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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L�KOREA�뉴스레터�창간사

안녕하십니까?�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단장�성백린입니다.�사업단의�뉴스레터�창간에�즈음하여�다시�
인사드리게�되었습니다.�「VITAL-Korea�뉴스레터」는�2021년�7월을�기점으로�연 2회 발행되며�이를�통해�새롭게�
연구자분들과�소통할�수�있게�되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사업단은�국가�접종이�필요한�백신의�자급화와�국내외�확산이�우려되는�감염성�질환의�백신�개발을�지원하는�
사명을�가지고�2020년�4월�출범했습니다.�주요�감염병�극복을�목표로�후보물질�발굴부터�임상시험�연계까지�
백신�개발�전주기에�걸쳐�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난�1년간은�백신개발 �중장기�전략을�구체화하고�필수예방접종�자급화,�미래대응·미해결,�백신기반기술�분야에서�
40개�연구과제를�선정·지원하는�등�초석을�다지는�시기였습니다.�앞으로�후보발굴뿐만�아니라�실용화를�위해�필요한�
생산공정�연구,�임상시험�시료�생산�등에�대한�지원과�민관협력�연계를�통해�종합적�성과를�이끌어�낼�계획입니다.
 
전�세계적으로�감염병�위기가�언제�또�올지�모르는�상황에서�백신�주권을�강화하는�일은�반드시�필요합니다.�
백신은�효능과�안전성을�최우선으로�하나�코로나�팬데믹�이후�신속성도�매우�중요한�요소가�되었습니다.�
사업단은�산학연과�힘을�합쳐�미개척된�백신�개발을�위해�최선을�다하도록�할�것입니다. 
 
앞으로�뉴스레터를�통해�연구자분들께�사업단의�활동과�백신�관련�다양한�정보를�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연구자분들과�의견�교류를�위해�소통�공간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많은�관심과�성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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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인사이트| |

국내�개발�DTaP�및�Tdap�백신의�전망�

백일해는�20세기부터�꾸준히�백신�접종을�통해�관리했음에도�불구하고�21세기에�와서도�5세�미만�소아에서�발병율과�

사망률이�가장�높은 �질환이다.�이런�역학적�현상은�주로�저개발�국가에서�발생되며,�특히�아프리카�지역�소아의�

사망률이�전체�백일해�사망률의�58%를�차지할�정도로�가장�높다.�이런�상황에서�이�질환을�적극적으로�관리하기�

위해�Global�Pertussis�Initiative (GPI)�기구가�2001년에�설립되어�백일해�퇴치에�적극적�활동을�시작하였다. 
 

그러나�백일해는�세계적으로�백일해�백신�접종률이�높은�지역을�포함해�지속적으로�소규모�유행이�반복�발생하고 있다.�

이런�이유는�과거에�비해�이�질환의�인식도가�높아지고�진단적�접근이�용이하여진�결과와�더불어�아직도�접종률이�

낮은�지역이�존재한�결과에�의한�것일�수도�있으나�백일해�접종�후�방어면역�소실에�의한�청소년과�성인에서�백일해�

발생이�급증하여�이들에�의한�백일해가�백신�접종이�이뤄지지�않았거나�완전한�접종이�끝나지�않은�어린�영유아에게�

지속적�감염원으로�작용하고�있다는�점이다.�더불어�백일해�백신�접종이�전�세계적으로�높게�유지되면서�백일해균이�

백신에�적응하여�항원성이�변화되어�백신�효과가�감소하고�있는�것을�가장�큰�원인으로�보고�있다. 
 
국내에서도�백일해�항원�변화에�의한�소규모�유행이�2009년부터�현재까지�반복되고�있다(그림 1, 2).�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전�세계적으로�백일해�변화�추적을�위한�체계를�구축하여�지속적인�역학�변화를�관찰하여�대응하고�있다.�

한편�이런�대응에도�불구하고�한계점은�과거에�비해�전세포�사백신이나�정제�백일해�백신�모두�접종�초기에는�방어력이�

높으나�방어면역�지속효과가�과거에�비해�빠르게�낮아지고�있다는�것이다.�점차�기존�상용화�백일해�백신에�적응력이�

높아지는�유전적�다형화(polymorphism) 현상이�발현되어�이와�같은�관리로는�궁극적인�백일해�퇴치�목표를�달성할�수�

없다.�이�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기존의�백신을�개선시키거나�새로운�백신을�개발해야�한다는�견해가�점차�많아지고�

있다.�가장�이상적�개발�방향인�점막�면역을�개선시키고�IL 17�생성과�기억�재생력�T세포�기능을�항진시키는�것으로�

목표를�설정하여,�새로운�백일해�백신�개발은�이상반응이�적은�정제�백일해�백신(acellular pertussis vaccine; aP) 

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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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가장 큰 세계 시장인 중국에서도 DTaP 혼합 백신이 가장 큰 시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에서 

파트너사를 찾고 있고, 또한 WHO에서도 DTwP 혼합백신의 심한 이상반응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이 있는 DTaP 혼합 

백신의 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런 배경과 상황을 볼 때에 전 세계적으로 소아와 성인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 접종 

백신인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백신 중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aP 백신이 포함된 DTP 백신의 개발은 절대적이고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이다.

2007년부터 GPI는 선진국에서 청소년과 성인의 Tdap 백신의 적극적인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저개발 국가에서도 

전세포 사백신(DTwP)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정제 백일해 백신을 영유아 및 소아에서 기초 3회, 추가 1회 이상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임신부와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 신생아 및 유아가 있는 가족원 및 동반자에게도 백일해 백신을 적극 

권장하는 전략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되는 모든 DTaP, Tdap 백신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향후 aP 백신이 포함된 DTP 백신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개발의 필요성

국내에서 aP 백신이 포함된 DTP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일부이긴 하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기업인 

녹십자(GC Pharma)가 1990년대 중반부터 aP 백신 개발을 진행하여 현재 Tdap 백신은 in vitro, in vivo 임상 

2상까지 진행하여 곧 임상 3상을 진행할 단계까지 왔고, DTaP 백신은 in vivo 연구가 곧 완료되어 1,2a 임상 연구 

진행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LG화학 및 보령바이오에서도 최근 aP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성백린�교수팀이 유전자재조합 aP 백신 개발을 실시하여 현재 효력 평가 시험 단계 

중에 있다. 향후 현 aP 백신의 효력을 높이고 백일해균의 유전적 다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유전자재조합 

aP 백신 개발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발 단계

그러나 DTaP, DTaP 혼합백신, Tdap 백신을 실제 국내에서 자급자족하고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 즉 국내에서 단일 DTaP, Tdap 백신의 실용화는 가능성이 있으나 가장 실용성과 세계화가 필요한 DTaP 

혼합 백신의 개발은 국내 회사 간에 절대적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고, 정부 유관기관의 행정 및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백신의 필요성을 볼 때 역시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은 일부 선진국에 비해 못 미치는 

결과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aP 백신의 경우 국내 기술 기반은 타 선진국에 비해 대등하거나 높아 적극적인 정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국내 개발사간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획기적인 자급화와 세계화가 현실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개발을 위한 협력과 지원�

WHO Global Vaccine Market Report(2019)에 의하면 DT containing vaccine 시장을 현재 가장 큰 백신 

시장 중 하나로 분석하고 있고(그림 3), BIS research, Global Vaccine Market - Analysis and Forecast 등의 

보고서에서는 2028년까지 질환별 백신 시장 현황 및 전망에서 가능 성장성이 큰 백신으로 DT containing vaccine을 

전망하고 있다(그림 4).

향후�전망�및�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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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신용 지질나노입자는 근육 또는 피하로 투여 되는데, 주로 투여 부위의 세포들로 흡수가 일어난다. 보다 높은 

면역반응을 기대하기 위해선 항원표지세포(Antigen presenting cells)에서 항원이 높은 수준으로 발현 되어야 한다. 

기존 지질나노입자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백신 보조제(Vaccine adjuvant)을 추가적으로 넣어주어 

면역반응을 촉진시킨다. 백신 보조제는 항원표지세포들의 다양한 면역반응 매커니즘을 자극시키는데 특히 STING 

signaling pathway을 자극함으로서 앞선 효과를 기대 가능하다. 최근에는 STING agonist로서 작용 가능한 

이온화지질을 이용한 백신용 지질나노입자가 개발되었고 투여 시 항원표지세포들을 선택적으로 타겟 가능하며 

면역 효과도 뛰어나다 [Nat Biotechnol. 2019].

아직 비용 효율성 및 독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지질나노입자를 이용하여 간세포에서 거의 

모든 유전자의 녹다운(knock-down), 발현 및 유전자 교정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간세포 이외의 조직으로 RNA 

약물을 전달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질나노입자를 이용한 환자 맞춤형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길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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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태인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최초로 mRNA 지질나노입자(LNP) 

백신이 개발되었다. 현재 미국,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되었고,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엔 mRNA 지질나노입자가 사용된다. 모더나 백신의 이온화 지질은 

SM-102 (Arbutus) 이고 (그림3), 화이자 백신의 이온화지질은 ALC-0315 (Genevant) 이다 (그림 4). 두 이온화 지질 모두 

아미노 알코올 구조에 생분해성 에스터기가 포함된 꼬리가 달려있는 구조이다. 소수성 꼬리의 1차 에스터는 간에서의 

클리어런스를 높여 분해성이 좋다. 머리 부분의 알코올은 mRNA 발현 효율을 높인다 [Mol.Therapy 2019].

현재�사용되고있는�COVID�19�mRNA�백신�전달체인�SM102��Arbutus��와�ALC�0315��Genevant�

지질나노입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효과적으로 mRNA를 봉입하여 뛰어난 유전자 전달 효율을 보인다는 

점이다. 두번째, 지질나노입자는 세포 흡수(cellular uptake)를 높이고 엔도솜 탈출(endosomal escape)을 유도해 

mRNA를 세포 기질로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세번째, mRNA가 세포외 공간 (extracellular space)에서 분해되는 것을 

막아 안정성을 높인다. 또한 생분해성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사용하기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이온화지질은 

큰 규모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Adv Drug Delivery Reviews 2021].

하지만, 지질나노입자는 대부분 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특정 장기를 표적 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맥주사 된 지질나노입자는 킬로미크론 (chylomicron)처럼 행동하여 ApoE 결합 리간드에 결합하여 ApoE 매개 

흡수 과정을 통해 간세포에 흡수된다.  지질나노입자를 이용한 mRNA 단백질발현은 간에서 이루어지므로 간 이외의 

장기로의 전달이 어렵다. 또한 지질나노입자를 이용한 유전자치료를 위해 다회 투여를 할 때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Mol. Therapy 2019].

지질나노입자가�갖는�장점과�한계�

간 이외의 다른 장기로 RNA을 전달하는 지질나노입자의 개발도 앞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이다.  특히, 정맥 투여시 

기존 지질나노입자는 주로 간세포 (Hepatocyte)에 전달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장기에 전달할 수 있다면 더 넓은 

범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로는 세포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리셉터와 결합가능한 항체 또는 리간드를 지질나노입자에 수식하여 세포 

특이적으로 RNA 약물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면역세포 또는 간 혈관 내피세포(Liver sinusoidal 

endothelial cells)에 RNA 약물을 선택적으로 전달 가능하다 [Nat Nanotechnol. 2018, Sci Adv. 2021] (그림 5).  

또 다른 방법은 지질나노입자를 구성하는 지질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기존의 콜레스테롤대신 옥시콜레스테롤을 

이용하여 합성된 지질나노입자로 간의 쿠퍼세포(kupff er cells) 타겟이 가능하다 [Adv Mater. 2019]. 

마지막으로 지질나노입자의 표면 전하에 변화를 주는 것인데 양전하를 띠는 지질나노입자는 폐로 전달 가능하며 

음전하를 띠는 지질나노입자는 췌장으로 전달 가능하다 [Nat Nanotechnol. 2020].

지질나노입자의�미래��그리고�향후�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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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mRNA 백신 전달체로 주목 받고 있는 지질나노입자 시스템은 수십 년 전부터 small molecule 약물 

전달체로서 그 가능성을 보여 왔다 [Vaccines 2021]. 초기 지질나노입자는 리포좀 형태로 수용성 내부를 갖는 

인지질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어 친유성 및 친수성 약물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약물의 부작용 감소 및 

생체이용률 향상을 통한 약물의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게 되었고 1990년대에 유방암, 방광암, 카포시 육종 및 

림프종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독소루비신을 함유한 리포좀 전달체 DOXIL®이 FDA의 첫 승인을 받았다 (그림 1a). 

DOXIL®은 높은 약물 봉입률 뿐 아니라, 체내의 면역체계를 회피할 수 있도록 표면을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 고분자로 수식하여 안정성을 증가시킨 리포좀으로 독소루비신 자체의 반감기보다 100배 가량 증가한 

체내 반감기를 가지며 더 많은 양의 약물이 종양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DA�첫�허가를�받은�지질나노입자

RNAi기반 유전자 치료제(siRNA, miRNA, ASO) 전달을 위한 지질나노입자 시스템은 초기 인지질과 콜레스테롤로 

구성된 지질나노입자 제형에 또 다른 추가 기능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음전하를 띠고 있는 핵산 약물을 

효율적으로 봉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혈액 내에서 중성 표면 전하를 유지하여 면역세포를 회피하고 원하는 세포 

내부에서 내부에 봉입된 유전자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적절한 

범위의 산해리 상수(pKa)를 가지는 이온화 지질이 개발되었다. 

이온화 지질은 체내의 pH에 따라 이온화 정도가 달라지는 삼차 아민 헤드 그룹과 긴 탄화수소 꼬리가 링커로 연결된 

구조로 pH에 따라 달라지는 이온화 정도로 인해 앞서 말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구성된 

이온화지질은 제형화 과정을 거쳐 핵산 약물을 내부에 봉입한 고체지질나노입자(Solid lipid nanoparticle)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1b).

초기에 개발된 이온화 지질 1,2- dilinoleoyl-3-dimethylaminopropane (DLinDAP)은 낮은 유전자 전달 효율로 

치료효과를 보기 위해선 다량의 siRNA를 필요로 하였다. 이후 아민 헤드 그룹과 링커의 구조 변화를 통해 약 300종의 

이온화 지질을 마우스 혈액응고인자 FVII모델을 통해 스크리닝 한 결과 0.005mg/kg의 매우 낮은 ED50값을 갖는 

최적화된 이온화 지질(Dlin-MC3-DMA)을 선별하게 되었다(그림 2a,b) [Acc. Chem. Res. 2019]. 이는 기존 이온화지질 

대비 약 1,000배 이상의 효과를 보이는 수치이며 2018년 FDA에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은 유전성 아밀로이드증

(hATTR)의 siRNA 치료제인 Onpattro®의 전달체로 사용되었다 (그림 1b).

RNAi�치료제�전달체로의�지질나노입자��D�Lin�MC3�DMA�

Doxil®

Crystalline (doxorubicin)�SO� salt
HSPC DSPC

siRNA

Dlin-MC�-DMA (an ionizable lipid)PEG-DMG

Onpattro®

<그림�1a> <그림�1b>

�그림1��a��DOXIL®과�b��Onpattro®지질나노입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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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의�백신�개발�지원

뉴스레터�메인

VITAL�Korea
홈페이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K-방역의 모범사례를 

만든 우리나라도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와 인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대응 

플랫폼 구축에 국가 역량을 총 동원하여 현재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그동안 감염병 치료제와 

예방백신은 개발 노력에 비해 시장성이 저평가되어 왔었기에 긴급상황을 맞은 현시점에서 기반기술과 플랫폼 

확보는 주요 화두이다. 특히 백신개발 플랫폼 확보는 집단면역을 기대케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바로 이용하거나(모더나, 화이자-바이오엔텍), 인체에 

무해한 다른 바이러스에 삽입하여 인체에 전달하는 방식(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얀센) 등)으로 개발된 백신들은 

임상연구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혁명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통적인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제거해 만드는 불활화 백신이나 합성항원 백신(단백질기반 재조합 백신)들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는 높으나 유전자 기반 백신에 비해 부작용과 효용성·유효성에 있어 비용 대비 부담이 크고, 불활화 

백신의 경우에는 고위험 바이러스를 직접 다뤄야 하는 특성상 생물안전등급이 높은 시설(BL3)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신속한 개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치명적인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단키트 및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그리고 

대량생산이 단기간 내에 요구되기 때문에 현재는 물론 미래 대응을 위해 기존에 준비된 인프라는 잘 공유되고, 

부족한 플랫폼은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백신의 효능을 저해하는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효과의 지속성에 따라 독감백신처럼 시기를 두고 추가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안정적인 백신 보급을 위한 국내 제품 생산의 확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2008년 제정된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특별법에 따라 2011년 설립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재단)의 

신약개발지원센터(이하 신약센터)는 2013년에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와 

더불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내의 핵심인프라 시설로 건축되어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과 전문인력 및 

인프라를 갖추고,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에서 발굴한 약이 될 만한 초기물질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평가와 생산프로세스 

개발, 품질분석 등의 사업화를 위한 개발과정에 필수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송재단 신약센터는 현재 코로나19 및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연계한 진단기기 개발 및 실험동물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비임상시험 지원, 

바이오의약생산센터를 통해 동물세포 활용한 단백질기반 백신 생산을 지원하여 부족한 필수 지원 기능에 대한 확보 

노력도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

신약센터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 지원 플랫폼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seudovirus 기반 백신 검증평가시스템

       - Retrovirus 및 Lentivirus 기반 viral protein 발현 시스템 

       - 형광단백질을 이용한 reporter system 

       - Viral protein 발현 Pseudovirus 제작, 생산 및 정제

       - 표적 단백질 발현 세포주 구축

2��백신�검증�평가�지원

      면역원성 평가를 통한 최적의 백신용 항원 후보 물질 발굴 지원

       - In silico 예측기술을 통한 바이러스 항원 중 BCR, TCR epitope 선별

       - 인간 PBMC 이용 in vitro 면역원성 평가 통한 백신용 항원 후보물질 발굴

          · 면역반응에 관여하는 CD4+/8+ T cell epitope 예측 기술

          · 효과적인 항체 형성에 관련된 BCR epitope 예측 기술

          · PBMC를 이용한 면역반응 분석

      B 세포주 기반의 백신용 항원 스크리닝 시스템

       - EBV-transformed 인간 B 세포주 확보

       - 인간 B 세포주 기반의 백신 항원 평가 시스템

          · B 세포주 특성 분석 및 항원 특이적 활성 마커 선별

          · B 세포주 활성 마커를 이용한 분석법 (FACS, MSD) 개발

          · B 세포주 기반 백신 항원 평가법 검증 및 분석법 표준화

      백신용 항원 선별 및 제조 시스템

       - 감염 기전 및 in silico 구조 분석 기반의 항원 선별 

       - 백신용 항원 평가용 포맷 및 제작

       - 백신 항원 평가용 모델 항원 (peptide, protein) 포맷 선정 및 제작

1��백신용�항원�후보�물질�발굴�지원

지원 실적
(S사) 신변종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대응 DNA 백신 표적 면역 항원 HA 생산( ′ 16~ ′ 21년)

      중화항체 선별 

       - 인간 합성항체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를 통한 SARS-CoV-2 중화항체 발굴

       - 항원 특이적 인간항체의 선별과 특성분석을 통한 SARS-CoV-2 중화항체 선별

       - 바이러스 특이적 인간 항체를 단기간 발굴 가능

      슈도바이러스(Pseudovirus) 기반 항체 중화능 평가 

       - SARS-CoV-2 바이러스 중화항체 효능 평가를 위한 슈도바이러스 제작 및 고민감도 분석기술 

       - 렌티바이러스 기반 SARS-CoV2-spike 탑제 유도바이러스 제작 및 생산, 바이러스 중화 항체 효능 평가

* 중화항체의 양과 질은 백신의 효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한 중화기능을 측정함으로써 백신   
   의 효능을 예측 가능

3��중화항체*�선별�및�평가�지원

지원 실적
- SARS-CoV-2 바이러스 중화항체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 (C사) 변이 코로나19 치료항체 중화능 시험 평가 지원(2건)

      면역증강제 플랫폼 구축

       - In silico / in vitro 기반 백신 항원의 면역원성을 높일 수 있는 백신/아주번트 플랫폼

       - 아주번트 유효성 평가용 표준화된 면역 효능 평가 시험법 구축

       - 백신 항원과 아주번트와의 면역특성 프로파일링 통한 감염질환 맞춤형 백신/아주번트 플랫폼 구축

4��면역증강제�Adjuvant��개발�지원

※ 백신면역증강제
1. Mineral salts: Alum, AS04 (Alum+MPL, GSK), Calcium phosphate, ISCOMs (saponin, phospholipid)

2. Delivery system: AS01 (MPL+QS21, GSK),  AS15 (MPL+saponin+CpG, GSK), Virosomes, Microparticles

3. Emulsions: AS02 (MPL+QS21, GSK), AS03 (GSK), AF03 (Sanofi  pasteur), MF59 (Novartis), GLA-SE

4. TLR ligands: dsRNA analoques (polyI:C), Lipid A (MPL, GLA), Flagellin, Imiquiomd, CpG ODN, CD1d 

     ligands (α-galactosylc)

      아미노산 서열 기반 구조 분석 기술

       - 아미노산 서열(핵산 서열) 기반 바이러스 단백질(항원)의 구조 모델 예측

       - 구축된 모델 기반으로 하는 단백질(항원)의 물리적 특성 예측

       - 항 바이러스 중화 항체의 구조 분석 및 예측을 통한 작용기작 설명

       - 물성 및 친화력 개선 항체 디자인

      mRNA 백신 품질 분석 플랫폼 기술 구축

       - mRNA 백신의 입자분석 및 mRNA전달을 위해 도입된 지질나노입자의 품질과 구성성분 분석 기술 지원

5��백신�분석�지원

* mRNA 분자와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는 LNP (Lipid Nano-particles) 분석 기술 

      코로나 치료용ㆍ백신용 항체 생산세포주 개발

       - Transfection부터 RCB 제작까지의 전반적인 생산세포주 개발 지원

      제형개발을 통한 안정화 기술 지원

       - 바이오기반 진단키트 및 치료제의 가혹조건 시험을 통한 안정성 평가와 제형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정보 

         확인 및 제품의 품질유지

       - 규제 기관 허가를 위한 최종 바이오 제품의 보관안정성 확보 및 이를 위한 주요 안정성 인자 도출

       - 감염질환 예방 백신의 보관 유통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일 및 혼합 백신 제형 개발

       - 감염질환 치료용 중화 항체, 단백질, 펩타이드 등의 바이오 의약품 제형 개발 및 최적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를 통한 생산공정개발 지원

       - 바이오의약품ㆍ백신의 QbD 기반 제조 공정 개발 지원

       - 바이오의약품ㆍ백신 품질관리 제고 및 역량 강화 지원

6��백신�제조�및�안정화�지원

지원 실적
(Q사) 결핵 백신 혼합 제형 개발 및 특허 출원( ′ 21.2월)

*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 QbD)는 의약품의 목표품질프로파일(Quality Target Product Profi le; QTPP)과 
 중요품질요소(Critical Quality Attribute; CQA)를 정의하는 제품 디자인을 수행하고, 생산되는 의약품의 항상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방법적 절차임. QbD의 수행 절차는 바이오의약품의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물질 및 공정조건의 변화가 중요품질(CQA)에 미치는 
 영향 평가(Risk Assessment), 통계기반으로 설계된 실험(Design of Experiment; DoE)을 통해 공정에 활용되는 물질 및 공정
 조건과 품질과의 상관관계(Design Space)를 도출하여 목표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 생산공정 운영조건(Control Strategy)을  
 확보하는 것임.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원을 이어왔다. K-방역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 주었듯이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지원 플랫폼의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연구자들과 제약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바이오강국의 

미래를 향해 함께 걸으며 글로벌 위기대응에 함께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가 되고자 한다.

  ·  지원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건축규모���22�171m���지하1��지상7��

  ·  지원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규모���10�274m���지하1��지상4��

  ·  지원부처 ��보건복지부�
  ·  건축규모���7�258m���지하1��지상3��

  ·  지원부처 ��보건복지부�
  ·  건축규모���5�690m���지하1��지상3��

신약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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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백신은 세균의 항원이나 독소를 결합하여 영유아의 면역 체계가 세균의 다당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다당류 코팅은 세균의 항원을 위장하여 영유아의 미성숙한 면역 체계가 이를 인식하거나 반응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연결성은 영유아의 면역 체계가 다당류에 반응하고 면역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돕는다.

결합백신은 폐렴 구균, 수막 구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은 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백신의 글로벌 영역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 시장 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2�접합백신�Conjugate�Vaccine�

사백신은 화학 물질, 열 또는 방사선의 도움을 받아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죽임으로써 생성되며, 변이되거나 질병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선호되는 백신이다. 또 냉장 보관이 필요하지 않고 동결 건조 형태로 보관할 수 있어서 더 편리하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원거리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좋고 보관비용도 낮아 개발도상국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아단위백신에는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항원만 포함된다. 종종 이 백신은 결합을 위해 항체 또는 T세포에 의해 인식되는 

항원의 특정 부분인 에피토프(epitope)를 사용한다. 백신에 에피토프나 항원만 존재하면 부작용 발생이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7�3�사백신�및�아단위백신�Inactivated�&�Subunit�Vaccine�

약독화생백신은 병원성을 약화시킨 살아있는 병원체를 사용한다. 이 백신은 1회 또는 2회 접종으로 강력한 세포 및 

항체 반응을 유도하여 평생 면역을 부여하며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수두와 같은 질병에 사용된다.

약독화생백신은 냉장 보관해야하기 때문에 보존비용이 많이 든다. 이로 인해 유통사의 재정적 부담이 크며 백신의 유통과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백신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면역원성과 병원성 약화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렵고 프로세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백신 비용이 증가한다.

7�4�약독화생백신�Live�Attenuated�Vaccines�

지역별�약독화생백신�시장�2017�2024�

지역

합계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그�외�지역

2017

2�836�3 3�176�5 3�510�8 4�914�9 7�0%

1�617�9 1�754�1 1�887�4 2�453�8 5�4%

1�248�9 1�372�6 1�498�9 2�135�7 7�3%

692�6 756�8 820�9 1�118�3 6�4%

6�395�7 7�060�0 7�718�0 10�622�7 6�6%

2018 2019 2024 CGAR
�2019�2024�

단위��USD�MILLION

재조합백신은 약독화된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를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자연스러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이 백신은 접종 후 특이 반응이 없고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감염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안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인 백신 개발에 주력하는 것은 

재조합백신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이다.

7�5�재조합백신�Recombinant�Vaccines�

지역별�재조합백신�시장�2017�2024�

지역

합계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그�외�지역

2017

2�003�2 2�227�8 2�444�8 3�298�9 6�2%

1�013�8 1�092�3 1�167�9 1�469�8 4�7%

729�3 795�2 861�5 1�178�2 6�5%

387�4 420�4 453�0 595�2 5�6%

4�133�7 4�535�7 4�927�2 6�542�1 5�8%

2018 2019 2024 CGAR
�2019�2024�

단위��USD�MILLION

톡소이드백신은 특정 불활화균에 의해 생성되고 면역력을 자극하기 위해 항원으로 사용되는 독소가 주요 성분이다. 

이 백신은 디프테리아 및 파상풍과 같은 질병에 사용된다. Sanofi  Pasteur(프랑스) 및 Merck & Co.(미국)와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효과적인 예방 접종을 위한 톡소이드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7�6�톡소이드백신�Toxoid�Vaccines�

지역별�톡소이드백신�시장�2017�2024�

지역

합계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그�외�지역

2017

1�698�0 1�854�1 1�996�4 2�422�4 3�9%

1�165�5 1�227�9 1�284�0 1�432�4 2�2%

888�7 950�0 1�009�1 1�239�0 4�2%

533�2 568�4 601�0 709�6 3�4%

4�285�4 4�600�4 4�890�5 5�803�4 3�5%

2018 2019 2024 CGAR
�2019�2024�

단위��USD�MILLION

※ 출처 및 원문보고서 구입: Markets & Markets 

7�1�백신�시장�Vaccine�Market�

기술별�백신�시장�2017�2024�

기술

합계

접합백신
�Conjugate�Vaccines�

사백신�및�아단위백신
�Inactivated�&�Subunit�Vaccines�

약독화생백신
�Live�Attenuated�Vaccines�

재조합백신
�Recombinant�Vaccines�

톡소이드백신
�Toxoid�Vaccines�

2017

12�274�6 13�781�0 15�313�7 22�750�0 8�2%

7�233�3 8�043�7 8�858�5 12�644�6 7�4%

6�395�7 7�059�9 7�718�1 10�622�7 6�6%

4�133�7 4�535�7 4�927�2 6�542�2 5�8%

4�285�4

34�322�7 38�020�7 41�707�9 58�363�0 7�0%

4�600�4 4�890�4 5�803�5 3�5%

2018 2019 2024 CGAR
�2019�2024�

단위��USD�MILLION

지역별�접합백신�시장�2017�2024�

지역

합계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그�외�지역

2017

5�728�8 6�480�9 7�234�8 10�631�2 8�0%

3�146�3 3�484�2 3�826�7 5�480�8 7�4%

2�176�0 2�448�0 2�734�4 4�331�3 9�6%

1�223�4 1�367�8 1�517�8 2�306�7 8�7%

12�274�5 13�780�9 15�313�7 22�750�0 8�2%

2018 2019 2024 CGAR
�2019�2024�

단위��USD�MILLION

지역별�사백신�및�아단위백신�시장�2017�2024�

지역

합계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그�외�지역

2017

3�220�1 3�632�9 4�044�6 5�869�4 7�7%

1�885�6 2�060�1 2�233�9 3�019�7 6�2%

1�375�3 1�523�3 1�676�6 2�484�0 8�2%

752�3 827�3 903�3 1�271�5 7�1%

7�233�3 8�043�6 8�858�4 12�644�6 7�4%

2018 2019 2024 CGAR
�2019�2024�

단위��USD�MILLION

 ·  접합백신(Conjugate Vaccine)은 2018년 기준 백신 시장의 36.2%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

 ·  사백신 및 아단위백신(Inactivated & subunit vaccine)은 연평균 7.4%의 

 성장률로 2019년 8,858.5 백만 달러에서 2024년에는 12,644.6 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약독화생백신(Live attenuated vaccine)은 2018년 백신 시장의 

 18.6%를 차지했다.

 · 재조합백신(Recombinant vaccine)은 연평균 5.8%의 성장률 2019년 

 4,927.2 백만 달러에서 2024년에는 6,542.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

제7장�기술별�백신�시장�
�Vaccines�Market��By�Technology��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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