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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B 그리고 나

한국생물공학회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한 동국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한지 마침 오늘이 꼭 만 3년이
되는 날 이라서 지면을 통해 회원님들께 인사를 올리게 되어 다소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① 학교에서의 교육, 연구, 행정, 봉사 활동 ② 학회 활동
③ 정부기관이나 AFOB 등의 단체활동 ④ 가족과의 활동 등으로 제 나름대로는 너무
나 정신 없이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박 정 극 명예교수

우리는 일반적으로 각자가 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교를 모교(母校)라고 부릅니다.

한국생물공학회 제 13대 회장
동국대학교
화공생물공학과/의생명공학과

저에게 동국대학교는 아버지 학교 (父校) 입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
고 봉급을 받고 가족을 부양하고 커리어를 쌓도록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
교적으로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던 저를 불문에 들어서 불도를 닦을 수 있
는 가르침과 기회도 주었습니다. 언제나 생각해도 그립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처럼 말입니다. 항상 제자들과 동료 교수님들의 도움과
따스한 마음이 고맙고 그립습니다.
제가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논문지에 실어 개인적인 명예를 쌓을 수 있게 해준 학회
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 한국화학공학회는 아버지학회(父學會), 한국생물공학회는
어머니학회(母學會),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는 이모학회(姨母學會)라고 생각합니다.
생물공학의 초심자를 너그러이 받아주어서 깊지 않은 내용의 연구를 발표하고, 학
회지에 실어 주고 국내외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하게 해 주신 한국생물공학회를 생
각하면 마치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듯 항상 그립고 고맙습
니다. 요즈음도 어쩌다 교수님들과 회식을 하고 노래방을 가면 이미자 선생님의 ‘그리
움은 가슴마다’를 불러 보곤 합니다. 술이 좀 과한 날은 이 노래를 부르면 눈시울이 젖
어 올 때도 가끔 있곤 합니다.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는 많은 활동은 못 했지만 저의 인체세포 및 조직공학 연구
와 활동을 심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준 학회입니다. 항상 고맙고 더 많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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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못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마치 자주 찾아 뵙지 못하는 이모님께 죄송스러울 때의 마음입니다.
화학공학의 큰 물결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게 이끌어 준 한국화학공학회는 저의 인생에 큰 틀
을 제시하고 항상 앞장서서 솔선 수범 묵묵히 살아가신 어렵고도 고마운 아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젊은 나이에 열정
을 다해 활동을 했던 생물화공부문위원회는 항상 그리운 피를 나눈 형제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름 겨울 방학이면 어
린 아이들을 데리고 산과 바다에서 가족 같이 뒹굴던 때가 매우 그립고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을 먹고 살고 늙으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조금씩 실감이 납니다. 추억을 떠올리고 과거를 회상
하면서 때로는 후회하고, 웃음짓고, 눈물짓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퇴임 3주년의 토요
일 아침,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니다.
생물공학 입문 강의의 첫 시간에 항상 학생들에게 가르친 ‘생물공학의 목표’ 또는 ‘생물공학자의 역할’이 생각 납니다.
지구 인류의 ① 식량문제, ② 질병문제, ③ 환경문제, ④ 에너지 및 자원문제로 청정하고 원만하게 항구적으로 해결하
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나름대로는 질병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해보려고 노력 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연구현장을 떠나서 항상 아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부디 한국생물공학회의 후배 회원님들은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하시는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변치 않는 진실은 ‘KSBB는 나의 어머니학회’ 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다는 겁니다.
“KSBB! 영원하라, 영원하라, 영! 원! 하! 라!”. 완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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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제형기술개발

1. 서론
세계적으로 고령화, 난치성 질환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난치성·퇴행성 질환의 치료에 우수
한 바이오의약품은 혁신적인 성장견인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으로 양분되는 의약품산업에서 생물체 유래 물질을 기반
으로 하는 바이오의약품은 화학합성의약품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독성이 낮아 난치

최 원 찬 부장

성, 만성질환 치료제로 큰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증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신약개발프로세스지원부
wonchan@kbiohealth.kr

되고 수요 또한 증가하며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1]. 바이오의약품은 화학합성의약품과는 달리 분자량이 크고 구조도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생물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제형(formulation)의 경우에도 경구 복용, 즉 약을
먹게 되면 위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주사제 형태로 제품화되며, 주사제는 다시 용액
에 희석하여 주사하는 주사제와 미리 주사기에 주입된 상태로 판매되는 프리필드
(prefilled) 주사제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된다. 바이오의약품은 제품개발에 있어서 제
형의 개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질뿐만 아니라 공정 및 제형에 대한
기술과 특허도 중요하다. 화학합성의약품과는 매우 다른 바이오의약품 특성 상 제품
개발에 있어 약효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신제형기술 확보
가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신약개발분야 국가
R&D 투자 현황의 의약품/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각각 24.7%,
1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실질적인 제품, 기술개발부분인 개발연구는 49.1%로 나타
났다[2]. 기업들의 개발연구 지원부분에서는 대기업은 단백질의약품, 백신, 임상약리
부분을, 중견기업은 의약품 제형개발/생산기술, 천연물의약품, 저분자의약품부분을,
중소기업은 세포/조직치료제, 단백질의약품, 저분자 의약품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 이는 국내에서도 의약품 제형개발 연구에 대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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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대두되고 활성화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본 기고에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

표 1. 기업분류별 의약품/의약품개발분야 정부 투자 현황 (2015년~2017년 합)
(단위: 백만, %)

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이하 ‘신약개발지원
센터’)의 바이오의약품 제형 기술에 대해 소
개하고자 한다.

2. 본론
제형은 주성분과 부형제 등을 조합하여
최종적인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과정을 의미
하며, 약물의 용도에 맞게 정제, 캡슐, 주사
등의 형태로 투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제형의 주요 목적은 의약품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것으로, 의약품의 생산과정에

(자료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부터 최종 인체 내에서 약효로 작용할 때
까지의 약물의 원래 구조와 역가를 유지해
야 한다. 의약품 안정성의 정의는 연구결과
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의약품의 약효
(Efficacy)와 안전성(Safety)을 유지하는 것
이다[3].
신약개발지원센터는 바이오신약의 stress
조건, stability indication assay를 통해 바
이오의약품의 불안정화의 주요 인자를 발굴
하여 바이오신약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선
도제형(Preformulation) 연구개발 지원과,
DOE(Design of Experiment)를 통한 동결
건조 사이클 최적화를 통해 동결건조 제형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1. 바이오의약품의 선도제형 개발
신약개발과정에서 후보 약물물질들의 물
리화학적 성질을 분석하고 생산공정 및 보
관 중 노출되는 stress 요인에 대하여 발생
되는 변성들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여 제형

그림 1. 안정성 분석 및 평가 workflow
BT New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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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tress conditions for preliminary study
Stress

Conditions

Time Point(s)

Forced Oxidation

Spiked with hydrogen peroxide (H2O2)

N/A

Protease Assay

Dialysis: sodium acetate buffer pH4.0, sodium phosphate buffer
pH7.0 conditions
Incubation: 4℃ and 37℃

1 week

Photosensitivity

UV light exposure

8 watt hrs/m2 of UV light

표 3. 분석법 예시
Analytical Method

UV+AG+F/T

T0

T2

T4

T8

Visual observation

X

X

X

X

X

X

X

X

X

pH readings
Osmolality

T1

X

X

X

X

Concentration readings & turbidity

X

X

X

X

X

X

SE-HPLC

X

X

X

X

X

X

SDS-PAGE

X

X

X

X

X

X

X

X

CE-SDS

X

RP-HPLC(Optional)
IE-HPLC

X

X

X

X

X

X

MFI (Micro-Flow Imaging)

X

X

X

X

X

X

TBD

TBD

TBD

TBD

TBD

TBD

Bioassay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확인한다(표 2). 안정성 분석 및 평가항목은 freeze-thaw test, agitation test, protease
activity test, photosensitivity test와 forced oxidation test 등 여러 가혹조건 시험을 통해 개발약물의 변화에 대한
개발자료 확보와 pH, ionic strength, surfactant와 같은 주요인자를 도출한다(그림 1).
가속안정성 시험은 pH, buffer, 그리고 삼투조절제(tonicity modifier)가 원료의약품(drug substance)에 미치는 연
관성을 찾기 위해 보통 10 종류 이상의 제형 후보를 시험한다. pH4.0~pH8.0 범위의 buffer 조건 하에서 주사제에 적

그림 2. MFI를 이용한 응집체 및 불순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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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isotonic 농도의 ionic/non-ionic tonicity modifier별, 그리고 agitation test를 통해 결정된 surfactant를 포함
하여 제형후보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가속안정성 시험의 제형은 냉동(-70℃ 혹은 –20℃), 냉장(4℃), 가속(25℃), 그
리고 가혹(37℃ 혹은 40℃) 온도 조건에서 보관하고 보관온도와 시간에 따른 안정성 지표가 되는 다양한 분석을 수행
하여 최대 안정성을 유지하는 제형 조건을 탐색한다. 분석방법의 예시로는 육안관찰, 흡광계수를 이용한 농도측정 등
이 있다(표.3). MFI(Micro-Flow Imaging) 장비를 이용한 sub-visible particle 입자 분석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면
역원성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응집체 및 불순물을 최소화하는 제형 조건을 탐색한다(그림 2).

2.2. 바이오의약품의 동결건조제형(Lyophilization formulation) 개발
동결건조제형은 원료의약품을 냉동시킨 상태에서 진공을 가하여 얼음을 승화시켜 건조하는 공정(freeze-drying)을
통해 액체 상태로 건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백질의약품의 변성 또는 분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3,4,5,6]. 건조
공정을 통해 수분을 95~99%까지 제거함으로써 변성에 약한 단백질들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결건조란 물질을 동결시키고 주변의 압력을 낮춤으로써 얼음을 직접 증기로 만드는 승화(sublimation)에 의해
얻어지며, 여기서 주변압을 낮춘다는 의미는 물의 3중점(triple point) 이하로 압력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얼음형태인 물은 낮은 압력에서 열에너지를 받으면 액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water vapor로 직접 승화하
며, 승화된 얼음 결정체들은 공간을 남기기 때문에, 건조 후 물질들은 많은 틈을 포함하고 있어 수분 흡수가 용이해 재
수화시 빠르게 녹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단백질들은 건조과정에서 변성되어 재수화 후 용액상태로 만들었을 때 역가를 환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동결건조제형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이 있다. 동결에 의한 단백질의 구조는 특히 buffer에 이용되는 용질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일부 침전현상이 있거나 결정화 현상에 따라 pH의 변화에 의해 변성될 수 있으며, 단백질이 동
결 시 얼음 결정 표면에 흡착하여 변성이 되는 것을 방지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단백질의 변성을 방지하기 위해 동결
건조 과정에서 계면활성제, 비환원 당류나 아미노산을 첨가하여 동결건조제형을 설계한다.
동결건조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동결시료의 냉동특성을 유지하는 온도와 vapor pressure 온도 간
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시료분말이 가지는 Glass transition temperature(Tg)를 확인하는 것이다. Tg 온도 이
하에서는 비결정 물질의 강도가 유리처럼 강해져 단백질의 구조 변화는 물론 기타 반응 물질의 유동성까지 급격히 감

그림 3. 동결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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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여 단백질의 안정성이 증가하게 된다[3,6].
동결건조의 단계는 냉동(freezing), 1차 건조(primary
drying), 2차 건조(secondary drying)로 나눌 수 있다(그림 4).
냉동 후 1차 건조는 승화를 통해 얼음을 제거하며, 1차 건조가
끝난 후 잔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온도를 상승시켜 건조
산물과 결합된 수분을 제거하는 2차 건조를 수행한다. 동결건조
사이클에서 주요 파라미터 (parameter)인 온도(Shelf
temperature, product temperature)와 시간, 압력(Chamber
pressure)에 관한 값들과 cake의 collapse 유무 및 활성결과를

그림 4. 동결건조단계(Lyophilization cycle) 예시

분석하여 각 사이클 단계별 최적화를 수행하여 동결건조제형개
발을 지원한다(그림 5).

그림 5. 동결건조제형개발 work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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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바이오의약품의 제형연구는 매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국내 개별 중소·벤처기업에서 구
축하기 힘든 기술이기도 하다. 신약개발지원센터는 바이오의약 연구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가 모두 집약되어 국내
연구·개발자들이 바이오신약 연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곳이다.
최근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셀트리온과 알테오젠 등이 기존 정맥투여 주사제형보다 투여 편의성과 의료비 절감 효
과가 높은 피하주사 제형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웠다. 피하주사 제형을 위해서는 고농도의 약물이 필요한데,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이러한 고농도제형기술
을 위해 IntegrityBio사의 고농도 제형플랫폼 기술을 도입하였고 센터 내 기술을 구축하여 국내 연구자에게 기술서비
스를 지원할 계획에 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연구자의 수요에 맞춰 제형기술을 비롯한 바이오신약개
발의 가장 혁신적인 해답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기술을 구축하고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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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항체치료제 기술 개발 현황

항체치료제는 바이오의약품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항체치료제가
급부상하게 된 주요 이유는 우선 항체 분자의 안정성, 표적에 대한 특이성 및 높은 역
가와 도메인 구조 기반의 항체공학 기술의 성공적인 개발 때문이다. 생쥐 단일클론항
체로부터 인간화항체 및 인간 단일클론항체 제조기술이 개발되었고, 계속하여 기존
항체치료제의 효능을 더 높이기 위한 Fc engineering, 이중특이항체, 항체-항암제
결합체 등의 biobetter 항체치료제의 개발 기술이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면역 관
문 저해제(CTLA, PD-1, PD-L1을 억제하는 항체)인 제3세대 면역항암제의 개발로

홍 효 정 교수

기존 표적 항체치료제나 biobetter 제품들과 병합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의생명융합학부
hjhong@kangwon.ac.kr

76 종의 항체치료제가 암, 자가면역질환, 골다공증, 바이러스 감염 예방, 황반변성 등
의 치료에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질환의 복잡한 병리 기전의 규명을 바탕으
로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항체치료제들이 개발되어 기존 단일클론 항체
들을 대체해가는 추세이다[1]. 본고에서는 항체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을 review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규 항체의 제작 기술들과 biobetter 항체 치료제의 개발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항체(IgG)의 구조적 특성
우리 몸 속에 있는 항체는 5개의 immunoglobulin(Ig) isotype(IgG, IgM, IgD,

홍 지 수 석사과정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의생명융합학부
ghdwitn55@kangwon.ac.kr

IgA, IgE)이 존재하고 있으나, 항체치료제는 IgG가 사용되고 있다. IgG에는 4개의
subclass(IgG1, IgG2, IgG3, IgG4)가 존재하며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 IgG는 중쇄
(heavy chain) 두 분자와 경쇄(light chain) 두 분자로 조립되어 있는 tetramer 구조
의 Y자 모양을 갖고 있다(그림 1A). IgG의 중쇄에는 4개의 subclass(γ1, γ2, γ3, γ4)가
존재하고 경쇄에는 2 개의 subclass(κ, λ)가 존재한다. IgG의 중쇄는 각각 항체마다
아미노산 서열이 다른 가변영역(VH)과 subclass 별(γ1, γ2, γ3, γ4)의 불변영역(C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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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tibody structure and function. (A) Structural features and functions of antibody. (B) Fab and Fc regions of antibody. The
arrow indicates complementarity determining regions (CDRs). (C) The structures of the CDRs and the FRs. The three CDRs
of VL (blue) and VH (green) are numbered.

Cγ2, Cγ3, Cγ4)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쇄의 불변영역은 다시 CH1, H(hinge), CH2, CH3 도메인(domain)으로 구분된
다(그림 1A). 경쇄는 κ, λ class 별로 아미노산 서열이 다른 가변영역(Vκ, Vλ)과 불변영역(Cκ, Cλ) 도메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중쇄 불변영역 CH1 도메인과 경쇄 불변영역은 inter disulfide bond를 통하여 heterodimer를 형성하고 있고,
중쇄는 hinge region 사이의 inter disulfide bond를 통하여 homodimer를 형성한다.
항체의 중쇄(VH) 및 경쇄(VL) 가변영역 안에는 항체마다 아미노산 서열이 특히 다른 3 개의 hypervariable region
이 각각 존재하는데, 항원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보성 결정 영역(complementarity determining
regions, CDRs)이라고도 부른다(그림 1B). 각 가변영역의 입체 구조를 살펴보면 3개의 CDR들(CDR1, CDR2, CDR3)
이 항체의 표면에 고리(loop) 모양을 하고 있고, 고리 아래에 FR(framework region)이 CDR 고리들의 구조를 지지하
고 있다(그림 1C). 항체-항원 결합체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항체마다 항원과의 결합 양상이 다른데, 중쇄의 3 CDRs과
경쇄의 3 CDRs이 모두 항원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항원과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항체의 구조
에서 hinge 위의 부분은 항원 결합 기능을 나타내는 Fab(antibody binding fragment)이 있고, 아래 부분에는
Fc(crystalizable fragment)가 있다.
항체 Fc의 hinge와 CH2 도메인에는 면역세포의 Fcγ receptor(FcγR)나 보체(complement)에 결합하는 부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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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ffector 기능을 나타내며, CH2 도메인의 아스파라진 잔기(IgG1의 경우 Asn297)는 당화(N-glycosylation)가 되
어 있다. 당의 성분은 항체의 열 안정성, PK 및 FcγR와의 결합력에 영향을 미친다. CH2와 CH3 도메인 사이에는 항체
의 in vivo half life를 길게 해주는 FcRn(neonatal Fc receptor, protection receptor) 결합 부위가 존재한다(그림 1A).

2. 항체(IgG)의 기능
2-1) 중화 효능
항체의 기본적인 기능은 표적 항원의 중화(neutralization)이다. 항체는 가변영역을 통하여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에 결합하여 이들을 에워싸서 무력화시키거나 이들이 분비하는 독소를 중화시킨다. 또한, 세포의
성장인자나 성장인자수용체(growth factor receptor)에 결합하여 이들의 작용을 저해함으로써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
킨다.

2-2) Effector function
항체가 체내에 감염하는 세포나 암세포 표면에 결합하여 이들을 에워싸게 되면 항체의 Fc에 면역세포 macrophage,
dendritic cell (DC), natural killer cell (NK)의 FcγR나 혈액에 존재하는 보체가 결합하게 되고 결국 이런 표적 세포들
은 죽임을 당한다. 이러한 항체의 effector 기능에는 NK 세포가 표적 세포를 용해시키는 ADCC(antibody-dependent
cell-mediated cytotoxicity), macrophage나 DC가 표적 세포를 phagocytosis하는 ADCP(antibody-dependent

Figure 2. Characteristics of human IgG subclasses. (A) Structure of human IgG subclasses. Disulfide bonds are indicated by horizontal
lines. (B) Structural and biological properties of human IgG subclasses and their effector function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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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ar phagocytosis), 혈액에 존재하는 보체(첫 번째 component가 C1q)가 oligomerized(pentamer or hexamer)
항체에 결합한 후 일련의 다른 보체들의 활성화를 통하여 결국 표적 세포에 구멍을 형성하여 세포를 죽이는
CDC(complement-dependent cytotoxicity)가 있다. 항체의 effector 기능에 의하여 표적 세포가 용해되거나 섭취되
면, 결국 DC 같은 항원제시세포(antigen-presenting cells)가 MHC II Class를 통하여 CD4+ T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MHC I Class를 통하여 CD8+ T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반응의 증폭을 유도할 수 있다.
인체에는 6 종류의 FcγRs(FcγRI, FcγRIIa, FcγRIIb, FcγRIIc, FcγRIIIa, FcγRIIIb)가 존재하는데 이들의 발현 양상
은 면역세포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IgG와의 결합력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FcγRI과 FcγRIIa는 macrophages,
monocytes, DC에서 많이 발현되어 ADCP에 관여하고 IgG1과의 결합력이 높다. 반면, FcγRIIIa는 NK 세포에 많이 발
현되며 ADCC에 관여하지만 IgG1와의 결합력은 약한 편이다. Fc 위에 이 수용체들이 결합하는 부위도 결정되었다[2].
인체 내 IgG에는 4 종의 subclass(IgG1, IgG2, IgG3, IgG4)가 존재한다(그림 2A). IgG1과 IgG3는 각각 총 IgG의
67%, 7%에 해당하고 ADCC, ADCP 및 CDC의 기능을 나타내는 반면, IgG2와 IgG4는 총 IgG의 22%, 4%에 각각 해당
하고 effector 기능이 거의 없다. 또한 CH2 도메인의 Asn297에 결합되어 있는 N-glycan도 FcγR와의 결합에 관여하
고, 당 성분에 따라 ADCC, ADCP 효능이 다르게 나타낸다.

2-3) Neonatal Fc receptor (FcRn) 결합능
IgG Fc의 CH2-CH3 도메인 interface 에는 항체의 인체 내 반감기를 길게 해주는 FcRn (protection receptor)에 결
합하는 부위가 존재한다(그림 1A). FcRn은 혈관내피세포 등에서 발현되며, IgG와의 결합력은 약산성일 때 강하고 중
성 pH에서는 약하다. 따라서, 혈액에 존재하는 IgG가 pinocytosis에 의하여 혈관내피세포 안으로 endosome 상태로
들어오면, 약산성(pH, 6.0-6.5) 상태의 lysosome과 융합하게 되고 그 결과 IgG는 lysosome 내에 존재하는 FcRn과

Figure 3. Overview of FcRn mediated antibody recycling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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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게 되므로 lysosome 효소들의 분해로부터 보호되고 있다가, 이 endosome이 recycling에 의하여 세포막과 융합
하면 pH 7.4 상태에 노출되어 IgG는 FcRn으로부터 분리되어 다시 혈관 속으로 배출되어, IgG의 인체 내 반감기가 매
우 길어진다(그림 3).
IgG subclass의 혈중 반감기는 차이가 있다. IgG1, IgG2, IgG4의 인체 내 반감기는 평균 3주이나, IgG3의 반감기는
1주 정도이다(그림 2B). 그러나, Fc가 없는 항체 절편의 인체 내 반감기는 2-3시간 내외이다. 따라서, 다른 단백질 치
료제의 반감기를 늘리기 위해 Fc와 융합단백질의 형태를 만든다.

2-4) 박테리아의 Protein A, G, L에 대한 결합능
박테리아 Staphylococcus aureus의 Protein A와 Streptococcus 의 Protein G 단백질은 항체의 Fc에 매우 특이적
으로 결합하고, Peptostreptococcus magnus의 Protein L은 항체의 κ 경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며, Mycoplasma
genitalium의 Protein M은 κ, λ 경쇄의 가변영역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이 기능은 항체의 정제에 이용되고 있다.

2-5) 항체의약품의 개발을 위한 IgG subclass의 선택
상기한 바와 같이 IgG1, IgG2, IgG3, IgG4의 혈중 농도, 인체 내 반감기, effector 기능, 물성이 다르다(그림 2B).
IgG1은 effector 기능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IgG2는 effector 기능이 거의 없으며 IgG1 보다 hinge
region이 짧고 disulfide bond가 더 많으며 응집현상이 잘 생긴다. IgG3는 effector 기능을 나타내지만 생체 내 반감기
가 IgG1에 비하여 훨씬 짧으며, IgG4는 effector 기능이 거의 없으며 hinge region이 IgG1 보다 더 유연하여 Fab arm
exchange (FAE) 현상이 생겨 안정성이 낮다. 따라서, effector 기능이 필요한 항체치료제의 개발에 IgG1을 사용하고,
effector 기능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IgG2나 IgG4의 물성을 개량하여 사용한다.
경쇄의 경우, 인체 내에서 κ, λ의 비율은 대략 2:1로 존재하지만, FDA의 승인을 얻은 항체치료제의 경우 κ, λ의 비
율은 9:1이다[1]. 이유는 마우스 하이브리도마 제작 시 대부분 κ 경쇄를 갖는 단일클론항체가 생성되고, κ의 물성이 λ
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3].

3. 신규 항체 발굴 기술(Antibody discovery strategies)
표적 항원의 특정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생쥐 단일클론항체를 제작할 수 있는 하이브리도마 기술이 1975년에 개발되었
다. 그러나, 쥐 단일클론항체를 인체에 반복적으로 투여하면 HAMA (human anti-mouse antibody) response를 유발
하여 효능이 매우 감소하고 부작용이 생긴다. 따라서, 치료용 항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쥐 단일클론항체로부터 키메
릭 항체(chimeric antibody)와 인간화 항체(humanized antibody)를 제조한다. 또는 생쥐 단일클론항체를 제조하지 않
고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의 phage display 기술과 인간 항체 유전자의 transgenic mice를 이용하여 인간 단일클론항체
를 개발한다. 최근에는 환자의 혈액 내에 질환 표적에 대한 항체가 존재할 경우,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로부터 직접 항
체유전자를 클로닝하여 인간 단일클론항체(True HumanTM Monoclonal Antiby)를 제조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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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간화항체 제조기술
키메릭 항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환의 표적 항원에 대한 쥐 단일클론항체를 제작하고, 동물실험에서 치료
효능을 나타내는 항체를 선발한 다음, 이 항체의 가변영역(VH, Vκ) 유전자들을 클로닝하고, 바람직한 인간 IgG
subclass의 불변영역(예, Cγ1, Cκ) 유전자와 재조합시켜 chimeric 유전자를 만든 후, 포유동물세포인 human
embryonic kidney (HEK) 세포나 chinese hamster ovary (CHO) 세포에 도입시켜 항체를 발현시킨다(그림 4A). 이렇
게 제조된 키메릭 항체는 쥐 항체에 비하여 인체 내 면역반응이 크게 줄어들어 임상적인 치료 효능을 나타내었다(예,
Rituxan과 Remicade는 대표적 블록버스터 항체치료제). 그러나 키메릭 항체는 쥐 유래의 항체 가변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체에 반복투여할 경우 면역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키메릭 항체의 생쥐 유래 가변영역을 인간화시키기 위해서 가변영역 내의 항원결합부위에 해당하는 CDRs을 쥐 가
변영역과 유사한 서열을 갖는 인간 항체의 framework(FR)에 이식시키는 ‘CDR-grafting’방법이 사용되고 있다(그림
4B). 그러나 단순히 CDRs 만을 이식할 경우 인간화 항체의 친화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CDR의 아미노산 잔
기들과 중요하게 상호작용하는 FR 아미노산 잔기들을 함께 인간 항체 FR에 이식시켜 인간화 항체의 가변영역을 제작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키메라 항체와 동일하다. 제작된 인간화 항체는 원하는 수준의 친화도와 물성을 얻기 위해 항체
의 변이를 통한 최적화 과정을 거친다. 지금까지 암, 자가면역질환, 골다공증, 바이러스 감염 예방, 황반변성 등의 치료
제로 수십 종의 인간화 항체가 FDA 승인을 받게 되었고, 암세포에서 과다발현되는 Her2에 대한 Herceptin과 혈관신
생인자인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에 대한 Avastin은 암치료제로서 대표적 blockbuster 인간화 항
체 제품이다.
쥐의 면역반응을 통하여 개발한 인간화 항체는 소동물의 표적 항원에 결합하지 않으므로, 소동물을 이용한 비임상
연구에서 항체의 임상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인간과 동물의 표적 항원에 다 결합하는 항체를 제작
하기 위하여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파지 디스플레이(phage display) 기술이 이용된다.

Figure 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 chimeric antibody, (B) humanized antibody, (C) fully human monoclonal antibody and (D)
humanized heavy chain antibody (h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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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간 단일클론 항체 제조기술
인간 단일클론항체(fully human monoclonal antibody)는 하이브리도마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기 어렵고 인체에 주
사할 수 있는 항원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의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과 인간 항체 유전자의
transgenic mice를 이용하여 주로 제조되고 있다(그림 4C).
①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의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은 대장균에 기생하는 M13 박테리오파지(bacteriophage)의 life cycle을 이용하여 1985년 미국
George P. Smith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고, 1990년 영국 MRC의 Sir Gregory P. Winter에 의해 인간 항체의 발굴에
처음 응용되었다. 이 기술은 매우 효과적이고 high throughput screening이 가능하므로, 여러 다른 display 기술(박
테리아, 바이러스, yeast, mammalian surface display)에 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최초
로 만들어진 TNF-α에 대한 인간 항체(상품명 Humira)는 2002년 FDA의 승인을 받아 현재 전 세계 항체의약품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80 종의 항체가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하였다[1]. 이러한 혁신적인 분자 진화 기술은 항체치료
제의 성공적인 개발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위 두 학자는 2018년 노벨 화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우선,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는 인간의 다양한 VH 및 VL 유전자들을 scFv(single chain Fv: VH와 VL을 링커로 연
결한 single chain)나 Fab의 형태로 파지 표면 단백질(pIII) 앞에 융합시킨 형태로 phagemid vector에 클로닝하여 제
작한다.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의 종류에는 인체 B-림프구로부터 분리한 항체 유전자 서열로 만든 naive antibody
library, immune library, 구조적 안정성이 좋고 대장균에서 발현이 잘되는 인간 항체 가변영역의 FR과 인간 항체의
CDR 서열을 모방하여 합성한 synthetic antibody library, 및 naive와 synthetic library를 조합한 semi-synthetic
library가 있다. 항체 라이브러리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항원 결합 친화도가 높은 항체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보통 1010 이
상의 다양성을 갖는 라이브러리를 제작한다.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를 파지 표면에 디스플레이 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scFv나 Fab 라이브러리를 발현하고 있는 박
테리아에 M13 helper 파지를 감염시키고 밤새 배양하여 파지를 생산한다. 이어서 파지 표면에 디스플레이 된 항체 라
이브러리를 특정 항원에 결합시킨 후, 패닝(panning) 방법을 이용하여 특이하게 결합하는 항체들을 선별하여 항체 절
편 형태로 항원결합능을 분석한다. 이후 선택한 항체 절편을 IgG로 전환하여 포유동물세포에서 발현시키고, 생산된 인
간 항체들의 항원결합능, 물성, PK, 효능 등을 분석한다. 인간 단일클론항체의 최적화 과정은 인간화 항체의 최적화
과정과 유사하며, CDRs 및 FRs의 잔기들을 변이시킨 후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하기도 한다.
② Transgenic mice 이용 기술
생쥐의 중쇄 및 경쇄 유전자들을 불활성화시키고 대신 인간 항체 유전자들을 이식한 t r a n s g e n i c
mice(XenoMouseTM, HuMab-MouseⓇ)에 항원을 주사하여 면역화시키고 B 세포들을 분리한 다음, 하이브리도마를
제조하거나 항체 유전자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여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으로 인간 단일클론항체를 발굴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키메릭 항체 치료제의 타겟인 EGFR, TNF-α, CD20에 대한 인간 단일클론항체 Vectibix,
Simponi, Arzerra가 2세대 항체로 출시되었으며, 새로운 타겟으로 관절염 치료용의 IL-1β에 대한 Ilalis, 건선 치료용
의 IL-12/IL-23에 대한 Stelara, 골다공증 치료용의 RANKL에 대한 Prolia, 탄저균 독소 예방용의 Raxibacumab 등
의 수십 종의 인간 항체가 출시되었다.
③ True HumanTM monoclonal antibody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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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혈액 내에 질환의 표적에 대한 항체가 높은 수준으로 존재할 경우, 이 항체를 분비하는 B 세포를
EBV(Epstein-Barr virus)로 불멸화시킨 후 해당 항체유전자를 클로닝 및 발현하여 인간 단일클론항체를 제조하는 기
술이 최근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MABp1은 IL-1α에 대한 true Human™ monoclonal antibody 로서 대장암 치료를
대상으로 2017년 임상 3상 개발단계에 들어갔으며, 2018년에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임상 2상 개발에 진입하였
고, 그 외 다수의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3-3) VHH 기반 항체치료제의 제조 기술
낙타(또는 라마)는 경쇄와 중쇄로 구성된 정상적인 구조의 항체 외에도 경쇄를 포함하지 않고 중쇄로만 구성되어 있
는 중쇄항체(VHH)를 만든다(그림 4D). 이 항체의 분자량은 80 kDa으로 IgG 보다 크기가 더 작고, CDR3의 길이도
IgG의 중쇄 CDR3 보다 긴 항체들이 있어 IgG가 인식하지 못하는 항원에 결합할 수 있으며, 항체 절편보다 크기가 더
작은 nanobody를 만들 수 있다. VHH 기반의 항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원으로 면역화시킨 낙타로부터 B 세포를
얻은 다음, 파지 디스플레이 방법으로 항체를 선별하고 인간화 항체로 전환한다. 2019년에 vWF에 대한 bivalent
nanobody(bi-nanobody, 그림 6A)인 caplacizumab이 자가면역질환인 aTTP(acquired thrombotic
thrombocytopenic purpura)의 치료를 위하여 nanobody로서는 처음으로 FDA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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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biobetter antibody formats. (A) Glyco-engineering (defucosylation). Yellow circles in the CH2
domains indicate N-glycosylation sites at asparagine 297 (Asn297). The Solid lines and dotted lines indicate core structure
and variable structures, respectively. Fuc; Fucose, GlcNAc; N-Acetylglucosamine, Man; Mannose, Gal; Galactose, Neu5Ac;
N-Acetylneuraminic acid. Glyco-engineered antibodies that removed fucose are preferred to enhance Fc-mediated
effector functions. (B) Schematic structure of antibody-drug conjugate. (C) Drug conjugation methods for AD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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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iobetter antibodies
인간화 및 인간 단일클론항체 기술 개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기존 항체의 효능을 더 높이기 위한 항체공학기술들
이 계속 개발되었다. 예를 들면, 항체의 effector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체내 반감기를 늘리기 위한 Fc-engineering,
항체의 암세포 살상능력을 더 높이기 위한 antibody-drug conjugate (ADC), 두 가지 다른 항원에 동시에 결합하는
여러 형태의 이중특이항체(bispecific antibody) 및 항체의 조직이나 암으로의 침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항체절편 기
술들이 개발되었다(그림 5, 6).

4-1) Effector 기능 향상을 위한 Fc engineering
항체의 Fc는 여러 면역 세포들이 발현하는 FcγR(FcγRI, FcγRII, FcγRIII)나 보체의 C1q와 결합하는데, 면역세포들
중에서 암세포에 대한 ADCC 기능을 주로 나타내는 NK 세포는 FcγRIIIa를 발현하고 있다. 그러나 Fc와 FcγRIIIa 간의
결합능이 10-7 정도로 약하고 암 부위에 NK 세포가 풍부하지 않으므로, Fc engineering을 통하여 Fc의 FcγRIIIa 에 대
한 결합능을 높여줌으로써 항체의 ADCC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항체의 암치료 효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된다[5].
실제로, IgG1 Fc의 Asn297에 붙어있는 N-glycan의 성분 중에서 fucose를 제거해주면 Fc의 FcγRIIIa 에 대한 결합능
이 높아져 ADCC 기능의 향상이 발견됨에 따라, fucose 전이효소인 alpha 1-6 fucosyltransferase(FUT8)를 knockout
시킨 CHO 세포주(POTELLIGENT®)에서 항체를 생산하는 기술이 일본 Kyowa Hakko Kirin사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그림 5A). 이 platform 기술을 이용한 첫 번째 glyco-engineered 항체로 CCR4를 발현하는 T leukemia-lymphoma의
치료용 항체(mogamulizumab)가 2012년에 일본에서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스위스의 GlycArt사에서 당전환
효소 GnTIII를 과발현하는 CHO 세포를 이용하여 fucose가 거의 없는 항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2013년 CD20에 결합하는 retuximab(1세대 항체)의 2세대 항체인 obinituzumab이 개발되어 CLL(chronic lymphocytic
leukemia)의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임상시험 결과 이 항체는 retuximab에 비하여 더 나은 치료효능을 나타냈지만 부작
용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6]. 현재 20 여종의 항체들이 임상 개발 단계에 있다.
한편, Fc내의 FcγR 결합 부위에 있는 1~5 개의 아미노산의 변이를 통해 Fc-FcγR 및 C1q 결합력을 향상시킨 결과
ADCC/ADCP 및 CDC 기능이 향상된 항체의 개발 사례도 보고되었다[7].

4-2) Pharmacokinetics(PK)를 조절하기 위한 Fc engineering
IgG의 CH2-CH3 도메인에는 FcRn에 결합하는 부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FcRn 결합부위의 아미노산 서열을
변경하여 약산성 조건에서 FcRn에 대한 결합능을 높여주면 항체의 반감기가 증가되어 그 결과 항체의 효능이 향상된
다. 예를 들면, M252Y/S254T/T256E (YTE)의 변이를 갖는 항체는 pH 6에서 FcRn에 대한 결합능이 약 10배 증가하
였고, 그 결과 인체 내 혈중 반감기가 약 2~4배 증가하였다[8,9]. 또한, M428L/N434S (LS)의 변이를 갖는 항체도 혈
중 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항암 효능이 증가됨이 보고되었다[10].
역으로, 중성 pH와 약산성 pH에서 모두 FcRn에 대해 높은 친화력을 갖는 IgG 변이체는 endogenous 항체나 항원
의 분해를 가속화시키고, 중성 pH에서 FcRn에 대해 높은 친화력을 갖는 IgG 변이체(sweeping antibody)는 lyso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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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verview

of ADC developed in recent years and their clinical status. Abbreviations: MMAE = monomethylauristatin; DM =
maytansinoid; PSMA = prostate-specific membrane antigen; GPNMB = transmembrane glycoprotein NMB; NaPi = sodiumdependent inorganic phosphate; CEACAM = carcinoembryonic antigen-related cell adhesion molecule; EGFR = epidermal
growth fector receptor.

에서 분해가 잘되어 병원성 항원 물질의 제거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12].

4-3) Antibody-drug conjugate (ADC) 기술
항체 Fc의 effector 기능은 강력하지 않으므로 항암 치료를 위하여 저분자 항암제와 병합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저분자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빠르게 증식하는 정상 세포들도 죽이므로 독성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암
특이적인 항체에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결합시켜 암세포에만 항암제가 전달되도록 하는 ADC 기술이 개발되었다.
ADC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암세포 표면의 표적에 결합하여 암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치료용 항체와 보편적인 항
암제보다 세포 독성이 100-1000배 더 강한 약물 및 약물을 항체에 결합시켜 주는 링커(linker)가 필요하다(그림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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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의 작용 기전은 ADC가 암세포의 표적 단백질에 결합한 후 endosome 형태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리소좀
(lysosome)과 융합하게 되면 약산성 환경에 노출되는데, 이때 리소좀의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하여 링커가 가수분해되
면, 약물이 항체로부터 유리되어 리소좀으로부터 세포질로 유출되고, 이어서 약물이 타겟에 결합하여 세포분열을 억제
하면 암세포는 결국 죽게 된다. 이중 일정 양의 약물은 세포 밖으로 유출되어 주변세포에 들어가 by-stander effect로
세포를 죽일 수 있다.
바람직한 ADC는, ADC의 링커가 안정하여 혈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원래의 항체와 동일한 항원결합능을 나타내며,
암세포에 결합한 후 4-5시간 이내에 빨리 세포 내로 들어가며, 약물이 세포질로 잘 유출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5 종의
ADC(Adcetris, Kadcyla, Mylotarg, Besponsa, polatuzumab vedotin)가 혈액암과 유방암의 치료제로 각각 FDA 승
인을 받았고, 이 중 Mylotarg는 세포독성 문제로 시장에서 철회되었으며, 현재 수십 건의 ADC의 임상 개발이 진행되
고 있다(표 1).
ADC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 링커, 약물-항체의 결합 방식 및 지금까지 개발된 ADC 개발현황을 간략히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① 약물
ADC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은 auristatins 계열의 MMAE(monomethyl auristatin E)와 MMAF(monomethyl
auristatin F), maytansinoids (DM1, DM4) 및 calicheamicin 이다. Auristatin과 maytansinoid는 세포질 내에서 세
포의 분열에 관여하는 tubulin에 결합함으로써 빨리 자라는 세포의 분열을 저해하여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calicheamicin은 핵 내의 DNA에 결합하여 DNA를 절단함으로써 세포를 죽인다.
② 링커
항체와 항암제를 연결시키는 링커는 혈액에서는 안정하고, 세포 안의 리소좀에서는 완전히 잘려야 하며, ADC가 응
집되지 않도록 polar 해야 한다는 것이다. ADC 제작에 사용되는 cleavable 링커로는 리소좀의 cathepsin B 효소에 의
해 잘리는 dipeptide linker(valine-citrulline), 리소좀의 약산성 pH에 민감한 hydrazone, reducing 조건에 민감한
disulfide(SPP, SPDB)가 있는데, 이 중 valine-citrulline dipeptide linker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13,14].
Adcetris는 이 링커를 포함하는 ADC이다(표 1).
Cleavable 링커 외에도 non-cleavable 링커를 사용한 ADC도 리소좀에서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붙어있는 채로 항
암제가 세포질로 유출되어 세포사멸 효과를 잘 나타냄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non-cleavable thioether(SMCC) 링
커를 갖는 T-DM1(trastuzumab-DM1)은 cleavable disulfide reducible 링커를 갖는 ADC 보다 혈중 안정성이 더 높
고 off-target 독성이 더 낮은 결과로 동물시험에서 효능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16].
③항체와 링커-항암제의 conjugation 전략
ADC 개발 초기에는 항체의 lysine 잔기에 링커를 결합시켰다. 그러나 항체 표면에는 약 80개의 lysine 잔기가 있으
므로 약물이 결합하는 부위와 수가 heterogeneous 하므로(그림 5C), 항암 효능과 약물의 독성(off-target activity)을
고려하여 항체 한 분자에 결합된 약물의 수(drug/antibody ratio, DAR)가 평균 4가 되는 ADC를 분리하여 치료제로
개발하였고, 지금까지 3 제품(gemtuzumab ozogamicin, trastzumab emtansine, inotuzumab ozogamicin)이 FDA
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lysine 잔기 외에도 항체의 중쇄-중쇄, 중쇄-경쇄 간의 interchain disulfide bonds를 환원시
켜 약물을 결합시키고 DAR가 약 4인 ADC를 분리하여 개발한 2개의 제품(brentuximab vedotin, polatuzumab
vedotin)이 FDA 승인을 받았다.
이어서 homogeneous한 ADC의 제조를 위하여 다양한 site-specific ADC 제조 전략들이 개발되고 있다[17].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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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항체의 중쇄 또는 경쇄 내에 약물을 결합시킬 이상적인 위치의 1개 또는 2개의 아미노산 잔기를 cysteine, noncanonical or non-natural 아미노산으로 치환하거나, peptide tag을 항체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Asn297에 붙어있는
N-glycan의 fucose 대신 6-thiofucose로 치환하여 약물을 결합시킨 DAR가 2 또는 4의 ADC들이 개발되었다. 이들
은 더 높은 값의 DAR을 갖는 ADC보다 응집이 덜 되고 안정성이 더 높으며 향상된 therapeutic index 와 PK를 나타내
었다[18]. 다른 site-specific ADC 제조 전략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앞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가장 안전
하고 효과가 좋은 전략이 판명될 것으로 전망한다.

4-4) 항체 절편(Antibody fragment)
항체 절편으로 Fab, single-chain antibody fragment(scFv), nanobody(VHH)가 주로 사용되며, nanobody인 경
우에는 anti-camel antibody response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간화 항체로 제작한다. 항체 절편은 whole IgG에 비하
여 크기가 작고 Fc가 없으므로 조직의 침투율이 높고, 인체 내의 반감기가 짧으며, effector function이 없고, 박테리아
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항원과 monovalent 결합을 하므로 avidity effect가 없어 IgG에 비해 결합력이 낮
다. 따라서, 항체 절편은 effector function이 없고 항원결합능만 필요할 경우의 치료 목적이나 생체 진단용으로 개발
된다. 항체 절편을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반감기를 늘리고자 할 때에는 PEG를 붙이거나 FcRn에 결합가능한
albumin 또는 albumin에 결합하는 항체 절편을 융합시킨다. 또한 effector 기능을 위하여 암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 절
편과 cytotoxic T 세포에 결합하는 항체 절편과의 bispecific 항체를 제조하여 암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다. 항체 절편들
의 개발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Antigen-binding fragments (Fabs)
Fab은 약 50 kDa의 크기이고, 대량생산을 위해서 IgG를 papain 효소로 절단한 후 Fab만을 분리하거나 박테리아
에서 재조합 방법으로 생산한다. 지금까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체 절편은 혈소판 당
단백질인 GPIIb/IIIa에 대한 chimeric Fab(abciximab), VEGF에 대한 humanized Fab(ranibizumab), TNF-α에 대
한 PEGylated humanized Fab(certolizumab), dabigatran에 대한 humanized Fab 등이다.
②Single-chain variable fragments (ScFvs), diabody
ScFv는 약 28 kDa의 크기이고 중쇄와 경쇄의 Fv를 10~25 아미노산 길이의 친수성 펩타이드 링커로 연결시킨 단일
폴리펩타이드이다. 이 링커의 길이를 5 아미노산 길이로 더 짧게 하면 diabody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ScFv의 단독 형
태로 제품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나, 특이성이 다른 두 scFv를 연결한 이중특이 단백질(blinatumomab)은 암치료용
제품으로 출시되었다.
③Nanobody
낙타나 라마로부터 유래된 VHH는 15 kDa의 크기로서 인간 항체의 VH 서열과 유사하고, 인간 single domain
antibody 보다 박테리아에서의 soluble expression 효율이 높고 물성이 좋으며, phage display 기술에도 잘 적용된다.
따라서 이중항체의 제작에도 scFv나 Fab 보다 더 유리하다.

4-5) 이중특이항체(Bispecific antibody)
최근 항체공학기술의 발전과 암, 면역체계에 대한 이해가 상승되면서, 두 가지 다른 항원에 동시에 결합함으로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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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bispecific antibody formats. (A) Antibody fragments including BiTE, DART, TandAb and
Bi-nanobody. (B) Asymmetric IgG including Knobs-into-holes, CLC-IgG and CrossMabCH1-CL. (C-E) Other bispecific
antibody formats including (C) DAF-IgG, (D) DVD-Ig and (E) IgG-scFv.

존 항체치료제와는 다른 novel mechanism으로 치료 효능을 더 향상시키고 암에 대한 내성을 감소시키는 이중특이항
체들이 개발되어,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표 2). 가장 대표적인 이중특이항체의 개
발 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6).
①항체 절편 (BiTE, DART, TandAb, bi-nanobody)
BiTE (bispecific T-cell engager)는 암세포에 결합하는 scFv와 살상능력이 가장 강한 T 면역세포의 CD3에 결합하
는 scFv를 연결한 scFv-scFv의 bivalent 이중특이항체이다(그림 6A)[19]. 이중 B 세포의 CD19과 CD3를 동시에 결합
하는 blinatumomab은 B-ALL(B ce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의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아 임상적으로 사
용되고 있고, 소화기암과 전립선암의 치료를 위한 다른 암 표적(CEA, PSMA)에 결합하는 BiTE도 개발되어 각각 임상
3상과 1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20]. 이외에도 diabody 형태의 DART(dual affinity re-tarteting)가 개발되었고,
CD123/CD3에 대한 DART가 임상 1상 개발 단계에 있다(그림 6A)[21]. 그리고 두 분자의 diabody로 조립된
tetravalent bispecific 분자인 Tandem diabody(TandAb)도 개발되어, CD19과 면역세포(T의 CD3 또는 NK의 CD16)
에 각각 결합하는 diabody로 구성된 TandAb이 임상 1상 개발 단계에 있다(그림 6A)[22]. 또한 bispecific nanobody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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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ispecific

antibodies developed in recent years and their clinical status. Abbreviations: BiTE = bispecific T cell engager;
CLC = common light chain; DNL = dock-and-lock; Fab = antigen binding fragment; DAF = dual acting Fab; DVD-IgG =
dual variable domain immunoglobulin; scFv = single chain variable fragment; ImmTAC = immune-mobilizing monoclonal
TCRs against cancer; TandAb = tandem diabody; DART = dual affinity re-targeting molecule; Fc = fragment of
crystallization; EPCAM = 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 CEA = carcinoembryonic antigen; VEGF =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TNF = tumor necrosis factor; IGFR = insulin growth factor receptor; MHC =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PSMA = prostate-specific membrane antigen; GP = glycoprotein; NK = natural killer.

임상 1상 개발 단계에 있다. 그러나 BiTE, DART, TandAb, binanobody에는 Fc가 없기 때문에 반감기가 짧으며 대부
분 혈액 질환 치료를 적응증으로 하고 있다.
②Asymmetric IgG
IgG 구조의 이중특이항체 형태로는 asymmetric IgG가 있다(그림 6B). 이중 맨 처음 개발된 형태는 Triomab으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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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항원에 결합하는 다른 종 유래의 항체가 조립된 IgG이다. 예를 들면, EPCAM에 대한 rat 항체와 CD3에 대한 mouse
항체로 구성된 catumaxomab이 개발되어 2009년에 FDA 승인을 얻었으나 상업적인 이유로 시장에서 철회되었다.
후에 중쇄의 heterodimerization 전략이 개발되었고 가장 먼저 시도된 방법이 서로 다른 두 항체의 중쇄 CH3 도메
인에 ‘knobs-into-holes’변이(한 중쇄에 T366Y, 다른 중쇄에 Y407T)를 시켜서 같은 중쇄끼리는 homodimerization
이 잘 되지 않고 다른 중쇄 간의 heterodimerization이 더 잘 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어서 두 다른 중쇄 간의
heterodimerization이 정전기적인 결합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변이(한 중쇄는 K392D/K409D, 다른 중쇄는
E356K/D399K)가 개발되었다[23,24,25].
또한, 유전자 서열을 변경하지 않고 이중특이항체의 한 Fab arm의 중쇄-경쇄 도메인만을 스와핑하는 ‘CrossMab’
기술이 개발되었다. 특히 Fab의 CH1-CL 도메인 스와핑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고되었다[26,27]. 현재 혈관생성인자
인 VEGF와 angiopoietin 2에 동시에 결합하는 asymmetric IgG 형태의 이중특이항체(vanucizumab, RG7716)가 개
발되어 대장암이나 황반변성을 적응증으로 임상 2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20]. 그리고 knobs-into-holes 변이를 갖
는 asymmetric IgG에 동일한 경쇄(common light chain, CLC)가 포함된 이중특이항체(CLC-IgG) 형태가 개발되었
다. 이 항체(emicizumab)는 Factor IX과 Factor X에 동시에 결합하는 혈우병의 치료제로서 FDA의 승인을 받았다
[28].
③Dual-acting Fab(DAF)-IgG
한 항체가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 두 종류의 항원에 결합 가능한 dual-acting Fab(DAF)-IgG가 개발되었다(그림
6C)[29]. 한 예로, duligotuzumab은 Her1(EGFR)과 HER3에 결합 가능한 IgG로서 암세포의 두 신호전달경로를 억제
시킬 수 있으며 현재 두경부암 치료를 위해 임상 2상 개발 단계에 있다.
④항원 결합 도메인과 IgG의 융합
DVD(dual variable domain)-Ig 는 tetravalent bispecific antibody로서 한 항체의 중쇄 및 경쇄 가변영역의 N-말
단 위에 다른 특이성을 갖는 항체의 중쇄 및 경쇄 가변영역이 융합된 이중특이항체이다(그림 6D)[30]. 이는 주로 두 개
의 다른 수용성 인자(예, 싸이토카인)에 결합하는 용도로 개발되었다. 예를 들면, ABT122는 TNFα와 IL-17에 동시에
결합하고, ABT981은 IL-1α와 IL-1β에, SAR156597은 IL-4와 IL-13에 동시에 결합하는 염증 치료용 이중특이항체로
서, 현재 임상 2상 개발 단계에 있다[30].
그리고 scFv나 nanobody를 IgG의 중쇄나 경쇄의 N-말단 혹은 C-말단에 융합시킨 이중특이항체들도 개발되고 있
다(그림 6E). 이들 중 IGF1R과 HER3에 동시에 결합하는 tetravalent bispecific antibody인 istiratumab(MM141)은
IgG에 scFv를 융합시킨 형태이다. 현재 췌장암 치료제로 임상2상 개발 단계에 있다[31].

5. 물성
항체는 크기가 크고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농도로 존재할 때 응집(aggregation)이 생기기 쉽다. 항체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항체 후보물질의 친화도와 효능 외에 developability (약으로서 적합함)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항체치료제는 많은 양을 소액의 용액에 담아 배달되기 때문에 보통 100 mg/ml 이상의 농축
된 항체 제제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항체의 응집이 생기기 쉽다. 단백질의 응집은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응
집이 일어나면 항체치료제의 활성이 감소하고 면역반응을 유발한다. 따라서, 항체를 스크리닝할 때 물성이 좋다고 알

30 2019 Vol.26 No.2

최신 항체치료제 기술 개발 현황
려진 항체 scaffold들을 선정하고, 또한 항체가 응집될 만한 서열들을 protein engineering을 통하여 제거한다. 이때
항체의 affinity, 특이성 및 안정성도 같이 최적화되어야 한다. 또한, 응집이 더 생기지 않도록 formulation 전략들을
개발한다[32,33].

6. 결론
지난 30년간 인간화항체, 인간 단일클론항체, 항체 절편, Fc engineering, ADC 및 이중특이항체의 항체 플랫폼 기
술 개발의 성공으로, 신규 타겟에 대한 항체들의 개발 외에도 기존 타겟과 동일하지만 기존 항체와는 다른 작용 기전을
갖거나 부작용을 줄임으로써 치료 효율이 향상된 biobetter 항체들이 계속 개발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밀의약 개발을
위해 환자의 임상-오믹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항체의 타겟과 에피토프를 선정하고, 친화도, valency, IgG subclass,
ADC 또는 bispecific(or multispecific) 항체 제조 등을 고려한 최적화된 항체치료제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기존
항체치료제들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biosimilar 항체 제품들이 출시되어 의료 수가를 낮출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환자들의 치료에 항체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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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에 감응하는 구조체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1. 서론
최근, 정교하게 제작된 다중기능성 구조체들을 이용하여 약물이 생체 내의 목표로
하는 조직이나 기관 등 필요한 부위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약물전달시스템을 개
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일차적으로 실제 약물 투여량
의 감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다. 이외에도 약물전달시스템은 (1) 난용성이나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약물의 생체 내
흡수율을 높여주기 위한 연구, (2) 약물의 약효를 장기간 유지시켜주는 서방형 제재에

최 인 희 교수

대한 연구, (3) 목표 부위에 항체 등을 이용하여 더욱 정확하게 약물을 운반시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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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연구, (4) 다양한 자극에 감응하여 원하는 시점에 약물을 방출시키는 기능
성 약물 전달에 대한 연구 등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다양한 물리화학적 자극에 감응하여 약물을 방출시킬 수 있는 기능성 약물전달시스
템은, 이를 위한 구조체 자체의 물성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자극 감응 메커니즘, 체
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연구가 함께 수행되고 있다. 한편, 기능성 약물전달시
스템을 위한 자극은 크게 물리적 자극(온도, 빛 등)과 화학적 자극(pH, 이온, 효소 반
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자극에 감응할 수 있는 화합물(예: 고분자) 및 구조
를 이용하여 다양한 구조체(예: 나노캐리어, 나노필름)를 제작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
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체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구조의 변화 혹은 주위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여 약물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그림 1). 자극감응성 구조를 이용하는

이 승 기 박사과정

방식은 더 나아가 원하는 시점에 표적위치에서 약물을 방출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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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시스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그 중, 빛은 원하는 시간(자극의 개시와 종료가 즉각적임) 및 공간 특이적으로 자극
을 줄 수 있으며, 비침습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성 약물전달시스템의 외부
자극으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빛에 감응하는 부위(예: 화학 링커, 나노입자
등)를 삽입하여 파장 특이성, 즉, 자외선(<400 nm), 가시광선 (400 nm-700 nm),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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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적외선(700 nm<)에 감응하도록 제조하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근적외선 영역의 빛은 피부 및 조직 투과력이 우
수하며,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다른 파장대의 빛에 비해 낮기 때문에 타겟 조직이나 기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응
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 기고문에서는 빛에 감응하는 나노캐리어 및 구조체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의 최신 연구
동향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빛에 의해 (1) 구조적 변화가 유도되는 화합물을 이용한 약물전달, (2) 구조가 분해됨을 이
용한 약물전달, 그리고 (3) 광열전환효과를 통한 약물전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빛에 의한 약물전달체의 구조적 변화를 이용한 약물 전달시스템
빛에 의한 구조적 변화를 이용한 약물 전달 구조체는 광 감응성 부위를 포함한 화학적 구조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1].
특히, 광이성질체화 특성을 갖는 화합물이 빛에 의해 구조나 형태가 가역적으로 변화가능하여 주로 적용되어져 왔다.
그 중 아조벤젠(azobenzene)의 경우는 대표적인 광이성질체성 화합물로서 N=N 결합에 의해 연결된 두 개의 페닐 그
룹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외선 조사 하에 트랜스(trans)형에서 시스(cis)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2].
Hong, Y. et al.은 아조벤젠 계열의 화합물과 사이클로덱스트린의 호스트-게스트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빛에 의해 조
절된 약물전달을 위해 실리카 나노입자의 표면에 컨쥬게이션 하였다 (그림 2a)[3]. 이때, 아조벤젠 화합물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트랜스형으로 구조가 변환되어 실리카 나노입자를 막고 있던 사이클로덱스트린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내부
에 존재하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광이성질체화를 이용한 자극 감응성 약물전달
시스템의 중요한 이점은 이들 화합물이 약물 방출을 “on/off” 할 수 있는 스위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기능성 약물 전달에 사용되는 다양한 외부 자극에 대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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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ong, R. et al.은 빛(특히 청색광)에 감응하여 친수성에서 소수성으로 전이되는 성질을 가지는 스피노피란
(spiropyran)[4]과 지질을 혼합하여 나노캐리어의 크기가 조절되어 약물을 전달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림 2b)[5].
빛이 없을 때에는 약물의 방출이 최소화되었으며, 빛을 조사한 경우, 스피노피란과 지질의 소수성 결합이 강해짐에 따
라 구조가 쪼그라들게(shrinkage) 되어 조절된 약물 방출이 가능하게 된다. 상기 가역적인 구조변화를 나타내는 화합
물들을 이용하는 경우, 빛이 조사됨에 따라 원하는 부위에서 선택적인 약물 전달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 빛에 의한 약물전달체의 구조적 변화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의 예시. (a) 광이성질체화성 화합물의 구조적 변화를 이용한 약
물 전달[3]. (b) 빛에 의해 친수성/소수성의 전이를 유발하여 나노캐리어의 크기의 조절을 이용한 약물 전달[5].

3. 빛에 의한 약물전달체 구조의 분해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자외선을 포함한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빛의 경우에는 화합물의 구조를 분해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다. 2-니트로벤질계(O-nitrobenzyl group)는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광 감응성 화합물로 알려져 있다
[6,7]. 특히, 이러한 화합물은 빛에 의한 분해 이후에 생기는 부산물의 대부분이 생체적합성이 높은 물질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물전달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다. Lu, Y. et al.은 자외선 파장에 감응하는
2-니트로벤질 아크릴레이트로 개질 된 고분자 사슬을 이용하여 약물이 포함된 자가조립형 고분자 나노입자를 제조하
였다(그림 3a)[8]. 이 구조는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구조의 깨짐이 발생하여 단량체로 분해될 수 있으며 원하는 시점
에 효과적으로 약물을 방출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더 나아가 부산물을 포함한 화합물이 세포 내 독성을 야기하지 않
음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상기 예시와 같이 구조체의 전체적인 분해를 통해서만 약물 전달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전달체 표면
에 존재하는 일부의 화학결합을 끊어줌으로써 역시 약물 전달이 가능하다. Linfeng, C. et al.은 실리카 나노입자의 표
면을 소수성인 스피노피란 유도체로 개질 시켜 약물전달시스템에 적용하였고(그림 3b)[9], 자외선 조사에 의해 표면을
감싸고 있던 화합물의 구조가 일부 끊어지게 하였다. 이때, 입자의 표면이 친수성으로 변함으로써 안쪽에 내재되어 있
던 약물이 수용액으로 쉽게 방출될 수 있었다.
상기에서 주로 활용된 자외선 영역의 빛은 피부 투과성이 낮으며 세포 손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긴 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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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이용하는 방법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장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단파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향전환
(upconversion) 특성을 갖는 구조체를 활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란탄 계열의 원소로 도핑된 상향전
환 나노입자, 삼중항-삼중항 소멸에 의한 빛 에너지의 상향전환을 유도하는 고분자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장파장의 빛
을 흡수하여 약물전달체의 구조적 변형을 유도하여 약물 방출을 유발하는 전략도 최근 보고되었다[10,11].

그림 3. 빛에 의한 약물전달체의 구조적 깨짐을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의 예시. (a) 빛에 감응하는 2-니트로벤질 아크릴레이트가 포함
된 나노입자의 사용[8]. (b) 실리카 나노캐리어 표면에 접합된 빛에 의하여 친수성/소수성으로 전환 가능한 스피노피란의 이용
[9].

4. 광열전환효과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
상기에서 거론한 광 감응성 성분을 포함하는 화합물을 이용하여 구조의 변화 혹은 분해가 가능한 나노캐리어를 제작
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입체화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최근에는 빛을 흡수하면 국소적으로 열로 변환
시킬 수 있는 나노물질뿐만 아니라 이를 열 감응성 소재 등과 접합시켜 활용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이 보고되고 있다. 빛
을 흡수하여 국소적인 열이 발생되는 현상을 광열전환(photothermal conversion)효과라고 하며, 자유전하가 풍부한
금속물질로 구성된 나노입자 혹은 유전체(예: 탄소로 구성된 저차원의 물질),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고분자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금 나노입자의 경우 표면 플라즈몬 공명 현상에 의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입자 주
변에 국소적인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발생된 열은 금 나노입자에 컨쥬게이션된 화학적 결합을 변형시킬 수 있다. 가
령, 빛을 이용하여 나노입자 주변의 온도를 올려줌으로써 입자 표면에 컨쥬게이션된 표적 유전체와 상보결합을 이루고
있는 수소결합을 끊어 단일 가닥을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게 된다. Ryan, H. et al.은 표면이 금 나노입자로 둘러 싸
여 있는 실리카 나노캐리어를 이용하여(그림 4a)[12], 빛(특히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조사했을 때 상보결합을 분해시
켜 RNA 가닥을 세포 내부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안티센스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Lee, S.
E. et al.은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금 나노막대 입자를 이용하여 siRNA를 원하는 시점에 전달할 수 있
음을 보고하였다(그림 4b)[13]. 이 연구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siRNA와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는 RNA 가닥이 결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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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광열전환효과를 이용하여 약물 전달이 가능한 금속 나노캐리어 및 탄소기반 물질에 대한 예시. (a) 금 나노입자가 표면에 코팅
된 실리카 나노캐리어[12]. (b) 근적외선에 감응하는 금 나노막대 입자[13]. (c) 실리카 나노캐리어 표면에 코팅된 산화 그래핀
[17]. (d) 산화 그래핀이 접합된 고분자 다층박막적층법으로 손쉽게 제조된 캡슐[18].

금 나노막대 입자를 이용하여, 특정 파장의 빛에 의해 결합이 끊어지게 하여 유전자 침묵화(gene silencing)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구조체로서, 탄소 기반의 물질은 빛을 광범위하게 흡수하기에 광열전환효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 산화 그래핀은 근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강하게 흡수하며, 이를 이용한 국소적인 열 발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14]. 빛에 감응하는 약물전달시스템 개발을 위한 산화 그래핀은 대개 약물전달체의 표면을 코팅하는 제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 산화 그래핀의 넓은 표면적 및 특이한 구조적 특성을 이용하여 약물 로딩 및 전달 효율을 높이는 데 적용
될 수 있었다[15,16]. Yuxia, T. et al.은 실리카 나노캐리어의 표면을 정전기적 결합을 이용하여 산화 그래핀으로 코팅
된 입자를 제조하였다(그림 4c)[17]. 실리카 표면에 코팅된 산화 그래핀을 세포에 내재화 시킨 후,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산화 그래핀을 실리카 표면으로부터 분리시켜 내부에 로딩된 약물을 방출 시키는 방식이 가능함을 증명하였다. 한편,
Rajendra, K. et al.은 산화 그래핀을 고분자의 다층박막적층법(layer-by-layer)으로 캡슐화를 이루는 캐리어를 보고
하였다(그림 4d)[18]. 이 방법은 단순 적층을 통해 약물전달체를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편, 광열전환효과를 갖는 대표적인 물질인 금속 나노입자나 탄소기반 물질은 생분해성이 떨어지며 체내에 적용될
경우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이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19,20]. 그러므로 유기화합물을 기반으로 하고, 빛(특
히 근적외선)에 감응하여 광열전환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고분자 구조체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히 수행되어지고 있
다[21]. 이러한 유기화합물을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은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한다고 알려져 있는 폴리피롤
(polypyrrole)이나 폴리아닐린(polyaniline), 폴리(3,4-에틸렌디옥시티오펜)-폴리스티렌술포네이트(PEDOT:PSS)와
BT News 2019

37

BT News

기획특집 : 바이오의약품

그림 5. 광열전환 특성이 있는 고분자 나노구조체를 적용한 약물 전달의 예시. (a) 폴리피롤을 이용하여 제조된 적외선 감응 나노캐리
어[25]. (b) PEDOT:PSS가 포함되어 제조된 나노캐리어의 제조 및 약물 전달 매커니즘[26].

같은 전도성 고분자 구조체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22,23,24]. 더 나아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계면활성제 등을 도입
하여 약물전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Chao, W. et al.은 폴리피롤을 자성나노입자와 core-shell 형태로 제조하여 근
적외선에 감응하는 약물전달시스템을 제안하였다(그림 5a)[25]. 이 때, 폴리피롤의 구조에 빛이 가해짐에 따라 국소적
인 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느슨해진 구조로 부터 약물의 방출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Hua, G. et al.은
PEDOT:PSS이 포함된 나노캐리어를 제작하여 빛이 조사되었을 때 더욱 향상된 약물 전달 효율을 보일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그림 5b)[26]. 상기에 서술한 빛에 감응하여 광열전환효과를 나타내는 나노캐리어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은
약물 전달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소적인 열 발생으로 인한 열치료의 시너지 효과를 동시에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5. 결론 및 전망
빛에 감응하는 구조체를 이용한 약물전달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특히, 빛이
가지는 높은 공간적, 시간적 분해능을 이용하여 더욱 정교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약물 전달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빛에 의해 발생하는 국소적인 열(광열전환효과)을 이용한 약물전달은 빛 감응성 구조의 단독
사용뿐만 아니라 열 감응성과 같은 다른 기능성을 갖는 소재와 접합하여 다중기능성을 갖는 약물전달체로 발전 가능하
다. 이를 통해 복합 자극에 감응할 수 있는 구조체 및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소재 개발로의 확장을 기대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약물전달시스템뿐만 아니라, 화장품, 미용 산업 분야에도 빛을 이용한 기기들의 활용이 활기를
띠고 있어, 빛에 감응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빛 또는 열에 감응하는 다
양한 소재가 약물전달시스템 및 관련 분야의 제품 개발에 중요한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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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공학을 통한 치료용 항체
유효성의 증대

1. 서론
항체의약품은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1]. 이는 2018년 매
출액 상위 10개 의약품 중 항체 관련 의약품이 7개라는 사실로부터도 가늠할 수 있으
며 매출액으로도 상위 10위 총 매출액 885억 달러의 70%(62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유럽
의 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규 단일클론 항체

강 태 현 교수

치료제는 31종으로 2017년 말까지 총 57종이 등록되었다. 몇몇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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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시장은 2017년까지 글로벌 총 매출이 98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연 성장률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 18.3%로써 2022년까지 1,370억에서
2,000억 달러로 예상할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 항체 시장은 22개의 활발한 항체 R&D
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중 7개가 총 매출의 87%를 점유하고 있으며 Roche社의 자회
사인 Genentech社는 무려 31%의 항체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질병 관점에서 보았을 때 허가된 57종의 단일클론항체 중 15종이 항암치료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종은 혈액 관련 질병 치료제였다[3].
2019년 9월 현재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치료용 항체는 알려진 immunoglobulin
중 IgG isotype에 속한다[4]. 체내의 IgG 분자는 두 개의 동일한 Fab (fragment
antigen binding) 도메인과 한 조각의 Fc (fragment crystallizable) 도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두 개의 Fab 도메인은 Fc 도메인과 hinge region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hinge region이 세 개의 각 부분이 공간적으로 유연하게 배치하도록 도와준다. 그 결
과로 Fab 도메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위치의 같은 종류의 항원, 그리고 그와 동시에
Fc 도메인은 effector ligand에 효율적으로 결합하게 된다[그림1].
항체의 Fab 도메인이 타겟 역할을 담당한다면 항체의 Fc 도메인은 항체의 “기능”
역할을 한다[그림1]. 따라서 Fc 공학은 항체의 기능을 공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개선하
는 연구이며 이는 항체의 effector function인 ADCC (antibody-dependent cell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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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xicity), ADCP (antibody-dependent cellular phagocytosis), 그리고 항체의 혈중 반감기를 엔지니어(engineer)
함을 뜻한다. 이에 항체의 effector function 공학, 혈중 반감기 공학, 이중 결합 공학(이중 항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 항체의 effector function 공학
항체의 effector function은 항체가 치료목적으로 외부에서 주입되든지, 체내에서 면역시스템을 통하여 몸에서 자체
제작되었든지 간에 항체의 Fc domain이 그 수용체인 FcγR (Fcγ receptor) 혹은 C1 같은 보체(complement components)와 결합하여 외부의 병원체나 암세포를 제거 또는 파괴한다[5-7]. 항체의 effector function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IgG의 Fc 도메인의 수용체인 FcγR의 역할에 의한 ①ADCC와 ②ADCP, 그리고 Fc 도메인에 결합하
는 최초의 보체 분자인 C1q의 역할에 의한 ③CDC (complement-dependent cellular cytoxicity)이다. 현재 알려진 Fc
γR는 FcγRI (CD64), FcγRIIa (CD32a), FcγRIIb (CD32b), FcγRIIc (CD32c), FcγRIIIa (CD16a), 그리고 FcγRIIIb
(CD16b)이며 이들 수용체는 체내의 다양한 면역세포의 표면에 다른 expression level을 보인다[8]. 단일클론항체의 세
포사멸 기능은 Fc 도메인과 면역 활성 혹은 억제 FcγR과의 결합력에 의해 결정된다[9, 10].
항체와 FcγR과의 결합력 최적화는 암질환과 자가면역 질환의 항체 치료제의 활성을 증대시키는 유망한 접근 방법으
로 부상하였다[11]. 그에 따라 최근 십 여년 동안 IgG 항체의 Fc를 엔지니어링하여 FcγR과의 친화력을 개선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미국의 Xencor社의 연구원들은 Fc 도메인을 엔지니어링하여 면역활성 수용체인 FcγRIIIa (CD16a)과

그림 1. 항체의 구조와 Fc 도메인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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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력을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면역억제 수용체인 FcγRIIb (CD32b)과의 결합력을 약화시켜서 항체-매개 세포사
멸활성인 ADCC를 증대시키는 데 성공하였다[12]. 또한 그들은 Fc의 FcγRIIa (CD32a)과의 결합력을 증대시켜 항체매개 세포식균활성인 ADCP를 증대시키기도 하였다[13]. 특히 MacroGenics社의 연구원들은 FcγRIIb 대비 FcγRIIIa의
상대적 친화력을 상승시킨 Fc-engineered 항체를 현재 HER2 양성 유방암의 항체치료제인 HerceptinⓇ (trastuzumab)의 Fc에 적용하여 margetuximab이라는 이름의 항체로 현재 미국의 유방암 환자 536명 대상의 임상3상에서 24%
의 암 유발 위험감소 효능을 보인 바 있다[14].
암세포에 직접 타겟하는 항체치료제의 경우는 항체의 Fc 도메인의 사멸기능을 증대시켜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접근 방법이 오히려 항암 효과에 독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항체의 Fc 도메인의 ADCC, ADCP,
그리고 CDC 활성이 없어야 항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는 ①체내의 cytokine 중화 항체 ②체내의 면역기능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면역세포를 타겟하는 immune checkpoint blocker, 그리고 ③항암 면역세포를 병원 세포 혹은
암세포의 근처로 유도하는 bispecific engager 등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15-17]. 환자마다 FcγR에 의한 면역 반
응의 역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많은 수의 FcγR가 많은 수의 항체와 결합하기 때문에 Fc 도메인의 극미의
FcγR 결합력도 항체 치료제 투여 시 바람직하지 않은 면역세포의 사멸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Fc-FcγR 결합력
제거는 필연적이다. Janssen社의 Orthoclone OKT3Ⓡ는 최초로 허가된 항체 치료제로 Fc 도메인에 L234A/L235A 아
미노산 돌연변이로 Fc 기능을 일부 마비시켰으며 T 세포의 CD3 활성을 억제하여 장기이식 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한 예이다[18]. Fc 기능이 존재하는 IgG1 subclass를 IgG2나 IgG4로 치환하여 FcγR 결합력을 줄이는 방법 또한 사용
되고 있으며[10] immune checkpoint blocker인 BMS社의 OpdivoⓇ나 KeytrudaⓇ가 면역세포 사멸을 줄이기 위하여
IgG4 subclass를 사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Fc 도메인의 effector function silencing의 노
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질병, 사람에 따라 다양한 FcγR 역치를 가지기 때문에 항체의 독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3. 항체의 혈중 반감기 공학
IgG 항체는 혈관을 순환하는 혈액의 他 단백질 대비 혈중에서의 안정성이 약 21일(3주)로 현저하게 높다. 그 이유는
순환하는 혈액 내의 monocyte나 혈관내피세포의 엔도솜 막에 존재하는 FcRn이라는 Fc 수용체 때문이다. 포유류의
혈청 내 IgG의 양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생화학적 속성은 IgG Fc 도메인이 FcRn 분자에 엔도솜의 pH 6.0에서 결합
하고 생리적 pH 7.4에 해리되는 특징 때문이다[19-21].
미국의 Medimmune社는 Fc 도메인을 엔도솜의 pH6.0에서 자연상태의 Fc 도메인보다 10배 더욱 강하게 FcRn에
결합하도록 엔지니어링 한 Fc를 발굴하여[22] 혈청 내 자연상태의 IgG 항체 대비 발굴된 Fc를 적용한 IgG 항체의 체내
반감기가 세배를 보임을 확인하였다[23, 24]. 현재 소아의 RSV 바이러스의 예방 용도로 사용되는 Medimmune社의
SynagisⓇ를 투여 받은 소아는 투여 받지 않은 소아보다 82%의 감염율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 반감기 증대된 Fc를
보유한 SynagisⓇ인 MEDI8897 또한 미국 임상 fast track으로 임상2상 진행중이다[25]. 유사한 접근 방법으로
Xencor社가 발굴한 Fc 도메인 또한 ravulizumab (ALXN1210)과 VRC01LS라는 이름으로 각각 생명에 위협적인 후천
적 희귀 혈액 질병인 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용혈성 요독 증후군인 HUS (hemolytic-uremic
syndrome) 치료[26]와 HIV 감염 예방[27]을 위한 임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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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체의 이중 결합 공학(이중 항체)
치료용 항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Fc 공학적 노력은 Fc 수용체와의 친화력을 조절하는 접근법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자연상태에서는 서로 동일한 Fc 도메인끼리 homodimer를 형성하지만 Fc 공학으로 monomer
로 유지되도록 하거나[28-30] 서로 다른 Fc 도메인끼리 heterodimer를 형성하도록 엔지니어링이 가능하다[31-33].
흔히 bispecific antibody (이중 항체)로 알려진 플랫폼 기술도 사실 Fc 공학에 의한 것이며 이 이중 항체는 서로 다른
두 항원에의 결합이 가능하다. 이 두 항원은 수용성 항원일 수도 있으며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항원이 될 수도 있다. 심
지어 같은 세포에 존재하는 상이한 항원이 될 수도 있으며 치료제의 관점에서 유리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는 세포를
연결하는 접근도 가능하다. 2019년 9월 현재 치료제 시장에 나와 있는 이중 항체는 두 가지인데 2014년 12월 美FDA가
B세포림프종 치료제로 허가한 Amgen社의 BlincytoⓇ (blinatumomab)와 2017년 11월 美FDA가 A형 혈우병
(Hemophilia A) 치료제로 허가한 Chugai Pharmaceuticals社 (日중외제약)의 HemlibraⓇ (emicizumab)이다.
BlincytoⓇ의 경우는 Fc 도메인이 사용되지 않았기에 Fc 공학적 접근이 없었지만 HemlibraⓇ는 Fc 공학을 이용하여
coagulation factor IX와 X에 동시에 결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coagulation factor VIII
는 IX와 X에 동시에 결합하는 혈액 응고를 유도하는 분자이지만 그 반감기는 혈청 내에서 0.5일로 매우 짧다. 그러나
혈우병 환자들에게는 엔지니어된(engineered) Fc를 가진 이중 항체인 HemlibraⓇ가 투여되면 혈중 반감기가 21일을
유지하여 0.5일인 factor VIII보다 그 유효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34].

5. 결론
Fc 공학 기법을 활용한 항체의 effector function을 조절하는 광범위한 연구와 치료제로의 개발은 학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제약 관련 산업계에서 주로 수행되어왔다[35].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Fc 도메인의 정확한 기
능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매우 많다. 예를 들면 면역세포의 하나인 NK 세포의 FcγRIIIa가 항체의 세포사멸기능인
ADCC 활성에 주요 기여 요인임은 잘 알려져 있으나 다른 면역세포에 존재하는 같은 분자인 FcγRIIIa의 역할은 아직
불분명하다[36].
최근에는 항체가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활성을 이용한 감염질환의 예방 부문에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
키고 있다[37, 38]. 이는 현재 알려진 항체의 중화능 뿐 아니라 마치 백신의 효능처럼 혈액 내 면역 반응 또는 면역세포
의 활성에 의한 예방 효능을 기대한다는 뜻이기도 하다[39, 4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이오 베터(bio-better) 접근
으로 항체의 Fc 공학을 활용하여 세포사멸기능을 극대화하여 항암 임상3상에서 유효성을 증대시킨 사례와 치료에 대
한 우월한 유효성 입증 사례는 Fc 공학의 바이오 의약품에의 기여도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반감기를 개선하여
임상시험에서 감염질환의 예방이나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대한 유효성 향상으로 우월한 임상 결과를 예측해볼 수도 있
다. 뿐만 아니라 Fc 공학으로 이루어 낸 이중 항체의 바이오 의약 시장 진입은 항체 치료제로서의 큰 잠재력의 증거이
다. 따라서 Fc 공학은 약동학적인 관점에서 미충족된 의학적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특한
공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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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항-삼중항 소멸에 의한 광에너지
상향전환 기술을 이용한 안티-스톡스
발광 기반 바이오이미징
1. 서론
바이오이미징이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학적 또는 병적 현상, 더 나아가 치료
에 의한 과정을 영상화하는 기법으로, 분자세포 생물학과 첨단 영상기술의 융합학문

방 석 호

교수

이라 할 수 있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관찰을 목적으로 개체를 희생시킨 후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대상 세포를 적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아닌 In Vivo 상태에서 분자 수준의 반응까지 영
상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지난 20년간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바이오이
sukhobhang@skku.edu
미징 기술은 자기공명영상 (MRI), 양전자단층 촬영(PET), 단일광자단층촬영
(SPECT), 형광영상(fluorescence imaging) 등 서로 다른 민감도와 공간 분해능을 가
진 다양한 기법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 중에서도, 생체 내에 다양한 종류의 형광 분자
및 나노입자를 주입 후 자외선(UV) 또는 짧은 파장대의 가시 광을 조사하여 영상화하
는 형광영상 기술은 대표적인 바이오이미징 기술이지만, 높은 에너지의 광원 조사로
인한 세포 손상과 낮은 투과력, 그리고 생체 내부의 자가형광(auto-fluorescenc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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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낮은 S/N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질병 병행 진단 도구로서 바이오이미
징 기술이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생체적합성이 보장됨과 동시에 높은 투과도의
광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실시간 고해상도 이미징이 가능한 광학영상 기술이 필요
하다.
광에너지 상향전환기술(upconversion, 이하 UC)은 미활용되고 있는 저에너지의
광자를 융합하여 고에너지의 광자를 생성해내는 기술로, 태양전지를 비롯한 광자에너
지가 이용되는 다양한 기기 및 광학분석법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신
개념 에너지 전환기술로 평가받고 있다[1]. 특히, 삼중항-삼중항 소멸(triplet-triplet
annihilation, 이하 TTA)에 의한 광에너지 상향전환기술(이하 TTA-UC)은 높은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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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과 넓은 흡광 스펙트럼으로 UC 분야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신진연구분야이
다. 한편, 발광(photoluminescence)현상을 활용하는 많은 광학소자 및 기술들(디스플

전환 현상을 바이오
오이미징 기술
술에 접목시켜
켜
빛의 얕은 소멸에
침투 깊이와
관련된
문
문제를
근본적
적으로 해
삼중항-삼중항
의한 와
광에너지
상향전환
기술을
이용한
결하여

안티-스톡스
기반새로운
바이오이미징
고해상도/고
고심도 발광
광기반 바이오
오이미징 기술을
기
구현
할 수 발광
있는
는
paradigmp

shifting 접
접근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레이, 위조방지소재, 바이오이미징 등)은 고에너지를 인가하여 저에너지의 광자를 얻는 전통적인 스톡스 발광(Stokes
emission)에 기반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으면서도 특색있는 발광소재에 대한 연구는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다.
본 2.
기고문에서는
독특한 발광현상을 일으키는 광에너지 상향전환 현상을 바이오이미징 기술에 접목시켜 빛의 얕
TTA
A-UC매우
원리
은 침투 깊이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고해상도/고심도 발광기반 바이오이미징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UC paradigm-shifting
현상
상이란, ‘낮은 에너지의
개 혹은 그
이상의 광자가
광
융합하
하여 하나의 높은 에너지
지의 광자
새로운
접근법을 두
제시해보고자
한다.
로 변환되는 광화학
학적 현상’으로
로써, 높은 에
에너지의 광자
자(짧은 파장)에서 낮은 에너지의 광자(긴
광
파
장)가 생
생성되는 일반
반적인 스톡스
스 발광 현상
상과는 달리 긴 파장의 광자들을
광
흡 수·융합하여 짧은 파

2. 장의
TTA-UC
광자를 원리
생성하
하는

안티-스톡
톡스 발광(an
nti-Stokes em
mission) 현상
상의 대표적인
인 기작 중 하나이다.
하

겉으로는
는 열역학 법칙에
법
위배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하
UC 현상
상은 2개 이
이상의 광자 에너지가
UC
현상이란,
‘낮은
에너지의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광자가
융합하여
하나의
높은
에너지의
광자로 변환되는
광화학
더 고에
융합되어
어 단일 광자
자를 방출하기
기에 가능한 현
현상이다. 즉,
즉 IR에서 가시광선을, 가
가시광선에서
적 현상’으로써, 높은 에너지의 광자(짧은 파장)에서 낮은 에너지의 광자(긴 파장)가 생성되는 일반적인 스톡스 발광 현
너지의 가시광선(예: 초록→파랑
랑)을, 혹은 가
가시광선에서
서 UV를 생산
산해내는 것
것이 UC 현상
상을 통해
상과는 달리 긴 파장의 광자들을 흡수·융합하여 짧은 파장의 광자를 생성하는 안티-스톡스 발광(anti-Stokes
가능해지
지게 된다 (그
그림 1). UC 기술
기 자체는 용어의 생소
소함과는 달리
리 새로운 기
기술이 아니며
며 학계를
emission) 현상의 대표적인 기작 중 하나이다. 겉으로는 열역학 법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UC 현상은 2
중심으로
로 생각보다 많은 연구가
가 진행되어 온 분야이기
기도 하다. 전통적인
전
UC 현상 관련 연구들은
개 이상의 광자 에너지가 융합되어 단일 광자를 방출하기에 가능한 현상이다. 즉, IR에서 가시광선을, 가시광선에서 더
고순도의
의가시광선(예:
광학 크리스탈이나
희토류가
희 혹은 가시광선에서
도핑
핑된 전이금속
속 생산해내는
류를 매체로(주로
기물)통해
그 가능해지게
내부
부에서 광
고에너지의
초록→파랑)을,
UV를
것이 UC 무기
현상을
된다
1) 극단
자의
지 전환을
통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위 중심으로
두 가지 생각보다
방
방법은 많은
모두연구가
(그림
1). 광
UC화학적·광물리
기술 자체는리학적
용어의 에너
생소함과는
달리 새로운
기술이져
아니며
학계를
진행
좁은 흡류
적으로
높은 빛의
세전통적인
세기
요구치(
104관련
W/cm
m2), 2) 고순도의
단일 파장의
광원
원(예: Laser)만
만 활용가능:
되어
온 분야이기도
하다.
UC>현상
연구들은
광학 크리스탈이나
희토류가
도핑된 전이금속

를 광영역,
매체로(주로
무기물)
그
광자의
광화학적·광물리학적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져
왔는데,
위 두 가지
3) 매우
낮은
은 내부에서
양자수득률
률(<0.001%)
), 4) 소재의 높은
가격
등의통해
이유에
에서 실제
광에너지를
방법은
모두바이오·환경·
1) 극단적으로
높은 빛의
세기 요구치(>
104 W/cm2),
파장의
광원(예:
Laser)만
좁은
활용한
있다. 활용가능:
이와 달리,
·에너지
분야
야에의
적용 측면에서
결정적인
결 2) 단일 한계
계점을
지니 고
흡광영역,
매우 낮은 양자수득률(<0.001%),
4)UC
소재의
높은 가격
등의 이유에서
광에너지를
활용한
순수한 3)유기소재를
최근 10년간
기반으로 구현되는
구
현상인
TTA
A-UC와
관련
련된실제
연구가
간바이오·환
학계를
경·에너지 분야에의 적용 측면에서 결정적인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순수한 유기소재를 기반으로 구현되
중심으로
로 크게 주목
목받고 있다.
는 UC 현상인 TTA-UC와 관련된 연구가 최근 10년간 학계를 중심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림 1. UC 현상의 (a) 개념도와 (b) Down-conversion과의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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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UC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광감응제(sensitizer, SENS), 전자수용체(acceptor, ACC), 그리고 두 물질이 담지되
는 매체(media)로 구성된다[2]. 1SENS0는 낮은 에너지의 광자를 흡수하여 1SENS*로 여기되고 항간교차(inter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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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되는 오일상 용액을 수백 μm의 크기를 가지는 광경화성 고분자 캡슐 내부로 trap 시키는 형태가 대표적이었다. 그
수 micro
on 수준까지
지 축소되어야
야 할 필요가
가 있었으며, 동시에 뛰어난 생체적합
합성이 우선적
적으로 고

러나, UC 소재의
생명공학분야로의
활용을
위해서는 소재의 스케일이
최소합성
수 micron
수준까지 축소되어야
할 필요가
려되어야
야 한다. 이러
러한 관점에서
서, 실리카(SiiO )는 뛰어난
난 생체 적합
및 생분
분해성을 지니
니며 목적
2

있었으며, 동시에
뛰어난
생체적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방법에
관점에서,
뛰어난 생체 적
2)는
에 따라
표면개질이
용이하다는
는 점에 착안해
해 hydro-co
ondensation
의해
해실리카(SiO
합성된 oleic
acid합성 및 생분해성을
지니며
목적에 따라 표면개질이 용이하다는
착안해
방법에 의해 합성
core와 S
SiO
도 점에
하였다
(그림 hydro-condensation
3b).
2-shell을 가지는 UC 나노캡슐이 주목받기도
된 oleic acid-core와 SiO2-shell을 가지는 UC 나노캡슐이 주목받기도 하였다 (그림 3b).

그림 3. (a) 건식[3,4] 및 (b) 수계 분산형 UC그림
소재[5,6]
. 3. (a) 건식33,4 및 (b) 수계
수 분산형 UC
U 소재5,6

다양한 형태의 미세 UC 소재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들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기존의 pre양한 형태의 미세 UC 소재의
소
과 관련된 연구들이
연
봇물
물처럼 쏟아지
데, 우리는
다양
가운데
encapsulation에
기반한 코어-쉘 형태의
미세개발과
UC
캡슐 기술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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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되는지는
차세대
접근법으로서 post기존의 pre-encap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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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 형태의 미세
미
UC 캡슐
슐 기술과는 완전히 차별
별되는 차

encapsulation에 기반해 TTA-UC를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미세 UC 운반체(vehicle) 기술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세대 접근법으로서 post-encapssulation에 기
기반해 TTA-UC를 효과적
적으로 운반할
할 수 있는 미세 UC

한편, 다양한 실리카 구조 중에서도 2~50 nm 사이의 균일한 기공을 가지는 동시에 내부가 비어있는 형태의 중공형 메
운반체(vvehicle) 기술
술을 구현하고
고자 하였다. 한편, 다양한
한 실리카 구조
구
중에서도
도 2~50 nm
m 사이의

조다공성 실리카(hollow mesoporous silica, 이하 HMS)는 기공을 통하여 중공 내부로 다양한 물질을 용이하게 담지
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덕에 에너지 저장체, 광학 이미징 및 약물 전달체 등으로서의 그 우수한 기능이 입증되어 다양
한 분야에서 매우 활발히 연구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에 착안하여, 우리 연구진은 원심분리 원리를 활용하여 micron
스케일의 UC 오일 droplet을 HMS 내부에 매우 균일하고 손쉽게 post-encapsulation 시키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특
히, HMS에 존재하는 메조기공으로 인해 UC 용액의 가역적 캡슐화가 가능하므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중공 내부에 운
반체의 효과적인 분리를 위해 자성체와 같은 메탈 나노입자의 담지 또한 가능해 다기능성(multi-functional) UC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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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의 가역적 캡슐
슐화가 가능하
하므로 재활용
용이 가능하며, 중공 내부에 운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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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UC 소재들과는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함
함으로써 기존
존 보고된 pre-encapsula
ation 기반 미
큰 차별점을 두고자
자 하였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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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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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기존 보고된 pre-encapsulation 기반 미세 UC 소재들과는 큰 차별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림 4).

4. 안티-스톡스 발광 기반 바이오이미징
앞서 개발된 미세 UC 운반체는 600 – 650 nm 영역의 빛을 흡수하여 TTA-UC를 통해 450 – 550 nm 영역의 빛
으로 상향전환 시킨다. 우리는 red 영역에서의 여기를 통한 TTA-UC 현상을 활용할 경우 생체에 있어서 광원의 투과
율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며 자가형광을 최소화함으로써 바이오이미징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
다. 모델 세포로 채택된 human mesenchymal stem cell(hMSC)의 경우, tumor-tropic cell의 한 종류로 암세포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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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바이오이미
hMSC를 공초점 주사레이저현미경(confocal scanning laser microscope)을 통해 640 nm 광원 하에 관찰하였을 때,

암진단에 있어서 TTA-UC 기술의 폭넓은
은 적용 가능성
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55).

세포의 표면에 붙은 운반체로부터 450 – 550 nm 영역에서 선명한 TTA-UC 발광이 나타남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바
이오이미징을 통한 암진단에 있어서 TTA-UC 기술의 폭넓은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림 5).

그림 5. (a) hMSC의 미세 UC 운반체에 대한 생체 독성 (b) 미세 UC 운반체가 labeling된 hMSC의 디지털 및 CLSM 이미지(광원: 640
그
그림. 5.
(a)nmhMSC의
세 UC 운반체
체에 대한 생체
체 독성 (b) 미세 UC 운
운반체가 labe
eling된
미세
Laser)

hMSC의 디지털 및 C
CLSM 이미지
지(광원: 640 nm Laser)

5. 난제 및 결론

TTA-UC 기술의 다양한 장점 및 생명공학분야에의 방대한 적용 가능성을 기술해온 한편, TTA-UC의 고질적인 문
제는 유기물질인 SENS 및 ACC의 낮은 광안정성과 산소에 의한 quenching 현상이다. UC 소재 개발과 관련된 많은

난제
제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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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보고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TTA-UC의 공학적 활용에 관한 연구는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으나, TTA-UC 기술을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는 광안정성 문제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한정되어 있는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고공행진하
는 유가와 해마다 날카로워져가는 기후 변화 정책이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인
태양 에너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여러 광학기반 및 의료 기기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TTAUC 기술은 광에너지 전환 연구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TTA-UC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효율적인 구현 및 공학적 응용을 위해서는 방대한 화학적·광화학적·소재 공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TTA-UC 기술이 지니는 잠재적인 파급효과에 비해 국제적으로도 소수의 연구그룹에 의해서만 연구가 주도
되는 가운데, 본 기고문을 통해 관련 공학, 의학 및 기초과학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주제에 대한 흥미
를 도출하고 활발한 공동연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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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면역 항암치료를 위한
생체재료의 활용

1. 서론
암은 심혈관 질환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다 [1]. 통
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률 1위는 암이다. 기존에는 외과적 수술, 방사선 치
료, 화학 치료법을 통해 암을 치료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치료법들은 부작용이 심하고
재발과 전이와 같은 임상적 한계점이 있었다. 최근 면역 항암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면역 항암치료는 우리 몸에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암세포만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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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치료하는 최신 치료법이다 [2]. 면역 항암치료는 기존의 항암 치료법과는 달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만을 인지 시켜 치료하므로 부작용이 덜하고 암의 재발과 전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임상에서 면역 항암치료를 표준 치료법으
로 정해 난치성 암을 치료하는 데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3]. 특히 최근 식약처(FDA)
승인된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 point inhibitors)는 흑색종, 비소 세포 폐암,
신장암, 호지킨 림프종, 방광암, 두경부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
다. 하지만 면역 항암치료는 모든 암 환자에서 동일한 치료 효과를 얻기 힘들고 자가
면역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면역 항암치료는 혈액암에서는 높
은 효능을 보이지만 고형암에서는 치료 효과가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다 [4].
생체재료는 의학적 목적으로 생체와 상호작용하는 재료들을 뜻한다. 지난 몇십 년
간 생체고분자부터 금속까지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물질들이 생체재료로 개발됐으며
약물전달 및 조직 공학을 위해 사용되어왔다 [5, 6]. 최근 면역치료에서 기존의 한계
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체재료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7, 8]. 본 서
지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고효율 면역 항암치료를 위한 생체
재료들의 활용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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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면역 항암치료 기본 메커니즘
면역 항암치료를 위한 생체재료의 활용을 언급하기에 앞서 항암면역치료의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
리 몸에는 하루평균 300여 개 정도씩 암세포가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한다. 이는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인
지하고 사멸시키는 방어기전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방어기전을 활성화해 암을 치료하는 것이 면역 항암치료의
기본원리이다. 암세포가 아포토시스(apoptosis) 또는 괴사(necrosis) 과정을 통해 사멸하면 종양에서 뿜어져 나온 종양
항원은 수지상 세포와 같은 항원 제시 세포에 의해 포획되어 주요 조직 적합성 복합체(MHC)에 제시된다(그림 1). 종양

그림 1. 면역 항암치료 기본 메커니즘. 종양 세포로부터 방출된 종양 항원은 항원 제시 세포(APC)에 의해 인식된다. 성숙한 APC는 림
프절로 이동하여 T세포의 활성화 및 증식을 유도한다. APC에 의해 활성화된 T세포는 종양 조직으로 이동하여 종양 세포를 사
그림 1.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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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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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참고문헌[7]에서
발췌함. APC는 림프절로 이동하여 T세포의 활성화 및 증식을 유도한다. APC에 의해

활성화된 T세포는 종양 조직으로 이동하여 종양 세포를 사멸한다. 다시 사멸된 암세포의 종양 항원
은 또 다른 라운드의 면역 반응을 촉발하여 암 면역 주기를 지속하게 한다. 본 그림은 참고문헌[7]에
서항원을
발췌함.
세포 표면에 표지한 수지상 세포는 림프절로 이동하여 미성숙 T세포들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활성화된 종양 특
이적 세포독성 T림프구는 종양 부위로 침투하여 암을 인지하여 사멸시킨다. 이렇게 면역세포에 의해 사멸된 암세포는
더 많은 암 항원을 내놓게 되어 효과적인 항암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암세포가 사멸하면서 분비하는 다양한 면역 억제성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암
세포에서 분비된 화학 유도물질들은 종양 내에서 단핵구들을 종양 관련 대식세포(tumor-associated macrophages,
TAMs)로 분화 시켜 종양 성장을 촉진하고 면역 감시를 회피하게 한다 [9]. 골수-유래 억제 세포(myeloid-derived
suppressor cells, MDSCs)의 종양 내 침윤은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여 면역 억제 조절 T세포(Tregs cell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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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해 수지상세포의 성숙을 방해한다 [10]. 설상가상으로 종양세포는 PD-L1 또는 PD-L2과 같은 면역 억제 분자
를 발현하여 세포독성 T세포를 무력화시킨다 [11]. 이러한 현상들은 종양 미세환경에서 일어나는 특이적인 생물학적
현상들이며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생체재료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2.2. 생체재료기반 나노입자를 통한 면역 항암치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효과적으로 항암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종양 항원이 항원 제시 세포로 안전하게 전달
되어야 한다. 천연 종양 항원은 체내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며, 면역 세포로 전달되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면역원성
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약물전달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생체재료기반 나노입자를 종양 항원의 전달체
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나노입자는 두 가지 주목할만한 장점이 있다. 첫째 나노입자는 생체 내 분해효소로부
터 종양 항원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나노입자는 항원을 선택적으로 림프절로 전달할 수 있다. 항원을 림프절로 효과
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나노입자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크기, 표면 전하, 형태 및 소수성 정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약 20~45 nm 크기의 나노입자가 림프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12, 13]. 일반적으로 입자크기가 너무 작으면(<5 nm) 체외로 빠르게 배출되고 너무 크면(>100 nm) 세포외기질(ECM)
에 갇힐 수 있어 전달 효율이 감소한다. 입자 표면 전하 또한 입자의 면역세포 내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양전하로 하전된 나노입자가 음전하를 띄는 세포막과 잘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세포 내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
에 높은 면역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양이온성 나노입자는 적혈구 용혈 및 혈소판 응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입자 형태는 나노입자의 림프절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막대 형
태를 보이는 나노입자는 구 형태보다 전신 혈액 내 순환 시간이 길고, 종양 내로 침투 효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14,
15]. 끝으로 PLGA와 같은 소수성 도메인을 포함하는 고분자 나노입자는 그 자체로 면역 애쥬번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16, 17]. 따라서 다양한 크기, 전하, 형태, 소수성을 갖는 생체재료기반 나노입자를 면역 항암치료에 적용
하려는 시도가 활발한 실정이다 [18].

2.2. 생체재료기반 지지체(scaffolds)를 통한 면역 항암치료
기존 조직공학에서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위해 사용되던 생체재료기반 지지체가 최근에는 면역 항암치료에서도 활
용되고 있다. 최근 생체 내 이식되어 수지상 세포 기반 항암 백신 기능을 할 수 있는 면역 조절인자들을 포함한 고분자
지지체가 개발되었다(그림 2) [19, 20]. 다공성 생체재료 지지체는 암 항원, 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인자
(GM-CSF) 및 면역 애쥬번트(CPG)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조직공학에서 사용되던 지지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콜로니 자극인자를 통해 다수의 수지상세포를 지지체 내부로 유입을 유도하고 암 항원과 면역 애쥬번트에 노출
해 수지상세포를 성숙시킬 수 있다. 생체재료 면역 지지체의 종양 치료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비 임상 동물실험으로 면
역원성이 낮아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진 B16-F16 흑색종 생쥐 모델이 이용되었다. 면역 활성 지지체를 2회 접종하였을
때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해 종양 모델의 생존율을 50% 향상했다. 현재 이 기술은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NCT01753089)에서 환자에 적용 가능한 안전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지지체는 외과적 수술을 통해 림
프절 주변에 이식해야 되는 큰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주사기로 주입 가능한 면역 활성 지지체가 개발되고
있다. 높은 표면적을 갖는 다공성 실리카 나노막대는 종양 항원과 애쥬번트를 봉입할 수 있으며 주입과정에서 자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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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항암 면역치료를 위한 생체재료기반 다공성 지지체. 피하로 이식된 다공성 생체재료 지지체는 화
그림 2.
항암 면역치료를
위한
생체재료기반
다공성 지지체.
피하로
이식된모집한다.
다공성 생체재료
지지체는
화학들어온
유인 물질을
방출하여 공
학 유인
물질을
방출하여
공극
내부로 미성숙
수지상
세포를
지지체
내부에
수지상세포
극 내부로
미성숙
수지상 세포를
모집한다. 지지체
들어온 수지상세포는
종양 항원 및 면역 애쥬번트에
노출되어,
주요
는 종양 항원
및 면역
애쥬번트에
노출되어,
주요 내부에
조직 적합성
복합체(MHC-펩타이드)를
발현하고
성숙한
조직
적합성
복합체(MHC-펩타이드)를
발현하고
성숙한다.
성숙한
수지상
세포는
지지체로부터
림프절로
이동하여
항종양
다. 성숙한 수지상 세포는 지지체로부터 림프절로 이동하여 항종양 면역반응을 자극한다. 본 그림은 참고 면
역반응을
자극한다. 본 그림은 참고문헌[8]에서 발췌함.
문헌[8]에서
발췌함.

립되어 항원 제시 세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21]. 이러한 기술은 환자가 외과적 수술 없이도 주
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항암
면역 활성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항원 또는 면역 애주번트가 이러한 생체재료기반의 지지체 기술에 도입되어
시험 되고 있다 [22-24].

2.3. 생체재료를 통한 면역세포 엔지니어링
생체재료는 면역세포치료제의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입양면역치료(adaptive immunotherapy, AIT)는 환자의
면역세포를 꺼내 활성화, 증식 또는 유전자 조작하여 환자의 몸에 다시 주입하여 암을 치료하는 원리이다. 최근 키메라
항원 수용체(chimeric antigen receptor, CAR) 발현 T세포 치료제는 ‘살아있는 약물’이라고 불리며 악성 혈액암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하지만 유방암, 폐암과 같은 고형암에서 면역세포 치료제는 종양 조직이 분비하는 면역 활성 억
제 인자들을 포함하는 종양 미세환경(tumor microenvironment, TME)으로 인해 면역세포치료제의 치료 효율이 제한
적이다. 최근 생체재료 지지체를 이용하여 CAR T세포를 종양이 절제된 부위에 이식하여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25]. 다공성 알긴산 지지체는 세포의 접착을 증진하기 위해 인테그린 리간드가 부착되었으며 면역 자극성 항체들
(anti-CD3, CD28, 및 CD137)이 수식된 미립자와 T-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수용성 자극인자인(IL-5 superagonist)
를 포함하였다. 기능성 지지체를 통한 T세포의 이식은 대조군보다 100배 이상 T세포의 증식을 향상했다. 결과적으로
유방암 및 난소암 비 임상 모델에서 암 치료 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었다. 체외 배양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효과적으
로 공격할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엔지니어링하는 기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자연살해(NK) 세포는

58 2019 Vol.26 No.2

고효율 면역 항암치료를 위한 생체재료의 활용

그림 3. 다기능성 나노 입자(MF-NPs)를 통한 자연살해(NK) 세포 엔지니어링. 양이온성 고분자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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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그림은
참고문헌[26]에서
미드 DNA를 면역세포에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학 및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생체 내 면역 세포를 추적하는데 발췌함.
사용
될 수 있다. 본 그림은 참고문헌[26]에서 발췌함.

외부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인식하여 파괴하는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이다. T세포와 달리
면역거부반응이 적고 건강한 사람의 세포를 환자에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자연살해 세포에 암세포
를 표적화 할 수 있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도입하여 암세포에 대한 공격력을 향상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하지만 자
연살해세포의 자체 방어기전 때문에 외부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기존 바이러스를 이용해 면역세포에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은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삽입될 수 있어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생체
재료기반 기능성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자연살해 세포를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림 3) [26]. 기능
성 나노입자는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면역세포에 전달하여 면역세포의 항암 활성을 크게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표지자
역할을 할 수 있어 형광 또는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엔지니어링된 면역세포를 생체 내에서 추적할 수 있게 하였
다. 실제 유방암 생쥐모델에서 종양 성장 억제 능을 살펴본 결과 종양 크기가 대조군보다 약4배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
었다. 본 기능성 나노입자가 면역세포에서 우수한 유전자 전달 능의 물리 화학적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연구 진행
중이다.

3. 결론 및 전망
최근 면역항암제의 안전성과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다양한 생체재료가 활용되고 있다. 생체재료는 종양 항원, 면
역 애쥬번트 또는 면역세포를 효과적으로 생체 내로 전달하여 항암 면역기전을 활성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체재
료를 통한 면역 항암치료는 기존의 면역치료와 비교하여 암세포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강화해 암 치료 효과를 크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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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고 부작용은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생체재료에 기반한 면역항암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생체재료의
물리 화학적 성질과 항암 면역 반응 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혁신적
인 차세대 면역 항암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공학자, 면역학자, 임상의 간 협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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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개발과 활용

1. 서론
김 성 근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단

2012년 Jennifer Anne Doudna와 Emmanuelle Charpentier 연구진은 박테리아
에서 유래된 유전자가위인 CRISPR-Cas9 시스템을 <Science>에 최초로 보고하였다.
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sgRNA(single guide RNA)와 Cas9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
고 sgRNA의 20bp 서열만 설계하여 발현하면 sgRNA에 의해 표적 서열로 유도된
Cas9 단백질이 DNA를 절단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유전자가위인 ZFN(Zinc
Finger Nuclease)과 TALEN(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s)에

우 승 균 박사

비하여 쉬운 제작, 높은 효율, 높은 서열 특이성을 가지고 작동하기 때문에 생명과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단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유전체 편집 도구로 큰 각광을 받아 왔다. 현재 크리스퍼 유전
자가위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동식물 품종 개량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바이오 분야
에 혁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CRISPR-Cas9 시스템은 유전체 편집 뿐만 아니라 유
전자의 발현 조절, 후성유전체(epigenome) 편집, 염색질(chromatin) 이미징 등의 다
양한 연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그림1)[1]. 이는 CRISPR-Cas9 시스템의 구성 성분

김 태 현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단

인 Cas9 단백질과 sgRNA가 모듈러 디자인(modular design)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
기는 장점으로 특정 기능을 나타내는 모듈(전사활성조절 도메인, 후성유전적 변화인
자, 형광 단백질 등)을 CRISPR-Cas9시스템에 결합시키면 새로운 기능을 나타내는
도구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 중 최근에 가장 주목할만한 기술로 탈아미노효소
(deaminase)를 nCas9(nickase Cas9) 단백질에 결합하여 DNA 상에 존재하는 시토신
(cytosine)을 티민(thymine)으로 편집하거나, 혹은 아데닌(adenine)을 구아닌(guanine)으로 편집할 수 있는 염기교정 유전자가위(CRISPR base editor)를 꼽을 수 있

이 대 희 박사

다. 기존의 유전자가위와 달리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DNA의 단일 나선만 절단하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단

때문에 비상동말단연결(NHEJ, Non-Homologous End Joining)에 의한 삽입/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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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RISPR-Cas9

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CRISPR-Cas9 시스템은 유전자 정정gene editing) 뿐만 아니라 유전자 발현 조절(gene
regulation), 후성유전체 편집(epigenome editing), 염색질 이미징(chromatin imaging), 유전자 염기교정(base editing), RNA 절단
(RNA targeting), 염색질 위상 변화(chromatin topology)와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1].

(indel) 변이가 최소화되고 고효율로 단일염기를 편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에 본 기고에서는 염기교정 유
전자가위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시토신 염기교정 유전자가위(Cytosine Base Editor, CBE)의 개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하버드 대학의 David R. Liu 연구진에서 2016년도 <Nature>에 처음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2]. 논문에서 보고한 시토신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DNA 염기인 시토신을 탈아미노화하여 우라실(uracil)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DNA가 복제되면서 우라실이 티민으로 편집되게 된다(그림2). 이때 사용한 시티딘 탈아미노효
소는 쥐에서 유래한 APOBEC1 단백질로서 APOBEC1 단백질은 RNA에 결합할 수 있는 A1CF 단백질과 복합체를 형성
하여 apolipoprotein B의 mRNA에 존재하는 시토신을 우라실로(uracil) 변환한다. David R. Liu 연구진은 APOBEC1
단백질이 mRNA 뿐만 아니라 단일가닥 DNA의 시토신도 우라실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과 dCas9이 목표 서열을 인식
할 때 sgRNA가 결합하지 않은 반대편에 시티딘 탈아미노효소가 작동할 수 있는 단일가닥 DNA가 생성되는 점을 착안
하여 dCas9의 N 말단에 APOBEC1 단백질을 융합한 1세대 염기교정 유전자가위(BE1)를 제작하였다(그림 2). 그러나,
제작된 1세대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세포 외(in vitro)에서는 높은 염기교정 효율을 보인 반면 세포 내에서는 다소 낮
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연구진은 교정 효율을 올리고자 두 가지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 우선 1세대 염기교정 유
전자가위의 C 말단에 Bacillus subtilis bacteriophage PBS1에서 유래된 우라실 DNA 글리코실레이즈 저해 단백질
(uracil DNA glycosylase inhibitor, UGI)을 융합하여 세포의 염기절단복구(BER, base excision repair) 기능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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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토신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에 의한 단일염기 편집. 시토신 염기교정 유전자가위가 목표 서열에 결합하면 R-loop을 형성한다.
이때 생성된 단일가닥 DNA에 존재하는 시토신이 시티딘 탈인산화효소에 의해 우라실로 변환된다. 변환된 우라실은 DNA 복제
과정 중에 아데닌과 염기쌍을 형성하면서 티민으로 염기서열이 편집된다[2].

하였고, 이를 통해 교정효율이 향상된 2세대 염기교정 유전자가위(BE2)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 2세대 염기교정 유전
자가위의 dCas9 부분을 nCas9으로 대체하여 sgRNA에 결합하는 단일가닥 DNA를 절단하였고, 이렇게 절단된 DNA
가닥이 복구되면서 티민으로 교정되는 효율이 증가된 3세대 염기교정 유전자가위(BE3)를 개발하였다. 3세대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인간세포에서 최대 75%까지 단일염기 교정 효율을 나타냈으며 삽입/결실 변이는 1% 미만으로 발생하는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었고 추후 개발되는 다양한 시티딘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프로토타입으로 자리 잡았다.

2.2 아데닌 염기교정 유전자가위(Adenine Base Editor, ABE)의 개발
유전자 변이에 의한 질병들 중 약 58%는 단일염기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고 단일염기 돌연변이 중 47% 정도는
C•G에서 T•A 로 바뀌는 염기전이(transition)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3]. 이는 수많은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서는 아데노신을 구아노신으로 편집할 수 있는 신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필요성을 야기하였고, David R. Liu 연구
진은 시토신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논문을 발표한 이듬해인 2017년도에 아데닌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에 대한 연구결과
를 <Nature>에 보고하였다(그림3)[4]. 이 논문의 핵심은 BE3에서 사용된 시티딘 탈아미노효소 대신에 단일가닥 DNA
에 존재하는 아데닌을 탈아미노화 할 수 있는 효소를 찾는 일이었다. 그러나 자연계에서 단일가닥 DNA에 작동하는 아
데노신 탈아미노효소(adenosine deaminase)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진은 tRNA의 아데노신을 탈아미노화하여
이노신(inosine)으로 변환하는 대장균 유래의 TadA를 nCas9의 N 말단에 융합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작된 아데닌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동물세포에서 단일염기를 편집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진은 TadA 단백질에
다양한 변이를 도입한 후 고활성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를 선별하는 유도진화(directed evolution) 실험을 대장균에서 반
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TadA 단백질이 동종이량체(homodimer)를 형성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염기교정 유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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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아데닌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에 의한 단일염기 편집. 아데닌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디옥시아데노신 탈아미노효소(개량된
TadA 단백질)와 nCas9 융합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염기교정 유전자가위가 목표 서열에 결합하면서 생성된 단일가닥 DNA에
존재하는 아데노신이 개량된 TadA 단백질에 의해 탈인산화하여 이노신으로 변환된다. 이후 DNA 복제 과정 중에 이노신은 구
아노신으로 염기서열이 편집된다[4].

위의 N 말단에 TadA 단백질을 추가로 융합하여 이량체 형성을 유도하는 전략을 도입하였다. 이렇듯 전략적인 개량을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된 아데닌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인 ABE7.10은 고효율(약 50%)로 아데노신 주변 염기서열에 상관
없이 단일염기를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었다.

2.3 진보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개발
현재 David R. Liu 연구진에서 보고한 CBE 혹은ABE를 기반으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다양
한 효용성을 갖는 신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가 급속도로 개발되고 있다. 그 중 본 기고에서는 DNA 혹은 RNA의 비특
이적 교정(off-target editing)을 줄이거나 Cas9 단백질을 개량하여 다양한 목표 서열에 결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연
구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번째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3.2Gbp나 되는 방대한 인간 유전체에서 목표 서열만
을 편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열 특이성(specificity)이 매우 높아야 한다. 이 특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염기교
정 유전자가위 구성 단백질을 개량하는 실험들이 여러 연구진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일례로, Cas9 단백질 자체에 변이
를 도입하여 특이성이 향상된 HF-Cas9(high-fidelity Cas9) 혹은 Sniper-Cas9을 BE3에 사용한 전략이 시도되었고,
이때 진화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비특이적 교정이 최소화되면서 목표 서열에 대한 교정 효율은 높은 결과를 나타내
었다[5, 6]. 또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경우 sgRNA가 결합하면서 생긴 단일가닥 DNA의 특정 범위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시토신을 동시에 탈아미노화 할 수 있는 편집 윈도우(editing window)가 존재하는데, 이는 목표 시토신이 아닌
주변의 시토신도 동시에 교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줄이고자, APOBEC1 단백질에 합리적 설계(rational design)
를 통한 변이를 도입함으로써 편집 윈도우를 5bp에서 1-2bp로 축소시킨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도 개발되었다[7]. 두번
째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를 다양한 유전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특이성을 가지면서 다양한 목표 서열에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 범용성이 증가된 단백질 개량이 필요하다. 특히, 유전자가위에 사용되는 Streptococcus pyogenes 유
래의 Cas9은 5′-NGG-3′의 PAM(protospacer adjacent motif) 서열을 인식하기 때문에 목표 서열을 설계하는 데 제
약이 따른다. 이를 해결하고자, Cas9 단백질을 진화시켜 비 NGG(non-NGG) PAM 서열을 인식하는 염기교정 유전자
가위가 다양하게 개발되었다[7, 8]. 특히 David R. Liu 연구진이 개발한 xCas9 단백질의 경우 NG, GAA, GAT와 같이
넒은 범위의 PAM 서열을 인식하면서도 높은 특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양한 염기서열을 편집하는 데 적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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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8]. 세번째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에 의하여 세포 내에서 발현되는 RNA의 염기
서열이 심각하게 변이되는 현상이 CBE와 ABE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9, 10, 11]. 이 현상은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에 존재하는 탈아미노효소의 활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탈아미노효소를 개량하여 RNA에 작동하는 비
특이적 교정 현상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J. Keith Joung 연구진은APOBEC1에서 RNA의 시토신을 우라실
로 변환하는데 관여하는 잔기에 변이를 도입하여 RNA 비특이적 교정을 최소화하면서 목표로 하는 DNA를 효율적으
로 교정하는 진화된 시티딘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를 개발하였다
[9]. 또한 동일 연구진에 의해 ABE 단백질도 개량되었는데 이
때 사용한 방법은 TadA 단백질을 축소시켜 TadA에 의한 세포
내 RNA 인식 능력을 줄이면서 동시에 TadA의 구조 기반 분석
을 통하여 RNA 인식 및 활성에 관련이 있는 잔기들에 변이를
도입하는 것이었다[11]. 이런 통합적인 개량을 통해 RNA 비특
이적 교정이 최소화된 ABE 개발에 성공하였다.

2.4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난치성 질환 치료의 가능성에
힘입어 2016년 CBE가 첫 개발된 후 짧은 시간 안에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8년 크리스퍼 연구의 권위자인 Feng Zhang, David R. Liu,
J. Keith Joung 박사들에 의해 설립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를
기반으로 한 빔 테라퓨틱스(Beam Therapeutics) 회사가 작년
에 이어 올해에도 유전자 교정을 이끄는 10대 회사들 중 하나로
그림4.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응용.
(A)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다양한 동물 모델 구축에 활
용되어 치료제 개발 연구를 가속화 시킬 뿐만 아니라 모
든 발생 단계의 인간 세포에 적용되는 유전자 교정 치료
제로 사용될 수 있다. (B) 농업 분야에서는 염기교정 유
전자가위를 이용하여 제초제, 질병, 환경 스트레스에 대
한 내성 및 식물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데 활용되어 농
업생산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 (C) 또한 염기교정 유전
자 가위는 유전자에 다양한 돌연변이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활성을 개량하거나 약의 표적 부위 혹
은 내성에 관여하는 잔기를 추적하는 연구에 도움을 준
다. (D) 만일,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의 sgRNA를 세포 외
부 및 내부의 특정 신호(화합물, 빛)에 반응하는 프로모
터와 연결하면 자극이 존재할 때 DNA에 관련 정보를 기
록할 수 있는 장치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E) 마지막으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에 의해 단백질에 종결코돈을 생성
하여 단백질 번역을 중단시키거나 반대로 종결코돈을 제
거하여 단백질 번역을 재개할 수 있고 RNA splicing에
관여하는 서열을 변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mRNA를 생성
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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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꼽히고 있다[12]. 또한 놀랍게도 David R. Liu 연구진이 개발
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관련 플라스미드 6000개가 1000명 이
상의 과학자들에게 Addgene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분양되었
다[13]. 이런 열풍적인 현상을 보여준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의료, 농업, 합성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다(그림4)[14]. 그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인 동물 모
델 구축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관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높은 특이성을 가지고 단일염
기를 편집하기 때문에 질환 동물 모델 구축 및 단일염기변이
(SNP,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의 교정을 통한 선천
적 유전질환 치료에 활용이 가능하다. 일례로 Hoxd13 유전자에
Q321R 변이를 유도할 수 있는 ABE mRNA와 sgRNA를 배아
에 주입하여 생쥐에서 합지증(syndactyly)이 발병한 동물 모델
구축에 성공하였다[15]. 유사한 방법으로 기초과학연구원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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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박사 연구진은 생쥐 배아에 색소 형성 유전자인 Tyr에 H420R 변이를 생성하는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를 주입하여
알비노 형질을 나타내는 생쥐를 제작하였고, 더 나아가 듀시엔형 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을 앓고
있는 성체 생쥐의 근육세포에 AAV(adeno-associated virus)를 이용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전달을 통해 성공적으로
Dmd 유전자의 종결코돈을 글루타민 코돈으로 교정하였다[16]. 한편, Gerald Schwank 연구진은 성체 생쥐의 페닐케
톤뇨증(phenylketonuria)을 치료하기 위하여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를 AAV를 사용하여 전달하였고 유전자 치료를 받
은 생쥐는 phenylalanine hydroxylase 효소의 활성이 증가하여 혈액 내 phenylalanine 농도, 체중 증가 등과 같은 병
증 완화 효과를 보여주었다[17]. 이렇듯 염기교정 유전자가위가 개발된 2016년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전 세계 연구진들
에 의해 질환 동물 모델의 구축 성공 사례와 더불어 유전자 치료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보고들이 잇따르고
있다.

3. 결론
1958년 Francis Crick은 "DNA는 RNA를 만들고 RNA는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분자생물학의 중심원리(Central
Dogma)를 제안하였다. 그 후, 인류는 생명과학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통해 생명체의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정보인 핵산을 자유자재로 교정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단일염기를 교정할 수 있는 염기교정 유전자
가위의 탄생과 진화는 정교하게 유전자를 교정하여 난치성 유전질환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외래 DNA를 사용하지 않고 생명체의 유전체를 자연변이와 구분할 수 없도록
편집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생물(LMO)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생명체의 특정 유전자에 다양한 돌연변이
를 축적시켜 유용한 형질을 나타내도록 진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듯 짧은 기간 안에 염기교정 유전자가위는 빠르
게 발전하였고 활용 범위도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 염기교정 유전자가위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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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 35명
•사업영역
제품 / 서비스

내용

소변검사키트 Ahead

스마트폰 기반 반려동물의 10가지 이상 의심 질병을 감지할 수 있는 솔루션

비문인식솔루션 Detect

스마트폰 기반 반려동물의 비문을 이용한 개체인식 솔루션

기능성 PB브랜드

반려동물용 건강기능식, 위생용품 등

한국에서 양육되고 있는 반려동물은 약 천만 마리로 추정되며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약 3조원 규모
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어 2023년에는 5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
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펫팸족(Pet + Family)들의 증가가 이러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애
완동물이라는 표현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의 생명체로 인간과 같이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반려동물이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
의 특성과 시간적·물리적으로 자주 병원에 가기 어려운 보호자의 현실, 더불어 효율적으로 질병을 예방, 방지할 수 있
는 솔루션이 부재한 지금의 상황은 사전에 치료가능한 질병도 꼭 말기에 수술로 치료받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핏펫의 Ahead는 보호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체외검사키트와 ICT를
융합해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소변검사가 가능하게 하는 이 솔루션은 저렴한 동시에 높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최적화된 영상처리기술과 알고리즘을 통해 99.6%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1만원대의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고 간편하게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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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고 간편하게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를 확인해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채취한 소변을 요화학검사
지에 묻히고 이를 색상표 위에 얹은 후 Fitpet 앱을
다운받아 촬영만하면 실시간으로 검사결과를 보여준
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이 검사를 통해 포도당, 단백질, 글루코즈 등 10가
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해당 항목들이 정
상수치 대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의심되
는 질병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어헤드로 감지 가능한 주요 질병으로는 요로결석,
방광염, 간질환, 당뇨병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질환은
반려동물 사망 질병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

그림 1. Ahead 제품 사용 프로세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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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head로 검출 가능한 10가지 항목과 주요 의심질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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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head 주요 인증 및 수상 현황

어헤드
드를 통해 축적하고 있는
있
반려동
동물들의 건강데이터 또한
또
핏펫의
의 큰 자산이
이다. 실
통해 축적하고
있는 나이,
반려동물들의
건강데이터
또한
큰 자산이다.
실제로 반려동물들의
나이,
제로 어헤드를
반
반려동물들의
의 성별,
나
견종에
따른 주요
요핏펫의
건강수치
치 항목들을
수집하고 성별,
있으며,
견종에 따른 주요 건강수치 항목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 위생 용품과 같은 제품기획에 해당 데이터를 활용

건강기능
능식, 위생 용품과 같은
은 제품기획
획에 해당 데이터를
데
활용하고 있다
다.
하고 있다.

체계적인 반려동물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수의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추천 동물병원

체계적
적인 반려동물
물의 건강관
관리를 돕기 위해 제품
품을 사용하는
는 고객들에
에게 수의사
사의 전문

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또한 계획 중이다. 어헤드의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건강관리까지 돕는 반려동물 건강

적인 상
상담과 추천 동물병원을
을 연결해 주
주는 서비스
스 또한 계획
획 중이다. 어헤드의 사용경험
사

관리의 종합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비전을 통해 핏펫은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반려생활을 만들

을어
바탕
탕으로
전문적인
관리까지 돕
돕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리의 종합 플
플랫폼으로 진화하
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건강관
핏펫의
또 하나의 .사업영역은
활용한
서비스이다.
비문이란
반려동물의만들어
코에 있는
핏펫은
더 개체식별
반려생활을
는 것이
이 목표이다.
이러한 바로
비전을
비 반려동물의
통해 비문을
건강하고
풍요로운
무늬인데, 사람의 지문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체정보이다. 비문을 통해 반려동물 신원인식을 하

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비문 이미지를 취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아 어

려움이
일례로
반려동물의은
비문은
항상반
촉촉히 젖어 있어
고도의활용
영상처리
기술이식별
동반되지
않으면
정확한
바로
비문을
의 있었다.
또 하나의
의 사업영역
반려동물의
용한 개체식
서비스이
이다.
비비
핏펫의
문의 패턴을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술의 발달로 인해 높은 해상도의 비문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

문이란 반려동물의
의 코에 있는
는 무늬인데
데, 사람의 지문과
지
같이
이 태어날 때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반이 마련되었고 영상처리 및 딥러닝 기술 등을 통해 비문의 특징을 추출하여 개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의 구현이 가

생체정보이
을 통해 반려
려동물 신원인식을 하려
려는 시도는
는 오래전부
부터 있었
고유의
능해지고
있다. 이다. 비문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의무적으로
관할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동물등록률은
50%가
실
실질적으로
비문 사람은
이미지
지를
취득하
하고구청에
확인하
하는 과정이
다양한
조
조건에
영향을 받아
으나 현재
채 되지 않는다. 현행 동물등록제에서의 등록방법은 3가지인데 내장형 인식칩을 활용하는 방법, 외장형인식칩을 부착

어려움이
이 있었다. 일례로 반려
려동물의 비
비문은 항상
상 촉촉히 젖어
젖
있어 고
고도의 영상
상처리 기

하는 방법, 외장형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 내장형 RFID칩의 경우 체내에 직접 삽입을 하는 침습적

술이
동
동반되지
않으면
한 등의
비문의
패턴을
파악
악하기
렵다.
최근에
에는
폰 기술
인 방법이고
탈모나
종양이 정확한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어렵
있어
보호자들이
꺼리고 스마트
있는 상황이다.
외장
의형
발달
달로 인해
높
높은
해상도
획득
득할
수 있는
있는
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고 등록방식을
영상처
비문훼손의
이 미지를
인식칩이나
등록인식표의
경우 의
분실이나
위험이 있다.
실효성
동물등록제를
위해선 기존의
바꿀기술
수술있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핏펫은 Detect라는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Detect는
리 획기적으로
및 딥
딥러닝
등을
통해
해
비문의
특
특징을
추출
출하여이름의
개체를
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의
방 스마트폰
구
기반의 솔루션으로 무해하고 간편하며 동물 등록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기존 RFID칩의 부작용을 극복하는 생체인식

현이 가
가능해지고 있다.
솔루션이다.

현재 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사
의무적
적으로 관할
할 구청에 동물등록을
동
해야 한다.. 하지만

72 2019 Vol.26 No.2

실제 동
동물등록률은
은 50%가 채 되지 않 는다. 현행 동물등록제
제에서의 등
등록방법은 3가지인
장형 등록인
데 내장
장형 인식칩을
을 활용하는
는 방법, 외장
장형인식칩을 부착하는
는 방법, 외장
인식표를

리고 있
있는 상황이다. 외장형 인식칩이나
나 등록인식
식표의 경우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
다. 실효
효성 있는 동물등록제를
동
를 위해선 기존의 등록
록방식을 획기적으로
획
바
있
방법
바꿀 수 있는
이 필요
요한 상황이고 핏펫은 Detect라는
는 이름의 솔루션을
솔
개발하였다. Detect는 스마트폰
스
기반의 솔루션으로
로 무해하고
고 간편하며 동물 등록비용이 들지
지 않으면서
서도 기존 RFID칩의
R

㈜핏펫

을 극복하는
는 생체인식 솔루션이다
다.
부작용을

반려동
동물의 개체
체식별 솔루
루션이 필요한
한 곳은 동물등록제 뿐만
뿐
아니라
라 펫보험에서도 마
찬가지이
이다. 국내 펫보험 가입
입률은 0.2%
%로 일본 8%,
8
스웨덴 40%에 비
비해 낮은 수치이다.
수
한국의 경우 동물
물등록률이 높지
높
않은 상황에서 개체식별이
개
보니 보험비 청구에
어렵다 보
대한 모
모럴헤저드가
가 만연해 있고,
있
보험사
사들은 손해율이 높다 보니 실질적
적인 보장을
을 해 줄
서도 가입
마
반려동
동물의
개체
체식별
루션이
한 곳은
물등록제
뿐만
뿐 마찬가지이다.
아니라
라 펫보험에
반려동물의
개체식별
솔루션이솔루
필요한
곳은필요한
동물등록제
뿐만동
아니라
펫보험에서도
국내 펫보험

etect를
통한
수률은
있는
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
상황이다.
한 높지
개체식별
보험사
사들이 가
0.2%로
일본 8%, 을
스웨덴
40%에지
비해
낮은 수치이다.
한국의 D
경우
동물등록률이
않은 별은
상황에서
개체식별이
찬가지이
이다. 국내 펫보험 가입
입률은 0.2%
%로 일본 8%,
8
스웨덴 40%에 비
비해 낮은 수치이다.
수

어렵다있
보니 보험비
청구에
대한 모럴헤저드가
만연해것
있고,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 보니
실질적인금년
보장을7월
해 줄DB손해
수
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하고
있으
으며,
실제로

한국의 경우 동물
물등록률이 높지
높
않은 상황에서 개체식별이
개
보니 보험비 청구에
어렵다 보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Detect를 통한 개체식별은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보험과
을
개체
체식별보험사
서비
스를 손해
세계
최초로
용화하는데
비문인식을
대한 모
율이
높다 상용
모럴헤저드가
가 통한
만연해
있고,
있
사들은
보니
실질적
적인 성공하였다
보장을
을 해다.줄DB손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금년 7월 DB손해보험과 비문인식을 통한 개체식별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

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재,못하는
한화손해
해보험한화손해보험
등
국내 등통한
대형보
MOU를
체결하고
체가
해보험
수 있는
는
보험상품을
을
판매하지
지
상
상황이다.
Detect를
한 보험사들과
개체식별
별은 보험사
사들이
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DB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국내
대형보험사들과
MOU를
체결하고
솔루션
논의하고
있다.
지고 도입을
있
있는
문제를
해결해있다
줄
것으로 기대
대하고 있으
으며, 실제로 금년 7월 DB손해
도입을
논의
솔루션
의하고
다.수 있을 것
핏펫의 Detect를 통해 동물등록제가 확대되고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된

보험과 비문인식을
을 통한 개체
체식별 서비 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
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다. DB손

다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처리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재, 한화손해
해보험 등 국내 대형보
보험사들과 MOU를 체결하고
체
해보험 뿐만 아니라 삼성화재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솔루션 도입을 논의
의하고 있다
다.

그림 4. DB손해보험에 적용된 비문인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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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와 개인
맞춤형화장품 기반기술 개발

1.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과 제주특별자치도
정부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칭: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하고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2018
년 10월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정 고시한 전국 14개 국가혁신클러스
터는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육성을 위해 혁신도시ㆍ산업단지 등의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갖춘 인근 지구를 연계하고, 혁신프로젝트, 금융
및 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6대 패키지 사업을 지원한다. 이 중 핵심 지원사업인 혁신
프로젝트는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신산업을 선도할 기술경쟁력을 갖춘 리딩그룹을 육
성하기 위해 수요처와 연계 추진하는 대규모 실증R&D사업으로 시도별 대표산업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에 축적된 자원 및 기존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전후방 연관
성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우수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
는 대표산업으로 「화장품 및 식품산업」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사업 추진으로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혁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
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2018년도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이 2018년 10월 유
치가 확정되고 본격 추진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화장품 기반기술 개발’
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 국비 70.7억원, 총사업비 10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
다. 동 기술개발사업은 제주테크노파크가 총괄하고, 아모레퍼시픽, 테라젠이텍스 바
이오연구소,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인포마인드,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
원, 제주대학교, 제주산학융합원 등 총 16개 기관ㆍ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격

서 인 수 수석연구원
제주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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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맞춤형화장품 기반기술 개발 개요
맞춤형화장품이란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요구 및 취향에 따라 즉석에서 혼합하여 소량 생산해 판매하는 화장
품을 말한다(표 1). 2018년 3월 개정·공포된 화장품법에 따르면,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
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
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설 및 신고제로 운영하며,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조제관리사 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다.
표 1. 개인 맞춤형화장품의 주요 특성

중심

행위

생산자
⇨
소비자

화장품의
혼합·판매

대상

불특정 다수 소비자

⇨

개별 소비자

제품

공통적으로 원하는 제품

⇨

나만의 개성있는 제품

생산

미리 제품을 대량생산

⇨

즉석에서 소량 생산

시기

미리 생산

⇨

소비자 요구에 따른 즉석 혼합

ㅇ화장품의 새로운 판매형태
ㅇ최종 판매장 /소비자 요구 / 즉석 / 혼합·판매

그림 1. 개인 맞춤형화장품 기반기술 개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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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0년 3월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단순히 고객 취향에 따라 섞어 쓰거나 특정 성분과 향,
색소 등을 조합하는 단계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등 첨단 ICT기술이 접목되고 융복합하면서 개인 맞춤기술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이 활발
하다. 또한 민간기업의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 시대를 맞아, 피부노화, 피부탄력, 탈모, 모발 굵기 등 개인별 유전특성
분석을 토대로 바이오 마커와 환경요인에 근거한 이상적인 개인 맞춤 처방의 뷰티 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은 다수 소비자들의 피부진단 및 유전체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 피부
진단기로 측정한 피부고민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맞춤원료 및 맞춤처방을 적용하여 개인별 맞춤형화장품을 즉석에서
제조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아래의 그림은 동 기술개발 사업의 요소기술과 기술정보의
흐름 체계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그림 1).
이때 공공 기반기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개인 맞춤형화장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개인 피부진단데이
터와 유전체 데이터가 「개인피부유전체 DB」에 축적되고, 화장품소재 원료화 연구결과와 맞춤형화장품 제형연구결과가
「화장품 원료·제형DB」 형태로 구축된다. 그리고 이와같이 축적된 DB는 빅데이터 수집/관리/분석 플랫폼과 맞춤형화
장품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피부진단 시스템 및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스마트 패키징 디자인 및 용기를 개발하며,
즉석에서 맞춤형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기를 개발한다.

3. 개인 맞춤형화장품 개발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은 총괄과제, 제1세부과제, 제2세부과제의 3개 기술분야로 나누어 관련 연구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표 2).
표 2. 개인 맞춤형화장품 기반기술 개발 세부과제 요약
구분

총괄
과제

세부과제명

핵심 기술

피부진단 및 유전체기술 활용 고객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개인 맞춤형 구축,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관리 기술,
화장품 기반기술 개발
화장품 네거티브 성분 규명, 개인 맞춤형
화장품 공공 기반기술 개발 및 보급 기술

주관 및 참여기관
제주테크노파크, 아모레퍼시픽,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 P&K피부임상
연구센타, 플렉싱크, 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총 7개 기관)

스마트 피부진단기 개발 및 개인별 피부진단
맞춤형화장품 제조용 스마트
제1세부
알고리즘 구축, 맞춤형화장품 제조용 스마트
피부진단기 및 팩토리
과제
팩토리 개발, 스마트 패키징 디자인 및
시스템 개발
용기 개발

인포마인드,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타우, 웰니스라이프연구소,
디자인케이엔코
(총 5개 기관)

맞춤형화장품용 천연소재 개발 및 데이터
제2세부 개인 맞춤형화장품 소재 및 베이스 구축, 천연소재 활용 맞춤형화장품
과제 제형 개발
제형 개발, 맞춤형화장품의 스마트팩토리
적용 기술 개발

제주대학교, 뉴메디온, 유씨엘,
제주산학융합원
(총 4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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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총괄과제
총괄과제는 개인 피부진단 및 유전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화장품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개인 맞춤형화장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검증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개인 피부특성 3,000명 측정, 유전변이정
보(SNP) 1,000명 분석, 동안(童顔) 및 노안(老顔) 시험자 대상 유전체(WGS) 150명 분석, 두피 및 모발 특성 300명 측정
결과를 빅데이터로 축적한다. 이를 활용하여 신규 피부 및 두피특성 예측 유전자 35건을 발굴하고, 맞춤형 유전자검사
키트 5건을 개발하며, 화장품 네거티브 성분 40종에 대한 피부임상결과를 확보한다. 이들 연구성과는 공공 기반기술 거
점으로 맞춤형화장품 빅데이터 플랫폼에 집적되고, 협업 공간으로 「개인 맞춤형화장품 실증랩」도 구축 운영 중이다.

3.2. 제1세부과제
제1세부과제는 현장 진단 및 맞춤형화장품 제조가 가능한 프로세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피부타입 분석용
진단 알고리즘 및 피부진단기를 개발하고, 빅데이터와 맞춤 처방의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팩토리를 설계 제작한다. 이
때 스마트 피부진단기를 활용한 피부진단 결과와 총괄과제에서 구축되는 맞춤형화장품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하여
개인 맞춤형 진단 프로그램 및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웹, 앱을 개발한다. 또한 2세부에서 개발한 원료 및 레시피를 적용
하여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즉석에서 제조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고,
여기에 필요한 맞춤 처방 알고리즘 솔루션을 개발 적용한다. 또한 IoT기술 기반 스마트 기능을 적용한 스마트 패키징
용기를 개발하여 맞춤형화장품 제조에 적용하여 10분 이내로 개인 맞춤형화장품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3.3. 제2세부과제
제2세부과제는 맞춤형화장품용 천연소재 개발 및 성분기반 DB를 구축하고, 천연소재 활용 맞춤형화장품 제형 개발
및 스마트팩토리 적용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제주특화 천연물을 활용한 피부 고민별 맞춤 소재(보습, 주
름/탄력, 미백, 시카/수딩, 모공/결, 여드름, 탈모방지, 아토피) 및 기능성화장품 주요성분(주름개선, 미백, 보습)을 개
발하고, 이들 천연물 소재에 대한 성분기반 DB 구축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피부타입 및 피부고민별 맞춤형 처
방 160건(스킨케어 120품목, 바디케어 18품목, 헤어/두피케어 26품목)을 개발하고, 피부진단 결과 및 유전체 분석결과
에 기반한 레시피를 선정하여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적용성 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제주특화자원 기반 피부고민별
맞춤형화장품 특화 원료 10종을 개발하고,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등재를 6건하며, 맞춤형화장품 원료 100건에 대한
유효성분 기반 DB를 구축하고 있다.

4. 활용과 기대효과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은 동 사업 기간 동안 「개인 맞춤형화장품 실증랩」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화장품
공공 기반기술 개발 및 관련 빅데이터 축적, 유전자 진단키트 활용 등의 시범 적용으로 전체 시스템을 구현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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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역 화장품매장, 뷰티샵 등 안테나 샵을 지정하여 현장적용 테스트를 진행하고,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년
간 1,400만명)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화장품 매장에 스마트팩토리를 설치 운영하여 개인 맞춤형화장
품 관련 본격 기술보급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그림 2).

1

구매의향, 시작

6

구매 고객의 참여

2

설문&진단

사용&피드백

맞춤형 화장품
서비스 플랫폼

3

빅 데이터 분석

5

맞춤형화장품 제조

스마트팩토리&스마트 패키징

4

맞춤처방

유전자 진단KIT, 피부진단기 생활환경&사용자 DB 맞춤형화장품 처방 알고리즘

그림 2. 개인 맞춤형화장품 기반기술의 성과확산 방안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의 성공적인 수행은 개인 맞춤형화장품 분야 선도기술 확보 및 관련 신규 비즈니
스 모델 제공으로 이어져, 제주 화장품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개인 맞춤형화장품 분야 특성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이 가
능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 맞춤형화장품 관련 기술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점유한 원천 핵심기술
이 아닌 융복합 서비스 기술로 단기간의 집중 기술개발로 사업화가 가능하며, 고도의 기술력이 융합된 개인 맞춤형화
장품 기술의 선진지로의 지속 발전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가 찾는 화장품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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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닌 바이오리파이너리
사업단

1. 리그닌 바이오리파이너리 사업 필요성
리그닌은 셀룰로오즈 다음으로 자연계에서 대량 생산되는 생물자원이다. 셀룰로오즈
의 경우 펄프, 제지, 섬유 산업 등에서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리그닌의 경우 연
간 20억톤 이상이 자연계에서 생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쓸모를 찾지 못하여 거의 전
량 소각 처리되고 있는 바이오고분자라 할 수 있다. 현재 2세대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건설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막대한 양의 리그닌이 부산
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리그닌을 부가가치화 하지 못할 경우 바이오매스
를 이용한 전체 바이오리파이너리 산업 전체의 경제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리그닌은 셀룰로오즈와 달리 방향족 화합물을 단량체로 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소재이다.
그러나 셀룰로오즈 등은 효소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가수분해되어 당으로 전환되는 반면
리그닌의 경우 아직까지 분해기술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리그닌을 효율적으로 단량
체화 할 수 있는 원천 생촉매 개발에 성공할 경우 다양한 방향족 분해산물에 기반한 새로
운 바이오리파이너리 신산업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리그닌으로부터 유용자원 및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사업이 출범되어 진행되고 있다.

2. 리그닌 바이오리파이너리 해외 연구 동향
○ 미국 DO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김 용 환 사업단장
리그닌 바이오리파이너리
사업단
metalkim@unist.ac.kr

- 미국 DOE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60억 갤런 이상의 리그노셀룰로오즈 유
래 Advanced Biofuel을 공급을 목표로 함
- 이를 가능하게하기 위하여 현재 3개 이상의 바이오에너지 센터에 매년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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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ISA 법안에 따른 미국 DOE의 바이오연료 보고 계획안.

그림 2. 유럽의 바이오매스 이용 프로그램 (BBI-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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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투여하고 있음.
- RFS 제도하에 의무적으로 리그노셀룰로오즈 유래 바이오연료를 혼합사용하게 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매년 거의 1억톤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의 리그닌이 부산물로 배출될 것이며 이에 관한 사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임.
https://www.congress.gov/bill/110th-congress/house-bill/6

○ 유럽 BBI-JU (Bio-based Industries Joint Undertaking)
- 유럽 Horizon 2020 프로그램에 따라 바이오매스 기반 신산업을 위하여 산학연간 연계 프로그램을 유럽 차원
에서 결성
- 2014년부터 2020년 7년간 총 37억유로 (4조원)의 예산으로 바이오매스 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노력
- 바이오연료 및 부산물로 발생하는 리그닌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역량을 결집하고 있음.
https://www.bbi-europe.eu/

3. 리그닌 바이오리파이너리 연구 내용
자연계에서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리그닌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신개념의 생촉매를 개발함으로써 리그닌
유래 신규의 방향족 화합물을 획득하는 기술

ㅇ (특징)
- 상온 상압의 환경하에서 리그닌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고효율 생촉매 기술
- 선택적으로 분해되어 예상가능한 수의 방향족 단량체가 생성
- 생성된 방향족 단량체를 이용하여 기존 정밀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의 생성물과 경쟁이 가능하고 대체가 가능

ㅇ (핵심기술)
- 무변형 고효율 리그닌 추출기술: 자연계에서 생합성되어 있는 리그닌을 화학적 변형없이 자연상태의 결합상태를
유지하면서 고효율로 추출하는 기술
- 고효율 리그닌 분해 생촉매 기술: 분해된 단량체의 재중합을 억제할 수 있고, 단량체 라디컬의 공격으로부터 방어
가 가능하고, 고농도의 산화분해 조건 및 고농도의 단량체 생산물에 내성이 있으며, 동시에 고속의 반응동력학적
특성을 가지는 리그닌 분해 생촉매 개발
- 고효율 리그닌 분해 생촉매 고생산 기술: 리그닌 분해 고효율 생촉매의 대량생산을 위하여 반응부위 cofactor 생
합성증진, 생산된 생촉매의 분비 및 고농도 생산 기술
- 분해 단량체의 반응 정제 및 zero-waste화 기술: 생촉매에 의하여 분해되어 생산된 단량체를 반응 및 전환을 통
하여 좀더 용이하게 분리정제, 고부가가치화 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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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활용분야) 코스메틱산업, 자동차산업, 의약용 정밀화학산업
- 코스메틱산업용

(방향족계 향료, 천연방부제, UV 차단제 등)
- 자동차산업용 (방향족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방향족계 바이오우레탄 등)
- 의약용 정밀화학산업용 (방향족 기반 의약용 중간체 등)

ㅇ (시장전망) 방향족계 화학산업 시장 세계 규모: 100조원 이상
- 국내 코스메틱산업 연평균 성장률 20 % 이상 급성장
-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경량 바이오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의무 사용 (5% 이상)

그림 3. 연구개발 개념도

-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리그닌 분해효소의 활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의 고활성 효소 유전자 탐
색과 함께 효소 단백질 표면으로부터 반응부위, 즉 heme 부위로의 전자 이동 경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
이러한 전자 이동 경로에 관여하는 아미노산 잔기의 역할을 연구하고, 단백질 공학기법을 통하여 변형함으로써 매
우 탁월한 성능의 리그닌 분해효소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서는 분자진화적 방법 외에 양자계
산 등을 통하여 바이오촉매를 모델링하고 재설계하는 기법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적인 화학촉매와 달리 재설계된 바이오촉매를 이용하여 리그닌을 분해할 경우 단량체 상태의 저분자화합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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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획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물론 최초 리그닌의 단량체 종류, 비율에 따라 산출되는 생성물의 종
류, 농도는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올리고머 상태 외에 단량체 형태의 저분자 화합물은 그 자체로 신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단량체 상태의 저분자 화합물은 식품, 화장품 등 personal care용 정밀화학, 기능성 화학제품의 핵심소재가 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시린직산과 같은 화합물은 고분자 소재의 단량체로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고
분자를 중합생산할 경우 자동차 소재 등으로 대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큰 파급효과가 기대됨.

4. 리그닌 바이오리파이너리 사업 전망
최근 미국의 4대 바이오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존 당기반 바이오리파이너리 외에 리그닌 기반 바이오리파이너
리로 연구방향을 선회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시작된 리그닌 바이오리파이너리 사업이 규모는 비록 1/10 규모이나 시작
시점 자체는 거의 동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리그닌에 대한 과학적 이해 및 지식이 급속히 축적되어 이를 이
용할 수 있는 생촉매 등 다양한 지식,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 이러한 리그닌을 고부가가치 화
합물로 전환하는 기술의 개발은 바이오매스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바이오경제 체제 구축에 큰 이정
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리그닌의 복잡성, 리그닌 분자결합의 난해함 등은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다
양한 학제간 융복합연구를 통하여 이를 극복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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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은 이루어진다

글을 쓰기에 앞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연구자가 되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젊은 BT인’원고를 부탁 받았
을 때,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게나마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글을 써볼까?’생각을 했지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구원 생
활을 한지 1년도 안된 햇병아리 연구원인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문을 전달하기는

안 정 웅 연수연구원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고, 이 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 전문연구단

리까지 오게 되었던 이야기를 써보고자 합니다. 다른 분들처럼 멋진 글을 쓰기에는 글

jungung89@kribb.re.kr

재주가 없어 다소 재미가 없는 글 일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생물을 배우다.
중고교 시절, 저는 학업을 중요시 하지 않았고,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었습니다. 소
위 질풍노도의 시기(?)를 격고 있었죠. 학교를 가면 적당히 시간을 때우고, 장래희망
도 없이 시간을 허비했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
습니다. 어떤 학문에도 출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과’와 ‘문과’의 선택을 사이에 두
고, ‘어디로 진학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암기에는 영 소질이 없
었던 저였기 때문에, 암기과목이 많은 문과보다는 수식을 풀이하고, 현상을 공부하는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이유로 이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기점으로 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교시절, 생물선생님은 학교에서 가장 무섭고, 열정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처음
에 생물을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는 단지 엄격하고 무서웠던 생물선생님께 혼나기
싫어서 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물이란 학문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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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많은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자연이 순환되고 있는지, 체내에서 보이지 않는 유전자
가, 세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혹자들은 생물도 암기하는 학문
이 아니냐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생물은 실제의 현상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매우 심도 있는 학문입니다. 세
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생명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생물은 이해하면 할수록 신비하고, 오묘하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공부에 흥미를 느꼈고,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땐,
대부분의 학생들이 심화과정을 화학II 또는 물리II를 선택을 했지만, 생물을 집중적으로 알고 싶었던 저는 생물II를 선
택하게 되었고, 전교에서 유일하게 생물II를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공부에 욕심이
생겼고, 대학을 가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끄럽게도 4년제 대학은 꿈꾸지 못할 성적을 가진 저였기
에 거의 체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물 성적으로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수시전형을 알게 되었고, 운이 좋
게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세우다.
대학교를 입학하여 생물학과에 진학하면서, 오로지 생물만 공부하게 되었을 때,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몰랐던 생물이
란 학문이 얼마나 넓고, 세분화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고, 다양한 실험 강의를 통해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
니다. 아마 그때부터 연구원으로서의 꿈을 키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학부연구원을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그 때는 ‘식물생리
생화학’연구실에서 식물에 존재하는 천연물 추출과 그의 효능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구체적으로 콩에서 적혈
구를 응집시키는 작용을 하는 렉틴 (lectin)이란 물질을 정제하고, 그 특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생
각해보면 콩을 갈아 단백질을 정제하고, 다양한 혈액에 대한 응집력을 확인하는 매우 단순한 연구였지만, 스스로 계획
을 수립하고, 학습하고, 실험한 첫 연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때의 들뜸과 열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구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그 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이 후 다양한 강의와 연구를 통해, 생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와 자연계에 대부분의 대사를 촉매 하는 ‘효소’에
흥미를 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세부전공으로 ‘분자효소공학’을 선택하여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
를 포함한 주변 누구도 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공부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연구원으로서의 미
래를 꿈꾸며 한발 씩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진학
아직도 대학원 진학을 위해 홀로 서울로 올라온 그때의 설렘이 생생합니다.
20대 초, 서울에 대한 궁금증과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아야 된다는 막연한 두려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안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나름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학원 진학 일주일 만에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초반의 대학원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BT News 2019

89

BT News

BT스토리

그림 1. 대학원 사진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선배들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감탄만 나왔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 ‘도시’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다면, 대학원은 능
동적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헤쳐 나가야 하는 ‘정글’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사 초반에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고 하루에 수십 번 생각이 들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던 기
억이 납니다. 연구가 잘 진행되지 않고 막히거나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면 막연한 두려움과 슬럼프에 빠질 때
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꿈꾸던 미래를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다는 생
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니, 많이 성장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었으며, 시
야가 넓어지고, 도전정신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도교수님과 동기, 선, 후배
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루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학원 시절을 함께 지낸 그 분들에게 감사의 말
씀을 전합니다.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성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소통, 그리고 신뢰를 쌓는
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대학원 과정 동안, 인간을 포함한 고등생물 내에서 면역, 방어기작, 항염증, 항상성조절 등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여
하는 신호전달물질의 일종인 옥시리핀 (oxylipin)이란 물질과 이와 관련된 효소인 지방산화효소 (lipoxygenase)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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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동물에서 분비
되는 옥시리핀은 지질조절제 (lipid mediator),
자가치료조절제 (Specialized pro-resolving
mediator)라고 불리며, 이미 1980년대부터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최근에는 외부감염, 면
역, 염증반응과 관련되어 자가치료물질로서 주
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감염성 및 대
사질환’에 대한 ‘치료물질’로서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으며, 생체 내에서 분비되는 물질이기 때문
에 앞으로 ‘화학약품’을 대체하는 ‘차세대 의약물
질’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옥시리

그림 2. 연구사진

핀은 생체 내에서 극소량 만들어졌다가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물질의 확보가 어렵고, 생체 밖에서 유의적인 생산을 확인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옥시리핀을 생체 밖에서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법’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
로 미생물에서 지질조절제의 일종인 헤폭실린 (hepoxilin)과 트리오실린 (trioxilin)을 생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확보하
였고, 총 10가지의 지질조절제를 생물전환법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생합성하였으며, 그 중 5가지의 물질이 페록시좀
증식체 활성화 수용체 (PPARr)에 작용하여,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사질환
인 당뇨병 치료물질로서, 기존의 화학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
로 천연 치료물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지질조절제의 생합성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박사학위 과정을 무사히 끝마치고, 대학원 진학 6년 만에 드디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기.
현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합성생물학 전문연구단’에서 효소공학 전공자로서 연수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생명과학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한 기관으로 오래전부터 입사를 꿈꿔 왔습
니다. 특히, 합성생물학 전문연구단은 합성생물학과 효소공학의 메카로써, 응용 및 시스템 생물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학문을 접목하여, 다양한 전공을 연구한 선배 연구원님들과 동료 분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직 접하지 못한 다
양한 분야의 연구를 배우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전자회로 (genetic circuit)로 구축한 바이오센서
(biosensor)를 이용한 특이 활성 효소 탐색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학문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타인의 지식에
의해 박식해질 수는 있으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도움
으로 말 그대로 꿈이었던 연구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타인이 밝혀낸 지식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한명의 어엿한 연구자로서 편견을 두지 않고 넓은 시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시각, 열정적
인 도전정신으로 연구에 임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연구자가 되어보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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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입사 후 사진

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여, 제가 받은 것만큼 후배 연구원들에게 많은 지식
을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할 때는 무슨 내용으로 써야하나 고민하였는데, 쓰다 보니 내용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든 BT인들 그리고 독자 분들의 연구가 모두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92 2019 Vol.26 No.2

BT스토리

*

BT News

BT인으로서 성장기

‘그 동안의 인생사와 새로운 막을 여는 다짐’ 이라는 에세이 주제를 받고, 진로를 고
민하던 상황과 그때의 마음가짐을 돌이켜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번 기고는 새로운 시
작에 앞서 다시금 저의 초심을 생각해볼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
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BT News 편집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진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던 때를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였습
니다. 문과와 이과 중 선택해야했고,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었
기에 더욱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시대회 부상으로 외국에서 과학 탐방을 할 기

양 윤 정 교수

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교와 과학박물관을 견학하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신나게 설명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yj.yang@inha.ac.kr

‘자국민의 자긍심과 국력은 과학기술에서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
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직업을 갖는다면, 더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과학캠프에 참여하였던 경험도 제 진
로선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고등학생 신분인지라 실험
을 수행했다고 이야기 하긴 힘든 수준이였지만, 과학자/공학자로의 진로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되는 응용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서 공학자로서 진로를 진지하게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로 진학하였고, 화학공학을 복수 전공하였습니
다. 식품공학, 생명공학, 화학공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과목을 두루 이수하며 졸업
할 때 쯤에는 한 가지 현상과 사물에 대해 보다 넓고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수업은 최우석 교수님의 ‘공정해석 및 설계’ 강의였습니다.
SuperPro 프로그램을 배우고 다루며 직접 공정을 설계해봄으로써 양론, 물질 수지,
반응 공학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생물공정공학에 대한
이해가 압축된 수업이었고, 흥미를 크게 느꼈던 강의였습니다. 그 수업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시스템에서의 단백질 생산과 응용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
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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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기반 바이오 소재 개발
저는 바이오 소재로서의 단백질을 연구하시던 포항공대 차형준 교수님 실험실에서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
니다. 대학원에서는 대장균 유래 인공 단백질의 생산 및 응용을 주로 연구하였습니다. 구제적으로는 홍합 융합 단백질
에 관한 연구, 홍합 족사(足絲)의 실크 유사 단백질에 관한 연구, 누에 실크 기반 바이오 소재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
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미잘 유래의 실크 유사 단백질에 관한 연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연구하던 Nematostella vectensis라는 스타렛 말미잘은 작은 충격에도 몸을 1/10 수준으로 수축시키고 다시 이완시
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택배로 말미잘을 받을 때에는 새끼 손톱만한 작은 콩벌레처럼 보였는데, 다음날 아침
에 가서 확인해보니 손가락 길이만큼 뻗어 있었습니다. 택배 이송시에 흔들림이 말미잘에게는 충격이 되어 몸을 웅크
린 상태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피부를 극도로 수축, 이완시키는 말미잘의 행동에서 엘라스틴-실크 유사체와
같은 단백질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실크 단백질은 수세기 이용되어 온 천연 고분자로, 누에 실크의 경우 상처를 꼬매는 봉합사 등과 같이 인체에 적용
시 거부반응이 적은 바이오 소재로써 응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열의 변화를 유도하기 힘들고, 화학적 치환이 제한
적입니다. 이에 기능적 다양화를 위해 재조합을 기반으로 한 실크 소재의 응용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재조합 기반
의 실크소재의 경우는 거미의 실크를 모사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였으며, 다른 생물종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사례가 거

그림 1. 포항공대 차형준교수님 20주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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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습니다. 실크 단백질의 물성이 유전 서열과 종(種) 특이성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다각화된 응용과 물성의 발견을
위해서도 다양한 종 유래의 단백질 공학의 필요성이 강조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말미잘은 거미실크, 누에 콜라겐
단백질과 서열 유사성이 높은 단백질 서열을 가지고 있었기에 연구에 유망한 후보군이라고 판단하여 연구를 본격적으
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미잘 유래 실크단백질은 선행연구가 없었던 새로운 분야입니다. 따라서 가설대로 말미잘 안에 섬유성 실크 유사
단백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말미잘 조직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것부터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단백
질의 존재, 단백질 서열의 탐색을 시작으로 공학적 생산에 유리한 형태로 유전 서열이 새롭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얻어
진 단백질의 생합성과 분리추출법을 확립하는 과정에서도 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
에도 기다려주시고 독려해주신 차형준 교수님 덕분에 실패한 연구 결과에 쉽게 낙담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마음의
부담없이 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유성 교수님께서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의견을 주시고, 함께 논의
해 주신 덕에 미숙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며 성공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문헌을 읽게 되
었고, 다각도로 시도를 해보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생산된 단백질은 섬유형태로 제조가 되었고, 같은 분자량을 갖는 인공 실크 단백질과 견주었을 때도 경쟁가능한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노 시트, 하이드로젤 등의 제조물로 다양하게 제조를 함으로써, 단
백질의 가공 및 제조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여러 시도를 통해 얻은 말미잘 유래 하이드로젤이 피부
또는 인공 관절의 물성을 충족시킨다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조된 스캐폴드가 세포의 생육 및 성장에 저해되지
는 않는지, 그리고 피부 이식시에 유발되는 독성이나 면역반응은 없는지도 세포 및 동물실험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듯 긴 호흡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인공 단백질의 디자인, 생산, 제조 및 특성분석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경
험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과 특허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본 단백질의 기술이전까지 완료가 됨으로써 재조합 단백
질의 개발과 응용에 대한 처음과 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갚진 기회였습니다. 되돌아보니 유전 정보를 찾아내는 일부
터, DNA-단백질-소재에 이르기까지 넓은 연구 시도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운
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홍합접착단백질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 온 연구실의
교수님과 선배님들의 선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였습니다.

생체 시스템 모방 연구
졸업 이후에는 박사 후 연구원 과정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박사 재학시절 재조합 단백질과 천연 폴리머 기반의 연구
들을 주로 수행해 왔던 터라, 접하지 못한 새로운 소재와 접근법을 배우는 것이 향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이 들었습니다. 저는 MIT 화학공학과 Bradley Olsen교수님 실험실에서 핵공막을 모사하는 합성 폴리머 기반 하이드
로젤 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돌연변이를 통한 단백질 하이드로젤 개발 연구, 단백질 합성의 자
동화 시스템, 핵공막 단백질의 특성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핵공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특정 크기 이상 (~5 nm, 40 kDa)의 생체분자의 유입을 entropic repulsion에 의해 차
단합니다. 하지만, 특정 생체분자의 경우에는 이 반발력을 통과하여 핵공막 안으로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핵공막
단백질이 특이성이 있습니다. 반발력을 이기고 물질이 통과하는 기동력은 핵공막 단백질과 이동 분자간의 선택적 친화
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핵공막단백질의 선택적 분리능을 모사하기 위해 큰 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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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인 entropic repulsion과 물질-핵공막 단백질간 친화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폴
리머-펩타이드 기반의 하이드로젤로 모사하였습니다. 디자인 된 하이드로젤들은 같은 이동물질이라 하더라도 컨쥬게
이션 된 하이드로젤의 이동물질과의 친화도에 따라서 강력한 막으로써 작용하기도 하고, 또는 친화적인 바인더로써 물
질이동을 촉진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항체 중에서도 한 가지의 항체만을 분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후로 핵공막 단백질의 consensus 서열의 돌연변이를 이용한 물질 수송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박사 학위간의 연구가 물질 자체를 개발/모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박사 후 연구원으로 수행한 연구는 자연상의 시스
템 자체를 모사한 연구입니다. ‘모사’라는 큰 흐름은 같으나 연구에 대한 접근 방식과 해석 과정이 달라 그 안에서도 흥
미를 잃지 않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험실 인원의 몇명은 이론 연구 및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 관련 분야에
이해가 없었지만 궁금증이 생겨 퇴근을 해서는 독학으로 코딩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Olsen 교수님은 책을 추천해
주시거나, 본인의 책을 빌려주시며 독려해주셨습니다. 통달의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주변 포닥이나 공동연구자들과 디
스커션을 하고 개념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Oak Ridge연구소에서 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을 해야 했었는
데, 그때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해석에 대해 수학과 모델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이 의미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과 같이 했던 공동연구입니다. 제가 합류하였을 때에는 과제 기
한이 얼마 남지 않은 연구였습니다. 짧은 기간 맡은 프로젝트였지만, 이 연구 기회를 통해서 경험이 없던 반응성 폴리

그림 2. MIT Bradley Olsen교수님 실험실 apple picking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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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의 합성과 분석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과제는 처음었던 지라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도 배울 수 있었습니
다.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랩에서 얻어진 물질을 추가적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분석하는지 알 수 있었고, 출장
을 통해 회사 랩을 탐방하면서 랩과 회사와의 간극이 어떠한 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포스닥 기간 동안 랩 안팎에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연구를 할 기회가 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와 협업하여 연
구를 진행하며 제 지식이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평소 저
와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전문적 영역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과 흥미로운 연구를 할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주신 Olsen 교수님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무리 글
이제 연구실을 이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 되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들어 후배들이 이런 저런 고민으
로 상담을 요청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도 같은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대답이 당시의 나에게 도
움이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몇 년 동안은 잊고 지냈던 대학원에서의 일상들을 되새겨 보면서
어떤 멘토의 자세로 교수로서 학생들과 함께 상생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잠시나마 제 옛 기억을 돌이켜보니,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순 없지만 어떤 예시
든 모두 제가 앞으로 바라는 이상향을 그리는 데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좋
은 멘토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마무리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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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 속의 생명공학 기술

프랑스의 생화학자이며 세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이 파스퇴르 (Louis Pasteur,
1822-1895)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하지만 뛰어난 과학적 발견은 국가의 이름으로 기억된다.”[1]
생물 공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어서, 뛰어난 과학적 발견은 단순히 기억되는 것을 넘
어서서 국가를 만들기도 할 만큼의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벨로루시가 고향인 채임 와이즈만 (Chaim Weizmann, 1874-1952)은 유대인 박해
로 고향을 떠나 스위스와 독일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1904년부터 영국 맨체스터의 유
명한 화학자인 윌리엄 펄킨 (William Perkin, 1863-1945) 밑에서 수학했다. 그 시기
에 그는 합성고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틸알코올을 생산하는 클로스트리디움 아세토
부틸리컴 (Clostridium acetobutylicum )을 이용하여 당에서 아세톤과 부탄올의 혼합
물을 얻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2]. 그러던 그는 1915년 영국의 군수장관이던 데
이빗 로이드 조지 (David Lloyd George, 1863-1945)의 눈에 띄게 되어, 군수물자 중
하나이던 아세톤 부족을 해결하라는 특명을 받는다. 당시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중이라
폭약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니트로셀룰로스가 부족했는데, 아세톤은 이 니트로셀룰로
스를 만드는 용매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아세톤은 나무를 밀폐된 용기에 넣고
가열하여 생성되는 증기에서 추출하여 만들었는데, 공정의 비효율성과 대량의 목재를
전쟁 중에 수입하는 문제가 맞물려 있어, 아세톤을 자국 내에서 대량생산하는 것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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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정 전 이스라엘의 50리롯 화폐에 들어있는 채임 와이즈만의 사진 (왼쪽) 및 그가
acetone 생산을 위해 사용한 Clostridium acetobutylicum (오른쪽, [3])

세계사 속의 생명공학 기술

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채임 와이즈만은 클로스트리디움 아세토부틸리컴 균주를 이용하여 당을 발효시켜 아세톤, 부탄올 및 에탄올을 얻는
발효법을 개발했는데, 이를 ‘acetone-butanol-ethanol (ABE) fermentation’이라 부르고 그 공정을 ‘Weizmann
process’라 부른다 [2]. 이를 통해 아세톤을 대량으로 확보하게 된 영국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었다. 그 후 영국
수상의 자리에 오른 로이드 조지는 채임 와이즈만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었고, 그는 팔레스타인에 유
대인들을 위한 국가의 수립을 지지해 달라고 하였다. 로이드 조지 수상은 당시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얼 밸푸어 (Earl
Balfour, 1848-1930)와 논의 했고, 유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밸푸어 선언 (Balfour declaration, 1917)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3]. 마침내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되고 채임 와이즈만은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과학계의 대표적인 세렌디피티(Serendipity, 의도하지 않은 발견, 뜻밖의 운 좋은 발견)의 예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
페니실린은 수백 만 명의 목숨을 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인류사 최근 100년간의 위대한 발명을 꼽는 질문에 항상 언
급되는 발명인 페니실린은 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기여한 공로도 있다. 1944년 6월 6일 동맹군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그림 2. 알렉산더 플레밍, 에른스트 체인, 하워드 플로리 (상단 왼쪽부터). 페니실린 노타텀 (상단 오른쪽) 과 그가 배양접시 상의 푸른곰
팡이 주변의 포도상구균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스케치 한 것 (하단 왼쪽 [3]). 에른스트 체인과 하워드 플로리에 의해 상업화된
균주는 실제로 Cantaloupe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흰 곰팡이를 개량하여 만들어 졌음 (하단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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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의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니실린이다. 당시 부상병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한 항생 물질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페니실린은 전쟁 중인 군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43년경
대량 생산에 성공함으로서 노르망디 작전에 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었다 [4]. 페니실린이 있기 전에는 총상 등을 입고
부상당한 경우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팔, 다리와 같은 상처
부위를 잘라내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때문에 총상이나 부상이 빈번한 상륙작전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에게 페니실린의
존재는 사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잘 알려진 대로 페니실린은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 (Alexander Fleming, 1881-1955)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는 포도
상구균 배지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여름휴가를 다녀온 직후 우연히 배양접시에 발생한
푸른곰팡이 주위가 무균 상태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5]. 그는 푸른곰팡이 (Penicillium notatum)의 배양물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페니실린(Penicillin) 이라고 명명하였다. 페
니실린은 옥스퍼드 대학의 에른스트 체인과 하워드 플러리에 의해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거친 후, 록펠러 재단 및 미국
정부의 연구기금을 받고, 당시 유수의 화학회사인 머크 등과 같은 회사의 협력으로 1943년부터 대량생산되기 시작하였
고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앞당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 될 수 있었던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많
은 나라들이 독립을 한 것을 보면 페니실린도 결국 세계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생명공학 기술로 볼 수 있겠다.
최근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연이어지고 있다. 2019년
7월 1일 반도체의 핵심소재가 되는 불화수소의 수출을 규제하더니, 2019년 8월 2일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
트’에서 제외했다. 우리도 ‘일본의 불화수소’와 같이 수출규제로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소재는 없는지 알아보았
더니 대표적인 것이 디스플레이용 OLED 패널이라고 한다 [6]. 그런데 이미 불화수소 수출규제가 있기 전 2개월간
OLED 수출량이 4월 주문량을 기준으로 8개월분의 사상최고치라고 하니, 일본 정부가 단단히 조사하고 준비한 모양이
다. 생명공학 기술 중에는 OLED 패널과 같이 수출규제를 해서 상대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있을지 생각해 본
다. 100여 년 전 1차 세계대전 시의 아세톤, 80여 년 전 2차 세계대전 시의 페니실린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전쟁을 끝
내는 데 도움을 준 기술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시의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과 투자
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도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정부의 각오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여행자제나 불매운동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는 것 보다는, 아세톤, 페니실린에 비견될 만한 현 시대의 첨단 기술들이 개
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몇 가지 독보적인 첨단 기술을 보유하
게 되는 그 날이 바로 일본과 같은 주변 강대국이 함부로 경제조치를 할 엄두를 내지 않게 될 날이며, 다시는 지지 않겠
다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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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다채로운 싱가포르의
다문화를 들여다본다

싱가포르가 등장하는 영화 중에는 ‘캐리비안의 해적’이 있다. 주인공 잭 스패로우 선
장이 정글이 우거진 어느 섬마을에서 험상궂게 생긴 동양 선원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
온다.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열도 사이를 통과하는 무역 요충지 믈라카 해협을 차
지한 이 신비의 섬이 지금의 싱가포르다. 중계무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적들의 근
거지가 되기도 했던 이곳은 역사적으로 ‘테마섹(Temasek)’이라 불렸다.
‘싱가포르’라는 이름은 사자(singa)의 도시(pura)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했다.
인근 나라의 왕자가 들렀다가 사자 같은 맹수를 발견했다는 설화가 원형이다. 지형적
으로 대형 육식동물이 내륙으로부터 건너올 거리가 아니라며 말이 많았지만, 1831년
에 말레이 반도로부터 호랑이 한 마리가 헤엄쳐 온 적이 있다. 천 년의 전설이 실화로
변하던 순간이다.
필자는 2015년 여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해 11월부터 2018년 말까지 싱가포르 국
립대학교(NUS)에서 연구원(research fellow)으로 재직했다. 2019년 1월부터 건국대
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게 된 것도 싱가포르에서의 3년 동안 학술적 역량과 가치
관에 있어 큰 변화와 성장을 겪은 덕분이라 생각한다. 싱가포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자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지금의 싱가포르는 부국으로 손꼽히지만 독립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
기를 겪은 후 1963년 영연방을 벗어났지만 새로 가입한 말레이 연방에서도 민족 갈등
으로 인해 1965년 축출되었다. 신생국가로서 먹고살기가 막막했던 상황이라며 당시
리콴유 총리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TV로 방영되자 싱가포르 사람들은 결의를 다지
며 경제적 자립을 앞당기는 힘을 발휘했다. 이후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7만 달러
에 이를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2018년에는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이 나 래 연구교수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michelle3690@gmail.com

개최하면서 한국인에게 친숙한 나라가 되었다. 한류 덕분에 싱가포르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한다.
한국인들도 싱가포르를 동남아시아의 필수 관광지로 여긴다. 관광객들이 주로 다니
는 곳은 우리나라의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소개된 바 있다. 쇼핑몰이 즐비한 오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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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Orchard Road), 바닷가에 우뚝 솟은 마리나베이샌즈 호텔(Marina Bay Sands Hotel)과 인공정원 가든스 바이더
베이(Gardens By The Bay), 금융 회사의 고층 건물이 많은 다운타운 코어(Downtown Core),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워터파크를 갖춘 센토사 섬(Sentosa Island)이 특히 인기가 많다.
그러나 화려한 모습 뒤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다문화 사회가 감춰져 있다. 3년 동안 체험한 싱가포르는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다채로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관광명소를 떠나 싱가포르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와
문화를 소개해본다.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국가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면적은 서울보다 1.2배 정도 크고 인구는 580
만 명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편이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
러 인종이 뒤섞여 있다.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계가 75
퍼센트 이상, 말레이계가 15퍼센트, 인도계가 7퍼센트 정도
되고 이외에도 유라시아계 혼혈계, 필리핀계, 중동계 이민자
와 서양인 등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싱가포르의 공식 언어는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남인도어로 4개나 된다.
물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다. 학교에서도 영어
로 수업을 하고, 직장에서도 영어로 대화를 한다. 간판이든
표지판이든 영어 표기가 되어 있어 여행하기에 어렵지 않다.

그림 1. 4개의 언어로 적힌 위험 표지판 (출처-구글)

그러나 4개의 공식어를 사용하려면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그림 1. 4개의 언어로 적힌 위험 표지판 (출처-구글)

한다. 지하철을 타면 안내 멘트도 각 언어로 4번 반복되고,

공사장마다 위험 표시를 4줄로 각각 적어 놓는다 (그림1). 박물관에 비치된 팜플렛도 4종류여야 하고, 각종 공지문도 4
개 언어를 골고루 적어서 벽에 붙인다.
언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영어는 싱가포르 특유의 억양과 단어를 지닌 싱글리시(Singlish)를 사용한다. 보
통 ‘라(la)’를 문장 끝에 붙인다. 오케이(Okay) 대신에 ‘오케이 라’, 아이캔(I can) 대신에 ‘칸 라’하고 얘기한다. 인도어는
북인도 계열의 힌디어가 아닌 남인도에서만 사용하는 타밀어만 공식 언어로 인정한다. 중국어도 여러 갈래로 나뉜다.
만다린(mandarin) 또는 보통화라 불리는 표준어 이외에 지역별 방언을 사용한다. 고대어와 비슷한 객가어(hakka), 중
국 남방에서 주로 사용되는 복건어(hokkien), 홍콩과 광저우에서 사용하는 광둥어(cantonese), 소수이지만 활발히 사
용되는 조주어(teochew) 등 여러 가지다. 정부는 표준 중국어 정책을 펴고 있지만 언어 통일은 더디기만 하다.
이들 여러 민족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영어를 사용하다가 가족과 친구끼리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주고받는다. 거주지
도 서로 나뉘어 있다. 1819년 동인도 회사 소속의 토머스 래플스 경(Sir Thomas S. Raffles)이 싱가포르를 개항시킬 때
부터 각 인종의 거주지를 분리해서 구획을 정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차이나타운(China Town), 리틀인디아(Little
India) 구역이 이때 생겨났다. 이곳에 가면 현지인들끼리는 영어가 아닌 각자 언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언어의 차이는 곧 종교와 문화의 차이를 가져오며 결국에는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는 적도 근처에
있어서 일년 내내 무더위가 계속되기에 높은 불쾌지수로 인해서 민족 간의 갈등이 곧 충돌로 격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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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콴유 전 총리는 통합의 키워드로 ‘에어컨’을 선택했다. 육체의 쾌적함을 확보해서 심리적인 화합의 교두보로 삼자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물과 대중교통에서는 과도할 정도로 냉방 온도를 유지한다. 더운 나라지만
반드시 긴팔 옷을 챙겨야 한다. 기본적인 정보를 알았으니 이제 다문화 싱가포르의 각 민족 구역으로 떠나보자.

차이나타운(China Town)
싱가포르의 인구의 3/4을 차지하는 중국계 싱가포르인의 터전은 차이나타운이다. 이들은 청나라 말기에 주로 남중
국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의 후손이지만 요즘에는 중국 본토에서 이주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이 가득한 차이나타운은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다.
차이나타운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는 ‘피플스 파크 컴플렉스(People’s Park Complex)’건물 1층에는 중국식 국수, 볶
음밥, 만두, 찐빵, 반찬을 파는 가게들이 많다. 가게에서 바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포장해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
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말라핫팟을 본토 중국인 요리법으로 먹어볼 수 있다. 맛집을 찾아내기 어렵다면 줄이
길게 늘어선 집을 선택하면 된다. 인구밀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줄서기 문화가 일반적이다. 처음 보는 음식이라고 겁내
지 말고 용기를 내어 시도해보자.
한국의 중국집에서 파는 요리와는 다르지만 우리 음식과 비슷한 것도 많다. 칼국수와 맛도 생김새도 비슷한 반미엔
(Ban Mian)이 가장 무난하다. 해물을 좋아하면 새우가 들어 있는 프론미(Prawn Mee)도 추천한다. 돼지 갈비를 약재,
마늘과 함께 푹 끓인 박쿳테(Bak Kut Teh)도 우리 입맛에 잘 맞는다 (그림 2).
중국계의 가장 큰 명절은 설날이다. 거리 분위기도 음력 설 연휴 때가 가장 화려하다. 12간지 중 그 해를 상징하는 동
물로 곳곳을 장식하고 밤에는 화려한 조명을 달아놓는다. 설날이 가까워오면 크리스마스 때의 명동처럼 사람들이 북적
여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현지인과 관광객이 뒤섞인 차이나타운 거리에서 온갖 음식과 장식품 그리고 사람을 구
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각 민족의 역사가 궁금하다면 동네마다 ‘헤리티지 센터(Heritage Centre)’를 방문하면 된다. 그중 '차이나타운 헤리
티지 센터’는 본토를 떠나 싱가포르에 정착한 중국인들의 고된 삶을 보여주는 실물형 전시를 진행한다. 온가족이 쪽방
에 살며 이웃과 주방을 공유하며 골목을 이루고 살아온 삶을 체험해볼 수 있다.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금이 있기
까지 치열하고 힘겹게 살아온 모습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림 2. 싱가포르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요리 반미엔(왼쪽), 프론미(가운데), 박쿳테(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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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인디아 (Little India)
인도계는 남인도 타밀 지방 출신이 많은데 북인도 사람들보다 키가 작고 피부
색이 더 진한 것이 특징이다. 선입견과는 다르게 친절하고 점잖아서 이들이 모여
사는 리틀인디아 구역은 치안이 좋은 편이다.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은 24시간 문
을 여는 대형마트 ‘무스타파 센터(Mustafa Centre)’주변이다. 집이랑 자동차 빼
면 뭐든지 다 판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창고형 쇼핑몰이다.
현지인들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사러 오지만 관강객들은 여행 기념품과 지인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다. 한국인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은 ‘히말라야 크림’
이다. 한국말을 잘 하는 싱가포르 사람이나 인도 아주머니가 고객 응대를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다. 만능연고라 불리는 ‘타이거밤’코너도 금세 동이 난다.
무스타파 센터는 특이하게도 비닐봉지에 구입한 물건을 담아주면서 컴퓨터용
케이블 타이로 한 번 더 묶어준다 (그림 3). 처음에는 도둑으로 오인하나 싶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가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으니 의외로 좋은 아이디어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다

그림 3. 무스타파 센터에서 쇼핑 후
케이블 타이로 묶어준 봉지

민족, 다문화, 다언어 사회에서 생겨난 삶의 지혜랄까.

그림 3. 무스타파 센터에서 쇼핑 후 케이블 타이로 묶어준 봉지
리틀인디아는 이국적인 인도 음식을 즐기기에도 좋다.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

는 요리들이 많다. 양념을 발라서 화덕에 구운 탄두리 치킨(Tandoori Chicken)과 얇은 전병인 난(Naan) 또는 볶음밥
종류를 시키면 무난히 먹을 수 있다. 요거트 음료수 라시(Lassi)도 많이 찾는다. 색다른 메뉴로는 버터치킨(Butter
Chicken), 치즈와 시금치를 섞은 팔락파니르(Palak Panneer) 커리도 있다. 전통 식당에 가면 접시가 아니라 바나나
잎에 음식을 올려주기도 한다.
인도인들의 가장 큰 축제는 '디파발
리(Deepavali)'다. 힌디어로 ‘빛의 축
제’라는 뜻인데 거리와 건물을 아름다
운 조명으로 장식하고 형형색색의 장
식품을 내거는 기간이다. 보통 10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이니 그 기간에
싱가포르를 찾아가게 되면 리틀 인디
아에 꼭 들러보자 (그림 4). 또한 민족
별 헤리티지 센터 중에 가장 크고 화
려한 '인디언 헤리티지 센터’는 사회적
다수가 아닌데도 경제적으로 성공한
인도인들의 끈기와 자부심을 이해하게
그림 4. 디파발리 기간에만 볼 수 있는 리틀 인디아의 아름다운 조명장식 (출처-구글)

해준다.

4. 디파발리 기간에만 볼 수 있는 리틀 인디아의 아름다운 조명장식 (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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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다채로운 싱가포르의 다문화를 들여다본다

아랍스트리트(Arab Street)와 하지레인(Haji Lane)
말레이시아와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이 정착한 아랍스트리
트와 하지레인 구역은 근대 이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다. 싱
가포르가 개항하기 전에는 북쪽의 조호르(Johor) 지역을 다
스리는 지도자 술탄의 소유였다. 그때보다 이슬람의 영향력
은 줄어들었으나 예배당인 '마스지드 술탄 모스크(Masjid
Sultan Mosque)'의 위용은 여전하다 (그림 5).
터키, 아랍,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각지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인근 골목에는
아랍 음식점들이 즐비하다. 밀전병에 속을 채워 구운 무르타
박(Murtabak)을 추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나기 힘든 레
바논 식당도 도전할 만하다. 말레이 식당에서는 사테(satay)
라는 꼬치 요리가 가장 인기다.
아랍 스트리트와 인근의 하지 레인 구역은 열대야에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맥주 한 잔을 걸치기 위해 모여드는 핫플레이
스다. 가게마다 탁자와 의자를 내놓아서 과도하게 화려하지
않아 부담이 적고 분위기가 편안하다. 전통의 재해석을 내세
우며 요즘 유행하는 뉴트로(newtro) 스타일에 가깝다. 아기
자기한 소품부터 독특한 스타일의 옷까지 크고 작은 편집샵
이 많으니 쇼핑의 즐거움을 맛보기에
적합하다.
그림
5.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는
마스지드
술탄술탄모스크
그림 5. 여전히 싱가포르의
위용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의
마스지드
모스크
마스지드 술탄 모스크 옆에는 ‘말레이 헤리티지 센터’가 있
다. 한국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이슬람 문화권의 특징을 잘 설
명해놨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역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메카로 성지 순례를 떠나기 위해 매년 항구로 몰려드는
이슬람 교인들의 특이한 문화도 살펴볼 수 있다.

통합을 추구하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싱가포르는 이처럼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의 도시국가다. 각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를 동등
하게 대한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며 이주민들의 동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다문화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수평적
통합의 문화는 '페라나칸(peranakan)'이라는 지역적 관습과 깊은 연관이 있다. '현지 출생’이라는 뜻의 말레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싱가포르 원주민과 해외에서 온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킨다.
페라나칸은 중국계, 인도계, 인도네시아계 등 여러 부류가 있다. 이들은 각자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면서 독특
한 계층을 이룬 채 살아가고 있다. 의복이나 생활소품에 분홍색과 녹색 등 화려한 색깔을 과감하게 섞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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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페라나칸 뮤지엄’에 들르
면 출생부터 결혼을 지나 장례에 이
르기까지 페라나칸 가족의 평생을
방대한 수집품과 함께 들여다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뮤지엄으로 ‘아시아 문
명 박물관(Asian Civilization
Museum)’을 추천한다.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아랍에 이르는
아시아 전체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
에 살펴볼 수 있다. 고대의 석조물

그림 6. 분홍색과 녹색 등 화려한 색깔로 장식된 페라나칸 생활소품들

부터 불교, 자이나교, 이슬람교 등

그림 6. 분홍색과 녹색 등 화려한 색깔로 장식된 페라나칸 생활소품들
까지 갖추고 있다.

종교별 조각상과 민족별 의례용품

1층 특별실에는 동아시아의 수준 높은 도자기를 잔뜩 싣고 아랍 세계로 가다가 난파된 화물선의 보물들을 전시해놨
다 (그림 7). 천 년 전에도 이미 대규모의 무역이 활발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전시물이다.
시간상 단 하나의 박물관만 봐야 한다면 이곳이 적격이다.

기존의 싱가포르 여행 자료들은 쇼핑과 음식에 초
점을 맞추고 있기에 이 글에서는 싱가포르의 다양성
과 포용성에 대해 소개를 했다. 여행뿐만 아니라 유
학이나 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다. 특히 해외에서 온 교환학생이나 연구자
들을 대할 때도 무조건 우리나라의 풍습을 강요할 것
이 아니라 상대의 관습과 가치관도 존중하고 배우는
싱가포르식 수평적 다문화의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그림 7. 아시아 문명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난파된 화물선
(출처-구글)

그림 7. 아시아 문명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난파된 화물선 (출처-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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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e Engineering 학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학회로서, 1971년 8월 9일에 제 1
회 학회가 New Hampshire 주 New England College에서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2
년마다 꾸준히 개최되고 있는 학회이다. 18차 학회는 2005년에 경주에서도 열린 바
있다. Enzyme Engineering은 효소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회
로서, Enzymology 뿐만 아니라, 생물정보학, 구조생물학 등 효소 혹은 단백질과 관
련있는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회이다. 이번 25차 학회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 주에 있는 Whistler라는 곳에서 9월15일부터 9월19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

서 주 현

교수

국민대학교
바이오발효융합학과
joohyunseo@kookmin.ac.kr

다. 세션 중에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발표내용을 언급할 경우에는
글로써만 소개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학회의 공식 숙소는 Hilton Whistler
Resort & Spa 였는데, Whistler가 스키타러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객실에 전자
렌지, 커피머신, 하이라이트, 냉장고, 식기세척기 까지 부엌이 만들어져 있는 점이 특
이했다. 추후 방문을 예정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물론 힐튼호텔 이외에도
수많은 예쁜 호텔들과 Lodge 들이 많이 있었다. Whistler는 캐나다의 유명 관광지로
서,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 중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 노르딕 복합, 스키
점프가 개최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휘슬러는 산과 강(Creek)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겨울 스포츠와 여름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다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스키 뿐만 아니
라 Mountain bike, 카약, 카누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Whistler가 관광지
이긴 하나 여기도 사람들 사는 조그만 마을이라, 식료품점을 비롯한 다양한 상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스키나 스포츠 용품점이 많고, 한편으로 관광지이다 보니 Pub
과 식당도 많은 편이다. 혼자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음식점 중 프랑스식
식당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보였던 느낌이 있었다. 처음 와보는 동네라 어
떤 식당 혹은 상점이 유명한지 몰랐지만, 공항에서 학회장까지 우리를 데려다준
Skylynk 버스 기사 아저씨에 따르면, Whistler에 있는 Purebread 라는 빵집을 강추
한다고 하니 혹시 다음에 Whistler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또한, Whistler visitor center에 위치한 Sushi-to-go라는 식당은 사장님이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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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stler village. 좌측 사진의 우윳빛 물은 오염이 아니라 원래 저런 색인 것 같았다.

람이고 Whistler에서 유일하게 한국음식을 파는 곳이라고 기념품샵에 있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이야기 해주셨다 (근데
좀 비싸긴 하다...라면이 만원). 이곳은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은 2인석 두 개 정도 있고, 말 그대로 포장해가는 식
당이었다. 또한, 식료품점에서 火라면이라는 컵라면을 판다고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동네에서는 1센트 따위
는 취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잔돈이 2.32 달러이면 2.3달러만 준다.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여, ‘얘들
이 아시안이라고 사기치는 건가, 착해보이는데, 내가 캐나다 돈을 몰라서 계산을 잘못한건가,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냥
갈까, 물어볼까...’등 잠깐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결론은 그냥 참자였다 (아까운 내돈...). 이것 또한
나중에 기념품샵에 있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셨는데, 이 동네에서는 1센트 단위는 반올림한다고 한다 (나는 왜
깎인 경험만 있는지...아시안이라고 무시하나...). 참고하시기를.
이번 학회는 Whistler에 있는 Whistler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Steering committee에 Yasuhisa
Asano (Toyama University), Bob DiCosimo (DuPont), Pierre Monsan (Toulouse White Biotechnology), Jeff
Moore (Merck), Magali Remaud-Simeon (LISBP-INSA, University of Toulouse), Jon Stewart (University of
Florida), John Wong (Pfizer), Huimin Zhao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가 참여하였고, 이 중
Huimin Zhao는 이번 학회의 Enzyme engineering award를 수상하였다.
한국에서는 제노포커스 양택호 연구소장, 최재열 부장, 아미코젠의 윤영성 박사, KIST 이현범 박사, UNIST 김용환
교수님 연구실의 전병욱, 이진희 학생, 아주대 유태현 교수님 연구실의 박예섭 학생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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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조형물이 여기서 올림픽이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 버스 기사아저씨가 침을 튀기며 꼭 가보라고 했던 빵집(크로와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빵 하나에 4~5불정도 한다)

이번 Enzyme Engineering 학회의 세션 구성은 아래와 같다.
Session 1 (9월 16일 오전) : Biocatalysis and Enzymology
Session 2 (9월 16일 오후) : Promiscuity, serendipity and metabolic innovation
Plenary Lecture (9월 16일 19:00~20:00) : The coming of age of de novo protein design (by David Baker
from U of Washington)
Poster session 1 (9월 16일 20:00~22:00)
Session 3 (9월 17일 오전) : New tools for enzyme engineering
Session 4 (9월 17일 오후) : Enzyme engineering for biomedical applications

(좌) 학회장 입구, (우) 세션 진행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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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필자와 Huimin Zhao 교수, (우) 필자, 동경대 Munehito Arai 교수 연구실의 Hisashi Kudo 박사, 토야마 대학의 Yasuhisa Asano 교수

Poster session 2 (9월 17일 19:30~21:30)
Session 5 (9월 18일 오전) : Industrial applications of enzyme engineering
Session 6 (9월 19일 오전) : Artificial metalloenzymes for in vivo catalys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Session 7 (9월 19일 오후) : Enzyme engineering and synthetic biology
각 세션은 첫 연사가 1시간, 다음 연사 1~2 사람이 30분 씩, 나머지 사람들이 15분 정도로 발표시간이 주어졌다. 이
번 학회의 유일한 plenary lecture는 University of Washington의 David Baker 교수가 맡았다. 원래는 일요일 저녁
에 포문을 열기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되어 월요일 저녁으로 바뀌었다. David Baker는 처음 enzyme design을 성공적
으로 연구한 사람인데, 그 후로 수많은 단백질의 design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Transporter, motor
protein, enzyme, cyclic peptide, heterodimer logic gate, LOCKR conformational switch, self-assembly protein,
protein-inorganic crystal 등에 대한 protein design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었다. David Baker의 발표는 특징
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 안하고, 수많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있었고, 발표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30분
만 발표했어도, 나머지 30분이 질의응답 시간으로 모자랄 만큼 질문이 많았다.
몇 가지 인상 깊었던 발표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월요일 첫 발표를 맡은 사람은 University of Manchester의 Nicholas Turner 교수였다. 이 분은 amine oxidase의
반응과 이 반응의 산물을 화학반응을 통해 색깔로 검출하는 방법으로, active clone을 가려내는 screening법을 고안하
여 좋은 결과를 발표한 연구자였다. 이번 발표를 통해 이 방법을 imine reductase, reductive aminase 등에 적용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Big Pharma들과도 많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handong University의 Shengying Li 교수는 P450 reaction engineering을 소개하였는데, 인상 깊었던 점은
enzyme engineering 뿐만 아니라, 기질에 포함되어 있는 작용기에 대해 protection group을 도입함으로써,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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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예섭 학생(아주대), 필자, 윤영성 박사(아미코젠), 이현범 박사(KIST), 이진희 학생(UNIST), 전병욱 학생(UNIST)

site의 크기에 비해 크기가 작은 기질에 대하여 활성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반응이 수행된 후 protection group
은 deprotection을 통해 제거하여 원하는 산물을 얻어내었다.
체코의 Masaryk University의 Jiri Damborsky 교수는 효소 구조 내에서 표면에서 active site까지 구성되어 있는
channel을 찾아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Caver라는 PyMol plug-in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Damborsky 교수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발전된 bioinformatics program들을 보여주었는데, Caver, caverdock, hotspot wizard, fireprot,
enzyme miner, soluprot 등의 그간 개발된 새로운 프로그램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중 개인적으로 인상깊었던 프로
그램은 CaverDock이라는 docking program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Caver와 Autodock Vina를 활용하여 기질이 효
소 표면으로부터 channel을 따라 진행하면서 어떻게 energy profile이 바뀌는지 보여준다.
University of British California의 Stephen Withers 교수는 glycoside hydrolase로 유명한 분이다. 이 분은 이번
발표에서 CAZyme을 이용해 cell surface antigen을 제거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A형 혈액과 B형
혈액을 대상으로 효소 처리를 하여 O형으로 만들어, 혈액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Withers 교수에 따르면, A
형 혈액에는 α-N-acetylgalactosaminidase를 처리하고, B형 혈액에는 α-galactosidase를 처리한다고 한다.
Georgia Tech의 Andreas Bommarius 교수는 오랜 관록을 선보이며 enzyme process에 있어서 효소의 진화를 설명
해 주었다. 프로세스 운전 도중 효소에 대한 저해가 일어날 경우에 이 저해가 어떠한 저해모델에 해당하는지 밝히는 방
법 등 enzyme process에 대한 process modeling 등을 소개해 주었다. 개인적으로 Bommarius 교수 발표에서 흥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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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점은, 1) 최근에, 영국에서 수입된 β-lactam 물질
에 non-β-lactam이 섞여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미
국 FDA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에 대해 수입을 중지할 것
을 명령하고, 미국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이들 API를
생산하라고 큰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과, 2) 이 분은 한
국(차세대바이오매스사업단)에서도 연구비를 받고 있
다는 점이었다.
BASF에서 온 Adrienne Davenport는 BASF에서의
효소 개발을 발표하였다. BASF는 15만개 이상의 균주
와 10만개 이상의 annotated genome sequence,
2000개 이상의 metagenome library로부터 다양한 유

필자와 David Baker 교수

전자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유전자 라이
브러리로부터 massive한 mutation(모든 아미노산에 대해 saturation mutagenesis를 수행)과 screening을 통해
active clone을 판별하는 robotics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bioinformatics tool을 통한 효소진화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였다. bioinformatics part에서는 supercomputer를 구비하여 계산에 사용한다고 발표하였다. 흥미로
운 점은 효소의 열적안정성 향상 결과였는데, 실험적인 방법으로는 35도, 50도 씩 증가한 mutant가 나왔지만
bioinformatics 분석을 통한 진화는 5도 정도의 열적안정성 향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 결과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향인데, 이는 아직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Carbios라는 프랑스 회사에서 온 Alain Marty는 PET 분해 효소를 소개하였다. PET 분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반
응 온도인데, 70~72도가 chain mobility와 Arrhenius law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온도이고, 그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
가면 PET이 결정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분해가 현저히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70~72도에서 안정한 PETase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테스트 반응에서 90%의 분해율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덴마크의 Chr. Hansen (Christian Hansen이라고
읽음)에서 온 Christian Jackel은 치즈를 만드는 효소
인 Chymosin의 진화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우유에 들
어있는 casein micelle은 α-casein, β-casein, κ
-casein, glycomacropeptide, calcium phosphate
cluster로 구성되어 있는데, 치즈의 품질은 어떤
casein이 분해되고 얼마나 분해되느냐와 관련있다고
하였다. 치즈 생산의 수율은 milk coagulation에 대한
특이성에 따라 좌우되고, 질감은 αS1-casein이 덜 분
해되는 것과 관련있고, 맛은 β-casein이 덜 분해되는
것과 관련있다고 하였다. 이 회사에는 낙타의
Chymosin을 기반으로 하여 진화연구를 수행해, 최종
Whistler 부근에 위치한 Lost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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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를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효소를 개발하여 액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양사람들이 치즈를 많이 먹어서 그
런지 다른 발표와 달리 재미있게 듣는 모습이었다.
Metalloenzyme의 design에 대한 발표도 마지막 날에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화
학자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관점 같았다. 즉, 금속 촉매를 고정화하는 수단으로, 다시 말하면, 금속 촉매의 support
로써 단백질을 이용하는 관점 같았다. 그렇게 금속원자를 단백질의 channel 속에 chelating 시키고, 유기화합물을
channel에 진입시켜 화학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관점으로 이해되었다.
Enzyme engineering은 말 그대로 효소 연구 및 개발이 중점적인 내용이 되는 학회였다. 이번 학회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 해보자면, 1) bioinformatics analysis가 이제는 효소 연구의 기본이 되었다는 것과, 2) 미국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들은 high-throughput activity analysis를 위해 robot을 갖추고 있고 하루에 1,000,000개의 clone 까지도 처리
할 수 있다는 점, 3) 특히 유럽에서, 그리고 Big Pharma에서는 작용기 도입 (예, enantioselective amination) 등을 위
해 효소 개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 연구진에 많은 연구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음 학회는 2
년 후에 중국 Hangzhou에서 열린다. 마지막으로 Whistler 근처의 Lost Lake의 사진으로 학회 참관기를 마무리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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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생명정보학 및 유전체학 연구실
(Bioinformatics and Integrative Genomics Lab)

아주대학교 생명정보학 및 유전체학 연구실 단체 사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 소속의 생명정보학 및 유전체학 연구실 (Bioinformatics and Integrative
Genomics Lab)을 소개합니다. 우리 연구실은 2018년 3월에 시작하여 박대찬 교수님의 지도 아래, 현재 대학원생 및
학부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여러 genome-wide data에서 생물학적 의미를 발굴하기 위해, 생명
정보학 접근법을 도구로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연구실 분위기
우리 생명정보학 연구실은 연구원들의 끈기 있는 연구 수행과 지도 교수님을 포함한 구성원들끼리 소통하는 오픈된
분위기가 장점입니다. 구성원들은 새로운 연구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여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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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니와 언제나 교수님께 질문하여 좋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한 항상 연구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눔으로써 어려
움을 같이 해결하고 주어진 연구 과업을 끝까지 수행,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구성원이 연구실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 없이 화합합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도 연구 외에 학생들과 다양한 얘기를 나누시기 때문에 연구실의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2. 특징
우리 연구실은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데이터 분석 위주로, dry lab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실이 본격적으로 운
영된 기간이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wet lab 실험을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
서는 Whole genome sequencing (WGS), Whole exome sequencing (WES), RNA-seq, ChIP-seq 등 다양한 유전
체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isease에서 molecular
engineering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유래한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생물학 분야를 공부하
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3. 연구
우리 연구실은 genome sequencing, RNA sequencing,
ChIP-seq 등 다양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질
병에 대한 분석과 B cell receptor (BCR) repertoire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 항체 발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현재 가장 큰 연구 주제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해
주신 췌장암 환자분들의 췌장암 genome 분석입니다.
WES 데이터를 통해 mutation burden을 계산하고
variant call과 annotation을 통해 somatic/germline
variants 등을 분석하여 해당 암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고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RNA-seq 데이터를 이용하여 면역 유전자의 expression
을 분석하고, 이러한 유전체 데이터와 환자의 임상정보를

실험실 소개서

결합하여 생존 correlation을 그려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암 환자분들을 특정 유전자의 variant를 기준으로 clustering 하여 subtypes을 나누
고, 각각의 subtypes의 특징을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 주제는 면역 질환 및 암환자에서 관찰되는 BCR repertoire를 분석이 있습니다. BCR-seq 분석은 일반적
인 유전체 NGS 분석과 다르게 사람마다 repertoire가 달라 sequencing data를 alignment를 수행할 reference
database가 없고 de novo 서열로 BCR의 다양성을 NGS error와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B cell은 aff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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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uration을 거치고 분화되는 과정에서 complementarity determining region (CDR) 에 mutation이 축적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NGS를 얻어진 BCR 서열을 바탕으로 phylogenetic tree를 그려 clustering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묶
이는 서열을 기반으로 clonotyping을 수행하고 clonal diversity, SHM rate, CDR3 amino acid sequence discovery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이러한 BCR-seq 분석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
석 기술을 통해 질병 특이적인 항체 개발과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항체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맺음말
NGS 데이터는 최근에 몇 십 만원이면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PCR, Western blot과 같이 대부분의 분자생물학
실험실에서 흔히 이용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유전체 데이터 분석 기술을 연구에 활용하여 molecular system 수준에
서 창의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연구실은 현재 진행되는 연구 외에도 흥미와 호기심을 가는
분야가 있다면 얼마든지 인포메틱스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고, 연구원들의 도전에 항상 열려있
습니다. 이상으로 무한한 발전과 가능성을 지닌 아주대학교 생명정보학 및 유전체학 연구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5. 연구실 대표논문
1. Brandon J. DeKosky*, Oana I. Lungu*, Daechan Park, Erik L. Johnson, Wissam Charab, Constantine Chrysostomou, Daisuke
Kuroda, Andrew D. Ellington, Gregory C. lppolito, Jeffrey J. Gray and George Georgiou, “Large-Scale Sequence and Structural
Comparisons of Human Naïve and Antigen-Experienced Antibody Repertoir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19): E2636-45 (2016) (*equally contributed)
2. Dingxiao Zhang, Daechan Park, Yi Zhong, Yue Lu, Kiera Rycaj, Shuai Gong, Xin Chen, Xin Liu, Hsueh-Ping Chao, Pamela
Whitney, Tammy Calhoun-Davis, Yoko Takata, Jianjun Shen, Vishwanath R. Iyer and Dean G. Tang, “Stem cell and neurogenic
gene expression profiles link prostate basal cells to aggressive prostate cancer”, Nature Communications, 7:10798 (2016)
3. Joseph D. Dekker, Daechan Park, Arthur L. Shaffer, Ill, Holger Kohlhammer, Wei Deng, Bum-Kyu Lee, Gregory C. lppoito, George
Georgiou, Vishwanath R. Iyer, Louis M. Staudt, and Haley O. Tucker, “Subtype Specific Addiction of the Activated B Cell Subset of
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to FOXP1”,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3(5): E577-86. (2016)
4. Daechan Park, Haridha Shivram and Vishwanath R. lyer, “Chd1 colocalizes with early transcription elongation factors independently
of H3K36 methylation and releases stalled RNA polymerase II at introns”, Epigenetics Chromatin, 7:32 (2014)
5. Sanghee Ki*, Daechan Park*, Hilary J. Selden, Jun Seita, Haewon Chung, Jonghwan Kim, Vishwanath R. Iyer and Lauren I.R.
Ehrlich, “GIobal transcriptional profiling reveals distinct functions of thymic stromal subsets and age-related changes during thymic
involution”, Cell reports, 9(1):402-15. (2014) (*equally contributed)
6. Daechan Park*, Adam R. Morris*, Anna Battenhouse and Vishwanath R. Iyer, “Simultaneous mapping of transcript ends at single
nucleotide resolution and identification of widespread promoter-associated non-coding RNA governed by TATA elements”, Nucleic
Acids Research, 42(6): 3736-49. (2014) (*equally contributed)
7. Daechan Park, Yaelim Lee, Gurvani Bhupindersingh and Vishwanath R. Iyer, “Widespread Misinterpretable ChlP-seq Bias in
Yeast”, PLoS One, 8(12): e83506 (2013)
8. Daechan Park, Andrew D. Ellington, and Cheulhee Jung, “Selection of self-priming molecular replicators”, Nucleic Acids Research,
47:2169-217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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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분위기
저희 생체분자재료 연구실의 가장 큰 장점은 “활발한 소통을 통한 창의적 연구의 수행”입니다. 연구 주제 선정과 관
련한 어려움이나 연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 여러 가지 연구 관련 문제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지도 교수님과 열띤 논의 및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그 어떤 작은 아이디어라도 더욱 훌륭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에 있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주시고자 적극 노
력하십니다. 또한, 각기 다른 방향의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모든 연구실 구성원들은 서로의 연구 경과 및 성과를
공유하고 아낌없이 조언을 구하고 조언해 줄 뿐 아니라, 직접 겪지 않으면 알기 힘든 실험과 관련된 노하우 등을 공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cell sorter, 다목적 plate reader 및 imaging system, 고성능 광학현미경 등 개별 실험실이 갖
기 힘든 고가의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 진행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춤으로써 다양하고 혁신적인 연
구들을 수행하고 이에 집중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징
저희 연구실은 2016년 2학기에 개설되어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연구실입니다. 지도 교수님의 지도
방침에 따라 교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연구 주제의 맹목적 수행보다는 개별적으로 희망하는 연구 방향을 선정하고자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해 첫 학기는 최대한 다양한 분야의 논문 공부를 통해 미래의 연구 주
제를 자체 탐색하고, 그룹 미팅 시간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공유합니다. 연구 주제 선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그룹 미팅 시간을 통해 관심 주제를 발표하고,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연구 아이디
어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연구실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외에도, 다양한 융합 연구의 요구 및 필요성에 따라 해
외로는 Harvard Medical School과 Stanford University, 국내로는 서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와 건국대학교, 학내로
는 화학공학과 및 생명과학과와 화학과 등 많은 곳의 여러 연구실들과 밀접한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하여 서로 필요한 기술을 공유하고 다각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색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
핵산, 단백질, 세포막 등을 이루는 서열제어 생체고분자는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서열제어 생체고분자를 이용하여 기존에 알려진 기능
외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생체물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생체물질
의 개발에는 ‘시험관 진화(in vitro selection)’라는 무작위 서열을 갖고 있는 생체고분자 중 원하는 기능을 갖는 서열의
발굴이라는 혁신적 기술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크게 1) 특이적 분자인식(aptamer), 2) 선택적
촉매작용(ribozyme/DNAzyme), 3)나노기계적 거동(molecular machine)을 구현하는 신물질의 개발입니다. 첫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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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저희 학생들 모두 각자의 도전적 연구에 끊임없이 매진하고 있으며, 세상을 놀라게 할 흥미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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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enchymal Stem Cells for Functional Regeneration of Myocardial Infarction

박태윤

포항공과대학교

학생 구두발표

Application of novel xylonate-inducible promoter for the optimization of xylose
oxidative pathway in engineered Escherichia coli

반나레스안제로

명지대학교

학생 구두발표

Engineered carbohydrate-binding protein with antibody-immobilizing ability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paper-based immunoassays

양종민

영남대학교

유혜빈

포항공과대학교

학생 구두발표 Metal Ion-controlled Molecular Switches of DNA Polymerase
학생 구두발표

Adaptive Laboratory Evolution for Improved Sugar Consumption in Klebsiella
oxytoca

차지원

한국과학기술원

포스터
3분스피치

Development of Functional Materials for the Improvement of Blood Circulation
from Mealworm Peptides Produced by Proteolytic Enzyme of Chungkukjang

감다혜

선문대학교

포스터
3분스피치

Computational Study of Canonical and Non-canonical Base Interactions of
DNAs

박규리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터
3분스피치

Photothermal-activated mussel adhesive protein nanoparticles for synergistic
cancer therapy

정연수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터 발표

Anti-biofouling efficacies of flavonoids and curcumin against multidrugresistant bacteria

CHAITANY
JAYPRAKASH
RAORANE

Yeungnam
University

포스터 발표

Systematic Metabolic Engineering of Methanotrophic Bacteria for
Nguyen Duc Anh
2,3-butanediol Production from Methane

경희대학교

포스터 발표

Enhanced biosynthesis of Organic Iron Supplement via Push and Pull
Strategy in Corynebacterium glutamicum

고영진

고려대학교

포스터 발표

Surface engineering for adeno-associated virus (AAV) based controlled
gene delivery systems

김승현

연세대학교

포스터 발표

Development of isomerase-based xylose utilizing Yarrowia lipolytica for
efficient conversion of xylose to lipids

김지원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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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수상자

소속

포스터 발표

Synthesis of Carbon Dot/Polypyrrole Nanoparticle for Multifunctional
Theranostic

김태은

인제대학교

포스터 발표

A Comparison of Fatty Acid Composition in Human Milk From Asian
Countries

Tuyen Thi My
Nguyen

충남대학교

포스터 발표

Enhanced siRNA Delivery via Fusion Peptide-mediated Self-assembly
Complex

류영채

인천대학교

포스터 발표

Electrical stimulation affects cellular activity, permeability, and calcium influx in
nasal epithelial cells

문혜연

인하대학교

포스터 발표

Process design for production of biodiesel and bacterial cellulose from
microalgae

박노성

광운대학교

포스터 발표

Engineering Soluble Methane Monooxygenase (sMMO) via Enzymatic
Screening Method for Improvement of Catalytic Activity toward Methane

박예섭

아주대학교

포스터 발표

Prolonged Release of Antibiotics from PCL-gelatin multi Scaffolds

박희경

중앙대학교

포스터 발표

Improved Fractional Precipitation Method by Ultrasound Treatment for
Purification of Paclitaxel

서혜원

공주대학교

포스터 발표

Development of an Optimal SMB Process for Continuous-Mode Separation of
Fucose and 2,3-Butanediol with High Purities and High Yields

송예진

한양대학교

포스터 발표

Development of a Vitreoscilla Hemoglobin Promoter-Based Tunable
Expression System a novel platform for metabolic engineering of
Corynebacterium glutamicum

송혜민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터 발표

A novel microbial platform for the Biorefinery of Brown Macroalgae; Vibrio sp.
dhg

우성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터 발표

Decolorization of Melanin by Laccase-Natural Mediator System

윤정철

건국대학교

포스터 발표

Electrochemical based non-pumping capillary microfluidic chip for detection
of Prostate-Specific Antigen

이명준

서강대학교

포스터 발표

Real-time monitoring of polymerase chain reaction using the primer modified
with silver ion aptamer

이상모

한국과학기술원

포스터 발표

Biosynthesis of various single- and multi-element nanomaterials through
employing recombinant Escherichia coli strain.

이영준

한국과학기술원

포스터 발표

Application of multiplex CRISPR interference to produce squalene from in
Corynebacterium glutamicum

임현배

성균관대학교

포스터 발표

Non-enzymatic Transesterification of Myricetin with Increased Lipophilicity for
Better Botulinum Toxin-like Activity

조소라

성균관대학교

포스터 발표

Peptide-tethered Electrochemical Biosensor for The Detection of Neutrophil
Gelatinase-Associated Lipocalin (NGAL)

조채환

대구한의대학교

포스터 발표

Increased productivity of recombinant human interferon-beta from
mammalian cells through signal peptide modification and stable transfection

조향희

세종대학교

포스터 발표

Fluorescence anisotropy-based exosome quantification

차병석

건국대학교

포스터 발표

Microbial synthesis of ω-aminononanoic acid from renewable fatty acids

최고은

이화여자대학교

포스터 발표

Ca2+ -induced simple coacervation based on a synthetic acidic matrix
protein, GG1234, and its application to in vitro CaCO3 biomineralization

최현석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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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양종민 (영남대학교 / 지도교수 : 김창섭)


Authors : 양종민, 김창섭

학생 구두발표 우수논문상
연구 요약

We have developed engineered carbohydrate-binding protein with antibody-immobilizing ability by
genetically fusing a carbohydrate-binding protein that has affinity to a cellulose with an antibody-binding
domain that has binding affinity to the Fc site of the antibody. We used this protein to immobilize antibodies
on paper-based immunoassay biosensor. Immobilization of the antibody on paper-based immunoassay
biosensor using our protein can be immobilized without modification which cause to a decrease in the ability
of the antibody. And the antibody is immobilized in the Fc direction, and the Fab of the antibody is exposed.
We expect that the engineered carbohydrate-binding protein could be a valuable material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paper-based immunoassays.
수상소감
본 연구에선 셀룰로오즈상에 항체를 효율적으로 고정화하기 위해 항체 결합 단백질에 셀룰로오즈 결합 단백질을 유
전자 수준에서 융합한 단백질을 개발하고 이 융합 단백질의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생물공학회’에 저의 연구결과를 구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연구자로서, 앞으로 인생에 있어
서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상의 기회를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
어 많은 조언을 주신 김창섭 교수님과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준 실험실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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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인제대학교 / 지도교수 : 정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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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김태은, 정윤경

포스터발표 우수논문상
연구 요약
Polypyrrole nanoparticles (PPy-NPs) with excellent near-infrared absorption have been commonly used as
photothermal therapy agents. However, PTT using PPy-NP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difficult to maximize
the therapeutic effect because it is difficult to accurately identify the behavior of nanoparticles. In this stud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green carbon dots (G-CDs) with bright green fluorescence properties are
combined with PPy-NPs to make a novel PTT-imaging agent. G-CD/PPy-NPs exhibits sufficient
photothermal conversion efficiency (η = 42.4 %) to induce apoptosis in the tumor. More importantly, the cell
viability was over 90% at a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 and clear bioimaging was performed. Therefore,
G-CD/PPy-NP can be utilized as multifunctional theranostic agents by monitoring the behavior of
composites in real time.

수상소감
이 연구는 정윤경 교수님의 지도하에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과 인제대학교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효율적으로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광열치료와 생체 내 영상화가 가능한 나노 입자를
개발에 대한 연구입니다. 2019년도 한국생물공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과
연구자로서 한걸음씩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정윤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석사 과정 1년차에 진행한 별 볼일
없는 연구지만, 높게 평가해주시어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하고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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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yen Thi My Nguyen (누에티미뚜인)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Advisor : Prof. Kim, Jaehan)

Authors : Tuyen Thi My Nguyen, Jieun Kim, Nari Seo, Yongki Kim,
Jia Jung, Dan Li, Xuan Hong ToMai, Beenish Israr, Huynjoo An, Jaehan Kim1
포스터발표 우수논문상
연구 요약
Human milk lipids are important in infant health. In this study, fatty acid composition in human milk from
China (n=137), Korea (n=254), Vietnam (n=92) and Pakistan (n=97) was evaluated. Palmitic acid and linoleic
acid were the two most abundant in human milk. Among the four tested countries, Pakistan sample had the
highest saturated fatty acid (55%), while those in other countries varied from 38-45%. It indicates that
unsaturated fatty acid, including omega-3 and omega-6 fatty acids were significantly low in Pakistan milk.
It is noteworthy that docosahexaenoic acid (DHA) which is known to impact on the early brain development
of the baby, was lowest in Pakistan sample (0.23%). Meanwhile, breast milk of China, Korean, Vietnamese
mother are similar in DHA (0.53, 0.50 and 0.48 %,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might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formula milk establishment, especially for Asian babies.

수상소감
In this study, we provide the profile of fatty acid in human milk of four Asian countries that are useful for
nurturing and infant formula establishment. I proudly present my study in the 2019 KSBB Spring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 I also learn a lot knowledge from the Symposium.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 could use the knowledge that I gained in here for further applications in my countr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my supervisor Prof. Kim, Jaehan for his guidance and encouragement throughout the
whole development of this research. I would like to thank my lab-mates and research group member for
contributions and suggestions on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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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진 (한양대학교 / 지도교수 : 문성용)

포스터발표 우수논문상

BT News

Authors : 송예진, 이충기, 조철연, 최재환, 박한길, 문성용

연구 요약
To improve the industrial applicability and potential merits of the fucose production process, we aimed to
develop an efficient simulated-moving-bed (SMB) process for continuous-mode separation of fucose and
2,3-butanediol (BD) with high product purities and recoveries. As a first step, an effective adsorbent was
selected through a series of pulse tests for several potential resins that are commercially available. Based on the
selected adsorbent, the chromatographic separation parameters of fucose and BD were estimated. The resultant
parameters were used in the optimal design of SMB, whose separation performances were then verified through
both computer simulations and relevant SMB experiment. Finally, several SMB operation strategies based on
partial extract-collection, partial extract-recycle, and partial desorbent-port closing were proposed to increase
the product concentrations and/or reduce the desorbent usage while maintaining the purities and yields of
fucose and BD products.

수상소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푸코오스와 2,3-부탄디올의 고순도 연속 분리를 위한 SMB 공정을 개발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2019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하여 포스터 발표상까지 수상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석
사과정 동안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신 문성용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이끌어준 실험실 동료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습
니다.

BT News 2019

129

BT News
신간
서적 안내
ﾆｯｺｰｱ箍

BT News

신간 서적 안내

신간 서적 안내

인투 더 쿨(Into the Cool) 에너지 흐름, 열역학, 그리고 생명
생명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에너지와 그것의 변형에 의해서 통제되는
복잡한 일련의 시스템 중의 하나이다.
생명은 반복될 수 있는 실험이 아니다.
어떤 것도 정확하게 똑같이 두 번은 일어나지
않는다.
수많은 과학자는 물론 신학자와 철학자까지 모
두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
디로 가는가?’같은 질문과 씨름한다. 과학적인
연구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이
해하기 어렵지만, 이 책의 저자 슈나이더와 세이
건은 웅변적이고 창조적인 이 책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놀랍게도 ‘열역학 제2법칙’에서 발견한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에너지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산되는 것을 뜻한다. 저자들은 이제 진
화, 생태, 경제, 심지어 생명 그 자체의 배후에서 열역학 제2법칙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엄 숭 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sh.um@skku.edu

“자연은 구배 차이를 혐오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이 책은 복잡한 시스
템이 어떻게 원자 혼란을 지향하는 세계에서 확대되고 또 재생산되는지 상세히 설명
한다. 지구상의 허리케인부터 다른 행성의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평형을 향한 이끌림
은 생물의 분자 기반과 살아있는 복잡한 시스템의 정교한 구조에서 생명의 정점을 지
배한다. 저자는 에너지 흐름 뒤에 있는 기본 물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생명에

132 2019 Vol.26 No.2

신간 서적 안내

서 에너지의 역할로 이동한 다음, 에너지 흐름의 개념을 정치, 경제, 심지어 인간의 노화와 건강에 적용하는 마지막 장
으로 이동하면서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독창적이고 놀라운 주장을 펼친다. 다윈이 모든 생명의 공통 조상을 보여줌
으로써 이 세상을 뒤흔들었다면, 존재의 조직 원리에 대해 궁금해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이 책 『인투 더 쿨Into
the Cool』은 복잡하고 조직적이며 자연적으로 기능하는 모든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에서 공통의 뿌리를 보여줌으로써
그 흐름을 방해하고 또 기쁨을 주는 놀라운 힘을 인본주의자와 과학자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 책은 열역학 내용을 주로 설명하는 학술서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간단히 에너지 흐름의 정의
를 통해 생명의 기원, 목적, 과정 및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게 친절하게 도와준다. 동시에 전공자를 위해서는 생명과 주
변 환경을 이해하는 데 열역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신선한 탐구 주제를 제안한다. 이는 에너지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고, 인류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부패
하는 경제, 민주주의 타락 등)의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기에도 유익하다. 새로운 이해 도구로 열역학을
사용하여 각 생명체 간의 이해와 긴밀한 상호 작용을 알아가고 올바른 사회현상을 운영하며 평가할 수 있는 정치/철학
적인 방향도 스스로 제안한다는 점이 이 책의 중요한 장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목차:
들어가는 말 / 감사의 말
서론: 환경보호청(EPA)의 문제
1부 활동성(The Energetic)
제1장 슈뢰딩거의 역설 / 제2장 단순함 / 제3장 불의 눈: 고전 에너지 과학 / 제4장 우주의 도박장: 통계역학
제5장 자연은 구배 차이를 혐오한다 / 제6장 강물은 흘러야 한다: 열린 시스템들 /
제7장 너무 많은, 충분하지 않은: 순환들
2부 복잡성(The Complex)
제8장 소용돌이치는 세계 / 제9장 물리학 자신의 “유기생명체들” / 제10장 소용돌이와 날씨
3부 생명(The Living)
제11장 열역학과 생명 / 제12장 브림스톤의 기원들 / 제13장 파란색 행성이 멍들어간다 / 제14장 스트레스하의 퇴행
제15장 나무의 비밀 / 제16장 인투 더 쿨: 냉기 속으로 / 제17장 진화의 트렌드
4부 인간(The Human)
제18장 건강, 활력, 그리고 수명 / 제19장 경제학 / 제20장 생명의 목적
부록: 열린 열역학 시스템들의 순환들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들
찾아보기
에릭 D. 슈나이더, 도리언 세이건 지음 | 엄숭호 옮김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019년 08월 20일 출간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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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 2020년도 수석부회장 선출

원]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사업 선정 보고
- 한국생명공학연합회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 보고

2020년도 수석부회장으로 인하대
학교 생명공학과 이철균 교수가 당선
되었다. 이철균 교수는 2020년도 수
석부회장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생물공학회 회장
직을 맡게 된다.
당선자 :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이철균 교수

- 2019년

제 2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추천 보고
- 2019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준비 논의
- 서강대학교

C1가스 리파이너리사업단 행사 개최
협조요청 검토 승인
- Luke

P. Lee Award 제정 및 운영 방안 논의
- CHC Lab. 후원 한국생물공학회 학술상 제정 논의
② 제 4차 이사회의 개최 (2019. 6. 14., 학회사무국)

○ 학회 회의개최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용역사업 추진준비 회
의 보고

(1) 이사회의 개최
① 제 3차 이사회의 개최 (2019. 5. 10., 대구엑스코 회

- 한국생물공학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협력 간담회 개최 보고

의실)

- 부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보고

- 2019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실무 회의개최 (교육문화

심포지엄 개최 결과 보고
- 홍보소식위원회 홈페이지 리뉴얼구축 TFT 회의
개최 보고
- 제 3차 재무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용역사업 추진 준비회
의 보고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9 과학문화 민간활동지원
사업 선정 보고
- 2019년도 학술연구교류회 지원사업 선정 보고
- 영문편집위원회 사업추진 보고
- [2019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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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보고
- 기획사업위원회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회의개최
(기획사업위원회) 보고
- 홍보소식위원회

사업추진 보고 (학회 홈페이지/
학술대회 홈페이지 리뉴얼, 학술발표 VOD)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9년도 지원금 확
정 보고
- 2020년도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회 구성 및 선거추진일정 보고
- 바이오기술

개발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 입찰 참여 보고

학회소식
- 산업용 LMO 생산공정이용 안전관리지침 개발
연구사업 입찰 참여 완료 보고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 29회 과학기술우
수논문상 수상자 선정 보고 (수상자 : 원종인 교
수(홍익대))
- 2019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준비 논의
- 학회상 신설 논의 승인 (국문편집위원회)
- Luke P. Lee Award 추진제안 검토 및 승인 (학
술위원회)
- 2019년 아주대학교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단 하계워크샵 개최 협조요청 검토 및 승인
- 한국생명공학연합회 2020년도 심포지엄 개최 논의
③ 제 5차 이사회의 개최 (2019. 7. 12., 학회사무국)
- 제 2차 BT News 편집위원회 회의개최 보고 [홍
보소식위원회]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회의개최 보고 [기획사업
위원회]
- 교육문화위원회 사업추진 회의개최 보고
- KSBB 대표단의 BEST Annual Meeting 참석 보
고 [국제협력위원회]
- 영문편집위원회 사업추진 보고 및 임원진 인용협
조 독려
- 바이오기술 개발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 선정 보고
- 2019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준비 논의
- 부문위원회 재정비(안) 논의 및 승인
- CHC 학술상 제정 논의 및 승인

④ 제 6차 이사회의 및 임원워크샵 개최 (2019. 8. 22.,
여수 디오션리조트 회의실)
-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보고 [교육문
화위원회]
-제
 2차 회의 개최 보고 [학술위원회]
- 한국생물공학회–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이
오연구센터 간담회 개최 보고
- 2020년도 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진행 보고
- 2019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준비사항 보고 및 논의
- 후원/광고/전시

유치 현황 검토 및 활성화를 위
한 사업추진 논의
- 재무위원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재선임
- 2019년도

하반기 학회상 수상자 선정 논의
- 하반기

교육워크샵 개최 계획 검토 및 논의
- 한국연구재단

혁신성장동력 신규 아이템 발굴 제
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R&D 기획자문단
전문가 참여 독려
- 한국화학공학회 생물화공부문위원회 YABEC
2019 행사 공동개최 및 회계 협조요청 검토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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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별 회의개최
① 교육문화위원회 회의 개최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실무 회의 개최 ]
-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10:00
- 장 소: 한국생물공학회 사무국
- 참석자: 유하영 이사, 이현호 이사
- 회의내용: 사업 추진 계획 논의
[ 제 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 ]
-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⑤ 제 7차 이사회의 개최 (2019. 9. 20., 학회사무국)

- 장 소: 고려대학교

- 2020년도

한국생물공학회 수석부회장 선출 보고

- 참석자: 김중배 위원장, 오민규 공동위원장,

■ 2020년도 한국생물공학회 수석부회장 선출

김선기 이사, 유하영 이사, 이현호 이사

당선자 : 이철균 교수 (인하대)
- 학회

신규사업발굴을 위한 회의 개최 보고
-제
 1차 운영회의 개최 보고 [출판위원회]

- 회의내용: 창의재단

사업추진 보고, 학회 문화
사업 기획논의 및 기금 현황 확인
[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

-제
 3차 회의 개최 보고 [학술위원회]

- 일 시: 2019년 7월 29일(월) 16:00

- SBJ

학술발표대회 한국대표단 참석 보고 [국제

- 장 소: 한국생물공학회 사무국

협력위원회]
- 2019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준비사항 보고 및 논의
- 조직위원회

위원장 재선임
- 2019년도

하반기 수상자 선정
- KSBB

Journal “생물공학 교육”섹션 신설 승인
- 학회

규정 제정 및 개정 승인(출판위원회 규정,
출판사업 및 출판심의 규정, 문화사업위원회 규
정, 문화사업기금관리세칙, 기금운영 규정, 회계
세칙)
- 교육문화위원회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운용
계획 및 공모전 추진 논의
- 학회

저작물 저작권 계약 연장 논의
- 2019년도

12월 한국생물공학회 교육워크샵 개최
논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 추천 논의 :
전 임원진 평가위원 활동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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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이희찬

회장, 임교빈 전임회장, 홍억기
전임회장, 오덕재 문화사업위원회
위원장, 김중배 위원장, 오민규 공동위
원장, 장미경 이사, 유하영 이사
- 회의내용: ·문화사업 추진 계획 보고
·문화사업기금 관리 및 운영 방안
논의

학회소식
② 홍보소식위원회 회의 개최
[ 제 2차 BT News 편집위원회 회의 ]

⑤ 기획사업위원회 회의 개최
[ 제 1차 사업추진 회의 ]

- 일 시 : 2019년 7월 9일(화) 16:00

- 일 시: 2019년 6월 14일(금) 15:00

- 장 소 : 서강대학교 TE관 1003호

- 장 소: 엔제리너스 국기원점 회의실

- 참석자 : 이진원 위원장, 서주현 이사, 박주현

- 참석자: 박진병 위원장, 박시재 이사, 연영주

위원, 박희호 위원, 오승수 위원, 주황
수 위원, 최경오 위원
- 회의내용 : BT News Vol.26 No.2 발간일정 및

이사
- 회의내용: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논의
학회장소 사전검토 필요성 논의

컨텐츠 논의

추계학술발표대회 세션 운영 논의

학회 영상제작 관련 논의

국가표준기술력 향상사업 신규과제 검토

③ 출판위원회 회의 개최

[ 제 2차 사업추진 회의 ]

- 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11:00

- 일 시 : 2019년 7월 2일(화)

- 장 소 : 한국생물공학회 사무국

- 장 소 : 화상회의

- 참석자 : 홍순광 운영위원, 민준홍 운영위원,

- 참석자 : 박진병

위원장, 안지영 이사, 연영주

정상택 운영위원, 유소영 운영위원
- 회의내용: ·총서 발간현황 및 지원사업 선정자
원고제출 현황 검토
·출판위원회 위원장 추천
·지원 저서 범위 확대 논의
④ 학술위원회

이사, 이택 이사,
- 회의내용 :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논의
⑥ 기타 회의 개최
[ 한국생물공학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협력 간담회 ]
- 일 시: 2019년 5월 17일(금) 11:30

[ 제 2차 학술회의 ]
- 일 시: 2019년 8월 8일(목) 16:00

- 장 소: 한식당“달개비”
- 참석자: (학회) 이희찬 회장, 이지원 수석부회

- 장 소: 한국생물공학회 사무국

장, 한성옥 총무이사, 박진병 기획

- 참석자: 차형준 위원장, 김교범 이사, 서상우

사업위원장, 박철환 부총무이사

이사, 정기준 이사, 최유성 이사, 최종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이사

원장, 최일엽 단장, 이상호 PD, 장종찬

- 회의내용: 2019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
지엄 세션구성 검토 및 논의
[ 제 3차 학술회의 ]
- 일 시: 2019년 9월 19일(목) 10:00

팀장, 김은경 책임연구원
- 회의내용: 추진사업

소개 및 양 기관 교류·협
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논의
[ 부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 장 소: 수서역 회의실

-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18:00

- 참석자: 차형준 위원장, 서상우 이사, 정기준

- 장 소: 한식당 “진풍정”서울역점

이사, 최유성 이사, 최종훈 이사
- 회의내용: 2019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
지엄 프로그램북 검토

- 참석자: 이희찬 회장, 김동명 산학연위원장,
박진병 기획사업위원장, 한성옥 총무
이사, 박철환 부총무이사, 이지원 수석
부회장/나노바이오공학 부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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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조 동식물 생물공학 부문위원장,

- 기타 : 6명의

Plenary Speakers, 3개의 기업특별

서상우 학술이사/시스템 생물공학 및

세션, 5개의 국제세션, 10개의 국내세션 및

합성생물학 부문위원회 총무

부문위원회 발표 등 600여편 최신연구결과

- 회의내용: 부문위원회 현황 및 2019년도 사업

발표 진행

추진 보고
추계학회 부문위원회 세션 운영 검토

○ 지부활동

부문위원회-산업체 협력강화 방안
논의
[ 한국생물공학회–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나노바
이오연구센터 간담회 ]
- 일 시: 2019년 8월 9일(금) 17:00

한국생물공학회 대전 충남지부
- 행사명 : 2019 KRIBB Conference
- 주제 : 바이오

융복합소재 생산을 위한 합성생물학
기반 세포공장 연구의 현황과 전망

- 장 소: 역삼동 한식당 남도애꽃

- 기간 및 장소: 2019.09.27. / 생명공학연구원 대강당

- 참석자: 이지원 수석부회장, 오덕재 표준화

- 주최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융합생물소재연구부/

위원장, 박진병 기획사업위원장,
박현규 기획이사, 박철환 부총무이사,

한국생물공학회 대전 충남지부
- 총 참가자 : 126 명

김용주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센터장
- 회의내용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RFP 제안
참여 논의

○ 행사개최
2019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 일시 : 2019년 10월 9일(수)–11일(금)
- 장소 : 대구, 엑스코
- 주최 : 한국생물공학회

○ 국제협력활동
BEST Annual Meeting 한국대표단 파견
- 일 시 : 2019년 7월 1일 – 4일
- 장 소 : National Taipei University of Technology,
Taipei
- 대표단 : 한성옥 총무이사, 최신식 국제협력이사
- 기 타 : KSBB–BEST 협력방안 논의 및 Joint
Symposium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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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J 학술발표대회 한국대표 파견
- 일 시 : 2019년 9월 16일 – 18일

화를 통해 우수 공학기술 인재 육성
- 사업내용 : 연구팀에서

정한 연구주제로 일정 기간

- 장 소 : Okayama University, Japan

동안 연구수행

- 대표단 : 이희찬 회장, 한성옥 총무이사, 홍종욱 국

리더쉽 워크숍（연구역량강화교육 등）참여

제협력이사, 전태준 재무이사
- 기 타 : KSBB-SBJ 협력 방안 논의 및 초청 발표 진행

산업체 멘토 직장 방문
결과발표대회 참석 및 연구결과발표
- 사업기간 : 2019. 3. 1. - 10. 31.
- 사업비 : 78,000,000원

④ 학술연구교류회 지원사업 추진
- 내용 : 한국생물공학회

회원들의 학술정보교류 및
연구회 활동 지원으로 연구 분위기 조성 및
신규기획연구과제 도출, 신진연구자 및 비
회원 연구자와의 연구교류 장려, 학회에서
수행하는 기획사업, 용역사업 자문 및 참여
- 사업기간 : 2019. 4. 1. - 10. 31.
- 사업비 : 팀당 1,500,000원 × 7팀 지원

○ 사업추진
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센터 위탁사업 추진
- 과제명 : 바이오기술 개발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 지
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사업 선정
- 사업책임자 : 박경문 교수(홍익대)
- 실무책임자 : 박용철 교수(국민대)
- 사업기간 : 2019. 7. 25.-11. 30.
- 사업비 : 30,283,000원
② 한국과학창의재단 2019 과학문화 민간활동지원사업
추진
- 과제명 : 청소년과 함께하는 BT
- 사업책임자 : 한성옥 교수 (고려대)
- 사업기간 : 2019. 5. 20. – 12. 31.
- 사업비 : 18,000,000원
③ [2019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지원]
여대학(원)생 공학연구팀제 사업 추진
- 전담기관 :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사업목적 : 여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및 리더십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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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수상자
- 공로상

-

- 생물공학

학술진흥상 -

故 윤현식 교수

- 학술대상

김시욱 교수 (조선대)

- CHC학술상

최정우 교수 (서강대)

- 담연학술상

박시재 교수 (이화여대)

- KSBB

Journal 우수논문상 -

김동명 교수 (충남대)

김태집 교수 (충북대)

박찬범 교수 (KAIST)

박철환 교수 (광운대)

백승필 교수 (고려대)

서인수 박사 (제주테크노파크)

신현재 교수 (조선대)

오덕근 교수 (건국대)

이은열 교수 (경희대)

이재화 교수 (신라대)

이지원 교수 (고려대)

차형준 교수 (POSTECH)

주정찬 (한국화학연구원)

박시재 (이화여대)

- 신인학술상

황병희 교수 (인천대)

유하영 교수 (상명대)

- 우수기술연구상

박종필 교수 (대구한의대)

- 양정당

국제교류상 이진원 교수 (서강대)

- 아시아

연구교류상 Masahiro Goto (Kyushu Universit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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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조 교수 (인하대)

- BBE
 우수편집자상 -

신현재 교수 (조선대)

박태현 교수 (서울대)

권대혁 교수 (성균관대)

- BBE
 공로상 -

오민규 교수 (고려대)

- 유영제 교육상 -

강선철 교수 (대구대)

한세광 교수 (POSTECH)

- BBE
 우수논문상 -

김문일 교수 (가천대)

이은규 교수 (한양대)

- 생물공학연구자상

김범수 교수 (충북대)

김준형 교수 (동아대)

김한상 대표이사 ((주)제우스)
김희식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종필 교수 (대구한의대)

박진병 교수 (이화여대)

전태준 교수 (인하대)

하석진 교수 (강원대)

윤영상 교수 (전북대)

최두복 박사 (한국바스프)

- 우수지부상

대구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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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학력
2017,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박사
2011, 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전공 석사
2009,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학사

경력
2019 - 현재: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조교수
서승오 교수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전공)

2017 - 2019: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박사후 연구원
2011 - 2012: 서울대학교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연구원

연구분야
미생물 대사공학 기술을 이용한 식품 및 식의약 소재 개발
미생물 공장화 기술을 이용한 유용산물의 대량생산
합성생물학과 CRISPR 기술을 이용한 미생물 유전체 편집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프로바이오틱스 연구
오믹스 기반의 개인 맞춤형 스마트 식품 개발

학력
2009, KAIST 생명과학과 박사
2003, KAIST 생명과학과 학사

경력
2019-현재: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조교수
2013-2019: Postdoctoral Researcher /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Chemical and
백종윤 교수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Biomolecular Engineering, University of Delaware
2009-2013: Postdoctoral Researcher,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Albany

연구분야
Mammalian cell culture, Manufacturability, Scalability, Cell line instability, Cell and
gene therapy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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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4,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박사
2005,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석사
2003, 동국대학교 식물자원학 & 식품공학과 학사

경력
2019-현재: 전남대학교 농식품생명공학부 식품공학 전공, 조교수
김수정 교수
(전남대학교 식품공학전공)

2018-2019: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단, 연수연구원
2017-2018: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화학공학과, 연수연구원
2014-2017: 서울대학교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연수연구원

연구분야
Synthetic biology, Metabolic engineering, System biology, Smart microbial cell factory,
biosensors, food system engineering

학력
2014, UCSD 생물공학 박사
2006,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생명과학부 학사

경력
2018-현재: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및화학공학부 조교수
2016-2018: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조교수
김동혁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및화학공학부)

2004-2016: Postdoctoral Researcher, Bioengineering, UCSD

연구분야
Systems Biology, Metabolic Engineering, Pathogenic Bacteria

학력
2015, Chemical engineering POSTECH Ph.D.
2010, Chemical engineering POSTECH M.S.  
2008,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Sungkyunkwan Univ. B.S.
Chemical Engineering, Sungkyunkwan Univ. B.E.

경력
양윤정 교수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2019-현재: Assistant Professor, Dept. of Biological Engineering, Inha Univ.
2019: Research Professor, Dept. of Chemical Engineering, POSTECH
2015-2019: Postdoctoral Associate, Dept. of Chemical engineering, MIT

연구분야
Protein engineering, Recombinant protein, Biomaterial, Hydrogel scaffold, Peptide-polymer
conjugates, Selective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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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
학력
2014,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2009, Hanyang University B.S.

경력
2018–현재: Assistant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2015-2018: Research Fellow, Dana Farber Cancer Institute and Harvard Medical School
박천권 교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2014-2015: Senior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연구분야
Biomaterials, Drug Delivery, Immunotherapy, Medical Devices

학력
2014,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 박사
2008,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학사

경력
2019-현재: 단국대학교 제약공학과 조교수
2015-2019: Postdoctoral Researcher,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Georgia
정재환 교수
(단국대학교 제약공학과)

Institute of Technology
2014-2015: Postdoctoral Researcher, 한국과학기술원, 응용과학연구소
2010-2014: Teaching Assistant,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연구분야
Drug delivery, Microneedle, 3D printing, Biosensors, Biomimetic system, BioMEMS

학력
2015, Univ. of Virginia 화학공학 박사
2008, 포항공과대학 화학공학 석사
2006,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학사

경력
2019-현재: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
임성인 교수
(부경대학교 화학공학과)

2016-2019: CJ헬스케어 생물의약센터
2015-2016: Postdoctoral Fellow, ChE, Georgia Tech
2008-2011: 한미약품 연구센터

연구분야
Drug Delivery, Non-IgG scaffold, Bioconjugation, Self-assembly, Biopharmaceuticals,
Biobetter, Multi-specific drug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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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1, Dept. of Chemistry, Yonsei University Ph.D.
2006, Dept. of Chemistry, Yonsei University M.S.
2004, Dept. of Chemistry, Yonsei University B.S.

경력
2018-Present: Assist. Professor, Hanbat National University
최진실 교수
(한밭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2017-2018: Researcher, Y-IBS, Yonsei University
2013-2017: Post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Molecular and Medical Pharmacology,
UCLA
2011-2013: Postdoctoral Researcher, Yonsei University

연구분야
Nanobiotechnology, Nanomaterials, Biosensors,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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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도서 발간 소식
한국생물공학회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생물공학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회원님들께 생물공학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연
구 활성화를 위하여 출판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물공학회의 출판사업은 학술저서를 원하시는 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한국생물공학회 총서는 학회 회원일 경우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문방법 : [총서 1~6, 9] 월드사이언스 (T. 02-581-5811~3 E-MAIL. worldscience@hanmail.net)
[총서 7] 신일북스 (T. 02-843-3281 E-MAIL. shinil@shinilbooks.com)
[총서 8] 도서출판 이채 (T. 02-511-1891 E-MAIL. yiche7@hanmail.net)

▶ 바다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9
저자 : 김세권
출판년도 : 2018년
정가 : 20,000원

▶ 소개 : 아직 바다 양식에는 물, 파도, 염도, 압력 등 여러 위험 상태에서 사람이 직접 일을 해야 하는 재래식으로 발전에 어
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수중 로봇, 수중 드론, 무인 잠수정, 무인 운반선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면 스마
트 파밍(smart farming) 시스템처럼 해양목장의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되어 관리됨으로써 육지면적의 4.6배에 해당하는
해양 관활권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해조류, 어패류 등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해양생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으로 현재 90% 이상
이 미이용 자원인 해양생물 자원이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를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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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미래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8
저자 : 신현재
출판년도 : 2018년
정가 : 15,000원

▶ 소개 : 우리를 둘러싼 그 어떤 물질도 탄수화물만큼 다양한 크기와 색깔,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
는 이 세상은 가히 ‘탄수화물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20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천착해 온 탄수화물에
대한 모든 것을 『달콤한 미래_세상에서 가장 쉬운 탄수화물 과학』 (신현재 저, 값 15,000원)에 담았습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생체물질을 만드는 원료로 밥, 빵, 설탕 등 식량자원으로서 인류의 역사와 오랫동안 함께해 온 달콤
하고 친숙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경계
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탄수화물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풀어내어 먹는 탄수화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
로잡아 줌과 동시에 그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 생체 내에서의 여러 작용들이 밝혀짐으로써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단백질, 지방 등과 더불어 탄수화물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미래 연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핵심
물질이며, 최근에는 노화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식품이나 의약품의 기능성 소재, 석유화학산업 등
의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과서나 전문서적에서 학문적으로 다루어졌던 탄수화물에 대한
정보를 저자는 『달콤한 미래』에서 역사와 문화적인 면까지 아울러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7
저자 : 차형준 외
출판년도 : 2017년
정가 : 45,000원

▶ 소개 :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은 William H. Elliott와 Daphne C. Elliott가 1997년 발간한 이후에 2014년에 5번째 개정판
까지 나온 교재로 한 학기에 생화학과 분자생물학 분야를 모두 간추려서 강의할 교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한 학기
교재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번역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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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의 술, 우리 막걸리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6
저자 : 유대식
출판년도 : 2015년
정가 : 24,000원

▶ 소개 : 이 책의 내용에 저자의 의견 제시는 가능한 최 소화 하도록 했으며, 고문헌과 연구 논문의 내용 에 대해서는 최대
한으로 서술하고자 했습니다. 참고 문헌은 각 장마다 제시하지 않고 지면을 줄이고 모든 문헌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
록 제7장에 모 두 모아 연도순으로 정리함으로써 막걸리의 연구 역사까지 한꺼번에 찾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생물공정공학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5
저자 : 정용섭·김승욱·김익환·윤현식·이재관·전계택·정연호·조무환·최정우·홍억기
출판년도 : 2015년도
정가 : 38,000원

▶ 소개 : 이 책은 생물공정공학을 배우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으로, 생물화학산업에서사용되고 있는 공정들의
공학적인 원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공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독자를 위해서 생물공정공학이
새로운 버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생물학적인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와 예제들을 사용하였고 이를 공학적인 관점에서 분
석하고 설명하였습니다. 현대 생물공학의 영역에서 공학적인 개념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생물 발효뿐만 아니라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생산, 생물적 환경정화, 바이오연료, 신약개발과 조직배양 등이 포함됩니다. 공학 교과에서의 중요
한 분야들(물질과 에너지 수지, 전달 공정, 반응과 반응기 공학)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학생들은 새롭게 보완된 도란의 교
과서를 선택함으로써 생물공정공학으로의 입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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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의약품 연구개발 프로세스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4
저자 : 고여욱
출판년도 : 2015년도
정가 : 12,000원

▶ 소개 : 생물공학 기술은 미국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제는 대장균에서 효모, 곤충세포 및 동물세포 등 생산
세포주의 사용 범위가 넓혀지면서 많은 생물의약품이 발매되었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 150여 종의 유용 생물의약품은
치명적인 감염성 질환뿐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암, 당뇨, 만성 신부전 빈혈 등 합성의약품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난치
성 질한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발휘하였습니다.
본서는 생물의약품의 도입 및 허가 업무에 종사하는 개발자, 생산공정 개발, 비임상 및 임상 평가에 관여하는 연구자, 연
구과제 채택 및 연구 리소스를 관리하는 기술경영자, 그리고 생물의약품 개발 과정 전체를 폭넓게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생물의약품의 현장 개발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해양생명공학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3
저자 : 김세권
출판년도 : 2013년
정가 : 29,000원

▶ 소개 : 우리나라는 2004년 [해양생명공학육성법] 이 공포된 이래 정부의 관련 R&D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로 인해 관련 연
구가 매우 활성화 되었으며 국내 대학에 해양생명공학분야의 학과도 1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 관련 연구 인프라도 구
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학부의 교과과정에 해양생명공학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국내외 교재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저자는 지난 33여년간 수행한 미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활
용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해양생명공학’ 이라는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해양생명공학’은 유전학, 분자생물학,
기초유전학, 어류의 유전자, 조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해양미생물, 천연물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전자 클로닝, 어류의 육종기술, 해양신소재, 해조류 및 미세조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해양
바이오 에너지 생산기술, 해양천연물, 해양미생물의 특징 및 생리활성물질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생물공학의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이를 상세하게 설명한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삽입하였습니
다. 아울러 해양생명공학은 다학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해양생명공학분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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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및 정제기술 : 식품 및 바이오산업에의 응용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2
저자 : 이현용, 윤원병, 송상훈, 안주희, 박성진, 이기영
출판년도 : 2012년
정가 : 20,000원

▶ 소개 : 천연물에서 생리활성물질을 비롯한 유용성분을 분리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소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와 개
발이 식품 및 바이오산업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물 유래 소재의 특이성과 생리활성적 효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성분을 분리하는 공정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입
니다. 이같은 연구 노력이 편중된 가운데 한국생물공학회 본서를 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본
분리정제 교재는 공학적 이론을 다양한 단위공정에서 분리정제에 촛점을 맞추어 적용하고 해석하고자 기술되었습니다.
독자들이 분리정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좋은 자료가 될 뿐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공정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실전적
인 HAND BOOK 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 우리 누룩의 정통성과 우수성 *한국생물공학회 총서 1
저자 : 유대식, 유현영
출판년도 : 2011년
정가 : 18,000원

▶ 소개 : 막걸리의 광풍(光風)속에서 우리의 전통 누룩으로 빚지 않는 막걸리가 우리의 입맛을 고정시키는 현실이 안타깝습
니다. 우리 누룩은 단순한 발효제만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식문화적(食文化的) 차원에서 인식해야합니다.
발효공학의 교과 과목 중 전통주의 강의가 사라지고 더욱이 전통 발효제인 누룩의 역할과 우수성은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누룩에 관한 연구 보고서 형태의 서적이 한국생물공학회 출판사업으로 처음으로 출간되
었습니다. 이 책으로 우리의 전통 누룩의 우수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누룩연구의 재도약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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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물공학회 회비 안내
설립목적 및 사업
한국생물공학회는 생물 공학 기술(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연구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생물공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연구 협력
2. 생물공학의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산학 협동
3. 학술연구 및 개발 용역사업 수행
4. 학술연구 발표회, 강연회, 연수회 등 학술활동의 개최
5. 국·영문 학술지, 소식지, 학술회의 Proceedings 및 학술도서의 발간
6. 생물공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7. 기타 국제 교류 등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
회비안내
구분

자격

정회원

생물 공학 분야에 종사하거나 생물공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60,000원

관련분야 학위 중인 (대학)대학원생

20,000원

학생회원
평의원
종신회원

금액

학회 내규에 의해 선임된 자

100,000원

정회원 중 10년 이상 회원 자격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로서 1회에 해당회비 전액과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

600,000원

도서관회원 관련분야 도서관

150,000원

단체회원

관련분야 단체기관

500,000원

벤처회원

관련분야 벤처기관

300,000원

논문 구독료 BBE, KSBB Journal, BT News 등의 발간물 구독을 원하는 회원에 한해 선택 가능

비고

30,000원

1. 납부방법은 카드결제, 온라인 계좌이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통장 입금시 계좌입금이 확인된 후
유효하다.
2. 종신회원은 정회원 5년, 평의원 3년간 활동 후 가입할 수 있으며, 평의원 종신회원의 경우 매년 정회원
회비를 제외한 금액을 평의원회비로 납부한다.
3. 학위 중인 학생(박사과정까지)을 제외한 신분은 학생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4. 도서관회원, 단체회원, 벤처회원의 경우 연회비에 구독료가 포함된다.

문의처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815호
한국생물공학회 사무국 (TEL: 02-556-2164, FAX: 02-557-2164 E-mail: ksbb@ksb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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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한국생물공학회 광고게재 안내
1. 본
 학회는 약 7,000여명의 개인회원과 200여개의 단체회원이 활동하는 생물공학분야 국내의 대표적인 학회로, 학
계, 연구소 그리고 산업계가 고루 참여하여 생물공학의 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본
 학회에서는 학술지 발간사업을 추진하여 KSCI 등재지 “KSBB Journal”을 매년 각 4회, SCIE급 영문저널인 “BBE
(Biotechnology and Bioprocess Engineering)”를 매년 각 6회, 그리고 소식지인 “BT News” 매년 2회 발간하여 학회
회원, 국내외의 산업체, 도서관, 연구소 그리고 공공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3. 그
 중 BT News는 생물산업 분야의 최근 동향 및 정보교환, 학회 소식 및 기업체 연구 현황 등을 회원 분들과 관련
기관 및 기업체 종사자 분들께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호마다 약 3000부가 발간되며 바이오관련 국내학회
에서 발간되는 소식지중에는 최대 규모로 BT News지는 기획특집, 최신연구동향, 관련 기관/단체 소식 등 다양한 컨
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BT 업계동향에서는 바이오관련 기업들의 신기술 및 신제품 소개 등을 다루고 있습
니다.
4. 본
 학회에 게재하는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고취시켜 회사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
료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광고게재를 요청하오니 생물공학분야에 있어서 귀사의 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
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광고효과가 지대함을 감안하시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가. 발간횟수 : BT News (소식지) - 2회/년
나. 광 고 비 : BT News (부가세 10% 별도)
앞표지내면(표2)

뒷표지겉면(표4)

뒷표지내면(표3)

내 면(칼라)

내 면(반면/color)

2,5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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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한국생물공학회 광고게재 신청서
◆ 신청 및 계약자 정보
(한글)

회사명
주

(영문)

소

(

-

)

담당자
전

직위/부서

화

내선#

팩

E-mail

스

홈페이지

귀 학회의 BT News에 아래와 같이 광고게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십시오.

------------------------------------------------------------------------ 아

래-------------------------------------------------------------------------

게재 신청 (*게재신청을 원하시는 면에 신청 횟수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10% 별도

앞표지내면(표2)

뒷표지겉면(표4)

뒷표지내면(표3)

내 면(칼라)

내 면(반면/color)

2,500,000

2,500,000

2,000,000

1,500,000

1,000,000

(

)회

(

)회

(

)회

(

)회

(

)회

* 모든 광고는 PDF 또는 JPG형식 A4사이즈로 제작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생물공학회장 귀중
안

내

광고게재료 및 광고 이미지 파일을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면 광고게재가 빨리 처리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연 락 처 : 한국생물공학회 (T.02-556-2164 / F.02-557-2164)
- 접 수 처 : ksbb@ksb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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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임원명단

한국
생물공학회

명예회원
공재열
김우식
김재형
김정회
목영일
박돈희
박정극
백운하
송승구
송지용
유연우
유영제
이용현
장호남
조영일
최차용
허병기

영문편집위원회
부경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아주대학교    
전남대학교
동국대학교
두산    
부산대학교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아주대학교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KAIST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위원장
이   사
이   사

윤종원
강택진
정규열

국제협력위원회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POSTECH

국문편집위원회
위원장
이   사
이   사

신현재
김진우
하석진

조선대학교
선문대학교
강원대학교

학술위원회
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차형준
김교범
서상우
정기준
최유성
최종훈

POSTECH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
KAIST
충남대학교
중앙대학교

회   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이희찬
이지원
이철균
김덕상
김의중
이규성
이상목
이종대
이태규
차형철
천병년
허은철

선문대학교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싸토리우스코리아㈜
㈜제노포커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큐어팜
㈜큐젠바이오텍
(재)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씨애치씨랩
㈜우정바이오
㈜GC녹십자

감 사
김종덕
김기옥

전남대학교
(재)제주테크노파크

총 무
이   사

한성옥

고려대학교

박철환

광운대학교

부총무
이   사

이상엽
송효학
백승필
장재형
최신식
홍종욱

KAIST
GS칼텍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김중배
오민규
김선기
유하영
이현호
장미경
황병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상명대학교
명지대학교
순천대학교
인천대학교

홍보소식위원회
재무위원회

회장단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권대혁
안용호
박철환
서정현
전태준

성균관대학교
삼성바이오로직스㈜
광운대학교
영남대학교
인하대학교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진원
최두복
방석호
이대희
서주현

서강대학교
한국바스프㈜
성균관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민대학교

표준화위원회
기획사업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박진병
조성민
나정걸
박시재
박현규
안지영
연영주
이택

이화여자대학교
코오롱생명과학㈜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KAIST
충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광운대학교

조직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원종인
신용욱
김준형
원기훈
이승환
정철희
최윤이

홍익대학교
CJ제일제당㈜
동아대학교
동국대학교
전남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위원장
오덕재
공동위원장 백영옥
이   사
박종필

세종대학교
㈜유바이오로직스
대구한의대학교

산학연 위원회
위원장
공동위원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김동명
이승구
김용환
서인수
오백록
오유관
유병조
전국체

충남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UNIST
(재)제주테크노파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산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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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물공학회

강선철
강종구
강춘형
강택진
강현아
강희경
고기성
고성환
고의찬
고인영
고휘진
공인수
구만복
구본탁
구윤모
권대영
권대혁
권순조
권무식
권영은
권오석
권인찬
권일근
김경헌
김   광
김교범
김   근
김근중
김기옥
김기호
김남기
김대옥
김대혁
김도만
김동명
김동일
김두현
김명동
김명진
김문일
김문일
김미선
김민곤
김민홍
김범수
김병기
김병수
김병우
김병우
김병진
김병찬

대구대학교
충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에코필
㈜두산바이오텍
하이테크벤처타운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고려대학교
㈜인바이오넷
인하대학교
식품개발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동국대학교
수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랜드㈜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전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인하대학교
바이넥스
강원대학교
(주)LG화학
가천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엠에이치투바이오케미칼
충북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동의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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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평의원명단

김병홍
김상용
김상진
김선민
김선원
김선창
김성구
김성배
김성준
김성훈
김세권
김소미
김수린
김승욱
김시욱
김양훈
김영기
김영민
김영옥
김영주
김영필
김용균
김용성
김용주
김용직
김용환
김유천
김윤곤
김은기
김은정
김응빈
김응수
김의용
김익환
김인섭
김인수
김인호
김재연
김정윤
김종덕
김종수
김종필
김준형
김중곤
김중균
김중래
김중배
김중현
김지현
김지훈
김진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인하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부경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부경대학교
제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고려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양대학교
부산대학교
아주대학교
기술표준원
주식회사 셀트리온
UNIST
한국과학기술원
숭실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한남대학교
(주)유디피아
충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농촌진흥청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경원대학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전남대학교

김진우
김진현
김찬화
김창규
김창섭
김창섭
김창준
김창호
김   철
김철호
김태선
김태완
김태진
김태집
김   필
김하동
김학성
김현욱
김현철
김홍진
김희숙
김희택
나   건
나정걸
나재운
남두현
남수완
남인현
남좌민
노광수
노용택
도준상
라채훈
류   강
류근갑
류대환
류두현
류병호
류화원
류희욱
민준홍
민지호
박경문
박기수
박기영
박노동
박두홍
박민성
박병철
박성훈
박송용

선문대학교
공주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영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콧데상사
㈜빔스바이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태라특허법률사무소
전남대학교
수원대학교
충북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대전바이오벤처타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경성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서강대학교
순천대학교
영남대학교
동의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계명대학교
유원대학교
POSTECH
한경대학교
성운파마코피아
울산대학교
㈜케이비티
전주대학교
경성대학교
전남대학교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전북대학교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녹십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UNIST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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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문
박시재
박영훈
박용철
박용하
박윤제
박장서
박주현
박준성
박제균
박종문
박종필
박중곤
박진병
박진환
박찬범
박창호
박천석
박철환
박태정
박태주
박태현
박한오
박현규
박홍우
반재구
방석호
배경동
백세환
백승필
백영옥
변상요
변영로
변유량
복성해
상병인
서근학
서영권
서일순
서정우
서정현
서주원
서주현
서진호
서태석
선용호
성문희
성종환
소재성
손영진
손정훈

전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민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주대학교
동국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POSTECH
대구한의대학교
경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운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대학교
㈜바이오니아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얀센백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유바이오로직스
아주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재)충남동물자원센터
한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남대학교
명지대학교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상지대학교
국민대학교
홍익대학교
인하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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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규
송재경
송주영
송준명
송효학
신재기
신종식
신철수
신현재
신화성
심민석
심상준
심영철
안대희
안동준
안익성
안지영
안종철
양문식
양영헌
엄달호
엄숭호
엄영순
여익현
연영주
염경호
염승호
오경근
오광근
오덕근
오덕재
오민규
오병근
오백록
오유경
오유관
오태광
오태진
우건조
우승한
우한민
원기훈
원종인
위영중
유상렬
유승민
유익근
유인상
유장렬
유종훈
유진철

㈜삼양제넥스
선문대학교
창원대학교
서울대학교
GS칼텍스
한국수자원공사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조선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고려대학교
태평양 기술연구원
명지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충북대학교
서린 바이오 사이언스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녹십자 백신
성균관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풀무원홀딩스
강릉원주대학교
충북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영남대학교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울산대학교
경원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수원대학교
조선대학교

유태현
윤성관
윤성철
윤세억
윤여준
윤영상
윤정원
윤제용
윤종원
윤현철
윤현희
윤형돈
이경미
이관순
이균민
이근억
이기세
이기영
이대성
이대희
이덕록
이동우
이동현
이상기
이상명
이상열
이상엽
이상준
이상현
이선구
이선복
이성국
이성희
이승구
이승환
이신영
이연희
이용현
이우종
이우창
이원종
이원흥
이은교
이은규
이은열
이인영
이인화
이재관
이재영
이재흥
이정건

아주대학교
에이프로젠
경상대학교
전북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북대학교
㈜셀트리온
서울대학교
대구대학교
아주대학교
경원대학교
건국대학교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한미약품
한국과학기술원
강원대학교
명지대학교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경북대학교
중앙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건국대학교
부산대학교
POSTECH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동아제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강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삼성종합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더멋진바이오텍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삼성종합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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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걸
이정기
이정욱
이정철
이제현
이종대
이종상
이종수
이종일
이준식
이중헌
이지원
이진석
이진영
이진우
이진원
이진태
이찬용
이창수
이처영
이철균
이평천
이한영
이현용
이현호
이혜진
이홍금
이홍원
이희종
이희찬
임광희
임교빈
임동준
임상민
임용택
임현수
임형권
장규호
장덕진
장미경
장상목
장용근
장유신
장이섭
장인섭
장재형
전국체
전계택
전영중
전태준
전형식

2019 평의원명단

건국대학교
배재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마크프로
다인바이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빔스바이오
배재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조선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상명대학교
동아대학교
서강대학교
영남대학교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리엔리국제특허법률사무소
강원대학교
명지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극지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창해에탄올
선문대학교
대구대학교
수원대학교
영남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남대학교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바이오트론/한일과학산업㈜
명지대학교
순천대학교
동아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랜드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강원대학교
경기바이오센터
인하대학교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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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환
정국훈
정규열
정기준
정귀택
정대균
정민섭
정병철
정봉근
정봉우
정상전
정상택
정선용
정연호
정영기
정용섭
정욱진
정윤경
정윤철
정인식
정주영
정준기
정준호
정철희
정현숙
정형일
정흥채
정희태
조무환
조병관
조승우
조의철
조   훈
주영운
주우홍
주정찬
주   현
지근억
진언선
차영록
차형준
채종찬
채희정
최권영
최덕호
최동성
최두복
최봉혁
최석순
최신식
최용수

충주대학교
㈜두산
POSTECH
한국과학기술원
부경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동아대학교
전북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제대학교
한국연구재단
경희대학교
한국폴리텍 바이오대학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조선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영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재)목암생명공학연구소
조선대학교
다당앤㈜
창원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인제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농촌진흥청
POSTECH
전북대학교
호서대학교
아주대학교
㈜한국백신
우석대학교
BASF KOREA R&D
POSTECH
세명대학교
명지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최우석
최유성
최윤이
최윤희
최정우
최종수
최종일
최종현
최종화
최종훈
최창훈
최태부
최한석
최호석
하석진
하성호
한규범
한균희
한남수
한대석
한미정
한성옥
한세광
한세종
한종인
한지숙
허윤석
허   원
허호길
현병환
현형환
홍석인
홍성주
홍순광
홍순호
홍억기
홍원희
홍종욱
황대희
황동수
황   백
황병희
황석연
황석환
황성진
황종식

성균관대학교
충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산업연구원
서강대학교
한국바스프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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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타바이오메드
중앙대학교
삼성바이오에피스
건국대학교
울산의과대학교
충남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차바이오앤디오스텍
연세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식품연구원
동양대학교
고려대학교
POSTECH
극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대전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명지대학교
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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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학교
PO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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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인천대학교
서울대학교  
POSTECH
전남대학교
㈜에코솔루션

2020 한국생물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20 KSBB Spring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
2020년 4월 8일(수) – 10일(금), 창원컨벤션센터
April 8(Wed) – 10(Fri), 2019, Ceco, Changwon

2020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20 KSBB Fall Meeting and International Symposium
2020년 10월 21일(수) – 23일(금),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October 21(Wed) – 23(Fri), 2020, Maison Glad Jeju Hotel, Jeju

Automated Nucleic Acid Extraction System

I AM WAITING FOR
YOUR TOUCH ON MY SCREEN

IT’S GENTi

Competitiveness

User-friendly

합리적인 가격, 컴팩트한 디자인

GENTi 전용 kit 사용으로 추가 소모품 불필요

Flexible

Superior performance

한 종류의 키트로 다양한 샘플에서 핵산 추출 가능

추출된 고순도, 고수율의 핵산은 다양한
downstream application에 바로 적용 가능

Fast and Convenient

Two configurations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신속하게 추출
핵산 추출 약 29 min (32 samples test) 소요

Single strip type 또는 96 well plate type 선택

Workflow
· Proven magnetic bead technology ovecomes clogged tips or contaminating drips
Lysis buffer

① Insert sample (200 μl)
to 1 well

Washing buffer

② Sample lysis & Bind with
1, 2 well

Sample

Magnetic bead

③ Particle washing with
3, 4, 5 well

Magnetic rod

④ Nucleic acid elution with 6 well

Transfer

1

2

3

4

5

6

1

2

3

Magnetic cover

Isolate beads-free
nucleic acid
4

5

6

1

2

3

4

5

6

5

6

Application
Target

Genomic
DNA

Input sample type
Whole blood, Serum, Plasma,
Urine, Sputum, CSF, BAL, Body Fluid
Swab, Dried blood spot, Tissue

Genotyping,
Malaria detection,
STD detection,
MTB/NTM/MDRTB,
DNA identification

Specifications
Format

Target

Downstream application

Input sample type

Downstream application

Viral
DNA/RNA

Whole blood, Serum, Plasma,
Swab

HPV, HBV, CMV, HCV,
Dengue, Chikungunya,
etc.

Whole blood
DNA

Whole blood, Serum, Plasma

HLA, Malaria detection,
Genotyping

Ordering Information
Magnetic Bead
48-strip tube / 96-well plate

Dimension

370W x 425D x 400H mm

Weight

33.9 kg (74 lb)

Throughput

1~32 samples per run

Processing Time

29 minutes

UV lamp

LifeTime 6000 hours

Display

LCD color display

Sample Volume

Input of 200 μl

Category
Equipment
Genomic DNA Extraction kit

Viral DNA/RNA Extraction kit

Whole blood gDNA Extraction kit

Product Name / Cat.No.
GENTi 32 Automated Extraction Equipment / GTI032
TM

GENTi Genomic DNA Extraction Kit (Strip Type, 48T) / 901-048
GENTi Genomic DNA Extraction Kit (Plate Type, 96T) / 901-096
GENTi Viral DNA/RNA Extraction Kit (Strip Type, 48T) / 902-048
GENTi Viral DNA/RNA Extraction Kit (Plate Type, 96T) / 902-096
GENTi Whole blood gDNA Extraction Kit (Strip Type, 48T) / 903-048
GENTi Whole blood gDNA Extraction Kit (Plate Type, 96T) / 903-096

* Reagent type : universal, prefilled, ready-to-use reagent

GeneAll Bldg. 128, Ogeum-ro,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82-2-407-0096 / E-mail: sales@geneall.com
www.geneall.com

BioWhittaker™ Serum-Free Media

Maximize Your Cell Growth and Productivity
BioWhittaker™ Serum-free Media delivers unique Beneﬁts:

•
•
•
•
•

Produced according to cGMP
Consistent results
Elimination of FBS lot qualiﬁcation
Elimination of FBS borne mycoplasma
and virus contamination
Simpliﬁed downstream puriﬁcation

•
•

Reduced regulatory burdens
Maximal yields

Early Stage Develoment Service
Protein Expression System, Biosafety Study, Biosimilar Characterization, Cell Bank Manufacturing, QC/QA

Process Related Support
Media & Process Optimization, Fermentation & Cell Culture, QbD & PAT, Single Use Manufacturing,
Bioprocess Development & Engineering, Filtration Systems, Downstream Bioprocess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