ㅇ 구강 점막과 근육주사 HPV 백신을 투여한 후 생성되는 항체 발현의 정도에 대한 정량적인 

비교를 통해 마이크로니들 점막 백신의 면역기전 연구기반 구축

ㅇ HPV 마이크로니들 백신의 정량화, 마이크로니들 시제품 제작, HPV 마이크로니들 점막 백

신의 면역기전 규명

ㅇ HPV 마이크로니들 마우스 모델을 통한 백신 효과의 정량화, 구강 점막 마이크로니들 백신 

시스템 공정 최적화

주요성과

ㅇ HPV 백신의 구강 점막 전달은 면역기전 상 근육 접종에 비해 추가적 점막 면역을 활용하

며, 특히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하면 주사법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구

강 점막을 통한 백신 전달을 할 수 있음을 규명

ㅇ 마이크로니들 기반 구강 점막 백신 전달시스템에 HPV 백신을 탑재한 원천 플랫폼 기술을 

마련

ㅇ HPV 백신 마이크로니들은 저장 안정성, 상온유통 가능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의료 전문

가의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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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1C0020 총 연구기간 2021.06.01. ~ 2022.12.31.

과제명 mRNA 기반 신속백신제작 플랫폼을 활용한 지카바이러스백신 선도물질 발굴 및 유효성평가

개발단계 후보물질도출(신속백신제작플랫폼개발)

총괄(1주관)연구기관 진원생명과학 주식회사

2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목표
ㅇ 신속제작 mRNA 백신 플랫폼 설정 및 이를 위한 신규 지질물질을 적용한 LNP 제형 개발 

ㅇ 지카바이러스 mRNA 백신 후보물질의 효능평가

연구내용

ㅇ 지카바이러스 mRNA 백신 후보물질 제작 및 지카바이러스 백신용 최적 항원 후보 선정

ㅇ 지카바이러스 mRNA 백신 후보물질의 면역원성 효능평가 

  - 2종의 지카바이러스 mRNA 백신 항원 제작(pRME, 3X EnvIII)

  - PRNT Assay를 통한 중화항체가 평가 결과, 3XEnvIII mRNA 후보물질 선정 

ㅇ 신규 LNP 제형 조건 확립

  - 10여 종의 신규지질 물질을 적용하여 LNP126 제형 선발 

ㅇ 연구용 시료생산 공정기반, mRNA 백신 품질관리 시험법 개발 및 최적화

연구결과

ㅇ 지카바이러스 mRNA백신 생산을 위한 플라스미드 제작(2종)

ㅇ in vitro transcription (IVT) 방법을 통한 mRNA 생산

ㅇ FPLC (oligo dT column) 공정을 적용한 mRNA 정제법 확립

ㅇ mRNA/ mRNA 백신의 품질 분석

   - 확인(크기, 서열))/함량/순도/RNA 완건성

   - 단백질의 정확도/capping효율 및 poly A tail 크기/dsRNA 제거

   - 나노입자 완건성/ 봉입효율(%)/지질함량

   - 나노입자 크기 및 분포/입자표면 특성 분석

ㅇ 3X EnvIII mRNA는 항체가 생성되고 유효한 면역원 효능을 보임 

ㅇ prME은 Th1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CD8 T cell 활성화 반응을 보임

ㅇ 신규지질 물질을 적용한 LNP126의 제조 생산 확립

ㅇ LNP126을 적용한 mRNA 발현 효율 및 면역효과 검증 

주요성과

ㅇ 지카바이러스 mRNA 선도물질 선정 및 유효성 평가

ㅇ 연구용 mRNA백신 대량생산 공정 및 품질관리 최적화

ㅇ 독자적 LNP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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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1C0050 총 연구기간 2021.08.01. ~ 2022.12.31.

과제명 일본뇌염바이러스 백신의 효능평가를 위한 분석법 구축

개발단계 효능평가법 개발

총괄(1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주식회사 카브

연구목표  일본뇌염바이러스 백신의 효능평가를 위한 분석법 구축

연구내용

1. 1주관과제
1) 1차년도
ㅇ 일본뇌염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중화항체시험법(PRNT) 구축
ㅇ 효소면역법(ELISA) 기반 일본뇌염바이러스 항체가 측정법 구축
ㅇ 일본뇌염바이러스항원 특이 세포매개면역 평가(ELISPOT)법 구축
2) 2차년도
ㅇ PRNT와 ELISA를 통한 일본뇌염바이러스 항체가 측정법 비교 및 유효성 검증
ㅇ ELISA를 통한 일본뇌염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체액성 면역반응 평가
ㅇ ELISPOT을 통한 일본뇌염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세포매개 면역반응 평가
2. 2주관과제
1) 1차년도
ㅇ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일본뇌염바이러스 공격접종 모델 확립
2) 2차년도
ㅇ 마우스 공격접종 모델에 투여할 백신 후보물질의 용량 설정
ㅇ 새로운 백신 후보물질의 기존 백신 대비 효능 및 안전성 평가 시도

연구결과

ㅇ중화항체시험법 확립 (마우스, 인체)
  - 백신주인 유전형 3형에 대한 Titration 및 충분한 virus양 확보
  - 유효성 검증 (1) 재현성, (2) 반복성, (3) 유전형 1형, 3형에 대한 교차면역반응 확인
ㅇ 효소면역법 구축 (마우스, 인체)
  - Baculovirus system 유래 일본뇌염 E 항원 확보
  - JEV 사백신 접종 후 mouse 혈청에 존재하는 anti-JEV 항체가 측정 완료
  - 중화항체시험법과의 correlation 확인
ㅇ 세포매개면역 평가(ELISPOT)법 구축(마우스)
ㅇ 마우스 모델을 이용한 일본뇌염바이러스 공격접종 용량 설정 및 모델 확립

유전형 1형, 3형에 대한 교차면역 검증 마우스를 이용하여 JEV 뇌내 투여  

주요성과

ㅇ 일본뇌염바이러스에 대한 PRNT 표준검사법 확립 및 ELISA검사법과 ELISPOT 구축

ㅇ 일본뇌염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혈청을 통해 일본뇌염바이러스 1,3형에 대한 교차 면역원

성 평가 (5형은 진행 중임)

ㅇ 백신후보물질 검증을 위한 마우스 공격접종모델 확립 (대뇌투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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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1C0041 총 연구기간 2021.08.01. ~ 2022.12.31.

과제명 A형간염백신 효능평가 시험을 이용한 기존백신 대비 시험백신 평가 연구

개발단계 효능평가법 개발

총괄(1주관)연구기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

2주관연구기관 (재)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3주관연구기관 ㈜진매트릭스

연구목표

ㅇ A형간염백신 체액성 면역 평가법 구축

ㅇ A형간염백신 세포매개면역 평가법 구축 

ㅇ A형간염백신 바이러스 방어 효능 평가법 구축

ㅇ A형간염백신 효능평가에 필요한 시험백신 원액 및 완제 생산, 제조 및 기시법 연구

ㅇ A형간염백신 동물 안전성 평가법 구축

ㅇ A형간염백신 기존백신 대비 시험백신의 동등성/우위성 평가

연구내용

ㅇ A형간염백신 효능평가에 필요한 시험백신 원액 및 완제 생산

ㅇ A형간염백신 체액성 면역 평가법 구축

  - 동물 모델에서 백신 면역 후 anti-HAV 항체가 분석 연구

  - 항원, 항체가 표준시험법 구축

ㅇ A형간염백신 세포매개면역 평가법 구축 

  - 동물 모델에서 백신 면역 후 cytokine 인 IL-10, Interferon-γ 등 측정

ㅇ A형간염백신 바이러스 방어 효능 평가법 구축

  - 바이러스생산용세포(FRhk-4 cell)로 18f virus 확보

  - 18f virus TCID50 분석 시험 진행,  - 바이러스 방어 효능 표준시험법 구축

ㅇ A형간염백신 시험백신 원액 및 완제의 기시법 구축

ㅇ A형간염백신 동물 안전성 평가

  - 동물 모델에서 실험 종료 후 부검 안전성 지표 평가 

ㅇ A형간염백신 기존백신 대비 시험백신의 동등성/우위성 평가

연구결과

ㅇ A형간염백신 기존 백신 대비 동등성 / 우위성 시험 백신 확보

ㅇ A형간염백신 체액성면역 및 세포매개면역 평가법 구축

ㅇ A형간염백신 바이러스 방어 효능 평가법 구축

ㅇ A형간염백신 시험백신 원액 및 완제의 기시법 구축

ㅇ A형간염백신 효능평가법 확보에 따른 임상시험 승인 및 제품허가에 필요한 품질자료 평가

방법 확보

주요성과

ㅇ A형간염백신 체액성 면역 평가법, 세포매개면역 평가법, 바이러스 방어 효능 평가시스템 

ㅇ A형간염백신 체액성 면역 평가법, 세포매개면역 평가법, 바이러스 방어 효능 표준 분석법 

(SOP)

ㅇ A형간염백신 시험백신과 기존백신의 동등성/우위성 평가 자료

ㅇ A형간염백신 시험백신 원액 / 완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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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1C0037 총 연구기간 2021.08.01. ~ 2022.12.31.

과제명 HPV 백신 효능평가 세포 매개면역 및 체액성면역 표준 구축

개발단계 효능평가법 개발

총괄(1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아이진㈜

연구목표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예방백신 효능 평가표준 개발

ㅇ 15종의 고위험군 HPV 가상 바이러스 타입 & 면역증강제 구축

ㅇ HPV 백신의 세포매개면역 및 체액성면역 유도능 평가표준 분석법 구축

ㅇ HPV 공격접종 후 방어능 및 항체 매개 방어능 평가 동물모델 구축

연구내용

ㅇ 물질 재료 확보

  - 다수의 고위험군 타입 HPV PsV 생산 및 감염능 확인 

  - 면역증강제 CIA05 CIA06 생산/분석 및 항원과 혼합

ㅇ 백신 효능평가 플랫폼 구축

  - HPV 슈도바이러스 bank 및 표준화 구축

  - HPV 공격 접종 후 방어능 평가 동물모델 구축

  - 항체 매개 방어능 평가 동물모델 구축

  - 면역증강제 dLOS CIA06 생산/품질 분석 

  - 백신의 세포매개면역 유도능 평가표준 ELISpot 구축

  - 백신의 체액성면역 유도능 평가표준 중화항체능 assay 구축

예상성과

ㅇ HPV 백신 효능평가법 표준 확립

  - HPV 백신 효능평가의 표준화 구축으로 HPV 백신 후보들의 정당한 비교평가 및 백신 효

능 예상 가능하게 됨

  - HPV 효능평가 표준화 기술을 국내기업에 보급함으로 해외 외주를 맡기던 사업들을 국내

에서 유치 가능하게 됨

  - 백신 효능평가 기술의 보급으로 국내 바이오 기술력 상승 시너지 효과를 기대

  - 최종적으로 백신 기술의 자립화를 실현함으로써 국민건강 자주화가 가능

기대효과

ㅇ HPV 백신 자립화의 초석 마련 

  - HPV 백신 효능평가법 구축

  - 실용화 및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 백신 자급화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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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2C0027 총 연구기간 2022.04.01. ~ 2024.12.31.

과제명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의 공정개발, 비임상시험, 임상1상 백신 제조 및 IND 승인

개발단계 비임상

주관연구기관 ㈜진매트릭스

연구목표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의 1임상 IND 승인

연구내용

ㅇ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의 생산공정 확립 및 공정 스케일업

ㅇ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의 기준 및 시험법 확립

ㅇ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의 비임상 GLP 시험

ㅇ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의 효력시험

ㅇ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의 임상용 백신 GMP 생산

ㅇ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의 1임상 IND 신청 및 승인

예상성과

ㅇ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의 생산공정 개발

  - 일본뇌염백신 생산 연구용 바이러스 시드(RVS) 확보

  - 일본뇌염백신 생산 초기 공정 개발 및 시험물질 생산

  - 일본뇌염백신 후보물질 기초 면역원성 확인

ㅇ 세포배양 일본뇌염 사백신의 기준 및 시험법 개발

  - 일본뇌염 백신 공정관리 시험법 in-house 검증

기대효과

ㅇ 일본뇌염 백신 생산공정 개발 및 후보물질 생산

ㅇ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동물 기초 면역원성 확인

  - 항체가, 중화항체가 효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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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2C0012 총 연구기간 2022.04.01. ~ 2024.12.31. 

과제명 A형 간염 백신의 비임상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개발단계 비임상

주관연구기관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목표

A형 간염 백신을 이용한 비임상시험 및 임상 1상 IND

ㅇ 1차 연도: 비임상 수준의 백신 제조 공정 개발 및 최적화

ㅇ 2차 연도: 비임상시험 수행 완료

ㅇ 3차 연도: 임상 1상 IND 허가 신청 및 승인

연구내용

ㅇ 비임상 수준의 백신 제조 공정개발 (1차 연도)

  - 비임상 배양 공정 및 정제 공정수립

  - 제형 및 간이안정성 시험

  - 항원 및 항혈청 분석법 Qualification

  - 동물 예비효력시험 수행

  - IPC 분석법 개발, 배양 및 정제 공정 수율 확인

  - 비임상시험용 시료 제조

ㅇ 비임상시험수행 (2차 연도)

  - 안정성 시험 및 비임상 시료 특성분석

  - 비임상 독성 및 안정성약리시험

  - 비임상 효력 시험

  - GMP Bank 제조 및 특성분석

ㅇ 임상 1상 IND 허가신청 (3차 연도)

  - Fixed-bed bioreactor scale-up 연구

  - 임상 1상 IND 문서 작성 및 신청

예상성과

ㅇ 1차 연도

  - 비임상 공정 및 수립 공정을 통해 제조된 비임상시험용 시료 확보

ㅇ 2차 연도

  - 비임상시험 수행 및 결과 확인, GMP bank 제조 및 분석완료

ㅇ 3차 연도

  -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대응 및 승인

기대효과

ㅇ 국내연구 기반의 자체 제조 A형 간염 백신주-백신제조공정 내재화

ㅇ 무혈청 제조 공정 제시 및 이에 기반을 둔 비임상 데이터 확보

ㅇ 상업화를 위한 임상시험 첫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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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2C0021 총 연구기간 2022.04.01. ~ 2024.12.31.

과제명 A형간염 1임상용 백신생산, 품질검증 및 IND 승인 연구

개발단계 비임상

주관연구기관 ㈜진매트릭스

연구목표

ㅇ A형간염 1임상용 백신 생산

ㅇ A형간염 1임상용 백신 품질 문서 확보

ㅇ A형간염백신 임상1상 IND 승인

연구내용

ㅇ A형간염백신 1임상용 후보 확보 연구

ㅇ 비임상 동물모델 면역원성 비교연구 및 효력시험 평가 연구

ㅇ 자사 표준품 제조 연구

ㅇ 기준및시험방법 확립 연구

ㅇ 면역원성 및 효력시험 이용한 비교우위 및 동등성 연구

ㅇ GMP 규격 1임상용 A형간염백신 생산 연구

ㅇ A형간염 1임상용백신 품질연구 및 품질문서 작성

ㅇ A형간염 1임상용백신 안정성 연구

ㅇ CRO 협업 임상시험 문서 작성 연구

ㅇ A형간염백신 임상1상 IND 서류 작성 및 제출

ㅇ A형간염백신 임상1상 IND 보완 및 승인

예상성과

ㅇ 자사표준품용 원액 생산 

ㅇ 비임상용 동물모델 시험용 완제 제조

ㅇ 비임상 동물모델 면역원성 참조백신 대비 비교 결과 확보

ㅇ 효력시험용 중화항체가 시험법 구축 완료

기대효과

ㅇ A형간염백신 자사표준품 제조 및 표준 유닛 설정

ㅇ A형간염백신 면역원성 결과 참조백신 대비 동등 이상 확인

ㅇ A형간염백신 효력시험용 중화항체가 참조백신 대비 동등 이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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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2C0009 총 연구기간 2022.04.01. ~ 2024.12.31.

과제명 면역항진기능성 약독화 재조합 SFTSV 백신 개발

개발단계 비임상

총괄(1주관)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바이로큐어㈜

연구목표

면역항진 기능성 약독화 재조합 SFTS 백신 개발

ㅇ 유효성 평가기반 약독화 재조합 SFTS 백신 2종 선발

ㅇ 약독화백신관련 법적요건 분석, 약독화바이러스 생산, 정제공정 개발

ㅇ 품질분석법 개발 및 공정변수분석, 최적화

ㅇ SFTS 백신 2종에 대한 비임상효력시험 완료

ㅇ SFTS 백신 1종에 대한 비임상독성시험 완료 및 임상1상 승인서 확보

연구내용

ㅇ 1차년도

  - 역유전학 기반 약독화 재조합 SFTSV 5종이상 제조

  - 재조합 SFTSV의 생체내/생체외 복제특성 분석

  - 재조합 SFTSV의 면역원성(항체/T세포) 평가 방법 구축

  - 생쥐감염모델을 이용한 백신 유효성 평가 및 백신후보 2종 선발

  - 약독화 백신관련 법적요건 분석

  - 약독화 바이러스 생산, 정제공정 개발

  - 품질분석법 개발

ㅇ 2차년도

  - 재조합 SFTS 백신의 접종 방법 최적화(용량/추가접종 평가)

  - 생쥐감염모델을 이용한 비임상 효력시험(2종)

  - 영장류 감염모델을 이용한 면역원성 시험(1종)

  - 생쥐감염모델을 이용한 비임상 면역기억 효력시험(2종)

  - 품질분석법 개발

  - 공정변수분석, 최적화

  - 제형개발과 보관조건 연구

ㅇ 3차년도

  - 최종 백신 후보 바이러스의 생체내 재조합/재편성 가능성 시험

  - 쥐(rat)감염모델을 이용한 비임상 GLP독성시험(1종)

  - 안정성 연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제조지시기록 문서개발, 품질시험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 제조와 품질에 대한 자료 작성

  - 비임상 시험 완료 및 임상1상 승인서 확보

예상성과

ㅇ SFTSV를 이용한 면역증강 및 다가백신 제조 기반기술 확보

ㅇ 전임상 동물시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된 약독화 SFTS 백신

ㅇ SFTS 예방을 위한 약독화 재조합 SFTSV 백신의 전임상 검증

ㅇ 약독화 재조합 SFTSV 백신 임상1상 승인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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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 백신 특허 2건

ㅇ 관련 연구논문 3건

기대효과

ㅇ SFTS 예방백신을 개발하여 관련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원천기술 선점

ㅇ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절지동물매개 감염질환 예방기술 확립

ㅇ 높은 치사율의 SFTS 예방을 통한 사회경제적 손실 감소 및 국민보건 향상

ㅇ 백신 기술 전문 연구인력들의 양성과 백신개발 및 생산기술의 저변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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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2C0030 총 연구기간 2022.04.01. ~ 2024.12.31. 

과제명
자체적(built in) 면역증강 기능과 효과적 항원 전달 기능을 겸비한 새로운 전달체 개발과 이를 

통한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주관연구기관 ㈜엑솔런스

연구목표

자체적 면역증강 기능과 효과적 항원 전달 기능을 겸비한 엑소좀 기반의 새로운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ㅇ 세부목표 1: 효과적인 엑소좀 내 항원 탑재 기술 개발

ㅇ 세부목표 2: 활성 면역세포 유래 엑소좀을 전달체로 이용하여 면역증강 및 항원제시세포로

의 항원 전달 효과 검증

ㅇ 세부목표 3: 개발된 백신 플랫폼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연구내용

ㅇ 1차연도: 효과적인 엑소좀 내 항원 탑재 기술 개발

  - 항원제시세포 THP-1 세포 활성화 조건 확립 및 활성화된 THP-1 (aTHP-1) 세포 유래 

엑소좀의 품질관리

  - aTHP-1 세포 유래 엑소좀 내 유전물질 분석

  - aTHP-1 세포 유래 엑소좀에 mRNA 탑재 방법 개발 및 탑재효율 개선

  - mRNA 탑재 엑소좀 전달에 의한 세포 내 단백질 발현 검증

ㅇ 2차연도: 활성면역세포 유래 엑소좀(aTHP-1 세포 엑소좀)을 전달체로 이용하여 면역증강 

및 항원제시세포로의 mRNA 전달 효과 검증

  - mRNA 탑재 엑소좀의 면역세포에서 면역증강 효과 검토

  - mRNA 탑재 엑소좀의 피하주사 후 생체 내 분포 확인

  - 마우스에서 mRNA 탑재 엑소좀 투여에 의한 생체 내 단백질 발현 검증

  - mRNA 탑재 엑소좀의 보관 용이성 검증

ㅇ 3차연도: 개발된 백신 플랫폼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 mRNA 탑재 엑소좀 백신의 유효성 평가

  - 개발된 mRNA 탑재 엑소좀 백신의 단회/반복 피하주사 독성 여부 검증

  - 개발된 mRNA 탑재 엑소좀 백신의 면역원성 검증

  - 개발된 백신 플랫폼의 국내외 특허 등록

예상성과

ㅇ 새로운 엑소좀 기반의 범용성 백신 플랫폼 기술 확립을 통한 기존의 LNP 기반 백신기술의 

원천특허의 회피가 가능한 독자적인 백신 전달체 관련 특허 확보 (지적재산권(특허) 국내외 

출원 2개, PCT 출원 2개 이상, 국내외 특허등록 1건 이상, SCI급 논문 2편 이상)

ㅇ 엑소좀 내로 다양한 형태의 항원(단백질, mRNA, DNA)을 탑재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

기대효과

ㅇ LNP 기반의 백신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특허나 규제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백신 플랫폼의 

개발을 통한 백신 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 

ㅇ 다양한 형태의 항원의 엑소좀 내 탑재기술 개발을 통한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범용성 백신 

플랫폼으로서의 활용 가능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1단계(2020~2022년) 세부과제 요약

173

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2C0029 총 연구기간 2022.04.01. ~ 2024.12.31.

과제명 효능, 안전성과 안정성을 개선한 재조합 수두백신 마이크로니들의 개발

개발단계 후보물질검증

총괄(1주관)연구기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차백신연구소 3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효능, 안전성과 안정성을 개선한 수두 백신 마이크로니들의 개발과 시작품 제작

ㅇ 1차연도 

  - 피부 접종에 적합하고 면역 효능을 향상시키는 수두 백신 고형 제형 개발과 수두 백신에 

적합한 마이크로니들 공정법 확립

  - 재조합 수두 백신 항원 생산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한 항원 분석법 개발과 수두 백신에 적합

한 면역증강제의 발굴

  - 효능, 안전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수두 백신 마이크로니들 제형과 니들의 개발과 평가법 확보

ㅇ 2차연도

  - 최적화된 수두 백신 마이크로니들의 제제학적 평가와 저장 안정성 진행

  - 재조합 수두 백신 마이크로니들의 항원 예비 안정성 평가와 재조합 수두 백신 마이크로니

들 면역증강제의 발굴 및 개발

  - 수두 백신 마이크로니들 시스템의 최적화와 피부면역효능 강화 방법

ㅇ 3차연도

  - 최적화된 수두 백신 마이크로니들의 면역원성 측정을 위한 시작품 공급최적화 재조합 수

두 백신 마이크로니들의 저장 안정성 확인 및 재조합 수두 백신 마이크로니들에 적합한 면

역증강제의 선정

  - 최종 재조합 수두 백신 마이크로니들 시스템의 효능 확인과 피부 면역 강화 방법 개발

연구내용

ㅇ 소아용 수두 재조합 백신 마이크로니들

  - 안전성과 안정성이 높아진 수두 백신 고형 제제 개발 

  - 수두 백신의 재조합 gE 항원 생산

  - 피부 접종에 적합하고 면역 효능을 향상시키는 수두백신 고형 제형 개발

  - 마이크로니들의 항원 안정성 평가 분석법 개발

  - 고형 제형 안정성 평가, 기준 및 시험방법 확립/액상대비 효능 검증

  - 경피 전달기술이 적용된 소아용 수두 재조합 백신 마이크로니들 생산기술 확보

  - 정량 항원 전달을 위한 마이크로니들 시스템 개발

  - 제조 공정과 보관 중 항원의 안정성 유지조건 확보

  - 재조합 수두 백신 마이크로니들의 항원 안정성 평가법 개발 및 진행

  - 수두백신 마이크로니들의 효능 평가법 개발및 진행

ㅇ 재조합 단백질 백신 마이크로니들의 피부 면역 극대화 기술 개발

  - 재조합 단백질 백신의 피부 면역 극대화를 위한 면역증강제 개발

  - 재조합 단백질 백신의 피부 면역 극대화를 위한 다중 방출형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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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성과

  - 안전하고 향상된 효능을 가진 수두 백신 공급

  - 적은 양의 항원으로 기존의 수두 백신과 동등한 효과 기대

  - 백신의 운반 안정성과 저장 안정성 향상

  - 백신의 인허가, 상업화 및 제품 개발에 용이

기대효과

  - 안전하고 향상된 효능을 가진 수두 백신 공급

  - 적은 양의 항원으로 기존의 수두 백신과 동등한 효과 기대

  - 백신의 운반 안정성과 저장 안정성 향상

  - 백신의 인허가, 상업화 및 제품 개발에 용이

  - 잠복 감염의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두 백신의 공급

  - 수두 백신 마이크로니들의 항원 분석 기준 확립을 통한 상업화로의 접근

  - 효과적인 백신 플랫폼의 확립을 통한 새로운 백신 시장 개척 및 국내 산업 안정화에 이바지 

수두 백신 면역원성 평가법 확보

  - 수두 백신 마이크로니들의 면역원성을 평가함으로 기존 백신과 동등한 효과를 기대하는 

백신 기준 마련

  - 효과적인 피부전달 면역 기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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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2C0246 총 연구기간 2022.07.01. ~ 2023.12.31.

과제명 유전자 재조합 백일해 항원을 이용한 DTaP 백신의 유효성 입증 및 안전성 평가

개발단계 Non-GLP(TRL4)

주관연구기관 클립스비엔씨 주식회사

1공동연구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공동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ㅇ 신규 재조합 DTaP 백신의 formulation 연구 및 안전성 검증

ㅇ 최적의 면역원성 유전자 재조합 항원 검출을 통한 최적의 DTaP 백신을 구성하여 이 백신

의 체액 및 세포매개 면역원성 분석

ㅇ 백일해 감염 마우스 모델에서 백일해에 대한 면역반응 평가

연구내용

ㅇ DTaP formulation 확립

  - D, T, rP formulation 공정개발(Mixing, pH, Temp.)

  - 혼합 후 입자 size 및 항원 흡착률 분석

ㅇ DTaP 안전성 시험

  - 마우스 체중증감시험 실시

  - 이상독성부정시험 실시

ㅇ 최적의 면역원성 유전자 재조합 백일해 항원 검증

  - 최적의 면역원성 유전자 재조합 PT항원 검증  

  - 최적의 면역원성 유전자 재조합 FHA항원 검증

  - 최적의 면역원성 유전자 재조합 PRN항원 검증

ㅇ 최적 항원으로 구성된 DTaP 백신의 체액 및 세포매개 면역원성 분석

  - 최종 DTaP 후보 백신의 PT, FHA, PRN 항원에 대한 체액 면역원성 (IgG, IgG1, IgG2a) 

측정

  - 최종 DTaP 후보 백신의 세포매개 면역 분석

  - 최종 DTaP 후보 백신의 adjuvant 선정

ㅇ 백일해 감염 마우스 모델에서 신규 재조합 항원 2종의 백일해에 대한 방어력 평가

  - 백일해 항원 단백질 면역원성 평가 시스템 확립

  - 항원 2종에 대한 백일해 감염 억제력 및 면역조절 능력 평가

ㅇ 백일해 감염 마우스 모델에서 신규 재조합 항원 4종의 백일해에 대한 방어력 평가

  - 항원 4종에 대한 백일해 감염 억제력 및 면역조절 능력 평가

  - 백신 접종 마우스 모델에서 백일해 항체가 측정

예상성과

ㅇ 유전자 재조합 백일해 백신 효능평가 및 후보도출

ㅇ 3종 aP항원 조합에 의한 유전자 재조합 백일해 백신 효능평가

ㅇ 효과적인 백신 개발을 위한 다각적/종합적 백신 효능 평가 시스템 확립

기대효과

ㅇ 기술적 측면

  - 본 연구팀의 기술은 기존 단백질형 섀퍼론과는 다른 RNA의 섀퍼론 기능(Chaperna)을 

활용한 차별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대장균에서 외래 항원 단백질의 folding을 촉진시키고 

soluble enhancer로 작용할 수 있는 RID(RNA interacting domain)를 백일해 항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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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에 융합 발현시킴으로써 보다 고효율 수용성 발현을 통해 항원 단백질의 생산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 Human origin인 EPRS를 fusion partner로서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면역반응을 일으

키는 항체생성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신개념의 재조합 단백질 항원 시스템의 구축이 가

능할 것임

  - 백일해 백신의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지난 50여 년간 사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백신의 면역반응 및 효능평가 기술이 확립되지 않고 있어 최적화된 백신개발에 장애물

이 되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해 표준 항원/항체 생산과 백신에 의한 면역반응 측정법이 개

발되어 최적 백신효능평가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이러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 본 연구를 통해 확립한 유전자 재조합 항원 단백질의 발현/정제 공정은 향후, 백일해 백신

의 상용화를 위한 GMP 생산 공정의 스케일업 및 기술이전을 가능케 할 것이며, 연구 단계

의 정제공정과 GMP 생산 단계의 정제공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연구단계와 상업

화 단계에서 재현성 있는 품질의 백신 개발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백신 시장에서 경쟁력 우

위를 확보할 수 있음

ㅇ 경제적･산업적 측면

  - 본 연구를 통해 확립한 유전자 재조합 항원 단백질의 발현/정제 공정 및 생산 노하우는 

Covid19과 같은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한 감염백신의 생산기술로써 활용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백신의 생산으로 백신 시장의 선점이 가능할 것임

  - 기존 저분자형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시장 중 백신은 가장 급속도

로 성장하고 있는 영역임. 따라서 백신개발과 관련된 원천기술 확보는 국내 백신 산업의 

글로벌화 및 국제경쟁력제고에 매우 중요함

  - 본 연구에서 개발될 백신원천기술은 향후 신규 감염성 질환(Covid19, 메르스, 사스, 에볼

라 등)에 대한 기반기술로써 국제적 백신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고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가

능케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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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2C0249 총 연구기간 2022.07.01. ~ 2023.12.31.

과제명 재조합 일본뇌염바이러스 E-단백질 백신 개발 및 생산 공정 기술개발 연구

개발단계 Non-GLP(TRL4)

총괄(1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유바이오로직스

연구목표
Baculovirus 단백질 발현 시스템 기반 유전자 재조합 JEV E-단백질 백신 개발 및 생산 공정 

기술개발

연구내용

1. 1주관과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 1차년도

ㅇ 체액성 면역반응 및 세포매개 면역반응 측정을 통한 재조합 JEV E-단백질 백신의 효능성 

및 안전성 평가

ㅇ 면역증강제 선정 및 적정 단백질 양 설정을 통한 재조합 JEV E-단백질 백신의 면역원성 

최적화 조건 확립

ㅇ 다양한 유전자형의 일본뇌염바이러스 균주 공격 접종 모델의 수립 및 최적화

2) 2차년도

ㅇ 기존 허가 생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 대비 재조합 JEV E-단백질 백신의 체액성 면역반응 

비교분석

ㅇ 기존 허가 생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 대비 재조합 JEV E-단백질 백신의 세포 매개 면역반

응 비교분석

ㅇ 다양한 유전자형의 일본뇌염바이러스 균주 공격 접종 모델을 이용한 기존 허가 생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 대비 재조합 JEV E-단백질 백신의 효능성 및 안전성 평가

2. 2주관과제: ㈜유바이오로직스

1) 1차년도

ㅇ Baculovirus system 기반 유전자 재조합 JEV E- 단백질 발현 시스템 확립

2) 2차년도

ㅇ Baculovirus 기반 단백질 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 재조합 JEV E-단백질 제조 공정 

확립

예상성과

ㅇ Baculovirus 기반 단백질 발현 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체 내에서 우수한 면역원성을 가진 

재조합 JEV E-단백질 확보

ㅇ 일본뇌염바이러스에 대한 PRNT 표준검사법 확립 및 ELISA검사법과 ELISPOT 구축

ㅇ 백신후보물질 검증을 위한 마우스 공격접종모델 확립(대뇌투여법, 복강투여법)

ㅇ 기존 허가 백신과의 유효성 우위 평가

ㅇ 백신 후보물질 대량 생산 공정 개발 및 확립

기대효과

ㅇ 과학･기술적 측면 

  - 재조합 JEV E-단백질 백신의 면역원성,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지표를 확립함

  - 현재 생백신 및 사백신 위주의 일본뇌염 백신 대신 재조합 항원 백신 개발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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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적 측면

  -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와 고연령 성인과 기저 질환 환자에서 반복 및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일본뇌염바이러스 돌발 유행을 차단하여 질환의 관리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감

소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JEV생백신 및 사백신을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적 측면

  -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 백신의 자급자족을 이루어 국가 공공백신 확보 

및 안정적인 백신 수급 체계 구축을 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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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2C0250 총 연구기간 2022.07.01. ~ 2023.12.31.

과제명 미생물기반 2가 일본뇌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백신 개발연구

개발단계 Non-GLP(TRL4)

총괄(1주관)연구기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주관연구기관 아이진㈜

연구목표

일본뇌염바이러스 G3 및 G5 유전자형 예방용 2가 유전자재조합 백신 후보물질 개발

ㅇ 일본뇌염바이러스 G3 및 G5 유전자형 유전자재조합 항원개발

ㅇ 일본뇌염바이러스 2가 유전자재조합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ㅇ 2가 일본뇌염바이러스 유전자재조합 백신용 면역증강제 시스템 개발

연구내용

ㅇ 일본뇌염바이러스 G3 및 G5 유전자형 유전자재조합 항원 개발

  - 개선형 오량체 일본뇌염 항원 발현벡터 제작

  - G3 및 G5 백신 항원 수용성 발현 및 정제

  - G3 및 G5 백신 항원의 특성 분석

ㅇ 일본뇌염바이러스 2가 유전자재조합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 EGCG 제형화 및 면역증강효능 평가

  - 2가 백신 후보물질의 항체반응 평가

  - 2가 백신 후보물질의 세포성면역반응 평가

  - 2가 백신 후보물질의 방어능 평가

ㅇ 2가 유전자재조합 백신용 면역증강제 후보물질 제조

  - 면역증강제 후보 제조 및 최종후보물질 선정

  - 효능평가를 위한 면역증강제 후보물질 제조

  - GLP 검정을 위한 후보물질 제조

예상성과

ㅇ 지식재산권 확보

  - 후보물질 도출 시 IP-R&D 진행을 통하여 관련 특허 전략 수립 및 선제적 특허 출원 진행 예정

ㅇ 학술논문 발표

  - 학문적 성과의 공유를 위해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발표 예정.

기대효과

ㅇ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국내에서 유행하는 G5 유전자형에 효과적인 일본뇌염백신의 개발

  - 일본뇌염바이러스 최초의 subunit 유전자재조합 백신 후보개발

  - 높은 안전성을 갖춘 백신 플랫폼 기술 확보

  - 일본뇌염바이러스 백신생산기술 보유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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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2C0263 총 연구기간 2022.07.01. ~ 2023.12.31.

과제명 재조합 베큘로바이러스 및 역유전자 기술 기반 JEV-G1 백신 개발

개발단계 Non-GLP(TRL4)

주관연구기관 ㈜케이알바이오텍

1공동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공동연구기관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임상 진입이 가능한 JEV 백신 후보주 선정 및 비임상연구

ㅇ 역유전학 시스템을 이용한 JEV-G1 키메릭 생백신 및 베쿨로바이러스 기반 DNA 백신 후

보 선정

ㅇ JEV-G1 백신 생산 정제 공정 개발 및 비임상 연구 - 백신 생산 공정 개발 및 안전성 검증

연구내용

1차년: 역유전학 시스템을 이용한 JEV-G1 키메릭 생백신 및 베큘로바이러스 기반 DNA 백

신 후보 선정

ㅇ 베큘로바이러스 기반 DNA 백신 후보주의 효능 평가

ㅇ 역유전학 시스템을 이용한 JEV-G1 키메릭 백신 제작 및 백신 효능평가 

2차년: JEV-G1 백신 생산 정제 공정 개발 및 비임상 연구 

ㅇ 백신 생산 공정 개발 및 안전성 검증

ㅇ 대량정제 공정 개발 및 물리 화학적 특성 분석

예상성과

ㅇ 임상 진입이 가능한 JEV 백신 후보주 선정 및 비임상 연구 

ㅇ 백신 후보주의 정제 공정 구축

ㅇ JEV 백신 비임상 자료

ㅇ 국외 SCI(E) 등재 학술지 게재 2편 

ㅇ 국내 특허 출원 1건

ㅇ 인력 양성: 석사 1명

기대효과

ㅇ 본 연구개발의 백신 제조 기술은 다양한 항원에의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 원천 기술이므로, 

목적하는 유전자 항원을 변화시킴에 따라 다른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치료 백신 개발이 

가능함

ㅇ 본 연구개발의 백신개발 시스템 및 JEV 백신은 최종적으로 임상승인을 획득 후 임상 및 필

수예방 백신으로의 제품화 기대

ㅇ 백신 개발을 통하여 일본뇌염의 확산을 예방하고 JEV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

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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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2C0253 총 연구기간 2022.07.01. ~ 2023.12.31.

과제명 신규 면역증강제를 이용한 범용 노로바이러스 다가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개발단계 Non-GLP(TRL4)

주관연구기관 ㈜차백신연구소

연구목표

ㅇ 다양한 유전자형 및 항원 변이에 대한 교차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범용 노로바이러스 다가 

백신 개발을 위해, 항원 생산 시스템을 확보하고 면역증강제와의 제형 연구를 통한 후보 백

신 제형을 개발하고자 함

ㅇ 노로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면역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효능평가법을 구축하고 마우스 모델

에서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백신 유효성 검증을 평가해 전임상시험을 위한 기준 설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함

연구내용

ㅇ 노로바이러스 유전자형에 따른 범용 노로바이러스 VP1 아미노산 서열을 발굴하여 baculo

virus expression system을 통해 4종의 노로바이러스 VLP 항원 생산기술을 구축함

ㅇ 각 유전자형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VLP 항원 발현 및 정제조건을 최적화하고 VLP 항원에 

대한 특성분석을 진행함

ㅇ Nanoparticle 입자수를 정량할 수 있는 Nanoparticle Tracking analysis (NTA) 기반 정

량법을 개발함

ㅇ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면역 효능과 범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법을 구축하여 백신 효능

을 평가함

ㅇ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범용 노로바이러스 다가 백신에 대한 제형을 선정하고 그 면역 효능

을 평가함

예상성과

ㅇ 항원의 생산성과 백신의 상용화를 위한 임상 허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현시스템

을 기반으로 구축된 생산기술을 통해서, 인플루엔자나 노로바이러스처럼 변이나 유행주가 

많아 다가 백신 개발이 필수적인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음

ㅇ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범용 노로바이러스 다가 백신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마우스 모델에

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진입을 위

한 신규 백신 후보물질을 확보할 수 있음

기대효과

ㅇ 신규 면역증강제를 포함하는 범용 노로바이러스 다가 백신 생산기술을 구축함으로 국내 백

신 제조기술의 위상 향상을 도모함

ㅇ 노로바이러스 다가 백신에 대한 효능평가법을 구축함으로써 노로바이러스 백신의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 효능평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백신 후보물질을 선별할 수 있음

ㅇ 노로바이러스 다가 백신을 개발함으로 감염이 빈번하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노로바

이러스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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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요약

과제번호 HV22C0259 총 연구기간 2022.07.01. ~ 2025.12.31.

과제명 백신자급화기술개발 공용활용기술개발 및 지원

개발단계 공용활용 기술지원

주관연구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목표

ㅇ 백신자급화기술개발사업 수행 대상 연구과제(총12개 대상분야)* 중 5건 이상의 과제 기술

지원

 * 필수예방접종(4): DTaP기반, 일본뇌염, A형 간염, HPV예방

 * 미래대응·미해결(8): SFTS, 노로바이러스, 차세대 결핵, 수족구, 범용인플루엔자, 뎅기열, RSV, 신변종감염병백신

연구내용

ㅇ 필수예방접종백신의 유전자재조합 항원 개발 기술 구축 및 기술지원

  - 산학연 자문단 구성을 통한 우선적 기술분야 도출

  - 사업단과 정기적 회의를 통한 사업 진행 효율성 제고

  - 신규 플랫폼 유전자재조합 항원 제작 기반기술 구축 

  - 신규 플랫폼 유전자재조합 항원의 물리학적 성상 분석

ㅇ 미래대응·미해결 백신의 유전자재조합 항원 개발 기술 구축 및 기술지원

  - 유전자재조합 항원 나노입자/바이러스유사입자 자가조립 기반기술   

  - 나노입자/바이러스유사입자 물리학적 성상 분석

  - 유전자재조합 항원 생산 및 정제공정 개발 등

ㅇ (필수접종/미래대응·미해결 공용) 화학물질 대체형 불활화백신 공용플랫폼 개발 및 기술지원

  - 신규 불활화 기술 POC확립

  - 표준품 대비 면역학적 유사성/동등성 평가기술

ㅇ 미래대응·미해결 범용백신 공용플랫폼 개발 및 기술지원

  - 약독화 생백신기반 범용백신 후보 POC 검증

  - 호흡기감염 바이러스질환 예방 범용백신 후보 도출

ㅇ 필수접종/미래대응·미해결 유전자재조합 항원기술 포함 총 5건의 기술지원

예상성과

ㅇ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우선적 기술분야 도출 및 지원방안 구축

ㅇ 신규플랫폼 항원생산(2종), 신규 불활화 백신(2종) 지원

ㅇ 신규플랫폼 확립

ㅇ 범용성 POC 검증과 효능평가기술 지원

ㅇ 특정 백신후보 1종 도출지원

ㅇ 5건의 백신기술지원 고도화

ㅇ 분석 tool확보/평가기술 지원

ㅇ 최소 1건의 항원생산 지원

ㅇ VLP/NP 기술지원 

기대효과

ㅇ 필수접종/미래대응·미해결분야 사업단 사업의 최종목표(필수접종 3종 포함 임상 2상 7건)

를 차질없이 달성함에 기여

  - 총 5개 분야에 기술지원을 통한 효율적 백신개발 유도 

  - 신규플랫폼 분야로의 산업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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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접종 분야에 산업체 참여 유도 및 성공가능성 제고

  - 도출된 기술을 우선적으로 사업단 참여기관에 자유롭게 제공하고 더 나아가 관련 업계 및 

기관에도 제공(royalty-basis)하여 국내 백신기술 고도화에 기여

  - 치료, 진단 분야에 적용확대를 통한 바이오의약 개발 고도화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