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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개발 공공인프라 구축 및 전주기 지원을 통한 백신 신속개발 중개연구

활성화 및 사업화 연계 촉진 지원(총 850억 원, '22~'27년)

백신개발 플랫폼 구축
(’22년 이후)

백신개발 임상지원 플랫폼구축
(’24년 ~ ’27년)

기반기술확보

(R&D) 
백신개발 세포주
특성분석 지원

(총 30억 원, ’22년 10억 원)

(R&D) 
백신 생산공정 기술 지원

(총 44억 원, ’22년 12억 원)

글로벌
백신허브

실현

• 필요성 및 당위성
- 미래의 신·변종, 해외유입 전염병 확산 발생 시 신속한 백신 대응 (코로나19, 사스 등) 
- 핵심 세포주 확립부터 임상시료 공급까지 백신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축

백신 신속대응 플랫폼 구축사업 (총 850억 원, 6년)

세포주 특성분석기반

(인프라) 세포주 특성분석
지원기반 플랫폼 구축

(총 210억 원, 
’22년 설계비 7억 원)

※ 백신 뿐만 아니라,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 가능

미생물기반

동물세포기반

(인프라) 미생물기반백신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단계적 추진예정)

(인프라) 동물세포기반백신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

(단계적 추진예정)



▪ 백신·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60% 이상 투자

* 해외 임상시험 승인 허용,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전 투자한 기업이 투자 이후 펀드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

▪ 백신 분야 기업에 15% 이상 투자

* 백신 및 백신 원부자재·장비 관련 연구ㆍ개발ㆍ생산 기업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백신기업협의체**」에 소속된 기업

투자 기준 : 백신·신약 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과 백신 분야 기업에 집중 투자

▪ 정부 재정을 포함한 공공부문 출자와 민간의 자금을 대응

▪ ’22년 복지부 1,000억 원 출자(예산 500억 원, 기존 펀드 회수금 500억 원), 국책은행 1,000억 원 출자

조성 규모 : ’22년 5,000억 원, 향후 1조 원까지 확대

▪ 운용사 선정 완료(9월, 한국벤처투자)

▪ 운용사 평가 및 승인(10월, 3개 국책은행) 

▪ 자금 조성 및 펀드 결성(운용사, ’22년)

추진 일정 운용사 선정 완료(9월) 





질병관리청 지원사업(제도)



신청 접수 타당성 검토 지원 연계

비임상/임상
시험 지원정책

법률개정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완료진행협약심의접수서비스신청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IS) 

가입 및 신청

〮신청 내용
확인 및 검토

〮보완 요청 및
승인

〮운영위원회
심의 진행

〮심의 결과 통보 및
담당 배정

〮수수료 납부
〮시험 방법 및

일정협의
〮협약서 작성

〮시험〮분석 진행
〮결과서 정리

〮결과서 통보

질병보건통합관리
시스템(IS) 

가입 및 신청

〮신청 내용
확인 및 검토

〮보완 요청 및 승인

〮운영위원회
심의 진행
〮심의 결과 통보 및
담당 배정

〮수수료 납부
〮시험 방법 및
일정협의
〮협약서 작성

〮시험〮분석 진행
〮결과서 정리

〮결과서 통보



시설 및 장비 현황

동물실험시설

ABL3
(사육실) 마우스(3개), 페렛(1개), 기니픽(1개)

ABL2
(사육실) 마우스(5개), 페렛(1개), 기니픽(1개)

3등급
효능평가시설 BL3

바이러스분석실3개, 세균분석실3개, 
공동기기실1개등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BL3 바이러스 분석실(중화항체 분석)

BL2 GCLP인증 Lab(T 세포 분석 등)

백신후보물질(연구용) 생산 세균및바이러스(세포배양)용Pilot 배양라인

연구용 장비 면역효소분석기 등 500 여종 * 출처: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원 대상 감염병

시험분석 항목(비임상)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SARS-CoV-2)

화합물, 천연물, 항체, 혈장치료제 후보물질 대상

중화항체분석, 바이러스역가측정, 세포배양 및 유전자 검사

지원
대상

의뢰
절차

단계 1
신청

의뢰기관 사전검토 신청

(공문>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단계 2
검토

〮 신청 내용 사전 검토
(연구계획서 등)

〮 타당성, 공익성 등 검토
(필요시, 전문위원회)

단계 4
검토
결과

〮 사전검토결과 통보
〮 수수료 납부

〮 시험〮분석(비임상)

단계 6
완료

〮 결과 통보

단계 3
심의

단계 3

심의

단계 5
진행



1. (’21.6.~’21.12.) 

◽ 자원은행 확대

- ’20년 7개소 → ’21년 10개소

- ’22년 지원확대 예산

* 자원은행: 병원체자원전문은행

2. (’22.1.~’22.5.)

◽ 자원은행 지원 확대

- 예산 증액(4억→6억)

◽ 병원체자원분양 증가

- ’20년 3,047주→ ’21년 3,988주

→ ’22년 6월 2,753주

3. (’22.6.~’22.9.)

◽ 분양확대 제도 개선

- 법 시행규칙 개정(수수료)                  

- 자원은행 운영 지침 제정

- 자원은행온라인분양시스템연계

- 자원은행 3개소 분양 개시



▪ 병원체 자원은행(전문은행) 및 국고지원 확대

* ’17년 2개소 → ’18년 3개소 → ’20년 7개소 → ’21년 10개소

* ’22년 9월, 3개소 분양 개시(항생제내성균, 다제내성균, 구강세균) 



▪ 보유자원 : 세균, 바이러스 등 29,533주(’22.6.)

* 연간 약 2,400주 수탁, 약 700주 등재 및 품질관리

▪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 등재* : 932종 6,077주 목록 등(’22.6.)

* 보존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심의 승인된 자원을 등재함

연도 계 세균 진균 바이러스 조류 파생물질

2020 500종 2,763주 341종 2,200주 148종 406주 10종 42주 1주 114건

2021 368종 2,133주 263종 1,839주 100종 229주 5종 48주 - 17건

2022.6 43종 283주 37종 261주 3종 12주 3종 10주 - -



일련
번호

유전형
(GSAID)

WHO명칭(계통) 구분 NCCP No.

1

S

A 43326

2 A 43327

3 A 43328

4 A 43329

5 A 43331

6 L B 43330

7 V B 43342

8 GR B.1.1 43343

9 G B.1 43344

10 GH B.1.497 43345

11 GV B.1.177 43346

12

GR,변이

감마형P.1 VOC 43388

13 제타형P.2 FMV 43383

14

G, 변이

에타B.1.525 FMV 43386

15 카파B.1.617.1 FMV 43389

16 기타B.1.619 FMV 43403

17 기타B.1.620 FMV 43404

18

GH, 변이

베타형B.1.351 VOC 43382

19 입실론형B.1.427 FMV 43384

20 입실론형B.1.429 FMV 43385

21 아오타형B.1.526 FMV 43387

22 뮤형B.1.621 VOI 43407

23

GK, 변이

델타형AY.69 VOC 43409

24 델타형AY.122 VOC 43410

25 델타형B.1.617.2 VOC 43390

26 델타형B.1.617.2 K417N VOC 43405

27 델타플러스AY.1 VOC 43406

28 GRY, 변이 알파형B.1.1.7 VOC 43381

29

GRA, 변이

오미크론형BA.1 VOC 43408

30 오미크론형BA.1.1 VOC 43411

31 오미크론형BA.2 VOC 43412

32 오미크론형BA.2.12.1 VOC 43423

33 오미크론형BA.2.3 VOC 43424

34 오미크론형BA.4 VOC 43425

35 오미크론형BA.5 VOC 43426

36
파생물질

SARS-CoV-2 E gene 합성 RNA 76117

37 SARS-CoV-2 N gene 합성 RNA 76118



▪ 질병관리청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과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1. 자원검색 및 문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병원체자원온라인분양창구” 연계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심사 및 통보

→ “병원체자원온라인분양창구” 이용

※ 신청공문, 분양신청서, 활용계획서, 시설 확인서

3.  자원인수 및 인수증 제출

→ “병원체자원온라인분양창구” 이용

※ 인수공문, 인수증, 협약서, 정부수입인지

* 인수 방법: 협약서, 수수료증빙 원본/직접 또는 택배



연도/목적
백신 및

치료제 연구

진단기술

연구

교육용

(보건/의과학) 
정도관리 기타 총계

2019 191 786 294 302 133 1,706

2020 501 1,991 236 151 168 3,047

2021 776 2,535 221 197 259 3,988

2022.6. 345 2,066 200 121 21 2,753

- 병원체자원 활용 목적 별 분양현황(최근 4년)

- 병원체자원 신청 기관 별 분양현황(최근 4년)

(단위, 주/건)

(기관 수/자원 수)

연도/구분 병원 산업체 연구소 학교 총계

2019 4 / 13주 81 / 924주 33 / 410주 56 / 359주 144 / 1,706주

2020 29 / 125주 229 / 1,806주 72 / 516주 134 / 600주 464 / 3,047주

2021 20 / 90주 271 / 2,276주 90 / 759주 135 / 863주 516 / 3,988주

2022.6. 7 / 30주 148 / 1,729주 55 / 720주 64 / 274주 274 / 2,753주

▪ 기관 : 감염병 진단검사 연구개발 분양 산업체와 연구소에서 많이 분양

▪ 목적 : 주요 감염병 진단기술 연구 및 백신‧치료제 연구 목적의 분양 활용 많음



연도/목적 백신 및 치료제 연구 진단기술 연구 정도관리 등
총계

(기관수/자원수)

2020 179주 520주 21주 177 / 720

2021 508주 1,146주 28주 281 / 1,682

2022.6 158주 940주 2주 149 / 1,070

<주요 활용 목적>

- 호흡기 질환 진단키트 개발 및 성능 확인

- 신속 현장용 감염병 다중 분자진단 플랫폼 개발

- 코로나19 바이러스 중화항체가 분석법 최적화 연구

- 백신‧치료제 개발 면역원성 평가 및 효능평가 시험법 연구

- 소독제 효능 차이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 분양현황(’20.2.~’22.6.)

* 진단기술 연구 관련 보건의료 산업 분야에서 많이 분양



병원체자원법 시행규칙 신설

법 개정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관리 및 운영지침」 제정
지침 제정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제3위험군 자원 분양기준 개선
분양기준 개선

병원체자원관리 종합계획(’21~’25)에 따른‘22년계획수립시행종합계획 시행

- 시행규칙 제4조(수수료) : 분양자원 수수료 근거 마련

- 전문은행 등 자원분양 확대 기대

- 국가 기탁등록보존기관인 전문은행(10개) 업무지침으로 활용

- 'BL3 시설 사용 협약 서류’ 제출 시 병원체 분양 가능

- ’21년 실적 및 ’22년도 3개 중점전략별 7개 추진과제 마련



- 수요맞춤형 및 국가전략

병원체 자원 수집 강화

- 기탁 활성화 및 절차 간소화

- 자원 관리기반 고도화 /

표준인정제도 도입(ISO)

- 유용 국외자원 대체

국내 표준자원 개발

- 자원 오믹스 DB 확보*

및 특성분석 시스템 개발

- 국외 자원은행 네트워크 확대

및 자원 교류(독일 DSMZ 등)

- 국내 다부처 연계 참여 통한

분리원 다양한 자원 확보

병원체자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병원체자원

고부가가치과

유용자원 확보/

안정적보존 관리

* 공공백신개발 후보 바이러스
자원 및 유전체 정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원제도



치료제 : 셀트리온, 렉키로나
허가(’21.2.)



WHO 코로나19 백신 공동심사 참여, 규제기관 전문가 그룹 활동

GMP 평가 생산관리 지원,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허위작성 방지 등 스마트 공장(QbD) 지원

생산증가, 신규 백신 생산 대비 국가출하승인센터 조직 확대 개편 및 특수실험실(BL3) 등 인프라 강화

제품화 컨설팅, 해외인증 지원 교육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 본격 추진

국산 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주요 내용(식약처)



제품화전략지원단 신설( 22.4.)



ㅎ

제품화전략지원단 신설( 22.4.)



제품화전략지원단 신설( 22.4.)



1.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희귀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3.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신약에 해당하는 경우

5. 희소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6. 혁신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7. 혁신기술 적용으로 임상적효과를기대할 수 있는 융복합 의료제품

* 의약품은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한약(생약)제제를 포함

다음 의료제품에 대한 제품화지원은 해당 부서에서 담당

제품화전략지원단 신설( 22.4.)



▪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 ‘의약품 등 개발계획에 관한 신청’ 분야

민원으로 신청서와 자료 제출

▪ 제품화지원팀 : 예비검토 시 사전상담 대상여부 확인

질의 분야 및 범위, 개발자료 심사 필요 여부 등을 고려, 전문 상담팀 구성

신청인에게 상담회의가능 일자 안내

▪ 신청인 : 필요시 면담회의 신청

▪ 제품화지원팀/신청인 : 면담회의 후 회의결과 정리, 확인

▪ 제품화지원팀 : 사전검토 처리 절차에 따라 결과 회신

제품화전략지원단 신설( 22.4.)



▪ 식약처 (www.mfds.go.kr), 평가원(www.nifds.go.kr) 누리집 제품화전략지원단 배너를 방문해 주세요

제품화전략지원단 신설( 22.4.)

http://www.mfds.go.kr/
http://www.nifds.go.kr/


특허청 지원사업(제도)







▪ 내용 :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공고

※ (근거) ’21. 6. 23. 시행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따라 지정

백신ㆍ치료제 개발ㆍ생산기업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

* (평균 심사착수 기간)   우선심사 2.3개월 vs. 전체 12.2개월 (’21. 12. 기준)

▪ 공고 내용

- (우선심사 대상)  ①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②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를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생산기술과 관련된 출원 * 예) 임상 또는 허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의미

- (신청기간) ’22. 6. 23. ~ ’23. 6. 22. (1년) ※ 한시적 시행 후 연장여부 검토

- (증빙서류) 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 :  협약서, 연구개발계획서 등

② 국내 생산(준비) 여부 입증 :  공장등록증명서, 임상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식약처 홈페이지 확인), 위탁생산계약서 사본 등

*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특실 우선심사고시 제4조제5호다목 관련) 제출

- (신청 수수료)  특허 20만 원 / 실용신안 10만 원

新기술 특별 우선심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제도)





* 출처: 바이오시밀러 생산과정-완제공정, 셀트리온



기업협력 지원 플랫폼 구축, DB 구축, 시험평가지원 등

DB지원 품목 확대, 시제품 제작 지원, 맞춤 인력양성 등

품질관리 체계지원, 공정 개선지원, 신뢰성 시험 지원 등

컨퍼런스 개최 등 성과 활용, 컨설팅, 기술 지원 등



*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

- 인천TP www.itp.or.kr- KCL www.kcl.re.kr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www.kobia.kr-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rnd.inha.ac.kr

http://www.itp.or.kr/
http://www.kcl.re.kr/
http://www.kobia.kr/
rnd.inha.ac.kr


시
험
평
가

- 해외 규제 기관(FDA 등), 수요처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관련 비용

-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을 통한 시험성적서(COA) 획득을 위한 품질 검증·인증시험분석 비용

- 국내외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 등 관련 비용

- 국내 수요기업에서 구매 등을 위한 국내 제조·생산 원부자재 시험분석 비용

시
제
품

- 금형 제작, 특수 제작 재료비 등 시제품 제조 및 공정개선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 시설/품질관리(GMP 등)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공정개선을 위한 외부 컨설팅 지원

- 기타 시제품 제조에 필요한 전문기관 용역비 등

- 기타 공정 개선에 필요한 시험, 컨설팅 등

컨
설
팅



• 의약품 주입용 실린지 제품

• 고무 전·마개, 필터 등

• 인허가, 품질관리, 연구개발

•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

• 안정성 평가 (유효기간 설정)

• 성능 평가 (penetrability 등)

• 의약품 주입용 실린지 제품

• 인허가, 품질관리

• 성능평가 (기밀도, 내외면, 

굴곡강도 등), 물리·화학적 평가

(용출물 시험)

• LDS* 백신 주사기
식약처 신속 허가

* LDS: Low Dead Space

• 미FDA 신속 허가
(’21년 -18건)

• 주사기, 주사침, 
의약품 주입기 등
제품 성능시험

• ISO 7886-1, ISO 7864 
등 성능 특성평가



유관기관 지원제도

1.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2.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3.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4. (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 미생물실증지원센터

5.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지원제도

①



▪ 국가전임상시험지원센터 : (사업기간 / 예산) '22~'26년(5년) / '22년 122억 원

①



▪ 조기임상 진입 원스톱 지원체계

①



▪ 전임상시험 지원 전용 홈페이지 및 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 One-stop 시스템)

▪ 수요접수, 심의, 선정, 협의, 지원 등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



▪ 영장류 ABL3 인프라 고도화

①



▪ 감염병 전임상시험법 Matrix

①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 지원제도

②



국가감염병임상시험사업단 운영체계

②



코로나19 임상시험포털 및 상담센터 운영

②



코로나19 임상시험포털 내 임상시험 참여신청

②



백신: 7,781명/치료제 6,407명

코로나19임상시험 참여의향서 접수 현황(2022.9.13. 현재)

②



코로나19 백신 참여자-실시기관 연계 프로세스

②



코로나19 백신 참여자-실시기관 연계 프로세스

②



·백신 임상시험

정부 R&D 사업 선정과제

▪ 식약처 IND 승인(예정) 과제

⇒ 컨소시엄 연구자 연계 및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지원

기업상담센터_국내임상시험

②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지원제도

③



GMP시설 활용, (백신)바이오 의약품 공정개발 및 위탁 생산(CDMO) 지원

(안동)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 (사업기간/예산) ’17~’21년(5년) / 1,029억 원

✓ 글로벌 GMP 규정에 적합한 백신 제조시설 인프라 구축 (kGMP →WHOGMP→EUGMP)
✓ 차세대 백신생산(생물의약품 등)을 고려한 다양한 아이템이 수용 가능한 Disposable type(single use system)

으로 유연성 확보
✓ 장비규모 : 234종 500대(406억원), 상주인력 : 87명

* 백신 CMO GMP 인증(’21.7.30),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 GMP인증(평가신청 ‘22.9.7.) 

부지 : 45,621m²(13,800평)
건축 : 16,120m2 (4,877평)
건물 : 3개 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구축

③



現) 전체 생산라인 운영 , (백신)바이오 의약품 공정개발/(비)임상〮상업용 위탁생산 기업지원 中

시설〮장비 구성 및 용도 제공 서비스

GMP
생산시설

200L 200L 부착세포 배양 및 정제

(비)임상 원액 및 대량 생산200L 50L, 200L 부유세포 배양 및 정제

1,000L 50L, 200L, 1,000L 부유세포 배양 및 정제

BSL3(200L) 50L, 200L 부유세포 배양 및 정제 고병원성 Virus배양, (비)임상 원액 및 대량 생산

완제(바이알) 바이알 충전(12,000 Vial/hr)(동결건조 포함)
(비)임상 완제 및 대량 생산

완제(시린지) 프리필드 시린지 충전(12,000 시린지/hr)

공정개발시설 50L pilot scale 공정개발 및 최적화, 비임상 시료 생산

생산가능 백신 플랫폼 :  생(사)백신, 바이러스백터 백신,  재조합 백신, 기타 : 유전자〮세포 치료제 등

③



www.kbiocmocenter.or.kr

센터운영 : ’21년까지 기반구축 완료, ’22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공적시설 GMP시설 활용
코로나19  백신 등 (백신)바이오 의약품 산업화 기업지원(CDMO) 중

(백신)바이오 의약품 ① 공정개발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Scale up을 위한 공정개발 및 기술컨설팅 지원

✓ 백신후보물질을 비임상·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백신생산 최적조건 확립

(비)임상시료·상업용 백신 ② 위탁생산 및 ③ 품질검사 지원
✓ 동물세포 배양기반 (비)임상시험용 〮 상업용 백신 위탁생산/품질검사 지원

③

http://www.kbiocmocenter.or.kr/


③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지원제도

④



미생물실증지원센터 : (사업기간/예산) ’17~’21년(5년) / 836억 원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구축

④



④



CDMO 의뢰 및 진행 절차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구축

④



신약개발지원센터 지원제도

⑤



⑤



단계 기초연구 유효물질 발굴단계 개발 및 평가 단계 허가 및 생산

지원
내용

작용점
발굴 및 탐색

유효물질
발굴

선도물질
발굴

선도물질
최적화

후보물질
도출

연구용
비임상시험

허가용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등록허가
생산판매

탐색 및
발굴

약물 스크리닝, 약물 최적화,
세포주 개발, 생산공정개발,

이화학적 특성 분석, 약효 및 예비 독성
평가

동물모델
독성 평가

⑤



• 신약개발지원센터 기반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한 백신 및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⑤



▪ 사람말초혈액세포를 이용한 백신 후보 단백질/펩타이드의 유효성 평가

± adjuvant

Human PBMCs
(사람말초혈액세포)

CD4+/CD8+ T 세포
증식능평가

CD4+/CD8+ T 세포
IFN-γ분비능평가

T 세포subset 분석/ 
IFN-γ분비능평가

T 세포활성화및
IL-21 발현평가

Memory B 세포/ 
Plasma분석

FACS

MSD

In silico 분석

3. Multi-epitope   
펩타이드 백신

2. 펩타이드 백신

1. 단백질 백신

▪ 구조기반 in silico 분석을 통해 확보한 후보 단백질 유효성 평가

▪ 서열기반 in silico 분석을 통해 확보한 후보 펩타이드 유효성 평가

▪ Multi-epitope 펩타이드 백신 제작 및 유효성 평가

▪ 백신 후보 단백질/펩타이드와 최적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아주번트(면역증강제) 조합 스크리닝 평가

⑤



▪ 슈도바이러스 기반 백신/치료제 평가 시스템

⑤



중화 효능 평가
✓ Receptor binding inhibition assay 

(ELISA & Flow cytometry)
✓ Pseudovirus neutralization assay
✓ Authentic virus neutralization assay 

기본 특성 분석

신규 항체 발굴

Human synthetic phage display antibody library platform

▪ 감염병 치료용 항체 개발 지원

⑤



1.5 - 3 개월

• 1차 / 2차 선별
• 증식, 생산성 평가
• Optional: 품질

세포주 스크리닝
및 선별

연구 단계 지원

상업화 단계 지원

2 개월

• Limiting Dilution
• Optional: 3차 선별

2 개월

• 세포 증식
• 생산성
• Optional: 배지 선별

단클론성 평가 장기 안정성 시험

preRCB
제조

RCB
제조

상업용 생산세포주 확보

생산 세포주 개발 지원

▪ 치료용 항체 생산 세포주 개발

⑤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QbD) 기술 활용 단위 공정별 품질위해관리 (risk assessment),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s) 및 통계분석을 통한 감염병 치료제 생산공정 개발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