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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해양스피룰리나 활용 스피룰리나 동물세포 배양액(Spirulina Animal Cell Culture 
Solution, SACCS) 개발 및 세포주 배양평가

  - 해양 스피룰리나 활용 FBS 대체 동물세포 배양액 제조법 개발
  - FBS 대체 SACCS 배양액의 세포 배양 및 FBS 대체비율 평가
  - SACCS 활용 어류백신 세포주 2종 대상 10세대 배양
  - SACCS 적응 어류백신 세포주 1종의 전사체 및 단백체 분석
  - SACCS 활용 2종의 항체 생산 세포주 10세대 계대 배양 
  - SACCS 적응 항체 생산 세포주 유래 항체의 품질확인
  - 줄기세포 4종 대상 SACCS 활용 10세대 배양 및 FBS 대체비율 평가
  - PDLSC의 골분화 관련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비교를 통한 FBS 대체 가능성 평가

연구개발성과

가. FBS 대체 소재 SACCS (Spirulina Animal Cell Culture Solution) 개발
 ○ 광생물배양기(PBR, Photobioreactor)를 이용한 원료 생산 및 배양기 scale-up 
 ○ SACCS 제조 및 안전성 평가: 오염원 불검출 확인
 ○ SACCS의 특허출원 완료(‘17.02) 및 PCT 출원(’17.05)
 ○ SACCS의 소태아혈청(FBS) 대체 가능성 평가
  - 8종 세포주 대상 10세대 배양 결과, SACCS의 FBS 대체 가능성 확인
  - SACCS 적응 세포주 대상 분자생물학적 평가(대사물질, 세포주기 및 세포사멸 분석)
  - SACCS의 FBS 대체 능력 기전 연구를 위한 H460 세포주의 전사체 및 단백체 분석
  - SACCS 소재 분석에 따른 후보 지표물질 확인
  - SACCS의 FBS 대체 효능 증대를 위한 가수분해물 공정 개발
 ○ 후속연구 2건, 기술이전 1건 및 연구소기업 1건을 통한 SACCS의 산업화 추진

나. SACCS 활용 어류백신생산 세포주의 배양
 ○ SACCS 활용 어류백신 세포주 2종 세포주 10세대 배양 완료
 ○ SACCS 적응 어류백신 세포주 1종의 전사체 및 단백체 분석 완료

다. SACCS 활용 바이오산업 CHO 세포주의 배양
 ○ SACCS 활용 2종의 항체 생산 세포주 10세대 계대 배양 완료
 ○ SACCS 활용 FBS 70%이상 대체 조건에서 컨트롤 대비 유사한 단위세포당 

항체생산성 확인, 당사슬 확인 및 무혈청배지 첨가제로의 활용 가능성 확인

라. SACCS 활용 줄기세포 배양 및 분화 배지 연구
 ○ 줄기세포 4종 대상 SACCS 활용 10세대 배양 완료 및 2종 줄기세포 선정
 ○ 줄기세포 2종(ADSC, PDLSC) 대상 SACCS의 FBS 30% 대체 10세대 배양
 ○ SACCS 적응 줄기세포 2종 대상 분화 유도 후 골분화능, 골분화 유전체 및 단백체 

비교 확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세계적 수준의 핵심원천기술 확보 가능
  - 해양생물 소재 분야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제시 및 세계적 연구분야 선도
 ○ FBS 문제점에 대한 친환경적 해결방안 제시
  - FBS의 비환경･비윤리･고비용 및 희소성 문제점을 친환경적으로 해결
 ○ 높은 산업적 파급력에 따른 국가 연구수준 도약 
  - 08‘ FBS 시장 규모 기준으로 연간 7천억 원 이상의 수익 창출가능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세포배양 소태아혈청 무혈청배지 미세조류 스피룰리나

영문핵심어
(5개 이내) Cell culture Fetal bovine 

serum Serum free media Microalgae Spiru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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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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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개발 목적

○ 해양스피룰리나 활용 바이오산업용 소태아혈청(FBS) 대체 무혈청(Serum Free) 동물 세포배양

액 및 세포 배양 핵심원천기술 개발

1-2. 연구개발의 개요

○ 세포배양은 의학, 면역학 및 생물학 연구에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 중 하나이며, 세포 연구

의 중요성은 생체 유래 세포가 생체 대체 모델로 인식되고 연구되어지기 때문임

○ (그림 1-1)과 같은 다양한 연구들을 위한 세포 배양 활용분야는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림 1-1] 각종 동물세포 배양에 따른 다양한 활용 가치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 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 4 •

○ 동물세포 배양은 1885년 Roux에 의해 병아리 수정란 배양에서부터 시작되어 많은 연구자들

의 노력에 의해 다양한 동물 유래 세포 배양 기술이 개발되어 오다가 1952년 Gey에 의해 

최초의 인간 유래 불멸화 세포주인 HeLa 세포주가 확립, 세포 연구의 기틀이 마련되었음

○ 현재 생명현상연구(인간 게놈 분석 및 단백체 분석), 줄기세포 연구(난치병 치료 및 재생의

학), 독성 및 안전성 검사, 진단 및 예방법 개발, 항생제, 항암제 및 백신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세포는 안정적 배양을 위해 반드시 세포배양배지가 필요

○ 세포배양은 합성배지(Media)에 혈청(Serum)을 10~20% 농도로 첨가하여 사용하는데, 합성배지

는 각종 영양성분, 비타민 및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혈청의 경우 구성성분이 완전히 밝

혀지진 않았지만 세포의 성장, 분열 및 분화 등에 관여하는 세포에 필수적인 호르몬, 부착인

자 및 성장인자를 포함하고 있음

○ 세포배양에 필수적인 혈청은 소태아, 송아지, 말, 양, 돼지, 개, 염소 등의 동물에서 분리하여 

사용되는데,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소태아혈청(FBS)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혈청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혈액의 양이 

많은 큰 개체가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축산 되는 동물들 가운데 소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임

○ FBS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세포배양에 있어 다른 종으로부터 유래

한 혈청의 면역글로불린이 면역거부 반응을 유발하여 다양한 부작용이 유발되는데 FBS의 

경우 출산되기 이전의 소태아에서 분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고유 면역글로불린만을 가지므

로 타 동물 유래 혈청에 비하여 면역거부반응이 상대적으로 적게 유발되기 때문에 세포배양

에 가장 적합함

○ 세포배양을 이용한 생물의약품 개발은 1990년대 생명공학의 산업화를 주도한 핵심 분야로서 

erythropoietin (EPO), colony stimulating factor (CSF), 단일클론항체 등이 개발되었으며 매년 

20-30% 성장을 거듭하여 생명공학 산업화의 주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국내 바이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판매/임상 중인 생물의약품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동물세포 이용 생물의약품 생산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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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의 필요성

○ 세포배양은 오늘날 분자생물학, 면역학, 의학 분야 연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

험 기법임

○ 세포배양에 필수적인 FBS의 제조과정을 보면 임신한 어미 소의 자궁에서 소태아를 적출하여 

소태아 심장에 바늘을 꽂아 혈액을 체취한 후 혈청을 분리하여 사용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환경적이며 또 생산과정의 어려움과 희소성으로 산업적 FBS 제품은 매우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고비용 구조의 심각한 비윤리적･비환경적･고비용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소 태아는 여러 가지 영양소와 성장인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세포 배양액의 중요한 기본 구

성물 중의 하나로, 바이오기술 관련 실험의 기초적 단계에 속하는 동물세포 배양뿐만 아니

라 백신, 단백질의약품 등 개발에 사용되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태

아 혈청(FBS)은 고객의 수요 증가로 인해 소 태아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지속적인 

비용이 상승하고 있음

○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 태아 비윤리적이며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폭등으로 제

조과정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대체소재 개발은 전무함

○ 제조과정의 (비비고) 한계성은 글로벌 FBS 시장에 직접 영향

     ※ 가격동향 : 최근 2년간 2배 상승 ⟶ 바이오산업 분야 산학연 연구개발 재정에 심각한 영향(관련 대학연구실 최

소 구매액 0.5억-1.5억/yr) ⟶ 국가R&D 예산 문제로 발전

     ※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을 목적으로 최근 설립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문제임 

○ 유럽연합(EU) 전문 매체인 유랙티브의 2016년 1월 발표에 의하면 EU는 동물 실험이 필요 

없는 독성 시험 방식의 개발을 위해 ‘독성위험(ToxRisk)’로 명명된 프로젝트에 향후 6년간 

3천만 유로 이상을 투입하여 ‘동물실험 없는 안전성 평가’ 관련 EU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독성위험(ToxRisk)’ 프로젝트에는 동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생물체 내 작용을 파악

하는 '비(非)동물 생체 내 실험법'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가상 환경에서 실험하고 검사

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실험 의존도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1-2] FBS 문제점 및 대체재 개발의 필요성



• •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 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 6 •

○ 최근 국제사회의 동물 실험 자제권고로 높아지는 세포 연구 의존도는 FBS 공급의 불안정화

와 산･학･연의 연구재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미국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럽연합의 EMEA (European Medicines Agency) 및 국제사회는 FBS 사용 자

제와 대체재 개발을 권고 하고 있는 실정임

○ FBS 대체재로 각광받는 무혈청배지는 혈청을 사용하지 않는 세포배양배지로 의약·바이오산

업 시장에 있어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세포배양을 통해 생산하는 재조합 단백질의 경우 FBS 사용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미지의 

항원에 오염된 재조합 단백질이 합성되어 잠재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무혈청배

지의 경우 구성성분의 명확함으로 부작용의 우려가 적은 고순도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 할 

수 있음

○ 하지만 무혈청배지의 경우 적용 가능한 세포주가 매우 한정적이고 배양을 위한 세포주 적응 

과정이 어려우며 세포분열 및 성장속도가 느리고 FBS 사용대신 세포배양에 필수적인 각종 

호르몬 및 성장인자의 추가적인 첨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비용의 시스템을 가짐

○ 무혈청배지의 적용 세포주에 대한 제한성, 세포배양의 어려움 및 고비용 문제점에 의하여 

세포배양이 기반이 되는 세포신호전달, 기전분석, 기능성 및 신약 후보 물질 스크리닝, 세포 

독성 및 안전성 테스트 등 전반적인 의학, 면역학 및 생물학 연구 분야에는 적용하기 힘든 

한계성을 가짐

배지종류 장점 단점

소태아혈청

▶ 전반적인 연구 분야에 적용가능 ▶ 비환경･비윤리･고비용

▶ 다양한 세포주에 적용 가능 ▶ 구성성분이 불명확함

▶ 세포 성장 및 분열 속도 빠름 ▶ 품질관리가 어려움

▶ 세포배양이 용이함 ▶ 미지 항원에 대한 오염 가능성 있음

▶ 많은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활용 가능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무혈청배지

▶ 혈청의 미사용 ▶ 적용 세포주의 제한성

▶ 구성성분이 명확함 ▶ 세포 성장 및 분열이 느림

▶ 품질관리 가능 ▶ 세포주 적응 과정이 필요함

▶ 오염 가능성 적음 ▶ 적용 연구 분야의 한계성 

▶ 재조합 단백질 생산이 용이함 ▶ 고비용 

<표 1-1> 혈청배지 및 무혈청배지의 장･단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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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FBS 대체재는 무혈청배지가 가지는 적용 세포주의 제한성 및 연구 분야의 한계

성 및 FBS의 비윤리･비환경･고비용(비비고) 문제점을 친환경적으로 극복 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FBS 대체 소재는 의학･바이오 연구 및 산업 분야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소재의 

영양학적인 우수성과 안정성이 국제사회에 입증되어야 하고 원료 소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조화롭게 맞출 수 있어야 함

○ 소태아 혈청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선행특허는 현재 소수 특허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과제인 FBS 대체재 연구개발 분야는 다양한 개량특허 또는 원천특허 

확보가 가능한 분야인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팀의 자체 선행연구를 통해 확보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한다면 FBS 

비비고 문제점의 친환경적 해결방안 제시와 함께 무혈청배지의 제한성 및 한계성을 극복하

여 다양한 세포주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과 연구분야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FBS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폭등은 FBS 대체 소재 개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양스피룰리나를 활용한 동물세포 배양액(SACCS) 개발과 FBS 대체 소재 개발

에 따른 결과물을 통해 해양생물 소재 분야에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 할 것임

○ 본 연구팀이 제안한 해양스피룰리나를 활용한 소태아혈청(FBS) 대체 무혈청배지(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연구 수행 결과물은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급증하고 있는 스

피룰리나 및 세포배양배지 관련 산업에 지각변동을 초래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산업적 파급

력을 가지며 세포배양배지 전량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체질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연구분야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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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 연구현황

  1-4-1. 기술현황

□ 소태아혈청

○ 세포배양기술은 동물의 혈청을 첨가한 영양성분의 혼합물을 사용하고 있음

    - 혈청은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된 복합물이며, 이중에는 성장인자(growth factor), 호르몬 및 

세포를 자극하는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성장인자들은 autocrine과 paracrine 작용을 통해 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알려져 있음

○ 배양액에 첨가되는 혈청은 실험목적에 따라 다양한 동물의 혈청이 세포배양에 사용되고 있

으나 일반적으로 FB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소태혈청은 어미 소의 탯줄혈액으로부터 분리되는 혈청으로, 여러 가지 영양소와 성장인자

를 포함하기 때문에 세포배양액의 중요한 기본 구성물 중의 하나임

    - 특히 바이오기술 관련 실험의 기초적 단계에 속하는 동물세포 배양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술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백신, 단백질의약품 등 개발에 사용

되는 원료물질임

    - 또한 소의 혈청에서 추출된 알부민(albumin)은 제약 과정에서 약품의 안정화를 위하여 사용

되기도 하며, 생명과학분야의 실험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국내에서 사용되는 소태아혈청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급격히 증가된 

국내 의약･바이오산업 시장에 대한 소태아혈청의 불안정한 공급과 가격상승 및 소 가축 유

래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성 등의 이유로 소태아혈청 대체 세포배양배지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는 상황임 

□ 소태아혈청 대체 무혈청배지

○ 소태아혈청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동물세포 배양에 따른 다양한 연구의 지속을 위해 소태아

혈청 대체 세포배양배지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FBS 대체재로 각광받는 무혈청(Serum Free)배지는 혈청을 사용하지 않는 세포배양배지로서 

치료용 재조합 단백질 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의약･바이오산업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고 있음

○ 국내 무혈청배지 개발 대표 사례로 카이스트 이균민교수팀은 효모, 콩, 밀 및 쌀의 가수분해 

산물을 무혈청배지에 첨가하고 바이오산업용 CHO 세포주를 배양하여 인간의 트롬보포이에

틴 재조합 단백질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그 결과를 2004년에 발표하였음

○ 인하대학교 김동일 교수팀은 기존 무혈청배지에 누에 실샘 유래 가수분해 산물을 첨가하여 

중간엽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하고 그 결과를 2014년에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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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무혈청배지 관련 연구는 무혈청배지를 사용하여 배양되는 세포주에 대한 세포공학 및 

재조합 단백질 생산 분야가 대부분임. 무혈청배지 개발연구는 매우 드물며 산업적 이용을 

위한 대규모 생산은 전무함

○ 소태아혈청 대체 무혈청배지 역시 수입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백신 

및 단백질 의약품 생산 공정이 국외 선진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기술에 의한 무혈청배지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 여건상 육상 생물 소

재 활용 무혈청배지 개발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현재 국내 해양 생물 소재 활용 무혈청배지 연구 개발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원료 소재로서 스피룰리나 

○ 현재, 해양 바이오 관련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증하고 있으며,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세포배양 또한 산업 규모가 확장되고 있어, 대체소재 개발을 

통해 핵심원천기술 선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미세조류의 일종인 스피룰리나는 슈퍼푸드, 완전식품으로 FDA 및 식약처에 고시된 원료로 

친환경성, 영양학적인 우수성 및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으며 본 연구팀의 선행분석 결과 스

피룰리나는 FBS에 비하여 일반성분, 무기질 및 아미노산 함유량이 높음을 확인하였음 (본 

연구팀의 선행연구 결과표 참조)
※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B12, β-carotene, EPA 및 천연색소 등 함유 

※ kg당 우유 칼슘의 10배, 당근 베타카로틴의 20배, 시금치 철분의 50배, 계란의 5배 높은 단백질 함량 등 완벽한 

영양소 함유(항산화활성→녹황색야채의 20배)
※ 아래 표와 같이 단위면적당 단백질 생산량, 수자원 및 토지 요구량, 에너지효율 등이 육상식량자원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친환경 재생가능한 자원이며, 본 연구진의 자체 대량생산 시설로 원료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함

○ 현재까지의 스피룰리나 활용 기술동향을 분석해보면 건강식품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스피룰리나의 완벽한 영양성분, 면역증강 및 생리활성 기능에 비하여 의학･바이오소재로의 

다양화 및 고급화 접근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해양스피룰리나 유래 의학･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팀이 최초로 시도하는 해양스피룰리나 활용 FBS 대체 무혈청배지 바이오소재 원천

기술개발 연구는 향후 원천기술확보 및 국내 해양 소재 활용 기술 개발에 획기적인 패러다

임 전환을 유도 할 것으로 사료됨 

  1-4-2. 시장현황

□ 바이오산업 시장동향 

○ 바이오산업 시장은 2009년 6조 9,654억 4,400만원에서 연평균 6.71% 성장률을 보이며 2013년 

9조 332억 8,8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3년에도 전년대비 7.10% 증가함

○ 바이오산업 국내 판매는 2012년 4조 686억 4,400만원에서 2013년 4조 3,573억 9,600만원으로 확

대됐으며, 바이오산업에 대한 매출 비중도 2012년 46.74%에서 2013년 48.24%로 1.49%p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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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은 2012년 3조 605억 8,500만원에서 2013년 3조 1,664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6% 

증가했으나, 바이오산업에 대한 매출 비중은 국내 판매 증가에 따라 2012년 35.16%에서 

2013년 35.05%로 0.11%p 감소함

    - 수입은 2012년 1조 5,747억 9,300만원에서 2013년 1조 5,094억 5,7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매출 비중도 2012년 18.09%에서 2013년 16.71%로 1.38%p 감소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내 판매액 2,907,448 3,415,833 3,774,050 4,068,644 4,357,396 

수출액 2,728,749 2,744,538 2,827,811 3,060,585 3,166,435 

수입액 1,329,247 1,381,582 1,497,786 1,574,793 1,509,457 

합계 6,965,444 7,541,953 8,099,647 8,704,022 9,033,288 

<표 1-2> 바이오산업 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 통계]

○ 2013년 바이오산업 분야별 시장점유율은 바이오의약이 45.39%로 최대이며, 바이오식품(33.96%),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7.52%), 바이오화학(6.93%), 바이오검정, 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2.18%), 바이오공정 및 기기(1.99%), 바이오전자(1.70%), 바이오환경(0.34%)순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그림 1-3] 바이오산업 분야별 시장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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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대비 2013년 시장 확대 규모는 바이오의약이 1,405억 6,700만원 증가로 가장 크게 나

타났으며, 바이오식품(1,360억 9,800만원 증가),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946억 3,200만원 증가), 

바이오화학(521억 6,600만원 증가)순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바이오의약 3,745,571 3,519,367 3,791,491 3,959,474 4,100,041

바이오화학 441,941 700,790 530,433 574,125 626,287

바이오식품 1,593,077 2,378,603 2,757,398 2,931,604 3,067,702

바이오환경 232,073 111,877 109,402 27,744 30,331

바이오전자 73,987 122,042 182,333 124,076 153,167

바이오공정 및 기기 405,037 287,958 285,087 311,759 179,793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131,608 258,510 281,745 584,445 679,077

바이오검정, 정보개발서비스
및 연구개발

342,150 162,806 161,755 190,796 196,889

합계 6,965,444 7,541,953 8,099,644 8,704,023 9,033,287

<표 1-3> 바이오산업 분야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통계]

□ 세포배양배지 시장동향

○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세계 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작은 시장에 속하지만,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됨

    - 바이오시밀러도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일한 생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포배양을 위

한 배양배지 등의 생산원료를 필요로 함

○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향후 몇 년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2015년까지 대형 바이오의약품들의 특허기간 만료가 집중되어 있고, 바이오시밀러 시

장 개방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유럽에 이어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함에 따라 소비시장(바

이오시밀러 수요의 80% 이상이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이 확실해졌으며, 대기업을 비롯한 국

내 바이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는 배양배지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

며, 배양배지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양산을 염두에 두고 생산설비를 구축

한 뒤, 바이오시밀러 양산 전에는 CMO(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생산설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 2015년 한국에서 FBS를 포함한 혈청과 혈장 수입국은 미국이 86%, 호주가 13%를 차지하고 

있어서 두 국가를 합치면 거의 99%를 차지함. 특히 혈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제품 수급에 대한 어려움 발생 시, 국내 세포 연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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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통계청 2015]

[그림 1-4] 2015년 혈청과 혈장 수입국 현황

○ 세포 연구의 수요증가로 인해 한국의 FBS를 포함한 혈청과 혈장의 수입량이 2000년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였음.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혈청과 혈장 연도별 수입실적이 2000년도 

23,245,000 달러에서 130,865,000 달러로 15년 사이 5.6배로 대폭 증가하였음 

[출처: 수출입무역통계, 2000년 ~ 2015년]

[그림 1-5] 혈청과 혈장 연도별 수입실적

○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FBS의 국내 시장은 70억 원대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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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룰리나 시장동향

○ 국내 스피룰리나 시장규모는 6∼7억원(‘90) → 400억원(‘14) → 800억원(’15) 로 증가됨

     ※ 관련 기업[이에스그룹(지구스피룰리나), 보령수앤수(보령스피룰리나549), 종근당건강(녹십자HS), 매일유업(천연베

이비화장품 스피룰리나), 롯데(롯데디카라), 김정문알로에(김정문스피룰리나), 동원F&B 등]

○ 한국에서는 스피룰리나가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고가의 스피룰리

나를 1차 산업분야에 적용이 어려웠으나, 본 과제 제안팀인 강도형박사 연구실에서 국내 개

발한 자체 기술로 스피룰리나의 대량 배양에 성공함으로써 스피룰리나의 각종 1차 산업 적

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국내 스피룰리나 활용 산업동향을 분석해보면 고부가가치의 의학･바이오소재로서 

실용화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팀이 제안하는 해양스피룰리나 활용 FBS 대체 무혈청배지 연구개발 과제 관련 자체 

선행연구 결과, 기존 FBS 사용량을 7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함 

○ 본 연구팀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는 해양스피룰리나 활용 FBS 대체 무혈청배지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연구는 향후 매우 높은 산업적 파급력으로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연구 분야의 

체질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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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1-5-1. 기술현황

□ 소태아혈청

○ 오늘날 의학･면역학･생물학 연구 분야에 가장 중요한 실험방법인 동물세포 배양은 1885년 

Roux에 의해 병아리 수정란 배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1952년 최초의 인간 유래 불멸화 세

포주인 HeLa 세포주가 Gey에 의해 확립되어 세포 연구의 기틀이 마련되었음

○ 동물세포배양에 필수적인 소태아혈청은 우수한 영양성분과 각종 성장인자 및 호르몬을 함유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구성성분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음 

○ 구성성분의 불명확함에도 동물세포배양 시스템이 확립된 이래 혈청은 동물세포의 증식을 촉

진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어 왔음

    - 초대세포(primary cells) 및 확립된 세포주(established cell lines)의 생존 및 증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혈청은 그 구성성분이 일부만 밝혀진 혼합물로서 세포배양에서의 생리적 활성

이 완전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음

    - 또한, 소태아 혈청은 mycoplasma, viruses, prions, bacterial mitogens, hormones, extraneous protein, 

growth factors, proteases 등의 위해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공급자의 설비 및 기술수준 및 생

산 단위(lot)에 따라 그 조성이 달라지는 품질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 국외 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혈액제제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배양용 혈청(fetal bovine serum, 

donor calf serum, donor bovine serum, bovine serum)과 소혈청　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immunoglobulin, lactoferrin 등이 연구용 또는 제약 산업용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음

    - 이러한 제품은 미국, 캐나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도축과정 또는 혈액채취용 목장에서 사

육되는 소에서 생산되고 있음

    - 특히, 혈액공여를 위한 소를 사육하는 목장은 전문적인 사양관리와 질병 제어를 실시하여 

우유와 식육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International Serum Industry Association(ISIA, 국제혈청산업협회)에서는 세계에서 생산되는 혈

청과 혈액으로부터 생산된 제품들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하고 이들의 사용법을 교육함으로

서 serum의 안전성 증진에 관한 산업체의 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소혈청을 이용한 세포배양 기술 개발, 혈청 내 목표 단백질의 정제 기술 개발, 소 탯

줄로 공급되는 혈액에서 정제한 fetal bovine serum albumin 분리 정제 및 기능 연구, 면역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

○ 성체줄기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양하기 위해서는 소태아혈청을 함

유하는 배지가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배양과정에서 소태아혈청을 포함한 동물유래 단백질원

이 사용됨으로써 임상적용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 시 종간 오염 등의 안전성 문제

를 배제하기가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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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이러한 종래의 배양 방법으로부터 얻어진 줄기세포를 임상에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

를 내포하고 있음

○ 동물세포 배양에 필수적인 영양성분과 각종 성장인자 및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면역

거부반응이 상대적으로 적은 FBS는 제조 기술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조과

정을 보면 임신한 어미 소의 자궁에서 소태아를 적출하여 소태아 심장에 바늘을 꽂아 혈액

을 체취한 후 혈청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환경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FBS는 규명되지 않은 미지의 성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생산단위 (lot) 마다 구성 성

분 및 농도 변화가 있어 품질 관리가 어려우며, 소 가축 유래 각종 질병 오염원에 대한 위

험성이 대두되고 있음 

○ 최근 미국 FD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럽연합의 EMEA (European Medicines 

Agency) 및 국제사회는 FBS 사용 자제와 대체재 개발을 권고 하고 있는 실정임

□ 소태아혈청 대체 무혈청배지

○ FBS 대체재로 인식되는 무혈청(Serum Free)배지는 혈청을 사용하지 않는 세포배양배지로 일

반적인 합성배지를 기본으로 하여 세포 성장 및 단백질 생산에 필수적인 인슐린, 트랜스페

린, 셀레니움 등의 호르몬 및 성장인자들을 첨가하여 사용함 

○ 세포배양을 통해 생산하는 재조합 단백질의 경우 FBS 사용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미지의 

항원에 오염된 재조합 단백질이 합성되어 잠재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무혈청배

지의 경우 구성성분의 명확함으로 부작용의 우려가 적은 고순도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음

○ 2004년 유럽에서 mitogenic activity를 가진 육상식물 유래 Prolifix를 무혈청 배지 첨가제로 사

용하여 LLC-PKI and Caco-2 세포주의 배양과 형태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음

○ 2012년 영국의 셰필드 대학은 인간 유래의 혈장을 혈청 대체재로 사용하여 암 세포주와 내

피세포 배양을 시도하였음

○ 2013년 미국에서는 세포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임상등급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생산하기 위

해 혈장과 혈소판 융해물(platelet lysate)을 세포 성장첨가제로 사용하여 시판 무혈청배지와 

성장률 및 증식을 비교하였을 때 혈소판 분해산물(platelet lysate)이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음

○ 2013년 오스트리아의 Ludwig Boltzmann Institute for Experimental and Clinical Traumatology 그

룹은 인간유래의 혈장과 혈소판 분해산물(platelet lysate)을 혈청 대체제로 사용하여 인간 섬

유아세포와 줄기세포의 배양하여 지방세포와 골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확인함

○ 2013년 중국에서는 연골세포 치료제로 연골세포 자가 이식 위해 연골세포를 fibroblast growth 

factor-2,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insulin-like growth factor가 포함된 무혈청배지로 세포배

양과 증식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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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혈청배지의 필수 첨가물인 각종 성장인자 및 호르몬은 박테리아 및 육상식물 소재가 주로 

활용되었음. 인간 유래 혈장 및 혈소판을 이용한 무혈청배지 첨가물은 안정적인 소재 공급

에 어려움이 있으며 윤리적 문제 및 고가의 문제로 산업화를 위한 대량생산에 문제가 있음

○ 박테리아를 이용한 각종 성장인자 및 호르몬 생산의 문제점은 첫째, 박테리아에서 생산한 

성장인자 및 호르몬이 동물세포에서 불활성화 되는 경우가 많고 둘째, 많은 종류를 생산해

야 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아지며 셋째, 특정한 동물세포 종류에만 적용 가능하여 연구 

분야 범용성이 적고 안전성이 문제될 수 있음

○ 박테리아 유래 단백질의 안전성 문제로 최근 육상식물 소재인 식물세포, 콩, 밀 및 효모를 

활용한 무혈청배지 첨가물 생산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음 

○ 하지만 육상 식물 소재 활용 각종 성장인자 및 호르몬 생산의 경우 식물성 단백질이 대부분

인 식물의 특성 때문에 동물세포의 성장 및 분열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식량 및 에너

지 시장과의 경쟁구도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움

○ 현재까지 개발된 무혈청배지의 경우, ① 적용 가능한 세포주가 매우 한정적이고 ② 배양을 

위한 세포주 적응 과정이 어려우며 ③ 세포분열 및 성장속도가 느리고 ④ FBS 사용대신 세

포배양에 필수적인 각종 호르몬 및 성장인자의 추가적인 첨가로 사용자의 번거러움을 초

래함

○ 무혈청배지 문제점에 의하여 세포배양이 기반이 되는 세포신호전달, 기전분석, 기능성 및 신

약 후보 물질 스크리닝, 세포 독성 및 안전성 테스트 등 전반적인 의학, 면역학 및 생물학 

연구 분야에는 적용하기 힘든 한계성을 가짐

○ 결론적으로, FBS 대체재는 무혈청배지가 가지는 적용 세포주의 제한성, 연구 분야의 한계성 

및 FBS의 비윤리･비환경･고비용(비비고) 문제점을 친환경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FBS 대체 소재는 의학･바이오 연구 및 산업 분야에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소재의 

영양학적인 우수성과 안정성이 국제사회에 입증되어야 하고 원료 소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조화롭게 맞출 수 있어야 함

○ 무혈청배지 개발을 위한 소재 발굴 연구는 육상 소재 연구가 주를 이루며 현재까지 해양 생

물 소재를 이용한 무혈청배지 연구 개발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스피룰리나

○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의 식량자원이자 차세대 건강식품의 최적 원료인 스피룰리나를 놓고 

치열한 연구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 국

제기구에선 ‘바다에서 나는 미래의 완전식품’으로 인정했고, WHO에서는 완전식품, 수퍼푸드 

등으로 인정하여 의료, 건강, 기아해방프로그램 등에 이용되고 있고, 美항공우주국(NASA)은 

우주인의 식량으로 선정하였음

○ 남조류의 일종인 스피룰리나를 1천 톤을 생산하면 170톤(0.17g/L)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어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재로 평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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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룰리나는 최초의 광합성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미생물 ‘사이노박테리아’에 속하는 나선

형의 세균으로 모든 생물들의 먹이사슬의 기초이며, 생명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 성분을 

스스로 합성하는 특징을 가짐

○ 특히, 스피룰리나는 인체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8종의 단백질, 13종의 비타민, 14종의 미네랄 

엽록소, 감마리놀레닉산 GLA, 항상화제 SOD, 다당류, 섬유질 등의 총 49종의 영양원소가 균

형 있게 함유되어 있고, 이러한 영양소가 체내의 비율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 무려 95%

에 이르는 소화흡수율을 가능하게 함

○ 스피룰리나는 식물성, 동물성, 해조류, 박테리아의 4가지 생명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바

닷물보다 6~7배 더 짠 염호와 섭씨 40도의 고온과 수온이온 농도 pH9~11의 강알칼리성 환

경에서 자라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

□ 스피룰리나의 효능

○ 스피룰리나는 청록색의 나선형으로 열대지방의 염호에서 자생하는 남조류이며, 고기를 대체

하고 미래의 건강한 단백질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슈퍼푸드임 

    - 또한, 스피룰리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항산화효소 활성을 촉진해 세포 내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완전식품임

○ 스피룰리나에 고농도로 함유된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 조성이 인체가 요구하는  조성에 균

형 잡힌 우수한 단백질이며 소화흡수율 및 생체 이용률이 아주 높고, 특히 어떤 식품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각종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피코시아닌 성분은 체내 유해한 산소화합물

인 활성산소를 중화･제거시키는 역할을 통하여, 피부미용에서부터, 노화 지연, 면역기능 강

화 간 기능 보호효과 등 당뇨병에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됨

□ 스피룰리나의 성분

○ 스피룰리나는 성분의 60~70%가 양질의 단백질로 되어 있으며 6-9%의 지질, 15-20%의 탄수

화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밖에 비타민, 무기질, 섬유질 식용색소를 함유함

    - 탄수화물로는 포도당, 람노스(rhamn-ose), 만노스(mannose), 자일로스(xyl-ose)등이 있고 색소

로는 등황색의 카로티노이드, 녹색의 클로로필, 청색의 피코시아닌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음

    - 세포벽은 부드러운 점액다당(mucopolysaccharide)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얇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이 95%이상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스피룰리나의 생리활성

○ 스피룰리나는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세포활성 및 면역시스템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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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ST 스피룰리나>

[출처-1: https://en.wikipedia.org/wiki/Hematopoietic_stem_cell#/media/File:Hematopoiesis_simple.svg]

[출처-2; Spirulina in Human Nutrition and Health]

[그림 1-6] 스피룰리나에 의한 세포 활성 및 세포 면역시스템 조절

□ 스피룰리나의 안전성

○ 스피룰리나 Human, Lat, Mice, Dog, Fish 등 다양한 생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성테스트에

서 독성과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독성물질인 중금속 등을 체외로 방출시키는 역할과 

함께 신장 및 간의 독성도 낮추어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은 스피룰리나가 세포독성학적 측면에 있어 안전하게 믿고 사용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스피룰리나 생산 및 활용법 개발에 관한 복합적인 접근연

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해양 유래의 균주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및 다양한 산업적 활용법

을 제시한다면 세계적인 연구결과 및 연구-개발-사업화의 프로세스 기반조성이 가능함

○ 또한, 스피룰리나는 주로 미국, 인도, 중국, 미얀마 및 일본 등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적인 증진보다 기능성 원료로 고부가가치 산물을 창

출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함

○ 해양 미세조류는 항산화 및 면역력 증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어 각종 

건강보조 식품에 이용되고 있으나, 대사활성물질은 균주의 배양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므로 원료생산 표준화로 고부가가치 산업화의 장애를 극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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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국내 원천자원과 기술로서 국제적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해양미세조류 유래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가 필요함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생물 유래 제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한 체계적인 

기술개발 전략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나, 해양 생물기반 바이오 소재 원천기술개발 연

구는 미미한 상태이며, 특히 해양스피룰리나를 활용한 소태아혈청(FBS) 대체 무혈청배지(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연구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본 연구팀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향후 원천기술확보 및 세계적 연구분야 선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5-2. 시장현황

□ 세포배양 배지 시장 동향

○ 바이오의약품이 의약계의 주요 트랜드로 인식됨에 따라 최근 세포증식･배양 시장이 주목받

고 있음

○ 미국 시장조사업체 마케츠앤드마케츠(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2014년도 세포배양시장은 

약 60억 달러(약 7조원)로 추정되며 매년 평균 19.7%의 성장을 이어가 2019년에는 148억 달

러(약 17조원)에 이를 전망임

    - 세포증식 시장은 크게 암 및 줄기세포 연구, 재생의약,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의약품, 임상 

진단 분야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은 재생의약 분야임

    - 2014년도 재생의약 시장은 약 34억 달러(약 4조원)로 세포증식시장의 57.1%를 차지했으며, 

이 시장은 연평균 20.5%로 성장해 2019년에는 87억 달러(약 10조원)로 커질 전망임

    - 이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의약품이 12억 달러, 임상진단이 7억 달러, 암 및 줄기세포 연구

가 6억 7,000만 달러 순으로 큰 시장을 이뤘고, 이들은 2019년에 각각 29억 달러, 16억 달

러, 15억 달러 수준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음

○ 세계 바이오테크놀러지 부문의 배지, 혈청 및 시약 시장은 2009년에 23억 달러, 2010년에는 

25억 달러는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약 28억 달러에 달했음

    - 이 시장은 향후 8.8%의 연평균 성장률(CAGR)로 확대되며, 2016년에는 42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특히, 아시아의 세포배양배지 시장은 2009년 9,370만 달러, 2010년 11,990만 달러를 기록했

으며, 2011년에는 14,380만 달러를 기록하고, 이후 CAGR 20.1%로 확대되며 2016년에는 

35,940만 달러에 달할 전망임

○ 소태혈청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2억5천만 달러이며 국내 시장은 70억 원대에 이르고 있음

    - 이 중 미국산이 85%를 차지하고 호주와 뉴질랜드산이 15%를 이루고, 국내의 생산판매는 

전무하며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소태아 혈청(FBS)은 기후 상태 및 경제 상황에 대한 공급의 감소와 생명과학 및 

제약 고객의 수요 증가로 인해 소태아 혈청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지속적인 비용이 

상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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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IFE technologies]

[그림 1-7] 세계 FBS 가격추이

○ 미국에서는 FBS를 생산하기 위해서 fetal bovine blood (FBB)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가격의 안

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각종 축산질병을 비롯하여 FBS를 수입하려는 나라와 수입량의 증

가로 인해 FBB의 가격이 2012년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원활하지 못한 FBS의 공급으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검역 역시 까다로워지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감염병 등에 대한 백신 요구가 많아지면서 세포배양의 상업적 이용 또한 늘

어나고 있어, 가격상승 및 검역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FBS의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임

○ FBS 시장변화의 4가지 요인 중 하나는 FBS 공급업체들의 합병과 매각이었으며, 지난해 이

러한 불안정한 상태는 급속한 가격상승과 제품 공급 감소의 결과로 나타남

    - 또한, 소와 유제품의 세계적인 수요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기후변화(가뭄, 홍수, 극한 추위)

로 60년 중 가장 낮은 축산업 규모를 나타냈음

    - 시장변화의 또 다른 변수는, FBS 시장에서 처음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리콜을 요구하는 상

황이 발생했으며, 이 리콜은 한 공급자가 FBS의 잘못된 제조 기준을 숨기기 위해 설계된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에서 발생하게 됐음

○ 국외 많은 나라와 업체에서는 이미 가축 혈액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하고 이 중에 존재하는 

여러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은 선행연구 되어 제품 생산단계까지 이르렀음

○ 본 연구팀에 의해 처음 시도되는 해양스피룰리나를 활용한 소태아혈청(FBS) 대체 무혈청배

지(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연구 수행 결과물은 이미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급

증하고 있는 스피룰리나 관련 산업에 지각변동을 초래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산업적 파급력

을 가지며 세포배양배지 전량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체질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산

업 연구분야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됨 

○ 바이오산업용 CHO 세포주 배양을 위한 무혈청배지는 다양한 바이오 회사들에 의해 생산되

어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배양목적과 구성성분에 따라 1L당 10만원-20만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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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바이오기업은 치료용 단백질 또는 치료용 항체 의약품 생산을 위해 일반적인 상업용 

배지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상업용 배지는 배지 조성을 공개하지 않

기 때문에 대량배양을 통한 의약품 생산 시 배지 제조 회사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짐. 

○ 또한, 의료용 재조합 단백질의 고생산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식 배양 공정 (fed-batch culture) 

개발에 있어서도 추가로 첨가되는 배지 첨가물의 조성과 농도 정보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

어 추가적인 공정 개발에 어려움이 존재함 

○ 선진 바이오회사에서는 자체 무혈청배지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팀이 제안한 해양스피룰리나 활용 FBS 대체 무혈청배지 개발 연구

과제는 세포배양배지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연구 시장에서 세포 배양에 대한 연구재

료비와 바이오산업용 재조합 단백질, 백신 치료제의 개발 및 생산단가 절감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임

○ 결론적으로 해양스피룰리나 활용 FBS 대체 무혈청배지 바이오소재 개발 연구의 결과물은 

FBS 및 무혈청배지의 문제점을 동시에 완화시킴으로 기술적 차별화에 대한 제품 경쟁력을 

선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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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세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1. 연구개발목표

○ 해양 스피룰리나 활용 스피룰리나 동물세포 배양액(Spirulina Animal Cell Culture Solution, SACCS) 

개발 및 세포주 배양 평가

  2-1-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1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원료배양

○ 수로형배양기(Open Raceway Pond, ORP) 시스템 활용 원료 배양

    - 미세조류 배양온실(그림 2-1)에서 Spirulina Medium, Modified 배지(표 2-1)를 영양원으로 하

여 배양 연구를 진행 하였음. 300L 급 배양조에서 중간 배양을 실시한 후 수로형 배양기

(open raceway pond, ORP) 4기에 스피룰리나를 접종 하였음. 접종 후 21일 동안 회분 배양

하여 바이오매스를 획득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LOT 단위의 연속적인 배양을 실시하였음. 

생체량은 3일마다 측정을 하였으며, 배양액 20 mL을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GF/C 여과지

(Whatman)에 필터링(3반복)하여 24 hr 동안 드라이오븐(65°C)에 건조 시킨 후 무게를 측정

하여 생체량을 측정하였음. 배양수를 유동 혼합시키는 수차의 속도는 25 rpm을 유지 하였

고 배양수의 수온, pH, 염분, 조도의 변화는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각각 측정하였음. 

배양된 스피룰리나 샘플은 Tubular Separator(GQLY series)를 이용하여 15,000 rpm 조건에서 

12 hr 동안 작동하여 배양수 샘플 전체를 수확하였음. 수확된 샘플은 -50°C의 냉동고에 보

관하였고, 이 후 동결건조기(freeze dryer)를 사용하여 동결 건조하였음.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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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수로형배양기(Open Raceway Pond, ORP) 시스템을 이용한 스피룰리나 배양

Component Stock Solution Quantity
Solution Ⅰ 500 mL

NaHCO3 13.61 g

Na2CO3 4.03 g

K2HPO4 0.50 g

Solution Ⅱ 500 mL

NaNO3 2.5 g

K2SO4 1.0 g

NaCl 1.0 g

MgSO4.7H2O 0.2 g

CaCl2.2H2O 0.04 g

FeSO4.7H2O 0.01 g

NaEDTA.2H2O 0.08 g

Trace metals solution 1 mL

Vitamins solution 1 mL

Trace Metals Solution

Component Stock Solution(g/L/dH2O) Quantity Used

NaEDTA.2H2O 1 g

FeSO4.7H2O 0.194 g

ZnSO4.7H2O 1 mL

MnSO4.7H2O 1 mL

H3BO3 1 mL

Co(NO3)2.6H2O 1 mL

Na2MoO4.2H2O 1 mL

CuSO4.5H2O 1 mL

Vitamins solution

Component Quantity Used

Cyanocobalamin(vitamin B12) 5 mg

<표 2-1> 스피룰리나(Spirulina Medium, Modified) 배지 조성표

    - 2016년 5월 3일부터 2016년 5월 24일까지 21일 동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제주 국제해양과

학 연구지원센터)에 위치한 미세조류 유리온실에서 배양연구를 진행하였음

    - 배양기간 동안 1일 2회 배양액의 수질과 외부 환경을 측정 하였고, 배양액의 수온은 24.83

―29.31oC의 변화폭을 나타 내였으며 평균 수온은 26.97±1.21oC으로 적정 배양수온을 유지

하였음. 배양기간 동안의 염분 농도는 11.79―12.66 psu의 변화폭을 보였고, 평균 염분 농도

는 12.36±0.3 psu 안정적인 염분 농도를 나타내었음. 배양액의 pH는 평균 9.76±0.19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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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10.5 변화폭으로 스피룰리나를 배양하기에 적정한 약알카리성의 배양액을 유지 하였

으며, 태양광 조도(spot 1, 2)의 변화는 47.75―950.30 umol/m2/s 이고, 평균 278.50±238.54 

umol/m2/s 조도를 나타내었음(그림 2-2).

    - 스피룰리나 원료 배양연구 기간 동안 3일에 1회 생체량을 측정하며 변화를 관찰하였음. 실

험구는 배양 초반 생체량은 0.47±0.01 g/L 이었으며, 배양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으며 배양종료 시점에는 0.77±0.04 g/L 이고 평균 0.6±0.11 g/L 생체량을 나

타내었음. 실험구의 경우에는 배양 초반 생체량은 0.50±0.01 g/L 이었으며, 배양기간이 진행

되는 동안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배양종료 시점에는 0.96±0.06 g/L 이고 평균 

0.65±0.15 g/L 생체량을 나타내었음. 실험구는 배양 초반 생체량은 0.48±0.02 g/L 이었으며, 

배양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배양종료 시점에는 0.84±0.03 

g/L 이고 평균 0.63±0.13 g/L 생체량을 나타내었으며, 실험구에서 유의한 평균 생체량을 확

인하였음.

    - 21일 동안의 회분 배양 연구 종료 후 스피룰리나 배양액 전체를 Tubular Separator(GQLY 

series)를 이용하여 15,000 rpm 조건에서 12 hr 동안 작동하여 수확하였음. 총 17.8 kg(wet/weight)

의 원료를 획득 하였으며 -50oC 냉동에서 보관 후 동결 건조 하여 분석 실험에 이용하였음. 

[그림 2-2] 수로형 배양시스템 외부 환경과 스피룰리나 생체량 변화

○ 광생물배양기(Photobioreactor, PBR) 시스템 활용 원료 배양

    - 미세조류 연구를 위해서나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수로형 배양 시스템(open raceway pond, 

ORP)과 광생물반응기(Photobioreactor, PBR)의 2가지 방법을 주로 이용하여 배양이 이루어지

고 있음. ORP는 100 m2 에서부터 10 ha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크기로 규모 확대하기가 용

이하며, 자연 상태의 광 에너지와 탄소원인 CO2 를 영양원으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지만, 다른 종 또는 오염원의 침입이 용이하며 PBR 보다 낮은 생산력을 단점으로 꼽

을 수 있음. PBR의 경우 밀폐된 수조 환경에서 대상 미세조류의 성장조건에 부합되는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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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광조건, 배양용기 형태 및 에너지원)을 인위적으로 제공 하여 고농도로 배양 할 수 있

는 장점을 갖고 있고 ORP에서 미세조류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중간 계대배양을 위한 PBR

이 필요함. 고 부가가치 미세조류 종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공간 활용과 규모 확대가 

용이하고, 미세조류의 최적 성장 조건에 부합하는 디자인의 PBR 개발 기술이 요구됨.    

    - 본 연구팀에서 제작한 신규 PBR은 그림 10과 같이 투명 원형아크릴에 투명 아크릴 평판을 

부착하여 배양 틀을 제작하였음. 배양액의 순환을 위해 90도, 45도 각도에 에어노줄을 삽입

하여 배양액을 연속적으로 순환 시키는 동시에 정체되는 구간이 없도록 하였음. 또한, 미세

조류가 자연광 또는 인공 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종 바이오매스 수확에 용이하고 오염원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

었음.

    - 본 연구에서는 스피룰리나의 최적배양 조건 탐색과 ORP에서 미세조류 배양하기 위한 중간 

계대배양 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신규 PBR(200L)을 디자인 제작하여 생체량 변화를 관찰하

였음(그림 2-4).

    - Spirulina medium, Modified 배지(표 4)를 이용하여 2일에 1회 배양액 20 mL을 GF/C 여과지

(Whatman)에 필터링하고, 드라이오븐(60℃)에 24시간 건조시킨 후 여과 전과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바이오매스를 계산하였음. 자연 상태의 광 에너지를 이용하였으며, 에어브로워를 

이용하여 배양액을 연속적으로 순환 시키며 30일간 지속적인 배양을 진행하였음. 배양 실

험 종료 후 100um 필터를 이용하여 바이오매스를 전부 수확하였음.  

[그림 2-3] 신규 광생물반응기(Photobioreactor, PBR) 디자인 및 제작 

    - (그림 2-4)는 PBR과 ORP에서 30일 동안 배양한 스피룰리나의 생체량 변화를 나타내었음. 

ORP에서의 생체량은 최소 0.25±0.02 g/L 최대 1.12±0.03 g/L의 변화폭을 보였고, PBR 배양 

연구를 통해서는 0.34±0.03―1.68 g/L의 생체량 증가를 관찰함으로, ORP에서의 스피룰리나 

증가 변화 양상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음.

    - 신규 PBR배양을 통해 스피룰리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배양시스템과 프로

토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ORP 배양의 중간 계대배양장치로 접목 가능성도 제시하

였음. 추후 연구를 통해서 PBR과 ORP의 성분변화를 확인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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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광생물반응기(Photobioreactor, PBR)에서 스피룰리나 배양 및 생체량 변화 비교

② 스피룰리나 동물세포 배양액(Spirulina Animal Cell Culture Solution, SACCS) 개발

○ 스피룰리나 원료 전처리 및 SACCS 제조

    - SACCS 제조를 위하여 수로형 배양기 및 광생물배양기에서 배양된 스피룰리나 원료를 사용

하였음. 원료의 전처리 과정은 초음파분해와 원심분리를 통해 상층액을 회수하였음(그림 

2-5. A, B, C, D).

    - Filter Tec. pump filter 시스템을 활용하여 0.2μm pore size로 제균 필터 하였음(그림 2-5 F). 

필터 효율은 5ml/min로 SACCS 10리터를 제조하여 각 세부 및 위탁에 공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1.8L/day (6hrs/day), 0.54ton/year (300days/year)의 SACCS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pH 및 염분도를 비교한 결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2-5 G).

[그림 2-5] 원료의 전처리 및 SACCS 제조과정.(A) 초음파 처리를 통해 세포파쇄 (B) 세포파쇄 및 

멸균처리 (C) 원심분리 (D) paper 필터를 이용한 상층액 회수 (E) 초원심분리 (F) 0.2μm pore size 

제균 필터가 장착된 펌프 필터 시스템 (G) 제조된 SACCS와 시판 FBS 의 pH 및 염분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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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CS의 오염도 및 성분 분석

  • 마이크로플라즈마, 곰팡이 및 박테리아 검사

    - 수로형 배양기 및 광생물배양기에서 배양된 스피룰리나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SACCS를 

DiaPlex CTM PCR kit 를 사용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음. DiaPlex CTM kit에 제공된 

positive control 및 negative control 과 함께 PCR 실시 후 1.5% agarose gel을 사용하여 전기

영동을 실시하였음. 마이코플라즈마, 곰팡이 및 박테리아 검사 결과, 모든 SACCS 샘플에서 

오염도가 검출되지 않았음(그림 2-6, 2-7, 2-8).

[그림 2-6] 수로형 배양기에서 배양된 원료(Lot#1)를 활용하여 제조한 SACCS 오염도 검사. 

(A) 마이코플라즈마 오염도 검사 (B) 곰팡이 오염도 검사 (C) 박테리아 오염도 검사

[그림 2-7] 수로형 배양기에서 배양된 원료(Lot#2)를 활용하여 제조한 SACCS 오염도 검사. 

(A) 마이코플라즈마 오염도 검사 (B) 곰팡이 오염도 검사 (C) 박테리아 오염도 검사

[그림 2-8] 광생물배양기 유래 원료를 활용하여 제조한 SACCS 오염도 검사. 

(A) 마이코플라즈마 오염도 검사 (B) 곰팡이 오염도 검사 (C) 박테리아 오염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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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독소(endotoxin) 검사

    - SACCS의 내독소 오염 정도를 확인 하고자 LAL Chromogenic Endotoxin Quantitation kit를 

사용하여 확인하였음. SACCS 샘플 50ul에 Limulus amenocyte lysate(LAL)을 50μl 씩 첨가 

후 10초간 천천히 섞고 37℃에서 10분동안 반응시킨 후 Chromogenic substrate를 100μl 씩 

첨가한 후 37℃에서 6분 동안 반응 후 25% Acetic acid(stop solution)를 50μl 씩 첨가 후 흡

광도 405nm에서 측정함. 분석 결과, 광생물배양기 원료 유래 SACCS 샘플의 내독소는 약 

5EU/mL 이며, 수로형배양기 원료 유래 SACCS 샘플의 내독소는 약 1EU/mL 로 확인되었음

(그림 2-9). 

    - 수로형배양기에 비하여 광생물배양기 원료의 내독소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국제혈청산업

협회(ISIA, International Serum Industrial Association)에서 인증하여 현재 전 세계에서 시판되

고 있는 소태아 혈청(FBS)의 내독소가 10EU/mL 이하인 것을 감안한다면 SACCS 의 내독소 

수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9] 광생물배양기 및 수로형배양기 원료 유래 SACCS의 내독소 검사

  • SACCS의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및 수은) 오염 여부 및 성분 분석

    - SACCS의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및 수은) 오염 여부 및 성분분석을 위하여 식약처 지정 검

사기관인 제주대학교 생명과학 혁신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하였음.

    - 시험 분석 결과, SACCS의 유해중금속의 불검출을 확인 하였고, 시판 FBS에 함유된 탄수화

물, 단백질, 지방 및 미네랄 등 모든 항목이 SACCS 에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그림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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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시판 FBS 및 SACCS의 유해중금속 오염 여부 확인 및 성분분석 시험결과서

③ SACCS의 지표물질 탐색

○ 스피룰리나 원료의 small molecules 탐색 

    - SACCS의 품질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지표물질 선정을 목표로 스피룰리나 원료의 small 

molecules 탐색을 실시하였음

    - 원료 추출과정을 (그림 2-11)에 제시하였음

[그림 2-11] SACCS 지표물질 탐색을 위한 스피룰리나 원료 추출과정 모식도 

    - 수로형배양기 유래 Lot#2. 원료 추출물로부터 NMR, Mass spectroscopy 등을 이용한 성분분석

을 통해 일반적인 탄수화물 단백질을 제외한 유용한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였음(그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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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스피룰리나 추출물에 함유된 small molecules 확인

    - Reverse-phase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하여 단일물질로 분리한 후 화학적 구조를 확인

한 결과, poly unsaturated fatty acid, Triglyceride 및 Saccharide 3 계열의 물질이 확인되었음

(그림 2-13). 향후 SACCS를 활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small molecules을 탐색하고 원료에서 

발굴된 3종과 비교･분석 할 계획임.

[그림 2-13] 발굴된 small molecules의 정제 및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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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ACCS의 세포주 배양 평가

○ 스피룰리나 동물세포 배양액(SACCS)의 세포 독성 평가

    - 수로형배양기(ORP, Open Raceway Pond) 및 광생물배양기(PBR, Photobioreactor)원료 유래 SACCS

의 세포 독성 평가를 위해 증류수(D.W, Distilled Water) 및 FBS를 컨토롤로 사용하여 인간 

유래 정상 세포주 IMR90 세포를 96well plate에 2x103으로 seeding 한 후 다음날 각각의 농

도로 24시간 또는 48시간 처리 후 MTT assay kit을 사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함. 실험 

결과, 세포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2-14).

[그림 2-14] FBS 및 SACCS의 세포 독성 평가 

○ 수로형배양기(ORP) 유래 SACCS의 HeLa 세포주 배양 평가

    - FBS대체재 개발을 목표로 수로형배양기(ORP) 원료 유래 SACCS의 세포주 배양능을 평가하

였음. 전 세계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 인간세포주인 HeLa 자궁경부암유래 

세포주를 10세대 장기간 계대 배양하고, 96-well plate에 옮겨 3일간 생존율을 확인하였음. 

    - 실험 결과, 모든 혼합 비율에서 FBS 100% 컨트롤 그룹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높은 증식율

을 확인함. FBS를 SACCS로 50% 대체한 [FBS 50% : SACCS 50%]은 [FBS 100%] 컨트롤에 

비하여 140%의 세포증식율을 나타내었고, FBS를 SACCS로 70% 대체한 [FBS 30% : 

SACCS 70%]은 컨트롤과 유사한 세포증식율을 나타내었음(그림 2-15). 

[그림 2-15] Lot#1 SACCS의 HeLa 생존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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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CCS 활용 10세대 이상 장기 배양에 따른 HeLa 세포주의 세포 증식률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초기 1세대, 중기 3세대 및 후기 10세대의 증식률을 함께 비교･분석한 결과 중기 3

세대에서 주춤하였던 세포 증식률이 장기적인 계대 배양으로 인하여 SACCS 세포배양액에 

완전 적응하면서 FBS 컨트롤의 증식률 수준으로 회복되는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하였음(그

림 2-16).

[그림 2-16] Lot#1 SACCS 적용 1, 3, 및 10세대 계대 배양된 HeLa 세포주 증식율 평가 

○ 수로형배양기(ORP) 유래 SACCS의 HCT116 세포주의 배양 평가

    - HCT116 인간대장암 유래 세포주를 10세대 계대 배양하고, 96-well plate에 옮겨 3일간 생존

율을 확인하였음. 실험 결과, FBS를 SACCS로 50% 대체한 [FBS 50% : SACCS 50%]은 

[FBS 100%] 컨트롤에 비하여 120%의 세포증식율을 나타내었음(그림 2-17).

[그림 2-17] Lot#1 SACCS의 HCT116 증식율 평가 



• •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 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 36 •

○ 수로형배양기(ORP) 유래 SACCS의 HEK293 세포주의 배양 평가

    - 인간 신장조직 유래 세포주인 HEK293을 10세대 장기간 계대 배양하고, 96-well plate에 옮

겨 3일간 생존율을 확인하였음. 

    - 실험결과, [FBS 50% : SACCS 50%] 비율과 [FBS 30% : SACCS 70%]비율 조건에서 [FBS 

100%] 컨트롤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된 세포증식율을 나타내었음(그림 2-18). 

[그림 2-18] Lot#1 SACCS의 HEK293 증식율 평가 

○ 수로형배양기(ORP) 유래 Lot#2 SACCS의 HeLa 세포주 배양 평가

    - 수로형배양기(ORP) 유래 Lot#2 SACCS의 HeLa 세포주를 6세대 계대 배양하면서 각각의 세

대 마다 세포수를 측정하여 세포 proliferation을 관찰하였음.

    - 실험 결과, SACCS 활용 FBS 50% 및 70% 대체 비율 조건인 [FBS 50% : SACCS 50%], 

[FBS 30% : SACCS 70%]의 세포 proliferation 증가가 [FBS 100%] 컨트롤 대비 10% 이내의 

유사한 세포증식율을 확인하였음. 특히, 세포 계대 배양 초기(1 to 3)에서 4세대로 접어들며 

SACCS 적응에 따른 세포 proliferation 증가가 관찰됨(그림 2-19). 

[그림 2-19] Lot#2 SACCS의 HeLa 세포주 배양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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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생물배양기(PBR) 유래 Lot#3 SACCS의 HeLa 세포주 배양 평가

    - Lot#3 SACCS의 FBS 대체 가능성 및 세포주 배양능 평가를 위해 세포주 배양능을 평가하

기 위해 HeLa 세포주를 3세대 계대 배양하면서 각각의 세대 마다 세포수를 측정하여 세포 

proliferation을 관찰하였음.

    - 실험 결과, SACCS 활용 FBS 50% 대체 [FBS 50% : SACCS 50%]에서 [FBS 100%] 컨트롤

과 매우 유사한 세포 증식율을 확인한 반면, [FBS 30% : SACCS 70%] 대체 비율 조건에서

는 컨트롤 대비 약 10% 낮은 세포증식율을 확인하였고(그림 2-20), 적응 세포주의 형태학적

인 변화는 없었음(그림 2-21). 현재 세포 계대 배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4세대 이상 배

양을 통해 SACCS 적응에 따른 세포 proliferation 변화를 관찰 할 계획임.

[그림 2-20] Lot#3 SACCS의 HeLa 세포주 배양 테스트

[그림 2-21] Lot#3 SACCS 적용 HeLa 세포주의 형태학적 관찰 

○ 광생물배양기(PBR) 유래 Lot#3 SACCS의 H460 세포 배양능 평가

    - 광생물배양기(PBR) 원료 유래 SACCS의 FBS 대체 가능성 및 세포주 배양능 평가를 위해 

인간 유래 폐암 H460 세포주를 10세대 계대 배양하면서 각각의 세대 마다 세포수를 측정

하여 세포 proliferation을 관찰하였음.

    - 실험 결과, H460 세포주의 경우 [FBS 100%] 컨트롤 대비 FBS 대체비율 50%에서 112%의 

세포증식율, FBS 대체비율 70%에서 101%의 세포증식율을 나타내었고 FBS 대체비율 90% 

조건에서 86%의 세포증식율을 각각 확인하였음(그림 2-22). 세포 형태의 변화는 없음을 관

찰하였음(그림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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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Lot#3 SACCS의 H460 세포주 배양 테스트

[그림 2-23] Lot#3 SACCS에서 배양된 H460 세포주의 형태학적 관찰

○ 광생물배양기(PBR) 유래 Lot#3 SACCS의 T24 세포 배양능 평가

    - Lot. 3. 유래 SACCS를 활용하여 인간 방광암 유래 T24 세포주 배양에 적용한 결과, [FBS 

100%] 컨트롤 대비 FBS 대체비율 50%에서 101%의 세포증식율, FBS 대체비율 70%에서 

89%의 세포증식율을 나타내었고 FBS 대체비율 90% 조건에서 61%의 세포증식율을 각각 

확인하였음(그림 2-24). 세포 형태의 변화는 없음을 관찰하였음(그림 2-25).

[그림 2-24] Lot#3 SACCS의 T24 세포주 배양 테스트 

[그림 2-25] Lot#3 SACCS에서 배양된 T24 세포주의 형태학적 관찰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 •

• 39 •

○ 광생물배양기(PBR) 유래 Lot#3 SACCS의 IMR90 정상 세포 배양능 평가

    - Lot#3 SACCS를 활용하여 인간 유래 정상 세포주 IMR90에 적용한 결과, FBS 컨트롤 대비 

FBS 대체비율 50%에서 109%의 세포증식율, FBS 대체비율 70%에서 107%의 세포증식율을 

나타내었으며(그림 2-26), 세포의 형태학적인 관찰 결과 유사함을 확인하였음(그림 2-27).

[그림 2-26] Lot#3 SACCS의 IMR90 정상 세포주 배양 테스트

[그림 2-27] Lot#3 SACCS에서 배양된 IMR90의 형태학적 관찰

Name Type Passage FBS 대체비율

H460 cancer 10 passages 90% 대체가능

HeLa cancer 10 passages 70% 대체가능

HEK293 cancer 10 passages 70% 대체가능

T24 cancer 10 passages 50% 대체가능

HCT116 cancer 10 passages 50% 대체가능

IMR90 normal 5 passages 50% 대체가능

    - 6종의 인간 유래 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세포배양 실험 결과 SACCS의 FBS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FBS 농도(SACCS 제외)에 따른 HeLa 세포주의 세포증식율 평가

    - SACCS의 세포배양능 및 FBS 대체 가능성을 다양한 세포주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SACCS

를 활용한 FBS 대체 가능 비율이 50% to 70% 인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SACCS의 영향을 

재검증 하고자 SACCS를 제외하고 FBS 비율을 50% 및 70% 감소 시킨 후 HeLa 세포주를 

배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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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결과, FBS 사용을 50% 낮춘 비율조건에서 컨트롤 대비 81%의 세포증식율을 나타내었

고, FBS 사용을 70% 낮춘 비율조건에서는 64%의 세포증식율을 확인하였음(그림 2-28)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SACCS의 세포 배양능 및 FBS 대체 가능성을 재확인 하였음

 

[그림 2-28] SACCS 제외 조건에서 FBS 농도에 따른 HeLa 세포주 배양 테스트

나. 2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원료배양

○ 광생물배양기(Photobioreactor, PBR) 시스템 활용 원료 배양

    - 연구개발 1차년도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원료배양은 본 연구팀에서 제작한 PBR을 사용하

였음. 신규 PBR은 미세조류가 자연광 또는 인공 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종 바이오매스 수확에 용이하고 오염원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음.

    - 광생물배양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료를 배양하였으며, 소태아혈청 대체 소재인 SACCS 제

조에 사용하였음.

<표 2-2> 광생물배양기 활용 원료 배양 및 바이오매스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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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Scale-up을 위한 PBR 1톤 제작 

    - 본 연구팀에서 제작한 PBR은 배양액과 미세조류 세포가 정체되어 사멸 또는 부패되는 현

상을 막아주고 미세조류 세포가 유동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최대화 하여 생체량 증대가 

가능한 생물반응기를 특징으로 함(그림 2-29).

    - 본 연구팀에서 제작한 PBR 시스템은 빛 투과성이 우수한 원형아크릴에 투명아크릴 평판을 

부착하여 배양 틀을 제작하였고, 배양액의 순환을 위해 90도, 45도 각도에 에어노줄을 삽입

하여 배양액을 연속적으로 순환 시키는 동시에 정체되는 구간이 없도록 하였음.

    - 배양 수온 조절은 외부 사각 수조 온도 조절장치를 통해 본 수조의 온도를 중탕시키는 방

식을 이용하여 미세조류의 적정 수온을 유지시킴(그림 2-29).

    - PBR(연속순환생물반응기) 특허 출원 (2017년 중)

[그림 2-29] PBR 1톤 제작

② SACCS 제조 및 안전성 평가

○ 스피룰리나 원료 전처리 및 SACCS 제조

  • 원료의 전처리 및 SACCS 제조

  - 2016 SACCS에서 0.5x, 1x, 2x 비율과 2017 SACCS에서 0.5x, 1x 비율로 혼합하여 세포배양

액을 제조하였음. 전처리 과정은 초음파분해 후 원심분리를 통해 잔사를 제외한 상층액은 

회수하였으며, 남은 잔사는 동결건조하여 보관하였음(그림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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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SACCS 제조과정. (A) 초음파 분해를 통해 세포분해 (B) 멸균처리 (C) 원심분리 (D) 1차 

필터 (E) 초원심분리 (F) 펌프필터 (G) 필터한 SACCS 0.5x, 1x

  • SACCS 제조

    - Filter Tec. pump filter를 활용하여 10ml/m 속도로 0.2μm pore size로 제균 필터하여 오염원

을 제거하였음(표 2-3).

2017년도 SACCS 제조양(ml)

구 분 2016 Lot#1 2016 Lot#2 2016 Lot#3 2017 Lot#1 2017 Lot#2 2017 Lot#3

0.5x 440 1,880 4,906 2,450 3,260

1x 840 1,680 3,500 4,350 3,100 2,560

2x 1,120 1,260

합 계 31,346ml (목표치; 30,000ml)

<표 2-3> 광생물배양기 활용 원료 배양 및 바이오매스 생산성

○ SACCS의 오염도 및 성분 분석

  • 마이크로플라즈마, 곰팡이 및 박테리아 검사

    - 제조된 SACCS는 DiaPlexCTM kit PCR 및 평판배지를 통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음. DiaPlexCTM 

kit에 제공된 positive control 및 negative control 과 함께 PCR 실시한 후 1.5% agarose gel을 

사용하여 전기영동을 실시하였음. 마이크로플라즈마, 곰팡이, 박테리아 검사 결과, SACCS 

0.5x, 1x, 2x에서 오염도가 검출되지 않았음(그림 2-31). 또한, DifcoTM LB AGAR를 통해 

colony formation으로 오염도 검사를 재 실시하였고 오염원은 불검출 되었음(그림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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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SACCS PCR 오염도 검사. 

(A) 마이크로플라즈마 오염도 검사 (B) 곰팡이 오염도 검사 (C) 박테리아 오염도 검사

[그림 2-32] 평판배지 활용 colony formation 검사 

  • 내독소(endotoxin) 검사

    - SACCS의 내독소 오염 정도를 확인하고자 LAL Chromogenic Endotoxin Quantitation kit를 사

용하여 확인하였음(그림 40). SACCS 샘플 50 μL에 Limulus amenocyte lysate(LAL)을 50 μ

L 첨가 후 10초 간 천천히 섞고 37℃에서 10분 간 반응시킨 후 Chromogenic substrate를 100 

μL 씩 첨가하여 6분 동안 반응 후 25% Acetic acid(stop solution)를 50 μL 씩 첨가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음. 

    - 분석 결과, SACCS 샘플의 내독소는 약 1 EU/mL 이였으며, 2016년 광생물배양기 원료 

Lot#1 SACCS 샘플은 4-5 EU/mL 로 확인되었지만 이후 수확한 Lot#2, Lot#3 SACCS 샘플

은 약 1 EU/mL 의 낮은 내독소 수치가 확인되었음.  

    - 국제혈청산업협회(ISIA, International Serum Industrial Association)에서 인증하여 현재 전 세계

에서 시판되고 있는 소태아 혈청(FBS)의 내독소가 10EU/mL 이하인 것을 감안한다면 SACCS 

의 내독소 수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3] 배치별 SACCS의 내독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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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CCS의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및 수은) 오염 여부 및 성분 분석

    - SACCS의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및 수은) 오염 여부 및 성분분석을 위하여 식약처 지정 검

사기관인 제주대학교 생명과학 혁신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하였음.

    - 시험분석 결과, 2016 SACCS에 단백질, 지방, 미네랄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으며(표 2-4, 

2-5),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제2.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표 2-6).  

<표 2-4> 배치별 SACCS의 일반성분 분석 

<표 2-5> 배치별 SACCS의 미네랄 10종 분석 

<표 2-6> 배치별 SACCS의 유해 중금속 분석 

③ SACCS 함유 후보 지표물질의 구조분석

○ 스피룰리나 원료 추출물의 대사물질 분리 및 구조분석 

    - C18 역상 고속 감압 크로마토그래피 (C18 reversed-phase vacuum flash chromatography)에서 

얻어진 각각의 분획층을 대상으로 대사물질을 순수하게 분리하기 위하여 HPLC 이용하여 

분리를 진행하였음.  

    - 대사물질 중에서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는 acetone fraction을 시작으로 EA, 100%MeOH, 

90%MeOH, 40%MeOH fraction 및 DW, Hexane을 대상으로 HPLC를 이용하여 물질 분리를 

수행하였고 분리조건은 각 fraction 별로 조절하여 수행하였음. acetone 분획의 경우 100%Me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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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상 조건으로 HPLC을 수행하였음. HPLC (C18 reverse-phased HPLC, column YMC-Pack 

ODS-A, 10×250 mm (내경×길이), 이동상 100% MeOH, 용출속도 1.0mL/min, RI검출기)로 분

리하였고, 분리결과 4종류의 glycolipid 유도체를 분리하였음. 

    - 1번 유도체의 경우 1H, 13C, 2D-NMR 데이터를 통해 glycolipid 구조를 확인하였으며, 이전에 

Arisaema amurense9에서 분리된 diacylglycerylgalactosides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구조를 결정하

였음. 분자량은 LRAPCIMS를 통해 m/z 996.7로 확인되었으며, 1번 유도체의 구조는 그림 

2-35에 나타내었음.

[그림 2-34] 화합물 1의 1H, 13C-NMR 데이터

[그림 2-35] 화합물 1의 구조 및 2D NMR(COSY, MHBC) 데이터 

[그림 2-36] 화합물 2의 1H, 13C-NMR 데이터

[그림 2-37] 화합물 2의 구조 



• •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 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 46 •

[그림 2-38] 화합물 3의 1H, 13C-NMR 데이터

[그림 2-39] 화합물 3의 구조 

[그림 2-40] 화합물 4의 1H, 13C-NMR 데이터

[그림 2-41] 화합물 4의 구조

[그림 2-42] 화합물 5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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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화합물 6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 EA 분획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한 결과 2종류의 glycolipid 유도체를 분리하였음.

[그림 2-44] 화합물 7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45] 화합물 8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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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MeOH 분획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한 결과 2종류의 glycolipid 유도체를 분리하였음.

[그림 2-46] 화합물 9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47] 화합물 10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 70% aq. MeOH fraction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한 결과 2종류의 glycolipid 유도체를 분리하였음.

[그림 2-48] 화합물 11의 구조 및 1H-NMR 데이터
  

 

[그림 2-49] 화합물 12의 구조 및 1H-NMR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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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화합물 13의 구조 및  1H, 13C-NMR 데이터

    - 100% aqMeOH 분획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한 결과 7종류의 glycolipid 유도체와 2종류의 지

방산 유도체 및 2종류의 글리세롤 유도체를 분리하였음.

[그림 2-51] 화합물 14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52] 화합물 15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53] 화합물 16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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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화합물 17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55] 화합물 18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56] 화합물 19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57] 화합물 20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58] 화합물 21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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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화합물 22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60] 화합물 23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61] 화합물 24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 D.W 분획층에서는 lactic acid와 tyrosine이 분리되었음. 

[그림 2-62] 화합물 25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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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화합물 26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 Hexane 분획층에서는 여러 종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 것을 1H-NMR 데이터 통해 확인하

였음. 6종류의 지방산 유도체가 분리되었으며, 이중에서 butyl palmitate의 구조는 확인되었

으나 나머지 유도체의 구조분석을 실시 할 예정임. 

[그림 2-64] 화합물 27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 스피룰리나 추출물 유래 대사성분 분리 및 분석 결과

    - 스피룰리나를 대상으로 대사성분 분석 결과 총 27종의 물질을 분리하였음. 분리된 물질은 
1H, 13C-NMR 2D NMR 및 분자량 분석을 통해 15종의 glycolipid 유도체와 3종류의 glycerol 

유도체, 3종류의 지방산 유도체, 4종류의 아미노산 유도체 및 lactic acid가 확인되었음. 발견

된 지방산은 오메가-6 유형으로 확인되었으며, glycolipid 유도체의 구조 분석결과 오메가-6 

지방산 유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분리된 대사물질 중에서 15%aqMeOH 

분획층에서 분리된 화합물의 양을 확인한 결과 glycolipid 유도체인 4번 화합물이 11.3%, 

glycerol 유도체인 22번 화합물이 11.2%를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3번 화합물 (6.8%), 24번 

화합물 (6.7%), 5번 화합물 (5.6%), 2번 화합물 (4.5%), 23번 화합물 (3.1%), 7번 화합물 

(2.7%), 10번 화합물 (2.6%), 1번 화합물 (2.3%), 8번 화합물 (2.0%) 그리고 9번 화합물 

(0.5%) 등 주요 대사물질의 함량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는 0.1% 이하 미량 분리되었음. 

glycolipid 유도체는 15% aqMeOH 분획 층 함량의 41.8%를 차지하고 있으며, glycerol 유도

체 또한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요 대사물질임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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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 스피룰리나 추출물 유래 화합물 12종의 함유량

④ SACCS 활용 세포주 배양평가

최적의 대체 소재 개발 연구를 위한 0.5x SACCS 제조 및 배양능 평가

- 1차년도 1x SACCS 적용 배양 결과 FBS 대체 비율이 70% 미만인 T24 및 HCT116 세포주를 

대상으로 원료 사용량을 반으로 줄여 세포독성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을 더욱 높인 0.5x 

SACCS를 제조하여 배양 실험을 실시하였음. 

- T24 세포주를 4.5×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72시간 후에 cellometer 

mini(Nexcelom)를 이용하여 세포수를 확인하였음. 배양액은 RPMI 1640 medium(Gibco), 

FBS(Gibco), 2016-Lot#3 0.5x SACCS를 사용하였으며 RPMI 1640 medium에 [FBS 100%], 

[FBS 50% : SACCS 50%], [FBS 30% : SACCS 70%],  [FBS 10% : SACCS 90%]를 각각 포

함시켜 총 4개 실험군으로 배양하였음(그림 73). 

- 10세대 배양 종료 후 FBS 70% 대체조건의 세포증식율은 컨트롤 대비 105% 로 1x SACCS 

배양 결과(81%)에 비하여 20% 이상 개선된 세포 증식율을 확인하였음. 

[그림 2-66] SACCS(0.5x) 활용 배양된 T24의 세포 증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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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passage까지 배양한 HCT116 세포주의 세포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7×103 

cell/well로 seeding 한 후 각각 24, 48, 72시간 후에 WST assay kit를 사용하여 450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음. 

- FBS 70% 대체 조건의 세포생존율은 컨트롤 대비 113%로 1x SACCS 배양 결과(73%)에 비

하여 20% 이상 향상된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음(그림 2-67).

[그림 2-67] SACCS(0.5x) 활용 배양된 HCT116의 세포 생존율 

- 0.5x SACCS의 배양능 검증을 위해 1차년도 연구결과 FBS 90% 대체 배양 가능 세포주인 

H460 대상 세포 proliferation을 관찰하였음.

- 실험 결과, H460 세포주의 경우 [FBS 100%] 컨트롤 대비 FBS 50% 대체조건에서 99%, FBS 

70% 대체조건에서 103%, FBS 90% 대체조건에서 97%의 세포증식율 각각 확인하였음(그림 

2-68).

[그림 2-68] SACCS(0.5x) 활용 H460의 세포증식율

○ 0.5x SACCS 의 세포주 배양능 평가

- H1299세포주 대상 0.5x SACCS를 적용하여 배양 실험을 실시하였음. 2016-Lot#3 0.5x SACCS

를 사용하였으며 RPMI 1640 medium에 [FBS 100%], [FBS 50% : SACCS 50%], [FBS 30% : 

SACCS 70%]를 각각 포함시켜 실험군으로 배양하였음.

- 10세대 계대 배양 결과, FBS 50% 및 70% 대체 조건에서 컨트롤 대비 85% 및 80%의 세포

증식율을 각각 확인하였음(그림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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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SACCS(0.5x) 활용 H1299의 세포증식율

- 10 세대 배양된 H1299 세포주의 세포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7×103 cell/well

로 seeding 한 후 각각 24, 48, 72시간 후에 WST assay kit를 사용하여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음. 

- FBS 50% 및 70% 대체 조건에서 컨트롤 대비 97% 및 88%의 세포생존율 각각 확인하였음

(그림 2-70).

[그림 2-70] SACCS(0.5x) 활용 10세대 배양된 H1299의 세포생존율 

- H358세포주 대상 0.5x SACCS(2017-Lot#1)를 적용하여 배양 실험을 실시하였음.  

- 10세대 계대 배양 결과, FBS 50% 및 70% 대체 조건에서 컨트롤 대비 92% 및 86%의 세포

증식율을 각각 확인하였음(그림 2-71).

[그림 2-71] SACCS(0.5x) 활용 H358의 세포증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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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세대 배양된 H358 세포주의 세포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7×103 cell/well로 

seeding 한 후 각각 24, 48, 72시간 후에 WST assay kit를 사용하여 450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음. 

- FBS 50% 및 70% 대체조건에서 컨트롤 대비 123% 및 115%의 세포생존율 각각 확인하였음

(그림 2-72).

[그림 2-72] SACCS(0.5x) 활용 10세대 배양된 H358의 세포생존율 

⑤ SACCS 적응 세포주의 분자생물학적 평가

○ SACCS 적응 배양된 HeLa 세포주 대상 분자생물학적 평가

  • House keeping 단백질 및 스트레스 단백질의 발현 양상 평가

- House keeping 단백질은 세포가 살아가는 필수적인 단백질들로 세포의 종류나 분화 및 성숙

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발현되는 단백질을 의미함. 단백질의 발현 및 활성을 비교･분
석하는 다양한 분자생물학 실험에 컨트롤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House keeping 단백질 종

류인 α-Tubulin, β-Actin 및 GAPDH를 확인하였음. 스트레스 인자로 확인한 HSP27 단백질

은 열충격단백질(Heat Shock Protein) 종류의 한가지로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세포의 분화, 

성숙, 분열 및 사멸에 관여하는데, FBS 대체재로 사용한 SACCS에서 장기간 배양된 세포주

의 스트레스 여부를 관찰하고자 사용하였음.

- Western Blot은 단백질의 발현 유무와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자생

물학적 실험 방법임. 실험결과 [FBS 100%], [FBS 50% : SACCS 50%] 및 [FBS 30% : 

SACCS 70%] 세 그룹 모두에서 동일한 양의 α-Tubulin, β-Actin, GAPDH 및 HSP27 단백질

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함으로 SACCS 에서 적응 배양된 세포주의 일반적 특성이 FBS에서 

배양된 세포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음(그림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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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SACCS 적응 HeLa 세포주의 House keeping 단백질 및 스트레스 단백질의 발현 양상 평가

  • 세포 주기 분석

- 정상적인 세포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성장 및 분열을 하는데 이것을 세포 주기라 한다. 

세포 주기는 G1, S, G2, M으로 구분되며 G1 주기는 일반적인 세포 성장, S 주기는 DNA 

복제, G2 주기는 세포분열을 위한 성장과 준비 단계가 이루어지고, M 주기에서 세포 분열

이 일어남. 이러한 세포 주기를 확인함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세포주의 세포주기 정상유무와 

특정 자극을 투입한 후 변화되는 세포 주기를 컨트롤과 비교･분석하는 것임. FBS 및 

SACCS에서 장기간 적응 배양된 HeLa 세포주의 세포 주기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세포핵 

내부의 DNA를 선택적으로 염색하는 Propidium Iodide(PI)시약을 사용하여 염색한 후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염색된 DNA의 양을 측정하므로 세포 주기를 분석하였음. 서로 다른 농

도로 혼합 제조된 세포배양액에서 10세대 이상 장기 배양된 각각의 세포를 2x105 개수로 

seeding하고 세포를 고정 시킨 후 PI 시약으로 세포 내부의 DNA를 염색하고 유세포 분석기

로 10,000개의 세포를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 유사한 세포 주기를 확인하였음(그림 2-74).

[그림 2-74] SACCS 적응 HeLa 세포주의 세포주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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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외선 조사 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자멸사(Apoptotic cell death) 분석

- 앞서 House keeping 단백질과 스트레스 단백질 및 세포 주기를 분석한 결과 소태아혈청과 

SACCS에서 배양된 HeLa 세포주의 세포 특성이 유사함을 확인하였음. 이에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분자세포생물학 실험을 적용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농도로 혼합 제조된 

세포배양액에서 10세대 이상 장기 배양된 각각의 세포를 2×105 개수로 seeding하고 365nm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조사한 후 세포의 자멸 정도를 유세포 분석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음.

- 세포자멸사는 세포가 외부 혹은 내부의 특정 자극을 받고 스스로 자멸하는 면역학적 메커

니즘으로 생물이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암세포는 세포자멸 시

스템을 회피하여 불멸화 되어 있는데 암의 발생을 이해하고 암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 세계

의 많은 연구자들이 세포자멸 실험을 실시하고 있음.

- 자외선 조사에 의해 세포자멸사가 유도되면 세포막 성분인 인지질(phosphatidyl serine, PS)이 

세포 내부를 향하고 있다가 외부로 뒤집히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뒤집혀서 세

포 외부로 노출된 인지질 표면에만 결합하는 Annexin V 단백질을 처리함으로 세포자멸 과

정을 겪고 있는 세포만 특이적으로 선별하게 됨. 인지질에 결합된 Annexin V 단백질은 

FITC 형광물질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형광의 강도를 측정하므

로 세포자멸 여부 확인이 가능함.

- 실험결과 자외선 조사에 의해 [FBS 100%] 컨트롤에서 약 45.6%의 세포자멸이 유도되었고 

[FBS 50% : SACCS 50%] 조건에서 약 36.3% 그리고 [FBS 30% : SACCS 70%] 조건에서 약 

36.6%의 세포사멸이 확인되었다(그림 2-75). SACCS에서 배양된 HeLa 세포주의 경우 컨트롤

과 비교하여 약 10% 이내의 유사한 세포자멸사를 나타내었음(그림 2-75).

[그림 2-75] SACCS 적응 HeLa 세포주의 세포자멸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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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CS 적응 배양된 H460 세포주 대상 분자생물학적 평가

  • 세포 주기 분석

    - SACCS에서 장기간 적응 배양된 H460 세포주의 세포 주기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10세대 

이상 배양된 세포를 3×105 개수로 seeding하고 세포를 고정 시킨 후 PI 시약으로 세포 내부

의 DNA를 염색하고 유세포 분석기로 10,000개의 세포를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 유사한 세포 

주기를 확인하였음(그림 2-76).

[그림 2-76]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세포주기 분석 

  •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전사체 분석

-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특성 분석 및 SACCS 기전연구를 위하여 (주)천랩에 의뢰하여 

전사체 분석을 실시하였음.

- 전사체 분석을 위하여 rRNA를 제거하고 난 mRNA를 NGS 기기가 시퀀싱을 시작할 수 있도

록 적절한 사이즈 (평균 300 bp)로 단편화 (fragmentation) 시킨 후 Random hexamer를 이용하

여 cDNA 합성하였음. cDNA 양단에 Illumina sequencing adaptor ligation 후 PCR 과정을 거쳐 

sequencing library를 제작하였음.

- 시퀀싱은 Illuminasingle-end방식으로 50 bp sequencing을 수행하였으며, Reference게놈 염기서

열에 mapping하여 각 유전자마다 mapping된 sequence read 수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RPKM 값으로 정규화한 후 이들 정보로 CLRNASeqTM 프로그램을 이용해 clustering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CLT 파일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컨트롤 대비 유전자 발현이 증가 되거나 감소된 것으로 grouping 하였음.



• •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 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 60 •

[그림 2-77] 컨트롤 대비 발현이 증가된 179개 유전자의 heatmap 

[그림 2-78] 컨트롤 대비 발현이 감소된 123개 유전자의 heat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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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단백체 분석

-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특성 분석 및 SACCS 기전연구를 위하여 단백체 분석을 실시

하였음.

- 분석을 위한 세포주의 단백질 추출은 7M urea, 2M Thiourea, 4%(w/v) 3-[(3-cholamidopropy) 

dimethyammonio]-1-propanesulfonate(CHAPS), 1%(w/v) dithiothreitol(DTT), 2%(v/v) pharma lyte, 

1mM benzamidine로 구성된 2DE lysis solution과 혼합하고, 단백질 추출을 위해서 1시간 동

안 vortexing 하였으며, 25°C에서 12,000rpm으로 1시간 동안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시

료로 사용하였으며, 단백질의 농도 측정은 Bradford 법으로 수행하였음.

- 일차 Isoelectric focusing(IEF)를 위하여 IPG strips은 7M urea, 2M thiourea, 2% 3-[(3-cholami 

dopropy)dimethyammonio]-1-propanesulfonate(CHAPS), 1% dithiothreitol(DTT), 1% pharmalyte로 

구성된 reswelling 용액으로 상온에서 12-16시간 정도 reswelling 하였음. Strip 당 시료는 각

각 800ug씩을 사용하였으며, Amersham Biosciences 사의 Multiphore II system을 이용하여 제

조회사의 사용 메뉴얼을 준수하여 20°C에서 IEF를 수행하였음. IEF 조건은 150V에서 

3,500V까지의 도달시간을 3시간 되게 하였으며, 3,500V에서 26시간 지속되도록 하여 최종적

으로 96kVh 가 되도록 설정하였음.

[그림 2-79] 2DE gel loading 결과 확보된 76개의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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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적으로 SDS-PAGE를 수행하기 전에 IPG Strips을 1% DTT를 함유한 equilibration buffer 

(50mM Tris-Cl, pH6.8, 6M urea, 2% SDS, 30% glycerol)로 10분간 incubation 하였으며, 곧바

로 2.5% iodoacetamide를 함유한 equilibration buffer로 10분간 더 incubation 하였음. 

Equilibration이 완료된 strips을 SDS-PAGE gels(20x24cm, 10-16%) 위에 배열시키고, Hoefer 

DALT 2D system(Amersham Biosciences)을 이용하여 20oC에서 최종적으로 1.7kVh가 되게 전

개하였고 이차원전기영동이 완료된 이차원 젤의 단백질은 Colloidal CBB 염색으로 시각화되

었으며, 염색된 이차원 젤은 AGFA 사의 Duoscan T1200 스캐너로 스캐닝되어 확장자가 

TIFF 인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였음.

- 스캐닝된 이미지로부터 단백질 spots의 발현변화 확인을 위한 정량적인 분석은 PDQuest 

software(version 7.0, BioRad)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음. 각 spot의 quantity는 total valid sopts의 

intensity로 평준화(normalization)되었으며, 대조군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유의한 발현변화를 

보여주는 단백질 spots을 선정하였음.

- 결과적으로 76개의 spot이 선별되었고 컨트롤 대비 증가된 5개의 spot과 감소된 30개의 spot

을 아미노산 시퀀싱 진행하였음.

⑥ 원료배양

○ 배치별(Lot#) SACCS의 세포배양 평가

- SACCS 표준화 대응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배치별 SACCS 3종[(2016-Lot#1, 3), 

(2017-Lot#2)]의 H460 세포주 대상 세포 배양 평가를 실시하였음.

- 3종 배치별 평균 [FBS 50% 대체조건 → 컨트롤 대비 증식율 109%], [FBS 70% 대체조건 → 

증식율 101%] 및 [FBS 90% 대체조건 → 증식율 87%] 결과를 확인하였음(그림 2-80)

- 3종 배치별 SACCS 세포 배양 실험 결과의 편차가 20% 이하 임을 확인하였음(그림 2-81).

[그림 2-80] 배치별 SACCS 3종의 H460 세포주 배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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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1] 배치별 SACCS 3종의 세포배양 편차

다. 3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원료배양

○ 광생물배양기(Photobioreactor, PBR) 시스템 활용 원료 배양

- 연구개발 2차년도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원료배양은 본 연구팀에서 제작한 PBR을 사용하

였음. 신규 PBR은 미세조류가 자연광 또는 인공 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종 바이오매스 수확에 용이하고 오염원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음.

- 광생물배양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료를 배양하였으며, 소태아혈청 대체 소재인 SACCS 제

조에 사용하였음.

- ‘로즈(생산, 운용, 부유, 간편 및 경제성) 맥스 연속순환생물반응기’ 특허를 출원하였음(출원

번호: 10-2018-0124656)

<표 2-7> 광생물배양기 활용 원료 배양 및 바이오매스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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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ACCS 제조 및 안전성 평가

○ 스피룰리나 원료 전처리 및 SACCS 제조

  • 원료의 전처리 및 SACCS 제조

    - 2018 SACCS에서 0.5x, 1x 비율로 세포배양액을 제조하였음. 전처리 과정은 초음파분해 후 

원심분리를 통해 잔사를 제외한 상층액은 회수하였으며, 남은 잔사는 동결건조하여 보관하

였음(그림 2-82). 

[그림 2-82] SACCS 제조과정. (A) 초음파 분해를 통해 세포분해 (B) 멸균처리 (C) 원심분리 (D) 1차 

필터 (E) 초원심분리 (F) 펌프필터 (G) 필터한 SACCS 0.5x, 1x

  • SACCS 제조

    - Filter Tec. pump filter를 활용하여 10ml/m 속도로 0.2μm pore size로 제균 필터하여 오염원

을 제거하였음

○ SACCS의 오염도 및 성분 분석

  • 마이크로플라즈마, 곰팡이 및 박테리아 검사

    - 제조된 SACCS는 E-MycoTM kit PCR와 DiaPlexCTM kit PCR 및 평판배지를 통해 오염도 검사

를 실시하였음. e-MycoTM kit와 DiaPlexCTM kit에 제공된 positive control 및 negative control 

과 함께 PCR 실시한 후 1.5% agarose gel을 사용하여 전기영동을 실시하였음. 마이크로플라

즈마, 곰팡이, 박테리아 검사 결과, SACCS 0.5x, 1x에서 오염도가 검출되지 않았음(그림 

2-83). 또한, DifcoTM LB AGAR를 통해 colony formation으로 오염도 검사를 재 실시하였고 

오염원은 불검출 되었음(그림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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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3] 2018 SACCS PCR 오염도 검사

(A) 마이코플라즈마 오염도 검사 (B) 곰팡이 오염도 검사 (C) 박테리아 오염도 검사

[그림 2-84] 평판배지 활용 colony formation 검사

  • 내독소(endotoxin) 검사

- SACCS의 내독소 오염 정도를 확인하고자 LAL Chromogenic Endotoxin Quantitation kit를 사

용하여 확인하였음(그림 92). SACCS 샘플 50μL에 Limulus amenocyte lysate(LAL)을 50μL 

첨가 후 10초 간 천천히 섞고 37℃에서 6분 간 반응시킨 후 Chromogenic substrate를 100μL 

씩 첨가하여 6분 동안 반응 후 25% Acetic acid(stop solution)를 50μL 씩 첨가 후 40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음. 

- 분석결과, 2016년 광생물배양기 원료 Lot#1 SACCS 샘플은 4-5 EU/mL 로 확인되었지만 이후 

수확한 2018 SACCS Lot#1, Lot#2에서는 약 1-1.8 EU/mL 의 낮은 내독소 수치가 확인되었음

- 국제혈청산업협회(ISIA, International Serum Industrial Association)에서 인증하여 현재 전 세계

에서 시판되고 있는 소태아 혈청(FBS)의 내독소가 10EU/mL 이하인 것을 감안한다면 

SACCS 의 내독소 수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85] 배치별 SACCS의 내독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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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CCS의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및 수은) 오염 여부 및 성분 분석

- SACCS의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및 수은) 오염 여부 및 성분분석을 위하여 식약처 지정 검

사기관인 제주대학교 생명과학 혁신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하였음(그림 93).

- 시험분석 결과, 2018 SACCS에 단백질, 지방, 미네랄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으며(표 1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제2.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

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표 2-8).

[그림 2-86] 2018 SACCS의 성분분석 및 유해중금속 오염여부 시험결과서

<표 2-8> 배치별 SACCS의 일반성분 및 미네랄 10종 분석

<표 2-9> 배치별 SACCS의 유해 중금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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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ACCS 기전분석

○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전사체 및 단백체 분석 

    - 2차년도에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단백체 분석을 위하여 [FBS 100%], [FBS 50% : 

SACCS 50%], [FBS 30% : SACCS 70%], [FBS 10% : SACCS 90%]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단백체 및 전사체 분석을 수행하였다. 

  •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전사체 분석

    - 2차년도에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전사체 분석을 위하여 total RNA 분리 후 mRNA를 

정제하여 random hexamer를 이용하여 cDNA합성 후 Illumina Hiseq을 이용하여 transciptome 

sequencing을 수행하였음. 

    - The Trimmed mean of M-values normalization method (TMM) normalization 하여 DEG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배 이상의 발현 차이를 보이며 p value ≤ 0.05 이하인 유전자들을 선별하여 

Gene Ontology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림 2-87] 차등 발현 유전자의 GO classification (FBS:SACCS = 5:5). 

red bar: up-regulation, green bar: down-regulation

[그림 2-88] 차등 발현 유전자의 GO classification (FBS:SACCS = 3:7). 

red bar: up-regulation, green bar: down-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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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9] 차등 발현 유전자의 GO classification (FBS:SACCS = 1:9). 

red bar: up-regulation, green bar: down-regulation

- [FBS 50% : SACCS 50%]에서는 up-regulation 491개, down-regulation 451개의 유전자가 2배 

이상의 발현변화를 보였으며, [FBS 30% : SACCS 70%]에서는 up-regulation 449개, down-regulation 

495개의 유전자 발현 보였고, [FBS 10% : SACCS 90%]에서는 up-regulation 599개, 

down-regulation 511개의 유전자가 발현변화를 보였음. 

- Biological process의 growth 관련 카테고리에 속하는 유전자의 발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단백체 분석

- 2차년도에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단백체 분석을 위하여 2D PAGE를 수행하였고, 2배

의상의 발현차이를 보이는 76개의 단백질 spot을 확보하였음. 

[그림 2-90] 2DE gel loading 결과 확보된 76개의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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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1] 발현 차이를 보이는 단백질 수

- [FBS 50% : SACCS 50%]그룹에서는 8개의 단백질 spot이 2배 이상의 발현 증가를 나타내었

으며, [FBS 30% : SACCS 70%] 그룹에서는 발현 증가 9개, 발현 감소 8개의 단백질 spot이 

확인되었음, 마지막으로 [FBS 10% : SACCS 90%] 그룹에서는 5개의 단백질이 발현이 증가

하였으며, 48개의 단백질이 발현이 감소되었음. 

- FBS의 농도가 낮아지고, SACCS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2배 이상의 발현변화를 보이는 단백

질의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음. 하지만 이는 SACCS에 의한 영향이 아닌 FBS 감소가 

단백질 발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추가 실험을 통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컨트롤 대비 2배 이상 발현 변화를 보이는 단백질 spot중 아미노산 서열분석을 통하여 증가

된 5개의 spot과 감소된 30개의 아미노산 서열을 확인함

[그림 2-92] FBS 100% 대비 2배 이상 발현이 감소한 단백질의 상대 발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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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현이 2배 이상 감소한 단백질 30개의 상대 발현 변화는 1개의 단백질 (unnamed protein 

product)를 제외한 모든 단백질이 [FBS 50% : SACCS 50%]와 [FBS 30% : SACCS 70%] 그

룹에서는 유의적인 발현 변화가 없었고, 단지 [FBS 10% : SACCS 90%]에서만 2배 이상의 

발현

[그림 2-93] FBS 100% 대비 2배 이상 발현이 증가한 단백질의 상대 발현 변화

- FBS 100% 대비 발현이 2배이상 증가한 단백질은 5개의 발현 변화를 확인한 결과 아미노산 

서열 분석이 이루어진 5개의 단백질 중 4개의 단백질 spot이 superoxide dismutase[Mn] 단백

질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개는 ubiquitin으로 확인되었다. 5개중 4개의 단백질이 항산화와 

관련된 SOD단백질로 FBS의 양이 감소하고 SACCS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발현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음

- [FBS 50% : SACCS 50%], [FBS 30% : SACCS 70%]에서는 2배이상의 발현이 변화를 보이는 

단백질은 없었으며, 항산화 관련 단백질인 SOD 4개의 단백질의 발현변화만 관찰되어 

SACCS의 FBS 70% 대체까지는 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됨

- 1단계 2차년도 연구 결과에서 [FBS 50% 대체조건 → 컨트롤 대비 증식율 109%], [FBS 70% 

대체조건 → 증식율 101%] 및 [FBS 90% 대체조건 → 증식율 87%] 결과를 보였음. 단백질

체 분석 결과 역시 50%와 70% 대체 조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포 성장 또한 

109%, 101%로 높거나 유지되는 결과를 나타내었음. 전사체 분석 결과 또한 FBS 50% 대체 

조건과 FBS 70% 대체 조건에서는 2배 이상의 발현변화를 보이는 유전자의 수가 비슷하였

으나, 90% 대체조건에서 좀 더 많은 유전자 발현 변화를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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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ACCS 후보 지표물질의 대사성분 분석

○ 지표물질 첨가시 세포생존율 비교

    - 2차년도에 분석한 스피룰리나 추출물 유래 대사성분 중 시판되는 화합물인 Behenic acid, γ

-Linolenic acid, Heptadecanoic acid, Monoarachidin 총 4종을 선정하였음. 

  • 배지 조성별 지표물질 첨가시 H460 세포주 세포생존율 평가

    - H460 세포주를 5.0×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액은 RPMI 1640 medium(Gibco), FBS(Gibco), 2017-Lot#2 0.5x SACCS를 사용하였

으며 RPMI 1640 medium에 [FBS 100%], [FBS 50% : SACCS 0%], [FBS 30% : SACCS 0%],  

[FBS 10% : SACCS 0%], [FBS 50% : SACCS 50%], [FBS 30% : SACCS 70%],  [FBS 10% : 

SACCS 90%]를 각각 포함시켜 총 7개 실험군으로 배양하였음. 3 passage까지 계대배양한 후 

96well plate에 5.2×103 cell/well로 seeding 한 후 Behenic acid, γ-Linolenic acid, Heptadecanoic 

acid, Monoarachidin와 Mixde를 각각 10μM, 100μM을 첨가하고 24, 48, 72시간 후에 WST 

assay kit를 사용하여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음(그림 2-94).

[그림 2-94] 지표물질 첨가 배양된 H460의 세포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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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 Behenic acid는 효능이 없었고 γ-Linolenic acid를 첨가한 경우 10μM에서 non 

treat 대비 최대 약 35%정도 향상된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음. Heptadecanoic acid는 100μ

M를 첨가한 경우 non treat 대비 세포생존율이 최대 약 35% 향상되었음. Monoarachidin의 

경우 10μM을 첨가하였을 때 세포생존율이 최대 약 33% 증가하였음. Mixed 또한 10μM에

서 약 30%정도 증가한 세포생존율을 보임.

- 대체적으로 SACCS가 포함되지 않은 배지 중 F3:S0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났음.

• 배지 조성별 지표물질 첨가시 HeLa 세포주 세포생존율 평가

    - HeLa 세포주를 6.0×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액은 MEM(sigma), FBS(Gibco), 2017-Lot#2 0.5x SACCS를 사용하였으며 MEM에 

[FBS 100%], [FBS 50% : SACCS 0%], [FBS 30% : SACCS 0%],  [FBS 10% : SACCS 0%], 

[FBS 50% : SACCS 50%], [FBS 30% : SACCS 70%],  [FBS 10% : SACCS 90%]를 각각 포

함시켜 총 7개 실험군으로 배양하였음. 3 passage까지 계대배양한 후 96well plate에 3.7×103 

cell/well로 seeding 한 후 Behenic acid, γ-Linolenic acid, Heptadecanoic acid, Monoarachidin와 

Mixde를 각각 10μM, 100μM을 첨가하고 24, 48, 72시간 후에 WST assay kit를 사용하여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음(그림 2-95).

[그림 2-95] 지표물질 첨가 배양된 HeLa의 세포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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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 H460에서와 마찬가지로 Behenic acid는 효능이 없었고 γ-Linolenic acid를 첨가한 

경우 10μM에서 non treat 대비 최대 약 74%정도 향상된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음. 

Heptadecanoic acid는 100μM를 첨가한 경우 non treat 대비 세포생존율이 최대 약 64% 향상

되었고 Monoarachidin의 경우 10μM을 첨가하였을 때 세포생존율이 최대 약 59% 증가하였

음. Mixed 또한 10μM에서 약 59%정도 증가한 세포생존율을 보임.

- H460세포주보다 HeLa 세포주에서 첨가물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F3:S0과 F3:S7

배지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남.

⑤ SACCS의 대사물질 분리 및 구조분석

○ 스피룰리나 추출물 중 헥산층에 포함된 대사물질 분리 및 구조 분석 

  • 추출 및 분획

- 배양된 스피룰리나 및 배양액은 대사물질을 추출하기 위하여 감압농축기로 농축하여 260g

을 확보하였음. 확보된 농축액은 MeOH (1.0 L×2)과 dichloromethane (1.0 L×1)로 추출하였으

며, 감압 농축하여 조추출물 19.6 g을 확보하였음. 다음으로 H2O와 n-BuOH을 이용하여 분

획과정을 거쳐 염과 수용성 물질을 제거하였음. 확보된 n-BuOH층 (7.9 g)은 다시 15% 

aqueous MeOH과 n-hexane을 사용하여 극성별로 분획한 뒤 농축하여 15% aqueous MeOH층

과 n-hexane층에서 각각 5.1 g과 2.6 g의 분획물을 확보하였음. n-hexane에 포함된 물질들은 

극성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silica 순상 고속 감압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였음. 사용된 용

매는 n-hexane과 ethyl acetate의 혼합액 (v/v)으로 100%, 90%, 80%, 70%, 60%, 50%, 40%, 

30%, 10% hexane/ethyl acetate 그리고 100% ethyl acetate 순서대로 분리하였음(그림 2-96).

[그림 2-96] Hexane 층에 포함된 대사물질의 1H-NMR 스펙트럼 패턴(위)과 용매 조성에 따른 분획(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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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PLC를 이용한 대사물질 분리 및 구조분석

- silica 순상 고속 감압 크로마토그래피 (silica normal-phase vacuum flash chromatography)에서 

얻어진 각각의 분획 층을 대상으로 대사물질을 순수하게 분리하기 위하여 HPLC 이용하여 

분리를 진행하였음. 각각의 분획층의 분리조건은 각 fraction 별로 이동상 용매의 비율을 조

절하여 수행하였음. 우선 각 fraction에 포함되어 있는 대사산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극성이 

높은 물질 분리를 진행하였음. 각 fraction은 100% 메탄올에 녹는 부분을 농축하여 C18 

reverse-phased HPLC를 이용하여 분리하였음. 분리 조건은 100% - 90% MeOH 이동상 조건

으로 HPLC을 수행하였음. HPLC (C18 reverse-phased HPLC, column YMC-Pack ODS-A, 

10×250 mm (내경×길이), 용출속도 1.0 mL/min, RI 검출기)로 분리하였음.  

- 각각의 fraction에서 분리한 유도체들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1H, 13C, 2D-NMR 데이터를 

측정하였으며, 분자량 측정 및 기존에 보고된 문헌을 통해 최종 확인하였음. 

○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헥산층에 포함된 대사물질 분리 및 구조 분석 결과

  • Hexane 분획층에 대한 극성별 분리 및 1H-NMR 스펙트럼 패턴

    - Hexane 분획층의 경우 10 – 20%EAHex fraction에는 일반적인 지방산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40 – 50%EAHex fraction에는 클로로필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1H-NMR 스펙트럼 패턴이 나타

나고 있음. 그리고 70 – 90%EAHex fraction에서는 glycolipid가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97). 

[그림 2-97] Hexane 층에 대한 용매별 silica 순상 고속 감압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결과. 

분획별 1H-NMR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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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cHEX fraction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한 결과 sulfolipid 1종과 glycolipid 유도체 1종을 분리

하였음. HEX fraction에서 분리한 1번 유도체의 경우(그림 2-98) 1H, 13C, 2D-NMR 데이터를 

통해 sulfolipid 계열의 유도체임을 예상하였음. 정확한 구조는 홍조류 Gigartine tenella에서 

분리된 sulfoquinovosyldiacylglycerol의 1H, 13C-NMR 데이터9와 비교하여 확인하였음. 2번 유

도체의 경우(그림 2-99) rfc fraction에서 분리된 glycolipid의 유도체임을 예상하였고, 1H, 
13C-NMR 데이터 및 분자량을 바탕으로 구조를 확인하였음. 또한 Arisaema amurense10에서 

분리된 diacylglycerylgalactosides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구조를 결정하였음. 

[그림 2-98] 화합물 1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99] 화합물 2의 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 10%EAHEX - 100%EA fraction에서 분리한 지방산 유도체의 경우 palmitic acid (16:0), heptadecanoic 

acid (17:0), (9Z,12Z)-octadeca -9,12-dienoic acid (18:2Δ8Z,11Z) 등이 주요 대사 물질로 확인되었

으며, 이외에 다양한 지방산 유도체 (14:0, 15:0, 18:0, 18:1, 19:1, 20:1, 21:1, 15:2, 16:2, 19:2, 

22:2, 23:2, 19:3)가 포함된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최종 구조분석은 1H, 13C-NMR 데이터와 분

자량을 통해 확인하였음.

- 10%EAHEX fraction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한 결과 2종류의 lipid 유도체를 분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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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0] 화합물 3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01] 화합물 4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 15%EAHEX fraction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한 결과 2종류의 lipid 유도체를 분리하였음

[그림 2-102] 화합물 5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03] 화합물 6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 20%EAHEX fraction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한 결과 4종류의 lipid 유도체를 분리하였음

[그림 2-104] 화합물 7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05] 화합물 8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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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6] 화합물 9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07] 화합물 10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 30%EAHEX fraction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한 결과 4종류의 lipid 유도체를 분리하였음

[그림 2-108] 화합물 11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09] 화합물 12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10] 화합물 13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11] 화합물 14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 50%EAHEX fraction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한 결과 4종류의 lipid 유도체를 분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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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2] 화합물 15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13] 화합물 16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14] 화합물 17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15] 화합물 18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 100%EA fraction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한 결과 3종류의 lipid 유도체를 분리하였음

[그림 2-116] 화합물 19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17] 화합물 20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18] 화합물 21의 1H-NMR 데이터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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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fc 100%MeOH fraction을 대상으로 물질 분리한 결과 4종류의 sulfolipid 유도체를 분리하였

음. 분리된 유도체의 구조는 앞에서 증명한 데이터와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확인하였음. 유

도체에 포함된 지방산 체인의 길이와 구조는 1H-NMR의 적분값을 바탕으로 이중결합과 종

류를 결정하였음. 또한 분자량 측정시 나타나는 패턴을 분석하여 지방산의 종류를 확인하

였음. 여기서 분리된 4종류의 fulfolipid 유도체의 구조는 아래에 제시하였음. 

[그림 2-119] 화합물 22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20] 화합물 23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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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 화합물 24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그림 2-122] 화합물 25의 1H, 13C-NMR 데이터 및 구조 

○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헥산 분획층 분석 결과

    -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헥산 분획층을 대상으로 대사성분 분석 결과 총 21종의 지방산 유도

체를 분리하였음. 분리된 물질은 1H, 13C-NMR 2D NMR 및 분자량 분석을 통해 5종의 

sulfolipid 유도체와 1종의 glycolipid 유도체 그리고 16종의 지방산 유도체를 확인되었음. 발

견된 지방산은 2D-NMR 분석을 통해 오메가-6 유형으로 확인되었으며, sulfolipid와 glycolipid 

유도체에 포함된 지방산 또한 분석결과 오메가-6 지방산 유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분리된 지방산 유도체 중에서는 palmitic acid (16:0), heptadecanoic acid (17:0) 그리

고 (9Z,12Z)- octadeca-9,12-dienoic acid (18:2Δ8Z,11Z)가 주요 대사 물질로 확인되었음.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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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방산 유도체 (14:0, 15:0, 18:0, 18:1, 19:1, 20:1, 21:1, 15:2, 16:2, 19:2, 22:2, 23:2, 

19:3)가 분리되었음. 또한 diglu cosyldiacylglycerol 1종과 sulfoquinovosyldiacylglycerol 유도체 5

종이 추가로 분리되었음. 분리된 22종의 지방산 유도체는 다음에 표시하였음. 

 

[그림 2-123] 분리된 22종의 지방산 유도체 

⑥ SACCS 기반 무혈청배지 개발

○ SACCS 기반 가수분해물 개발 및 세포주 배양 평가

  • 스피룰리나 추출물 잔사 활용 가수분해물 개발

    - 수로형배양기(ORP) 유래 SACCS 잔사 (O). 광생물배양기(PBR) 유래 SACCS 잔사 (R), 수로

형배양기(ORP) 유래 스피룰리나 ethanol 추출물 잔사 (E) 3종을 각각 DW에 4% 농도로 녹

인 다음 초음파 처리하였음. 그 다음 가수분해를 하기위해 1%(w/w) pepsin, trypsin, alcalase

를 하나씩 추가하고 각각 2시간씩 stirring 함. 그 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얻고 필터한 다

음 동결건조하여 보관하였음.



• •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 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 82 •

  • 가수분해물 첨가 SACCS의 H460 세포주 배양 평가

    - H460 세포주를 5.0×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액은 RPMI medium(Gibco), FBS(Gibco), 2017-Lot#2 0.5x SACCS에 가수분해물 3종

을 5g/L로 첨가해 사용하였으며 RPMI medium에 [FBS 100%], [FBS 50% : SACCS 50%], 

[FBS 30% : SACCS 70%],  [FBS 10% : SACCS 90%]를 각각 포함시켜 총 4개 실험군으로 

10 passage까지 배양하였음(그림 2-124).

[그림 2-124] SACCS(가수분해물 첨가) 활용 배양된 H460의 세포 증식율 

    - 실험결과, F5:S5에서는 가수분해물 3종 모두 control 대비 약 110%정도의 세포 증식율을 보

였으며 F3:S7에서도 100%이상의 세포 증식율을 확인하였음. F1:S9에서는 R, O를 첨가하였

을 경우 control 대비 각각 82%, 87%의 세포 증식율을 보였으며 E를 첨가했을 때는 다소 

감소된 73%의 세포증식율을 확인하였음.

    - 10 passage까지 배양한 H460 세포주의 세포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5.2×103 

cell/well로 seeding 한 후 각각 24, 48, 72시간 후에 WST assay kit를 사용하여 450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음(그림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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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 SACCS(가수분해물 첨가) 활용 배양된 H460의 세포 생존율

  

    - 실험결과, 3day에서 F5:S5, F3:S7에서는 가수분해물 3종 모두 control 대비 100%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지만 F1:S9에서는 R, O의 경우 약 90%, E는 66%의 세포생존율을 확인하였음.

    - 가수분해물 R, O가 E보다 세포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 가수분해물 첨가 SACCS의 HeLa 세포주 배양 평가

    - HeLa 세포주를 6.0×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액은 MEM(Sigma), FBS(Gibco), 2017-Lot#2 0.5x SACCS에 가수분해물 3종을 5g/L

로 첨가해 사용하였으며 MEM에 [FBS 100%], [FBS 50% : SACCS 50%], [FBS 30% : 

SACCS 70%],  [FBS 10% : SACCS 90%]를 각각 포함시켜 총 4개 실험군으로 10 passage까

지 배양하였음(그림 133).

[그림 2-126] SACCS(가수분해물 첨가) 활용 배양된 HeLa의 세포 증식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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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 F5:S5와 F3:S7에서 가수분해물 3종 모두 각각 control 대비 약 90%, 80% 이상의 

세포증식율을 나타냈으며 F1:S9에서는 R, O의 경우 약 55%, E는 37%의 세포증식율을 확인

하였음.

- 10 passage까지 배양한 HeLa 세포주의 세포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3.7×103 

cell/well로 seeding 한 후 각각 24, 48, 72시간 후에 WST assay kit를 사용하여 450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음(그림 2-127).

[그림 2-127] SACCS(가수분해물 첨가) 활용 배양된 HeLa의 세포 생존율

  

- 실험결과 F5:S5와 F3:S7에서 가수분해물 3종 모두 각각 control 대비 100% 이상의 세포성장

율을 나타냈으며 F1:S9에서는 R, O의 경우 약 60%, E는 22%의 세포증식율을 확인하였음.

- H460세포주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가수분해물 R, O보다 E의 효능이 낮은 것이 확인됨.

⑦ 기술가치평가

○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배양액,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양방법｣에 대한 기술평가서 작성을 통해 기 확보된 연구 성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에 활

용 예정임

- 기 개발되어 확보한 국내･외 특허에 대한 기술 평가서를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공인된 감정

액으로 활용 예정임

- 공인된 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에 의뢰하여 평가받음

○ 기술가치평가 결과(그림 2-128, 표 10)

[그림 2-128]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배양액,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양방법｣ 기술가치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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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 추정치 또는 결과

기술의 경제적 수명(년) 8년

할인율(%) 12.95%

여유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합(백만 원) 4,485백만 원

기술기여도(%) 50.88%

기술의 가치(백만 원) 2,282백만 원

<표 2-10> 평가결과 요약

라. 4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원료배양

○ 광생물배양기(PBR) 시스템 활용 원료 배양

[그림 2-129] 광생물배양기(PBR) 활용 배치별 원료 배양

- 원료배양은 1단계 연구수행내용과 동일하게 본 연구팀에서 제작한 광생물배양기(PBR)를 사

용하였음. PBR은 미세조류가 자연광 또는 인공 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종 바이오매스 수확에 용이하고 오염원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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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ACCS 제조 및 안전성 평가

○ 원료 전처리 및 SACCS 제조

[그림 2-130] SACCS 제조과정

    - 원료의 전처리 과정은 초음파분해 후 원심분리를 통해 잔사를 제외한 상층액은 회수하였으

며, 남은 잔사는 동결･건조하여 보관하였음. 이후 회수한 상층액을 페이퍼 필터, 초원심분리 

및 펌프필터를 통해 SACCS를 제조하였음.

○ 배치별 SACCS 제조(그림 2-131)

[그림 2-131] 배치별 원료 생산 및 SACCS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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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코플라즈마, 곰팡이 및 박테리아 검사

- 제조된 SACCS는 E-MycoTM kit PCR와 DiaPlexCTM kit PCR 및 평판배지를 통해 오염도 검사

를 실시하였음. e-MycoTM kit와 DiaPlexCTM kit에 제공된 positive control 및 negative control 

과 함께 PCR 실시한 후 1.5% agarose gel을 사용하여 전기영동을 실시하였음. 마이크로플라

즈마, 곰팡이, 박테리아 검사 결과, SACCS에서 오염도가 검출되지 않았음(그림 2-132).

[그림 2-132] 2019 SACCS PCR 오염도 검사

○ SACCS 성분 및 유해중금속 오염여부 분석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인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험･분석한 결과, 2019 SACCS에

는 단백질, 지방, 미네랄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제2.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2-133).

 

[그림 2-133] 2019 SACCS의 성분 및 유해중금속 오염여부 시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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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독소(endotoxin) 검사

- SACCS의 내독소 오염 정도를 확인하고자 LAL Chromogenic Endotoxin Quantitation kit를 사

용하여 확인하였음. SACCS 샘플 50 μL에 Limulus amenocyte lysate(LAL)을 50 μL 첨가 후 

10초 간 천천히 섞고 37℃에서 6분 간 반응시킨 후 Chromogenic substrate를 100 μL 씩 첨

가하여 6분 동안 반응 후 25% Acetic acid(stop solution)를 50 μL 씩 첨가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음.

- 분석결과, 2019 SACCS Lot#1에서는 약 2.8 EU/mL 의 낮은 내독소 수치가 확인되었음.

- 국제혈청산업협회(ISIA, International Serum Industrial Association)에서 인증하여 현재 전 세계

에서 시판되고 있는 소태아 혈청(FBS)의 내독소가 10EU/mL 이하인 것을 감안한다면 SACCS 

의 내독소 수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134] 배치별 SACCS의 내독소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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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혈청배지(SACCS+첨가제) 생산공정의 scale-up 조건 확립 및 프로토콜 작성

○ Hydrolysate 제조과정

- 가수분해물 제조를 위한 원료의 전처리 과정은 ① 동결･해동 과정 후 초음파처리를 통해 

세포 파쇄 및 추출하는 과정과 ② 초음파분해 후 고온고압 처리를 통해 세포 파쇄 및 추출

하는 과정으로 나누었음. 그 후 여러 효소들을 사용해 가수분해한 다음 초원심분리를 통해 

대부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상층액을 회수해 동결건조 하였음.

- 초원심분리 후 회수된 가수분해물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필터링 하기 위하여 세포배지 

여과에 자주 사용되는 Polyethersulfone(PES) membrane filter 0.2μm pore size로 제균 필터 하

였음.

○ SACCS와 Hydrolysate 성분 비교

[그림 2-135] SACCS, Hydrolysate와 FBS의 일반성분 및 미네랄 분석

[그림 2-136] SACCS, Hydrolysate와 FBS의 아미노산 분석 및 비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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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7] SACCS, Hydrolysate와 FBS의 중금속 분석  

- SACCS와 가수분해물의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및 수은) 오염 여부 및 성분분석을 위하여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인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의뢰하여 분석하였음.

- 시험분석 결과, SACCS와 가수분해물의 단백질, 지방, 미네랄 등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제2.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

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아미노산은 FBS와 유사하게 glutamate와 asparagine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그림 2-138).

○ SACCS와 Hydrolysate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비교

[그림 2-138] Spirulina, SACCS 및 Hydrolysate SEM 이미지

- 분석결과, 열수추출로만 SACCS를 만들었을 때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던 것들이 효소를 첨

가하여 가수분해하였을 때 다 분해가 된 것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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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무혈청배지 첨가제 대량생산공정 개발

○ 1단계 FBS 대체재 개발공정 및 2단계 1차년도 가수분해물 생산공정 (I)

[그림 2-139] 가수분해물 생산공정 I 

  • 가수분해물 생산공정 I

- 2단계 1차년도에서는 SACCS 생산 잔사를 이용하여 3가지 효소(Pepsin, Trypsin, Alcalase)를 

이용하여  가수분해물 R, E, O를 생산하였음.

- R: 광생물배양기 이용 배양, DW 추출 후 잔사 가수분해

E: Open raceway pond(ORP) 이용 배양, EtOH 추출 후 잔사 가수분해

O: ORP 이용 배양, DW 추출 후 잔사 가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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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연도(2단계 2차년도) 가수분해물 생산공정 개발 (II~IV)

[그림 2-140] 가수분해물 생산공정 II 

• 가수분해물 생산공정 II

- Spirulina maxima powder의 전처리 과정을 ① 동결･해동 과정 후 초음파처리를 통해 세포 파

쇄 및 추출하는 과정과 ② 초음파분해 후 고온고압 처리를 통해 세포 파쇄 및 추출하는 과

정으로 나누었음. 그 후 3가지 효소(Pepsin, Trypsin, Alcalase)를 사용해 가수분해하였음. 이후 

초원심분리를 통해 대부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상층액을 회수해 동결･건조하여 2종의 가

수분해물 SH-A와 SH를 생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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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 가수분해물 생산공정 III, IV 

• 가수분해물 생산공정 III

- Spirulina maxima powder를 초음파분해 후 고온고압 처리를 통해 세포 파쇄 및 추출하는 전

처리 과정을 거쳐 이후 9종의 효소(Alcalase, Bromelain, Flavourzyme, Pancreatin, Papain, 

Pepsin, Pronase, Protamex, Trypsin)의 조합을 이용하여 가수분해한 다음 초원심분리를 통해 

대부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상층액을 회수하였음. 이후 Polyethersulfone (PES) membrane 

filter 0.2μm pore size로 제균 필터하여 최종 가수분해물 11종을 생산하였음.

• 가수분해물 생산공정 IV

- “가수분해물 생산공정III”의 11종 가수분해물 적용 세포배양 실험결과, 최적의 효소 3종을 

선정하여 새로운 가수분해물을 생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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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rulina maxima powder를 초음파분해 후 고온고압 처리를 통해 세포 파쇄 및 추출하는 전

처리 과정을 거쳐 이후 3종의 효소(Pancreatin, Papain, Pepsin)의 조합을 이용하여 가수분해한 

다음 초원심분리를 통해 대부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상층액을 회수하였음. 이후 

Polyethersulfone (PES) membrane filter 0.2μm pore size로 제균 필터하여 최종 가수분해물 

3종을 생산하였음.

⑤ 폐암세포, 자궁경부암세포의 SACCS 무혈청배지 적용 10세대 계대배양법 확립

○ 가수분해물 첨가 SACCS의 H460 세포주 배양 평가

- 3차년도 SACCS 잔사 가수분해물 적용 배양 결과 기대미만의 효과를 보여 잔사가 아닌 

spirulina powder를 2가지 공정으로 추출한 후 가수분해하여 새로운 hydrolysate 2종(SH-A, 

SH)을 개발함.

- H460 세포주를 5.0×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액은 RPMI medium(Gibco), FBS(Gibco), 2018-Lot#3 0.5x SACCS에 가수분해물 2종

을 10g/L, 20g/L로 첨가해 사용하였으며 RPMI medium에 [FBS 100%], [FBS 30% : SACCS 

+Hydrolysate 70%], [FBS 10% : SACCS+Hydrolysate 90%]를 각각 포함시켜 총 6개 실험군으

로 10 passage까지 배양하였음.

[그림 2-142] SACCS+Hydrolysate 활용 배양된 H460의 세포 증식율

- 실험결과, F3:S7에서는 가수분해물 2종 모두 control 대비 약 140%이상의 세포 증식율을 보

였으며 F1:S9에서는 SH-A가 110%이상의 세포 증식율을 확인하였음. 농도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음.

- 10 passage까지 배양한 H460 세포주의 세포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5.2×103 

cell/well로 seeding 한 후 각각 24, 48, 72시간 후에 WST assay kit를 사용하여 450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음(그림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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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3] SACCS+Hydrolysate 활용 배양된 H460의 세포 생존율

   

- 실험결과, 3day에서 F3:S7, F1:S9에서 가수분해물 2종 모두 control 대비 105~120%의 세포생

존율을 확인하였음.

○ 가수분해물 첨가 SACCS의 HeLa 세포주 배양 평가

- HeLa 세포주를 2.0×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액은 MEM(Sigma), FBS(Gibco), 2018-Lot#3 0.5x SACCS에 가수분해물 2종을 10g/L, 

20g/L로 첨가해 사용하였으며 MEM medium에 [FBS 100%], [FBS 30% : SACCS+Hydrolysate 

70%], [FBS 10% : SACCS+Hydrolysate 90%]를 각각 포함시켜 총 6개 실험군으로 10 passage

까지 배양하였음.

[그림 2-144] SACCS+Hydrolysate 활용 배양된 H460의 세포 증식율 

- 실험결과, F3:S7 SH 10g/L에서 SACCS보다 6% 더 높은 세포 증식율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는 낮은 효능을 보임. HeLa 세포주에는 가수분해물의 효과가 높지 않았으며 SH 20g/L의 농

도에서는 오히려 SACCS보다 낮은 세포 증식율을 확인함.

- 10 passage까지 배양한 H460 세포주의 세포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3.7×103 

cell/well로 seeding 한 후 각각 24, 48, 72시간 후에 WST assay kit를 사용하여 450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음(그림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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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5] SACCS+Hydrolysate 활용 배양된 H460의 세포 생존율

   

- 실험결과, F3:S7에서 SH 20g/L를 제외하고는 control 대비 127%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함.

○ 효소별 가수분해물의 H460 및 HeLa 세포주 배양 평가

- 가수분해물의 효과를 더 높이고자 효소 9종(Alcalase, Bromelain, Flavourzyme, Pancreatin, 

Papain, Pepsin, Pronase, Protamex, Trypsin)을 조합해 11종의 가수분해물을 생산 후 최적의 

가수분해물을 선정함.  SH-A와 SH의 효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염 위험이 적은 

SH-A의 전처리 과정으로 가수분해물을 생산함.

- H460 세포주와 HeLa 세포주를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였

음. 배양액은 RPMI(Ginco), MEM(Sigma), FBS(Gibco), 가수분해물 11종을 0.5X로 첨가해 사

용하였으며 각 배지에 [FBS 100%], [FBS 30% : Hydrolysate 70%], [FBS 10% : Hydrolysate 

90%]를 각각 포함시켜 총 16개 실험군으로 6 passage까지 배양하였음.

[그림 2-146] 효소별 Hydrolysate 활용 배양된 H460와 HeLa의 세포 증식율

   

- 실험결과, Pepsin, Pancreatin, Papain 효소를 사용한 그룹의 세포증식율이 가장 뛰어나 이후 

이 3가지 효소를 조합하여 3종의 가수분해물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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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분해물의 H460 세포주 배양 평가

- 이전 세포배양 실험을 통해 선정된 3종의 효소 조합을 통해 가수분해물 [Pepsin], [Pepsin+ 

Pancreatin], [Pepsin+Pancreatin+Papain] 3종을 생산하였음.

- H460 세포주를 5.0×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액은 RPMI medium(Gibco), FBS(Gibco), 1X 가수분해물 3종을 사용하였으며 RPMI 

medium에 [FBS 100%], [FBS 50% : Hydrolysate 50%], [FBS 30% : Hydrolysate 70%], [FBS 

10% : Hydrolysate 90%]를 각각 포함시켜 총 4개 실험군으로 10 passage까지 배양하였음.

[그림 2-147] 효소별 Hydrolysate 활용 배양된 H460의 세포 증식율 

- 실험결과, F5:H5에서는 가수분해물 3종 모두 control 대비 약 110~117% 정도의 세포 증식율

을 보였으며 F3:H7에서도 110% 이상의 세포 증식율을 확인하였음. F1:H9에서는 [Pepsin+ 

Pancreatin], [Pepsin+Pancreatin+Pap ain] 그룹의 경우 control 대비 각각 110%, 114%의 세포 

증식율을 보였으며 [Pepsin] 그룹에서는 다소 감소된 92%의 세포 증식율을 확인하였음.

- 10 passage까지 배양한 H460 세포주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5.2×103 

cell/well로 seeding 한 후 각각 24, 48, 72시간 후에 WST assay kit를 사용하여 450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음(그림 2-148).

[그림 2-148] 효소별 Hydrolysate 활용 배양된 H460의 세포 생존율

- 실험결과, 세 비율에서 3종의 모든 가수분해물 그룹에서 control 대비 120~139%의 세포생존

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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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분해물의 HeLa 세포주 배양 평가

- HeLa 세포주를 2.0×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액은 MEM medium(Sigma), FBS(Gibco), 1X 가수분해물 3종을 사용하였으며 RPMI 

medium에 [FBS 100%], [FBS 50% : Hydrolysate 50%], [FBS 30% : Hydrolysate 70%], [FBS 

10% : Hydrolysate 90%]를 각각 포함시켜 총 4개 실험군으로 10 passage까지 배양하였음.

[그림 2-149] 효소별 Hydrolysate 활용 배양된 HeLa의 세포 증식율

  

- 실험결과 F5:H5, F3:H7에서 3종의 가수분해물 중 [Pepsin+Pancreatin+ Papain] 그룹의 세포생

존율이 약 109%로 가장 높았음. F1:H9 그룹에서는 모두 중간에 사멸함.

- 10 passage까지 배양한 H460 세포주의 세포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해 96well plate에 3.7×103 

cell/well로 seeding 한 후 각각 24, 48, 72시간 후에 WST assay kit를 사용하여 450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음(그림 150).

[그림 2-150] 효소별 Hydrolysate 활용 배양된 HeLa의 세포 생존율

  

- 실험결과, [Pepsin] 그룹과 [Pepsin+Pancreatin+Papain] 그룹이 약 115~123%의 높은 세포생존율

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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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스피룰리나 추출물 조성과 FBS 성분 비교분석

-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대사물질로부터 약 50종의 small molecule을 분리하여 화학구조를 밝

힘. 

- FBS의 유기물 성분을 분석하여 스피룰리나 추출물과 비교분석함. 주요 대사물질의 유사성

을 확인하였음. FBS 내 성장인자에 해당하는 미소성분은 확인할 수 없었음.

⑦ 표준화 대응 기준 마련

○ 표준화 대응 품질검사

[그림 2-151] 국제혈청산업협회(International Serum Industry Association, ISIA)의 기준에 따른 품질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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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된 SACCS의 표준화를 위해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에 시험 의

뢰하였음. 국제혈청산업협회에 따른 FBS 품질검사 항목 중 FBS의 특이적인 항목을 제외한 

무균실험, 내독소, 마이코플라스마, 삼투압, pH, 비중, 단백질 함량을 미국약전 분석방법

(UPS)에 따라 분석･검사 의뢰하였음.

⑧ SACCS 경제성 비교

○ 경제성 비교

[그림 2-152] SACCS 경제성 비교  

- 현재까지 생산된 SACCS(1X)의 실험실 내 생산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SACCS의 1 

batch당 500mL 시제품 제조원가는 기자재성 경비를 제외한 보수적인 계산으로 최대 183,271

원으로 산정됨. FBS 시중 판매가격인 약 560,000~1,200,000원 보다 경제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대량생산공정으로 전환 시 재활용 및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batch당 생산

원가가 더욱 절감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주력으로 테스트중인 0.5X SACCS를 제조할 경우 멸균된 증류수만 추가하면 되므로 

500mL 시제품 제조원가는 절반가량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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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원료배양

○ 광생물배양기(PBR) 시스템 활용 원료 배양

[그림 2-153] 광생물배양기(PBR) 활용 배치별 원료 배양

 

- 원료배양은 1단계 연구수행내용과 동일하게 본 연구팀에서 제작한 광생물배양기(PBR)를 사

용하였음. PBR은 미세조류가 자연광 또는 인공 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종 바이오매스 수확에 용이하고 오염원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음.

- SACCS 제조를 위한 원료로 Lot#1~4를 배양기간 동안 수온, 염도 및 pH를 측정하고 21일 

후 수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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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ACCS 제조 및 안전성 평가

○ 원료 전처리 및 SACCS 제조

[그림 2-154] SACCS 및 가수분해물 제조과정

- 원료의 전처리 과정은 초음파분해 후 원심분리를 통해 잔사를 제외한 상층액은 회수하였으

며, 남은 잔사는 동결･건조하여 보관하였음. 이후 회수한 상층액을 페이퍼 필터, 초원심분리 

및 펌프필터를 통해 SACCS를 제조하였음.

○ 배치별 SACCS 제조 (그림 2-155)

[그림 2-155] 배치별 SACCS 생산 및 안전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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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코플라즈마, 곰팡이 및 박테리아 검사

- 제조된 SACCS는 E-MycoTM kit PCR와 DiaPlexCTM kit PCR 및 평판배지를 통해 오염도 검사

를 실시하였음. e-MycoTM kit와 DiaPlexCTM kit에 제공된 positive control 및 negative control 

과 함께 PCR 실시한 후 1.5% agarose gel을 사용하여 전기영동을 실시하였음. 마이크로플라

즈마, 곰팡이, 박테리아 검사 결과, SACCS에서 오염도가 검출되지 않았음(그림 2-156).

[그림 2-156] 2020 SACCS 오염도 검사 결과

○ SACCS 성분 및 유해중금속 오염여부 분석

-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인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험･분석한 결과, 2020 SACCS에

는 단백질, 지방, 미네랄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제2.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음(그

림 2-157).

[그림 2-157] 2020 SACCS의 성분 및 유해중금속 오염여부 시험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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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종 세포 가수분해물/대사물질 적용 무혈청배지 10세대 계대배양법 확립

○ H460 및 HeLa 세포주에서 SACCS의 최적조건 탐색 및 배양 평가 

  • H460 세포주에서 SACCS의 최적조건 탐색 

- 세포에 적용되는 SACCS의 최적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폐암세포인 H460을 활용하여 Response 

Surface Methodology(RSM)모델을 디자인하였음. 

Independent variables Symbol
Levels

-2 -1 0 1 2
SACCS농도(X) X1 0 0.125 0.25 0.5 1

FBS:SACCS비율(%) X2 10:90 30:70 50:50 70:30 90:10

<표 2-11> H460 세포 RSM 분석 모델 

    - H460 세포주를 5.0×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액은 RPMI medium(Gibco), FBS(Gibco), 2019-Lot#3 1X SACCS을 사용하고 SACCS

농도 및 FBS:SACCS비율을 각각 5가지 조건으로 하여 실험군 13개를 정한 후 10세대동안 

세포성장률을 실험하였음.

[그림 2-158] RSM 분석 모델 H460 세포 성장률

[그림 2-159] H460에서 SACCS의 최적조건 RSM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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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 10passage 후 세포성장률로 RSM 분석 시 SACCS 농도는 1X, 비율은 F3:S7이 가

장 최적의 조건으로 확인되었음.

  • 최적조건 배양 시 H460의 세부 지표 확인

- 도출된 최적조건으로 3passage동안 배양해 컨트롤(F10:S0)과 세포생존율 및 세포 형태를 비

교하였음. 

[그림 2-160] SACCS 최적조건으로 배양된 H460의 세포성장률 및 세포 형태

- 세포사멸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H460 세포를 PBS로 2회 세척한 다음 1 X binding 

buffer로 재부유하였음. 세척된 세포를 Annexin V-FITC와 propidium iodide (PI) 용액으로 15

분간 염색하고 유세포 분석기(BD Accuri C6)를 활용해 세포자멸사를 확인하였음. 

- 세포주기의 변화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H460세포를 Buffer solution으로 2회 세척하고 

trypsin buffer로 세포를 파쇄한 다음 trypsin inhibitor와 RNase buffer를 넣어 세포분해를 중단

하고 DNA만 수집하였음. 그리고 PI 용액을 10분간 처리하여 염색한 후 유세포 분석기를 활

용해 세포주기를 확인하였음.

[그림 2-161] SACCS 최적조건으로 배양된 H460의 세포자멸사 및 세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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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460세포에서 배양기간 동안 대사물질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사물질 분석기(Cedex Bio)

를 활용하여 72시간 후 Glucose, Lactate, Glutamate, Ammonia, Lactose dehydrogenase (LDH)의 

변화량을 관찰하였음.

[그림 2-162] SACCS 최적조건으로 배양된 H460의 대사물질 비교

- 실험결과, F10:S0과 비교하여 세포성장률과 세포형태가 비슷함. 세포자멸사 분석에서는 

apoptosis와 necrosis 비율이 컨트롤보다 약간 증가하였고 세포주기는 컨트롤보다 G0/G1기가 

증가하고 S기와 G2/M기가 감소하였음. 대사물질 분석에서도 Glucose, Lactate, Glutamate, 

Ammonia, LDH 5가지 대사물질 모두 초기량은 차이가 있었으나 72시간 후 변화량은 F10:S0

과 큰 차이 없었음. 초기량이 F10:S0보다 F3:S7이 적은 것은 FBS의 비율이 감소하여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HeLa 세포주에서 SACCS의 최적조건 탐색 

    - 세포에 적용되는 SACCS의 최적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궁경부암세포인 HeLa을 활용하여 

RSM모델을 디자인하였음. 

Independent variables Symbol
Levels

-2 -1 0 1 2

SACCS농도(X) X1 0 0.125 0.25 0.5 1

FBS:SACCS비율(%) X2 10:90 30:70 50:50 70:30 90:10

<표 2-12> HeLa 세포 RSM 분석 모델

- HeLa 세포주를 2.0×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액은 MEM medium(Gibco), FBS(Gibco), 2019-Lot#3 1X SACCS을 사용하고 SACCS

농도 및 FBS:SACCS비율을 각각 5가지 조건으로 하여 실험군 13개를 정한 후 10세대동안 

세포성장률을 실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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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3] RSM 분석 모델 HeLa 세포 성장률 

[그림 2-164] HeLa에서 SACCS의 최적조건 RSM 분석 결과 

- 실험결과, 10passage 후 세포성장률로 RSM 분석 시 SACCS 농도는 0.16X, 비율은 F6.6:S3.4

이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확인됨.

• 최적조건 배양 시 HeLa의 세부 지표 확인

- 도출된 최적조건으로 3passage동안 배양해 H460 세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포생존율과 세포 

형태를 확인하고 세포자멸사, 세포주기 및 대사물질을 분석을 진행함.

[그림 2-165] SACCS 최적조건으로 배양된 HeLa의 세포성장률 및 세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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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6] SACCS 최적조건으로 배양된 HeLa의 세포자멸사 및 세포주기

[그림 2-167] SACCS 최적조건으로 배양된 HeLa의 대사물질 비교

- 실험결과, F10:S0과 비교하여 세포성장률과 세포형태가 비슷하였음. 세포자멸사 분석에서는 

F10:S0과 비슷하였고 세포주기는 컨트롤보다 G0/G1기는 비슷하고 S기는 증가, G2/M기는 감

소함. 대사물질 분석에서도 Lactate와 LDH가 초기량은 차이가 있었으나 72시간 후 변화량은 

5가지 대사물질 모두 F10:S0과 큰 차이 없었음.

○ H460 및 HeLa 세포주에서 SACCS의 세포증식 성분 탐색 및 평가

  • H460 세포주에서 SACCS의 세포증식 성분 탐색 및 평가

    - 배양액에서 세포성장에 영향을 주는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실험에서 나온 최적조건인 

1X F3:S7배지와 FBS만 감소한 F3:S0 배지에 5가지물질을 첨가하고 WST시약을 사용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하고 Cedex Bio를 활용하여 세포대사물질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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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8] SACCS 성분 첨가 배양된 H460의 세포 생존율

- 실험결과 FBS만 감소한 그룹보다 SACCS로 대체한 그룹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Glutamax, Heptadecanoic acid, γ-linoleic acid를 첨가하였을 때 F10:S0 대비 120% 넘는 세포

생존율을 보임. 

- H460세포에서 SACCS의 어떤 성분이 세포성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1X F3:S7 

배지에 5가지 물질을 첨가하고 Cedex Bio를 활용하여 72시간 후 Glucose, Lactate, Glutamax, 

Glutamate, NH3, LDH의 변화량을 관찰함. 

[그림 2-169] SACCS 성분 첨가 배양된 H460의 배양배지 성분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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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 F3:S7 그룹에서 phycocyanin 10μg/ml를 첨가하였을 때 가장 glucose양이 줄어들어 

에너지대사가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판단됨. 에너지대사할 때의 부산물인 lactate는 F3:S7 그

룹이 대체적으로 F3:S0그룹보다 많이 증가했으며 첨가물질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음.  

Glutamine은 단백질대사에 사용되는 아미노산으로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 암모니아를 방출하

고 glutamate로 전환됨. Glutamax는 glutamine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암모니아를 방지하기 위

해 알라닌과 글루타민을 붙여서 만든 것으로 글루타민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보다 안정함. 

Glutamax 소비는 F3:S7그룹보다 F3:S0그룹이 전체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였다. F3:S0에선 

glucose 첨가 시, F3:S7에선 phycocyanin 10μg/ml 첨가시 가장 많은 소비를 하였음. Glutamate 

역시 전체적으로 SACCS그룹보다 아닌 그룹이 glutamate 생성량이 높았으며 glutamax 첨가 

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NH3는 F3:S0 그룹은 phycocyanin 200μg/ml를 첨가하였을 때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F3:S7그룹은 glutamax 첨가 시 많이 증가하였음. 세포가 사멸할 때 방출되

는 LDH는 heptadecanoic acid를 첨가하였을 때 가장 많이 감소하였지만 변화량이 적어 유의

미한 변화를 확인하진 못하였음. 종합하였을 때 F3:S7 그룹은 phycocyanin 10μg/ml첨가 시 

탄수화물 대사가 활발히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단백질 대사는 glutamax를 첨가하였을 때 

활발히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HeLa 세포주에서 SACCS의 세포증식 성분 탐색 및 평가

- 배양액에서 세포성장에 영향을 주는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실험에서 나온 최적조건인 

0.16X F6.6:S3.4배지와 FBS만 감소한 F6.6:S0 배지에 5가지물질을 첨가하고 WST시약을 사

용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하고 Cedex Bio를 활용하여 세포대사물질 분석하였음.

[그림 2-170] SACCS 성분 첨가 배양된 HeLa의 세포 생존율

- 실험결과, F6.6:S0그룹보단 F6.6:S3.4 그룹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으며 특히 Phycocyanin 10

μg/ml, Heptadecanoic acid, γ-linoleic acid를 첨가하였을 때 F10:S0 대비 115% 넘는 세포생

존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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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a세포에서 어떤 성분이 세포성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0.16X F6.6:S3.4 배

지에 5가지 물질을 첨가하고 Cedex Bio를 활용하여 72시간 후 Glucose, Lactate, Glutamax, 

Glutamate, NH3, LDH의 변화량을 관찰함. 

[그림 2-171] SACCS 성분 첨가 배양된 HeLa의 배양배지 성분 변화량

- 실험결과, F6.6:S3.4 그룹에서 glucose를 첨가하였을 때 가장 glucose양이 줄어들어 에너지대

사가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판단됨. Lactate는 F6.6:S3.4 그룹은 mix 첨가 시 F6.6:S0그룹은 

phycocyanin 10μg/ml 첨가 시 크게 증가하였음. Glutamax 소비는 F6.6:S3.4 그룹에서 glutamax 

첨가 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Glutamate 

F6.6:S0그룹에선 phycocyanin 10μg/ml 첨가 시 적게 증가하였고 F6.6:S3.4 그룹에선 mix 첨

가 시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NH3는 F6.6:S0그룹은 glucose와 heptadecanoic acid를 첨가하였

을 때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F6.6:S3.4 그룹 mix 첨가 시 많이 증가하였음. LDH는 대체적으

로  F6.6:S0그룹이 F6.6:S3.4 그룹보다 많이 증가하였음. 종합하였을 때 phycocyanin 10μg/ml 

첨가 시 탄수화물 대사가 활발히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단백질 대사는 glutamax와 mix를 

첨가하였을 때 활발히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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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의 성분분석

○ 스피룰리나 분말로부터 small molecule 분리

 • 중간 극성 유기물 층에서 27종의 small molecule 분리

- Glycolipids (15종)

- Alkyl glycerol ethers (3종)

- Amino acid (3종) 및 기타 유도체 (5종)

 • 비극성 유기물 층에서 22종의 small molecule 분리

- Fatty acids (16종)

- Glycolipids (6종)

[그림 2-172] 분리한 주요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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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과 FBS와 성분 비교

-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hydrolysate)을 극성별로 분리하고 분광 분석한 결과 주성분은 지방산

과 아미노산으로 나타났음.

- 건조 분말 스피룰리나의 약 10.1%는 지방산이었고, 이들 중 포화지방산, 1가 불포화지방산, 

다가 불포화지방산이 각각 86.1%, 2.6%, 11.3% 순으로 나타났음(표 2-13). 또한 아미노산은 

시스테인, 글루탐산, 프롤린, 아스파르트산, 루신 등의 순서대로 높은 함량은 나타내었음(표 

2-14).

No 지방산 기호 Fatty acid 함량(%) 상대함량 (%)

1 C14:0 Myristic acid 0.025

SFA
86.1

2 C15:0 Pentadecanoic acid 0.004

3 C16:0 Palmitic acid 8.38

5 C17:0 Heptadecanoic acid 0.027

6 C18:0 Stearic acid 0.23

11 C20:0 Arachidic acid 0.007

4 C16:1 Palmitoleic acid 0.10
MUFA
2.6

7 C18:1, trans Oleic acid 0.062

8 C18:1, cis Oleic acid 0.10

9 C18:2, cis Linoleic acid 0.48

PUFA
11.3

10 C18:3, n-6 γ-Linolenic acid 0.62

12 C20:3, n-6 cis-8,11,14-Eicosadienoic acid 0.017

13 C20:2 cis-11,14-Eicosadienoic acid 0.008

14 C20:4, n-6 Arachidonic acid 0.012

<표 2-13>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의 지방산 조성 분석 

 * SFA; Saturated fatty acid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PUFA; Polyunsaturated fatty acid

No 아미노산 함량 (%)

1 아스파르트산 (ASP) 7.0

2 트레오닌 (THR) 3.6

3 세린 (SER) 3.6

5 글루탐산 (GLU) 12.0

6 글리신 (GLY) 3.6

11 시스테인 (CYS) 12.4

4 발린 (VAL) 5.0

7 이소루신 (ILE) 3.5

8 루신 (LEU) 6.8

9 페닐알라닌 (PHE) 3.2

10 라이신 (LYS) 3.8

12 히스티딘 (HIS) 0.9

13 아르기닌 (ARG) 4.5

14 프롤린 (PRO) 8.5

<표 2-14>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의 아미노산 조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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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S와 비교하여, amino acid, fatty acid 등 주요 성분의 유사성을 확인하였음. 다만, FBS가 

가지는 고유의 growth factor는 확인할 수 없었고, 분석범위 내에서 미소성분의 특이점을 발

견할 수 없었음.

⑤ 기술 및 산업적 가치평가

○ 시제품 제작1 – 근육세포 배양배지(후속연구 2건 추진)

<표 2-15> 후속 연구 과제

-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부족, 가축 사육에 따른 환경문제, 도축에 따른 윤리문제 등의 다양

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배양육 개발에는 상용화와 대량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

이 필요함. 특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70%이상)하고 있는 근육세포 배

양배지의 개발이 절대적임. 배양육을 직접 섭취해야하므로 배지 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연 유래 소재 개발이 필수적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 미세조류 기반 무혈청 배지 개

발은 경제적인 배양육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후속연구로서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후속 연구 과제를 통해 해양소재 유래의 근육세포 배

양배지 개발 연구가 진행 중임.

[그림 2-173] SACCS 적용 근육세포 C2C12 세포주의 성장률 및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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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C12 세포를 2.0×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48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배지에서 FBS를 각각 50%, 70%, 90%씩 감소시키고 SACCS와 pepsin+pancreatin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로 대체하여 6세대 동안 세포 성장률을 관찰한 후 6passage의 세포를 

WST시약을 사용하여 세포생존율을 확인함.

- 실험결과, FBS만 감소시켰을 경우 감소비율이 많아질수록 급격하게 세포성장률이 떨어졌지

만 SACCS와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로 대체하였을 경우 각각 8~27%, 15~35% 증가한 것을 

확인함. 세포 생존율 역시 마찬가지로 FBS만 감소시켰을 경우 최대 51%까지 낮아졌지만 

SACCS와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로 대체하였을 경우 30%대체에서는 둘 다 100%보다 높았

고 50%나 70%대체하였을 때는 각각 –2~17%, 24~26%증가함.

○ 시제품 제작2 – 바이러스 백신생산 숙주세포 배양배지

[그림 2-174] SACCS 적용 바이러스 백신생산 숙주세포의 성장률 및 생존율

  

- 최근 동물세포 배양을 기반으로 바이러스 백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바이러스 백신 생

산성뿐만 아니라 혈청 사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인해 무혈청 세포배양을 통한 바이러

스 백신 생산 연구 개발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본 과제에서 개발한 혈청 대체재 SACCS 

및 가수분해물을 비율별로 바이러스 백신생산 숙주세포 2종(Vero, MRC-5 cell)을 배양하여 

백신생산을 위한 무혈청 배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 VERO 세포를 2.5×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48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배지에서 FBS를 각각 50%, 70%, 90%씩 감소시키고 SACCS와 pepsin+pancreatin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로 대체하여 10세대 동안 세포 성장률을 관찰한 후 10passage의 세포

를 WST시약을 사용하여 세포생존율을 확인함.

- 실험결과, FBS만 감소하였을 경우 감소량이 많아질수록 78%, 68%, 48%로 급격하게 감소하

는 세포성장률을 보였지만 SACCS로 대체하였을 경우 F10:S0 대비 78%, 76%, 29%로 약 

70% 대체까지는 크게 감소하지는 않음.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로 대체하였을 경우 F10:S0 

대비 87%, 76%, 74%로 세포성장률이 감소하긴 하였지만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아 90%대체

하여도 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함. 세포생존율 역시 70% 대체까지는 SACCS그룹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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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생존율을 보였지만 90%대체 시에는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 그룹의 세포생존율이 가장 

높음.

- MRC-5 세포를 1.8×105 cell/dish로 60pi cell culture dish에 seeding 한 후 96시간 동안 배양하

였음. 배양배지에서 FBS를 각각 50%, 70%, 90%씩 감소시키고 SACCS와 pepsin+pancreatin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로 대체하여 10세대 동안 세포 성장률을 관찰한 후 10passage의 세포

를 WST시약을 사용하여 세포생존율을 확인함.

- 실험결과, 계대 배양할수록 세포 성장이 느려지긴 했지만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로 FBS를 

대체하였을 경우 50% 대체 시에는 F10:S0 대비 121%, 70% 대체 시에는 F10:S0 대비 107%

의 세포성장률을 보여 F10:S0보다 높게 나옴. 하지만 세포성장률은 두 그룹 모두 F10:S0보

다 낮은 것을 확인함.

○ 규격화 기준 마련

[그림 2-175] SACCS 품질 시험결과서

- SACCS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및 ㈜셀세이

프에 시험 의뢰하였음. 그 결과 무균 시험 음성, 마이코플라즈마 미 검출 및 삼투압, 비중, 

단백질 함량, pH를 측정 확인하였음(그림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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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업적 모델 개발

○ 기업연계를 통한 기술이전

<표 2-16> 기업연계 사업화 추진

- ‘저비용 배양육 생산을 위한 해양소재 유래 세포배양배지’ 기술의 공정개선 등을 통한 SEAWITH 

업체와의 사업화 추진 중임. (2021.05. 완료예정)

[그림 2-176] 기술이전추진 관련 연구자료

-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배양액(SACCS),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양방법｣ 기술이전추진 (그림 2-176)

- SACCS의 FBS 대체율별 근육세포 C2C12의 세포성장률 및 생존율을 확인하였음. 이후 한우

유래 primary cell(No. 22, 23, 24)에서 SACCS 및 가수분해물을 첨가하였을 때 FBS를 50% 

대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향후 기술이전 등을 통해 저비용 배양육 생산을 위한 세포

배양배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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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배양육 제조를 위한 스피룰리나 추출물과 가수분해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근육

세포 증식 촉진용 배지 조성물’에 대한 특허 작성 중임.

○ 기술성 및 시장성 검토

[그림 2-177] 해양소재 유래의 세포배양배지 개발연구 자문보고서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해양소재 유래의 세포배양배지 개발연구’의 검토 및 발전적 확대 가능

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였음(그림 2-177). 배양액 대체의 필요성, 대체 대안 중 남조류 스

피룰리나의 우월성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할 것임. 연구개발의 확장과 배양액 생산-각 

프로세스의 기술개발-시장진출의 3단계 스케일업을 통한 사업화 추진이 바람직함.

[그림 2-178] 배양육 세포배양 배지 비용과 생산량 분석

- “The Good Food Institute”에서 발행한 ｢An analysis of culture medium costs and production 

volumes for cell-based meat｣에서는 배양육 생산 세포배양 배지 비용과 생산량을 분석하여 

배양육의 현실적 달성 가능한 생산 비용을 추정하였음. 이 자료의 세포배양 배지 단가 절감

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 및 검토하였음. 향후 해양 미세조류 유래 혈청 대체재인 

SACCS를 배양육 생산에 적용하였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배지비용 및 생산단가 분석에 활용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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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위탁) 제주대학교

  2-2-1. 연구개발목표

○ FBS 대체 SACCS 활용 어류백신 세포주 배양 및 바이러스성 어류 질병(VHSV)에 대한 백신 

생산 능력 분석을 통한 SACCS 활용법 개발

구분 년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범위 연구비

1차년도 2016
SACCS 

적응세포주 확립

어류 백신 생산용 CHSE-214, 
FHM 세포주를 SACCS 첨가 

배지로 적응시키고 이를 10세대 
이상 계대 배양

SACCS 적응 CHSE-214, FHM 
세포주의 계대 배양

20,000

Ps X-1, 5, 10 세대, SACCS 적응 
세포주의 morphology를 

관찰하고 형태학적 특성을 분석

SACCS 적응 세포주의 형태학적 
특성 분석

10,000

Ps X-10 세대, SACCS 적응 
세포주의 cell proliferation 및 
viability 측정을 통한 세포의 

성장능력 비교

SACCS 적응 세포주의 
세포성장능력 비교

20,000

2차년도 2017
SACCS 

적응세포주의 
분자적 변화 분석

SACCS 적응세포주의 유전체 
(전사체) 비교 분석

DEG 분석을 통한 유전체 
(전사체) 분석

35,000

SACCS 적응세포주의 단백체 
비교 분석

2D 분석을 통한 단백체 분석 35,000

3차년도 2018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평가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test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분석

25,000

계대 횟수에 따른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test

계대 횟수에 따른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분석

25,000

SACCS 적응 세포주의 다른 어류 
바이러스 (SVC) 생산능력 test

SACCS 적응 세포주의 다른 
어류 바이러스 (SVC) 생산능력 

분석
30,000

4차년도 2019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생산된 
VHSV 병원성 평가

넙치에서 농도별 VHSV 복강주사 
(intraperitoneal injection)를 통한 

감염 실험 모델 구축

넙치에서 VHSV 감염 실험 모델 
구축

40,000

SACCS 적응 세포주의
폐사율과 LD50 분석을 통한 
VHSV 병원성 (virulency) test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병원성 분석

40,000

5차년도 2020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생산된 

VHSV 백신효능 
평가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VHSV 백신 대량생산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VHSV 백신 대량생산

31,000

넙치에서 VHSV 백신주사 및 
공격실험을 통한 방어효과 분석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생산된 
VHSV 백신효능 분석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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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연구개발 추진 전략

가. 1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SACCS 적응 CHSE-214, FHM 세포주의 계대 배양 및 stock 확보

- FBS 및 SACCS가 첨가비율에 따른 FBS : SACCS = 10:0, 5:5, 3:7 조건 배지

공통 FBS : SACCS FBS SACCS

500 ml L-15 배지

5 ml P/S

10:0 50 ml 0 ml

5:5 25 ml 25 ml

3:7 15 ml 35 ml

- 어류 백신 생산용 CHSE-214, FHM 세포주의 FBS 및 SACCS 첨가 배지 적응 실험에 필요한 

특정 계대에 대한 세포 stock 확보

Cell name Passage 10:0 5:5 3:7

CHSE-214

2 5 개 3 개 5 개

4 9 개 6 개 3 개

7 6 개 7 개 6 개

9 1 개 2 개 5 개

FHM

2 3 개 3 개 5 개

4 5 개 6 개 6 개

7 12개 7 개 6 개

9 4 개 4 개 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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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ACCS 적응 CHSE-214,  FHM 세포주의 형태학적 특성 분석

○ Ps-1, -5, -10 세대의 SACCS 적응 FHM 세포주의 이미지 촬영

[그림 2-179] Ps-1세대의 SACCS 적응 FHM 세포주의 morphology

[그림 2-180] Ps-5세대의 SACCS 적응 FHM 세포주의 morphology

[그림 2-181] Ps-10세대의 SACCS 적응 FHM 세포주의 morphology

- SACCS 적응 FHM 세포주에서 형태학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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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1, -5, -10 세대의 SACCS 적응 CHSE-214 세포주의 이미지 촬영 

[그림 2-182] Ps-1세대의 SACCS 적응 CHSE-214 세포주의 morphology

 

[그림 2-183] Ps-5세대의 SACCS 적응 CHSE-214 세포주의 morphology 

[그림 2-184] Ps-10세대의 SACCS 적응 CHSE-214 세포주의 morphology

- SACCS 적응 CHSE-214 세포주에서 형태학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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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ACCS 적응 세포주의 세포성장능력 비교

○ Total cell number counting (cell proliferation)

[그림 2-185] Cell number counting을 통한 Ps-5 세대에서의 FHM 세포주의 cell proliferation을 측정

[그림 2-186] Cell number counting을 통한 Ps-5 세대에서의 CHSE-214 세포주의 cell proliferation을 측정

[그림 2-187] Cell number counting을 통한 Ps-10 세대에서의 CHSE-214 세포주의 cell proliferation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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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HM 세포주의 경우, Ps, 5의 세포를 24-well plate에 1×10^5으로 세포의 수를 맞춘 뒤 1,3,5

일에 세포 수를 counting한 결과 FBS : SACCS = 5:5의 조건과 FBS : SACCS = 10:0 의 결

과는 거의 비슷한 세포의 수로 계수가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반면, FBS : SACCS = 

3:7의 경우에는 FBS : SACCS = 10:0, 5:5에 비해서 성장능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아직 적응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계대배양을 통한 적응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임.

- CHSE-214 세포주의 경우에는 Ps, 5의 세포를 24-well plate에 1×10^5으로 세포의 수를 맞춘 

뒤 1,2,3일에 세포 수를 counting 하였음. CHSE-214 세포주를 FHM 세포주와 비교하였을 때 

FBS : SACCS = 10:0, 5:5, 3:7 조건 사이의 cell proliferation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포의 성장능력에도 조금의 차이는 보이나 좀 더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WST-1 assay (cell viability)

[그림 2-188] WST-1 assay를 통한 Ps-5 세대에서의 SACCS 적응 FHM 세포주의 viability를 측정

[그림 2-189] WST-1 assay를 통한 Ps-5 세대에서의 SACCS 적응 CHSE-214 세포주의 viability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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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0] WST-1 assay를 통한 Ps-10 세대에서의 SACCS 적응 CHSE-214 세포주의 viability를 측정

- SACCS 적응 FHM 세포주는 Ps-5세대의 각 조건에 대한 값을 비교하였을 때  FBS : SACCS 

= 10:0 의 조건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으며, FBS : SACCS = 5:5의 값은 FBS : 

SACCS = 10:0 과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고, 이에 비해 FBS : SACCS = 3:7 의 경우에는 가

장 낮은 수치를 보였음. 이로써 FBS : SACCS = 3:7 조건에서는 세포의 viability가 떨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음. 

- SACCS 적응 CHSE-214 세포주는 Ps-5, -10세대의 WST-1 assay 결과, FBS : SACCS = 10:0 

조건의 normal condition에 비해 세포의 활성이 40% 정도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음.

나. 2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SACCS 농도 및 대체율에 따른 세포 능력 확인 및 분석용 세포 선정

- 1차년도 연구결과에 따라 SACCS의 50% 대체시 성장률의 지연 정도는 낮고 세포 활성은 

높게 나타나는 FHM 세포주를 2차년도 연구를 위해 사용하였음.

- 2차년도 연구 목표인 SACCS에 의해 차등 발현을 보이는 단백체 및 발현유전체 분석을 위

한 실험군 선정작업을 우선 수행하였음.

- 실험군 선정을 위하여 SACCS의 대체율(50%, 70%)에 따른 변화와 농도(1X, 0.5X)에 따른 형

태학적 변화 및 세포성장율의 변화를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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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CS 농도 및 대체율에 따른 SACCS 적응 세포주의 이미지 촬영

[그림 2-191] Ps-5세대의 SACCS 적응 FHM 세포주의 morphology

[그림 2-192] Ps-10세대의 SACCS 적응 FHM 세포주의 morphology

[그림 2-193] Ps-5세대의 SACCS 적응 FHM 세포주의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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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결과

- 계대 횟수가 증가할수록 70% 대체 SACCS 적응 세포주는 성장이 둔화되어 confluency가 낮

아짐을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포의 size도 커지고 형태학적 변화도 관찰되어 짐. 

- 이러한 변화는 SACCS의 농도가 높은 세포주 (FBS : SACCS = 3:7,  1X SACCS) 에서 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음.

- 따라서 실제 백신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포 성장률의 저해로 인하여 50% 대체 적응 

세포주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50% 대체 SACCS 적응 세포주를 1X, 0.5X의 두 농도에서 적응시켰을 때는 형태학적 변화

가 관찰되지 않았음. 

② 2D 분석을 통한 단백체 분석

○ 2-Dimensional Electrophoresis (2-DE)

- 10% FBS 대비 5% SACCS (1X, 0.5X) 적응 세포주 및 5% FBS 조건의 그룹에 대한 차등 발

현 단백체 분석을 위하여 2-dimensional electrophoresis (2-DE)를 수행하였음.

- 전기영동 실험결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실험은 2회 반복실험하였고, gel image로부터 단백질

의 발현차이를 보이는 spot들을 선별하였음.

[그림 2-194] 2-DE 분석을 통한 차등 발현 단백체 분석 

- 차등발현을 보이는 spot들 가운데 9개의 spot에 대한 단백질을 분리 동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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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차등 발현을 보이는 단백질의 분리 및 동정 

    - 분리, 동정한 9개의 단백질에 대한 발현 양상을 확인하였음.

[그림 2-195] 분리 동정한 단백질의 발현 양상 분석

○ 실험결과

- 분리, 동정한 단백질들 중 prohibitin 4-hydroxyphenylpyruvate dioxygenase, filamin A like 

isoform X3, X2는 적응 세포주에서 발현이 증가하였고 MICOS complex subunit MIC –like, 

annexin, aspartate aminotransferase, cytoplasmic-like isoform X1, GMP synthase, eukaryotic 

translation elongation factor2 like와 같은 단백질은 10% FBS 대비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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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EG 분석을 통한 유전체(전사체) 분석

○ Differentially Exrpressed Gene (DEG) 분석

- 분석을 위해 10% FBS 의 일반 배지를 사용한 FHM cell line을 대조군으로 사용하고, 50% 

대체율의 5% FBS/5% SACCS 적응 세포주를 실험군으로 사용하였음. 이때 5% SACCS는 

1X 농도와 0.5X 농도의 두 조건을 사용하였고, 5% FBS에서 배양한 적응 세포주도 결과 보

정용으로 함께 분석하였음.

- 각 조건에 따른 차등발현 유전자는 비교대상이 되는 두 그룹간의 발현 차이가 logFC 1 이

상, P value는 0.01 이하의 유의한 발현차이를 보이는 후보군들로 선택하였음. 

- 선별된 차등발현 유전자를 4개의 그룹에서 10% FBS 대비 어떤 발현 양상을 보이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heatmap 작성함.

[그림 2-196] 10% FBS 대비 조건별 SACCS 적응세포주의 차등발현 유전자에 대한 heatmap

- 10% FBS 대비 1X 를 이용한 50% 대체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발현 차이를 보이는 유전

자는 709개로 나타났음.

- 이들 중 FBS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제거하기 위하여 10% FBS 대

비 5% FBS의 차등 발현 유전자를 분석하였고, 공통적으로 발현변화를 보이는 유전자 73개

를 제거하고 heatmap을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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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7] (A) 10% FBS 대비 5% SACCS (1X) 적응 세포주의 차등 발현 유전자와 10% FBS 대비 5% FBS 

적응세포주의 차등 발현 유전자. (B) 5% FBS 적응세포주에 의한 차등발현 유전자를 제외한 10% FBS 대비 

5% SACCS (1X) 적응 세포주의 차등 발현 유전자에 대한 heatmap.

[그림 2-198] 10% FBS 대비 5% SACCS (1X) 적응 세포주에서 차등 발현 유전자의 GO classification. 

Red bar: up-regulated gene, blue bar: down-regulated gene.

- 10% FBS 대비 0.5X 를 이용한 50% 대체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발현 차이를 보이는 유

전자는 568개로 나타났음.

- 이들 중 FBS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제거하기 위하여 10% FBS 대

비 5% FBS의 차등 발현 유전자를 분석하였고, 공통적으로 발현변화를 보이는 유전자 91개

를 제거하고 heatmap을 작성하였음.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 •

• 131 •

[그림 2-199] (A) 10% FBS 대비 5% SACCS (0.5X) 적응 세포주의 차등 발현 유전자와 10% FBS 대비 5% 

FBS 적응세포주의 차등 발현 유전자. (B) 5% FBS 적응세포주에 의한 차등발현 유전자를 제외한 10% FBS 

대비 5% SACCS (0.5X) 적응 세포주의 차등 발현 유전자에 대한 heatmap

[그림 2-200] 10% FBS 대비 5% SACCS (0.5X) 적응 세포주에서 차등 발현 유전자의 GO 

classification. Red bar: up-regulated gene, blue bar: down-regulated gene.

○ 실험결과

- 10% FBS를 포함하는 일반 배지에서 배양한 세포주에 비해 FBS 대체율 50%의 SACCS는 세

포활성이 좋아지는 반면, 세포성장은 느려지는 결과를 얻었음.

- 이러한 원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DEG 분석을 수행하였고, 단순히 FBS의 사용 감소로 인한 

유전자 발현 변화를 제거하고자 5% FBS 적응 세포주를 결과 보정용 시료로 사용하였음. 

- 그 결과 10% FBS 대비 5% SACCS (1X) 적응세포주에서 635개, 10% FBS 대비 5% SACCS 

(0.5X) 적응세포주에서 477개의 차등발현 유전자를 확보하였음.

- 확보한 유전자는 cellular component, molecular function, biological process에 따라 3개의 그룹

으로, 증가와 감소하는 유전자를 각각 분류하였음.

- 이들 유전자들의 발현 변화를 통한 SACCS의 세포내 기능에 대한 작용 기전 연구를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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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분석

○ SACCS 적응 세포주 배양

- 세포는 표 25에 따라 각 조건의 SACCS 적응 세포주를 배양함. 세포는 confluence가 80%에 

도달하였을 때 인산 완충 용액(Phosphate buffer saline, PBS)과 0.2%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가 포함된 0.25% trypsin 용액을 이용하여 부착된 세포를 떨어뜨리고 FBS 

및 SACCS가 첨가된 L-15배지로 교체하여 세포를 계대 배양함. 

조건 FBS 또는 SACCS 농도 FHM 배양 조건

1 FBS : SACCS = 10:0 10% FBS
- 배지 조성
  LeibovitzL-15 medium
  10% FBS
  100 IU/㎖, penicillin
  100 ㎍/㎖, streptomycin
- 세포 배양온도: 25℃

2 FBS : SACCS = 5:5(1X) 5% FBS, 5% SACCS(1X)

3 FBS : SACCS = 5:5(0.5X) 5% FBS, 5% SACCS(0.5X)

4 FBS : SACCS = 5:0 5% FBS

<표 2-18> SACCS 적응 세포주 배양 조건

○ SACCS 적응 세포주의 cell stock 확보

- 실험에 필요한 특정 계대(passage)에 세포를 보관하기 위하여 세포를 stock으로 보관함(표 

26). 인산 완충 용액(PBS)과 0.2% EDTA가 포함된 0.25% trypsin 용액을 이용하여 부착된 세

포를 떨어뜨리고 배지로 재부유한 뒤 원심 분리를 통해 세포를 모으고 상층액을 제거한 뒤 

cell stock solution(조성: 10% DMSO, 20% FBS, 70% L-15 배지)을 이용하여 모아진 세포를 

재부유하여 살균된 cryovial (10개, Nunc)에 1 ml 씩 분주하고 Nalgene Cryo 1℃ Freezing 

container에 담아 -80℃에서 하룻밤 동안 보관 후 액체 질소로 옮겨 보관함. 이후 동결된 세

포는 37℃의 항온 수조(water bath)에서 1 분간 녹인 후, 원심 분리를 통하여 상층액을 제거

하고, FBS 및 SACCS가 첨가된 L-15 배지에서 재부유하여 T75 cell culture flask에 배양함. 1

단계 연구결과를 통해 SACCS의 50% 대체시 성장률의 지연 정도는 낮고 세포 활성은 높게 

나타나는 FHM 세포주의 조건을 확인함. 확립한 조건에 맞추어 SACCS 50% 대체율을 선택

하였으며, SACCS의 농도는 1X, 0.5X SACCS로 사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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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Passage F:S=10:0 F:S=5:0
F:S=5:5 

(1X SACCS)
F:S=5:5

(0.5X SACCS)

FHM

3 5 개 5 개 6 개 6 개

5 4 개 4 개 2 개 4 개

7 2 개 2 개 2 개 2 개

9 7 개 7 개 7 개 7 개

11 3 개 3 개 3 개 2 개

14 7 개 7 개 7 개 7 개

16 3 개 3 개 4 개 3 개

19 7 개 7 개 7 개 7 개

21 3 개 3 개 3 개 3 개

24 7 개 7 개 7 개

26 3 개 3 개 3 개

29 7 개 7 개 7 개

31 3 개 3 개 3 개

<표 2-19> SACCS 적응세포주 세대별 세포 stock 생산

- 4가지 조건 FBS : SACCS = 10:0, 5:5(1X SACCS, 0.5X SACCS), 5:0을 30세대까지 수행하고

자 하였으나, 1X SACCS를 사용한 적응 세포주에서 morphology의 변형이 확인되어 20세대

까지 계대배양을 진행함. 0.5X SACCS를 사용한 적응 세포주에서는 변형이 나타나지 않았

음. SACCS 적응 세포주의 장기간 계대배양하여 FBS 대체 SACCS 활용 어류백신 세포주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음.

○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

- SACCS 적응 세포주의 특정 계대(passage, Ps)의 세포에 VHSV를 접종함. 바이러스 접종 후 

CPE(세포변성효과, Cytopathic effect)가 관찰된 후 세포가 100% 괴사되었을 때, 바이러스를 

확보하기 위해 2000g, 4℃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 진행하여 상층액을 분리. 분리한 VHSV

는 –80℃에서 보관함. 

○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비교

- FHM 세포를 96 well plate에 3×104 cells/100 ㎕로 농도를 맞춰 seeding함. 바이러스 stock을 

아이스에서 녹인 후 10배씩 단계희석(10-1부터 10-10)하여 well에 100 ㎕씩 처리한 뒤 20℃에

서 배양. Control은 100 ㎕ L-15 배지를 사용함. 배양 후 일주일 후 CPE를 확인함. 5세대, 

SACCS 적응 FHM 세포주에서 생산된 바이러스는 TCID50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고 VHSV 

생산 능력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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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20과 같이 각 조건의 세포주에서 생산한 VHSV titer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FBS

를 50% 대체하여 사용하여도 FBS : SACCS =10:0과 유사한 생산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

인하였음. 따라서 50% SACCS로 대체하여도 바이러스 생산능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됨. 5% FBS를 사용한 FHM세포와 비교하였을 때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므로 SACCS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이후 적응세포주의 세포활성능력과 세포증식능력을 비교하였음.

VHSV(TCID50/㎖)

F:S=10:0(Control) 108.66

F:S=5:5(1X SACCS) 108.75

F:S=5:5(0.5X SACCS) 108.6

F:S=5:0 108.8

<표 2-20> 각 SACCS 적응세포주 (Passage 5)의 생산한 VHSV 농도

② 계대 횟수에 따른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분석

- SACCS 적응 세포주의 세포증식능력 평가를 위하여 24 well plate에 FHM 세포를 seeding(각 

조건별 FHM 세포, 1×105 cells/well)하여 1-5일에 걸쳐 cell counting하여 비교함. 배양한 세포

는 trypsin (0.25%) 처리 후 배지에 재부유하여 haemacytometer를 이용하여 세포수를 측정함. 

FHM 세포주의 경우에는 50 ㎕의 0.2%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 (EDTA)가 포함된 

0.25% trypsin 용액을 1분간 처리한 뒤 200 ㎕ FBS 및 SACCS가 첨가된 L-15 배지로 재부유

하여 cell number를 계산함.

- 그 결과, Ps –10, -30 세대 적응 세포주의 세포를 24-well plate에 1×105 cells/well로 세포의 

수를 맞춘 뒤 1, 3, 5일에 세포 수를 counting하여 세포 증식능력을 확인함. Ps –10, -30 세대

에서 모두 FBS : SACCS = 5:5(0.5X, 1X SACCS)의 조건과 FBS : SACCS = 10:0 의 결과는 

거의 비슷한 세포의 수로 계수가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그림 2-201, 2-202). 계대 횟

수가 지나도 50% SACCS를 대체한 0.5X SACCS 적응세포주가 안정적으로 증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01] Cell number counting을 통한 Ps-10 세대에서의 FHM 세포주의 cell proliferation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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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2] Cell number counting을 통한 Ps-30 세대에서의 FHM 세포주의 cell proliferation을 측정

○ WST-1 assay를 통한 SACCS 적응 세포주의 cell viability (세포활성) 비교

- SACCS 적응 세포주의 세포활성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96-well plate에 조건별 세포주를 

seeding(5×104 cells/well)하여 1-2일 후에 세포활성을 비교함. premix WST-1을 1 well 당 10 

㎕씩 첨가하고 2시간 동안 20℃에서 배양한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초간 교반한 뒤 

450 nm에서 흡광도을 측정함. 측정된 흡광값을 계산하여 세포주의 viability를 비교하였음. 

- Ps -10 세대, 각 조건에 대한 값을 FBS : SACCS = 10:0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을 때, 

5:5(1X SACCS, 0.5X SACCS)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내며, control을 100%으로 환산하였을 

때는 5:5(1X SACCS, 0.5X SACCS)에서 각각 145.5%, 163% 수치를 나타냄(그림 203). Ps -30 

세대, FBS : SACCS = 10:0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을 때, 5:5(0.5X SACCS)에서 더 높은 

값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0을 100%으로 환산하였을 때 5% FBS에서는 81.6%, 5:5(0.5X 

SACCS)에서는 109.1%로 확인할 수 있음(그림 2-204). 

- SACCS 대체한 적응 세포주의 세포 활성이 FBS만 첨가된 10% FBS, 5% FBS 적응 세포주보

다 높게 나타남. 이는 SACCS가 세포활성에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됨. 이후 SACCS가 세포활

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203] WST-1 assay를 통한 Ps –10 세대에서의 SACCS 적응 FHM 세포주의 viability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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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4] WST-1 assay를 통한 Ps –30 세대에서의 SACCS 적응 FHM 세포주의 viability를 측정

○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비교

- VHSV 생산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Ps –10, -30세대 조건별 SACCS 적응 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3x104 cells/well/100 ㎕로 맞추어 seeding함. 생산한 바이러스는 아이스에서 녹인 후 

10배씩 단계희석(10-1부터 10-10)하여 well에 100 ㎕씩 처리한 뒤 20℃에서 배양. Control은 

100 ㎕ L-15 배지를 사용함. 배양 후 일주일 후 CPE를 확인함. 

- TCID50 계산법

- TCID50 계산을 통하여 생산한 SACCS 적응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을 비교함. Ps –10세대

에서 10: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5 (1X, 0.5X SACCS)는 75%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

함(표 2-21). Ps –30세대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남(표 2-22).

VHSV(TCID50/㎖)
F:S=10:0(Control) 1.07E+08

F:S=5:5(1X SACCS) 8.19E+07
F:S=5:5(0.5X SACCS) 7.91E+07

F:S=5:0 9.85E+07

<표 2-21> Ps –10 세대,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비교 

VHSV(TCID50/㎖)

F:S=10:0(Control) 5.73.E+07

F:S=5:5(0.5X SACCS) 5.86.E+07

F:S=5:0 4.29.E+07

<표 2-22> Ps –30 세대,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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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ACCS 적응 세포주의 다른 어류 바이러스 (SVCV) 생산능력 분석

○ SACCS 적응 세포주의 SVC 생산능력 비교

- FHM 세포를 96 well plate에 3×104 cells/100 ㎕로 농도를 맞춰 seeding함. 바이러스 stock을 

아이스에서 녹인 후 10배씩 단계희석(10-1부터 10-10)하여 well에 100 ㎕씩 처리한 뒤 20℃에

서 배양. Control은 100 ㎕ L-15 배지를 사용함. 배양 후 일주일 후 CPE를 확인하고 TCID50 

계산법에 따라 계산하고 SVCV 생산 능력 비교함. Ps –10세대에서 10:0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5(1X SACCS)에서는 control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났지만, 5:5(0.5X SACCS)는 60% 정

도로 확인됨(표 2-23). 이후, Ps –30세대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비슷한 값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함(표 2-24).

SVCV(TCID50/㎖)

F:S=10:0(Control) 6.67.E+06

F:S=5:5(1X SACCS) 6.67.E+06

F:S=5:5(0.5X SACCS) 3.82.E+06

F:S=5:0 3.35.E+06

<표 2-23> Ps –10 세대, SACCS 적응 세포주의 SVCV 생산능력 비교 

SVCV(TCID50/㎖)

F:S=10:0(Control) 6.38.E+06

F:S=5:5(0.5X SACCS) 7.54.E+06

F:S=5:0 6.67.E+06

<표 2-24> Ps –30 세대, SACCS 적응 세포주의 SVCV 생산능력 비교

나. 4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넙치에서 농도별 VHSV 복강주사 (intraperitoneal injection)를 통한 감염실험 모델 구축

○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

- SACCS 적응 세포주의 30세대 세포에 VHSV를 접종함. 바이러스 접종 후 CPE(세포변성효

과, Cytopathic effect)가 관찰된 후 세포가 100% 괴사되었을 때, 바이러스를 확보하기 위해 

2000g, 4℃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한 뒤 상층액을 분리하여 –80°C에서 보관함.

○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비교

- FHM 세포를 96 well plate에 3×104 cells/100 ㎕로 농도를 맞춰 seeding함. 바이러스 stock을 

아이스에서 녹인 후 10배씩 단계희석(10-1부터 10-10)하여 well에 100 ㎕씩 처리한 뒤 20℃에

서 배양. Control은 100 ㎕ L-15 배지를 사용함. 배양 후 일주일 후 CPE를 확인함.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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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세대의 세포주를 배양 후, 바이러스를 접종하여 바이러스를 확보함. TCID50 계산을 

통하여 생산한 SACCS 적응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을 비교함(표 2-25). 30세대에서 5:5 

(0.5X SACCS), 5% FBS 적응 세포주에서 생산한 바이러스를 10% FBS(control)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 64%, 60%의 VHSV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VHSV(TCID50/㎖)
10:0(Control) 108.87

5:5(0.5X SACCS) 108.68

5% FBS 108.65

<표 2-25> Ps –30 세대,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비교 

○ 넙치에서 VHSV 감염실험모델 구축

- VHSV 감염실험 모델를 넙치로 설정함. 넙치는 사육시설로 운송 후 수온 18℃로 설정하여 

2000L 수조(사육수 용량: 1,000L)에서 사육함. VHS는 저수온기 발생 질병으로 인위감염실험

을 위해 수온을 14℃로 설정하여 넙치를 일주일 동안 순치함.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확인하

기 위해 각 조건에서 생산한 바이러스의 정확한 용량을 주입하기 위하여 인위감염실험은 

복강 내 주사방법을 선택함. 

② SACCS 적응 세포주의 폐사율과 LD50 분석을 통한 VHSV 병원성 (virulency) test

○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병원성 분석

- VHSV 병원성 평가를 위하여 순치 이후 넙치 20미씩 80 L의 수조에 옮겨 인위감염실험을 

진행함(그림 2-205). 넙치의 크기는 9±1 cm (6±2 g)이며, 10:0 (10% FBS), 5:0 (5% FBS), 5:5 

(0.5X SACCS)으로 실험구를 설정함. 바이러스(VHSV) 농도는 4가지(7.5x106, 1.5x107, 3x107, 

6x107 TCID50/fish)로 100 ㎕의 바이러스 현탁액을 넙치 복강에 주사하였으며 Negative 

control은 PBS 주사한 그룹으로 함. 인위감염실험 후 3주 동안 폐사량을 관찰하여 누적폐사

율을 비교하였음. 

[그림 2-205] SACCS 적응세포주에서 생산한 VHSV에 대한 병원성 평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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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HSV 공격실험 후 3주간 넙치의 폐사량을 관찰하여 농도에 따른 실험조건별 누적폐사율을 

확인함(그림 2-206, 2-209). 그 결과 10% FBS(control), 5% FBS, 5:5(0.5X SACCS)에서 생산한 

VHSV에서는 3×107, 6×107 TCID50/fish 농도에서 모두 100%의 누적폐사율을 보였음. 1.5×107 

TCID50/fish 농도에서는 10% FBS(control), 5:5(0.5X SACCS) 조건에서는 100% 누적 폐사율, 

5% FBS에서는 95%의 누적 폐사율로 확인되었으며, 7.5×106 TCID50/fish 농도에서는 5:5(0.5X 

SACCS)에서는 100%, 10% FBS(control)에서는 85%, 5% FBS는 65%의 누적폐사율로 확인되

었음. 이를 통하여 0.5X SACCS를 사용한 5:5(0.5X SACCS)조건에서 가장 높은 VHSV 병원

성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림 2-206] SACCS 적응 세포주 생산 VHSV 공격실험 결과(농도: 6x107 TCID50/fish) 

[그림 2-207] SACCS 적응 세포주 생산 VHSV 공격실험 결과(농도: 3x107 TCID50/fish) 

[그림 2-208] SACCS 적응 세포주 생산 VHSV 공격실험 결과(농도: 1.5x107 TCID50/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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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9] SACCS 적응 세포주 생산 VHSV 공격실험 결과(농도: 7.5x106 TCID50/fish) 

조건
누적폐사율(%)

7.5x106 1.5x107 3x107 6x107

F:S=10:0(Control) 85 100 100 100

F:S=5:5(0.5X SACCS) 100 100 100 100

F:S=5:0 65 95 100 100

<표 2-26> 조건별 바이러스 병원성 평가(농도별 누적폐사율 결과) 

③ SACCS 적응 세포주의 백신 효능 평가

○ SACCS 적응 세포주의 바이러스 백신 제조

- 각 조건의 SACCS 적응세포주에 바이러스는 0.1 감염다중도(MOI)로 접종하여 세포변성효과

(CPE)가 완전히 나타나도록 5일 동안 20℃에서 배양함. 배양된 바이러스는 4℃ 원심분리기

를 사용하여 2,000 g에서 20 분간 원심 분리하여 회수함. 불활성화하기 전에 virus titer는 

108.5 TCID50/㎖로 조정함. 바이러스 불활성화는 포르말린(최종농도 0.3%)을 처리하고 4℃에

서 48 시간 동안 배양함. 불활화 바이러스에 면역보조제인 Squalene, Tween80, Span85를 각

각 2.5%, 0.25%, 0.25%을 첨가하여 균질화기기를 사용하여 고르게 섞어 백신을 제조함.

○ 백신 효능 평가

- SACCS 적응 세포주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여 공격실험을 통한 효능 비교함(그림 2-210). 

백신 실험에 사용된 넙치는 9±1 cm, 6±2 g으로 총 360미를 2000L 원형수조에 수용하여 순

치함. 백신 접종하기 전에 절식하고 백신 접종을 진행함. 백신 효능평가 대조구는 PBS 주사 

그룹, 실험구는 10:0 (10% FBS), 5:0 (5% FBS), 5:5 (0.5X SACCS)로부터 생산한 불활화 백

신을 넙치의 복강에 주사한 그룹으로 함(그림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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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SACCS 적응세포주에서 생산한 VHSV 백신 효능평가 모식도

[그림 2-211] 바이러스 불활화 백신 접종 사진 

- 백신 접종 4주 후, 1×107.5 TCID50/fish 농도로 100 ㎕의 바이러스(VHSV) 현탁액을 넙치 복강

내 공격실험을 진행하여 백신의 효능을 평가함. 인위감염실험 결과, 21일차 까지 관찰된 누

적폐사율을 대조군 65%, 10%FBS(control) 0%, 5% FBS 10%, 5:5(0.5X SACCS) 0%로 확인됨. 

대조군과 비교하여 상대생존율은 10% FBS(control), 5% FBS, 5:5(0.5X SACCS)에서 각각 

100%, 84.6%, 100%로 나타남(그림 2-212). 10% FBS와 5:5(0.5X SACCS)그룹에서는 상대생존

율 100%로 나타났으며 5% FBS그룹보다 좋은 백신 효과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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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SACCS 적응세포주에서 생산한 VHSV 백신 효과 결과 

○ ELISA기법을 통한 항체가 확인

- 백신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Indirect ELISA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백신의 항체가를 측정

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넙치를 대조구, 바이러스 불활화 백신을 접종한 넙치를 실험구로 

설정하여 각각 9마리의 넙치에서 백신 접종 2, 4주차에 혈액을 채취하였음. 채취된 혈액은 

4℃에서 24시간 보관 후 원심분리 (3,000×g, 10분, 4℃)하여 혈청을 분리하였으며, 아래와 같

은 방법으로 실험함.

- VHSV의 최종농도를 1×106.5 TCID50/ml로 하여 coating (bicarbonate/carbonate) buffer로 희석시

켜 96-well plate의 well에 첨가한 후 36℃에서 16시간 동안 코팅함. 이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TBS-T buffer로 3번 세척한 뒤 5% skim milk/TBS-T buffer를 200 ㎕씩 첨가하여 4℃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켜 blocking을 진행함. Blocking 후, 상층액을 버리고 FBS에 대한 비특이적

인 신호를 제거하기 위하여 넙치 혈청을 50%의 FBS를 첨가한 5% skim milk/TBS-T buffer에 

10배 희석하여 각 well에 100 ㎕씩 첨가한 뒤 4℃에서 3시간 반응함. TBS-T buffer로 3번 세

척한 후 1:1000으로 희석된 mouse anti-flounder IgM 항체을 첨가하여 4℃에서 2시간 반응시

킴. 그 후 TBS-T buffer로 3번 세척한 후 1:1000으로 희석된 3차 항체인 goat anti-mouse IgG 

을 첨가하여 25℃에서 2시간 반응하고 PBST로 5회 세척한 후 발색반응을 위한 기질용액 

(Tetramethylbenzidine, TMB, Sigma)을 첨가함. 배양 후 1M H2SO4을 첨가하여 반응을 마치고 

흡광도 450 nm에서 ELISA 결과를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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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2주차 백신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10% FBS(control), 5% FBS, 5:5(0.5X 

SACCS)에서 높은 항체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5:5(0.5X SACCS)그룹에서 가장 높은 항체

가가 측정됨(그림 2-213). 백신 접종 4주차의 항체가를 측정하였을 때, 10% FBS, 5:5(0.5X 

SACCS)는 높은 항체로 유지하는 반면, 10% FBS와 5:5(0.5X SACCS)와 비교하였을 때 5% 

FBS가 항체가가 낮은 것을 확인됨.

[그림 2-213] ELISA기법을 통한 항체가 확인 

다. 5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SACCS 적응 세포주를 이용한 VHSV 백신 대량생산

○ 고병원성 VHSV 대량생산

- 5차년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구축한 Ps –30세대, SACCS 적응세포주를 이용하여 넙치 양식

현장에서 나타나는 고병원성 VHSV 백신을 생산하고자 함. 백신을 제조하기 위하여 고병원

성 VHSV 대량생산을 진행함(그림 2-214). 각 조건의 SACCS 적응세포주를 12개 T75 flask에 

배양한 뒤 100% confluence에 도달하였을 때, T175 flask를 계대배양하고 이후 10 layer flask

로 옮김. 10 layer flask에 FHM세포를 배양하고 고병원성 VHSV를 1.7㎖ 접종함. 바이러스 

접종 후 CPE가 관찰된 후 세포가 100% 괴사되었을 때 2000g, 4℃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

한 뒤 상층액을 분리하여 –80°C에서 바이러스를 보관함. VHSV는 대량생산하여 총 850 ㎖

의 바이러스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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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VHSV 대량생산 방법 

- FHM 세포를 96 well plate에 3×104 cells/100 ㎕로 농도를 맞춰 seeding함. 바이러스 stock을 

아이스에서 녹인 후 10배씩 단계희석(10-1부터 10-10)하여 well에 100 ㎕씩 처리한 뒤 20℃에

서 배양. Control은 100 ㎕ L-15 배지를 사용함. 배양 후 일주일 후 CPE를 확인함. TCID50계

산을 통하여 생산한 SACCS 적응세포주의 VHSV titer를 확인함(표 2-27). 

VHSV(TCID50/㎖)

10:0(Control) 108.42

5:5(0.5X SACCS) 108.39

5% FBS 108.39

<표 2-27> Ps –30 세대,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비교

○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생산한 고병원성 VHSV 병원성 분석

- VHSV 병원성 평가를 위하여 순치 이후 넙치 20미씩 80 L의 수조에 옮겨 인위감염실험을 

진행함(그림 2-215). 넙치의 크기는 10±1 cm (17±2 g)이며, 10:0 (10% FBS), 5:0 (5% FBS), 

5:5 (0.5X SACCS)으로 실험구를 설정함. 바이러스(VHSV) 농도는 3가지(3×104, 3×105, 3×106 

TCID50/fish)로 100 ㎕의 바이러스 현탁액을 넙치 복강에 주사하였으며 Negative control은 

PBS 주사한 그룹으로 함. 인위감염실험 후 3주 동안 폐사량을 관찰하여 누적폐사율을 비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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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SACCS 적응세포주에서 생산한 VHSV에 대한 병원성 평가 그림 

- 인위감염실험 결과, 10% FBS(control)에서 생산한 VHSV는 3×104 TCID50/fish에서 30%, 3×105 

TCID50/fish에서 70%, 3×106 TCID50/fish에서 90% 누적폐사율을 보이며, 5% FBS에서 생산한 

VHSV에서는 3×104 TCID50/fish에서 20%, 3×105 TCID50/fish에서 30%, 3×106 TCID50/fish에서 

70%의 누적폐사율으로 확인됨. 5:5(0.5X SACCS)에서는 3×104 TCID50/fish에서 60%, 3×105 

TCID50/fish에서 70%, 3×106 TCID50/fish에서 100% 누적폐사율을 보임(그림 2-216, 2-217, 

2-218). 본 실험결과를 토대로 5:5(0.5X SACCS)에서 생산한 VHSV가 가장 병원성이 높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함(표 2-28).

[그림 2-216] SACCS 적응 세포주 생산 VHSV 공격실험 결과(농도: 3x104 TCID50/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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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SACCS 적응 세포주 생산 VHSV 공격실험 결과(농도: 3x105 TCID50/fish)

[그림 2-218] SACCS 적응 세포주 생산 VHSV 공격실험 결과(농도: 3x106 TCID50/fish)

조건
누적폐사율(%)

3x104 3x105 3x106

F:S=10:0(Control) 30 70 90

F:S=5:5(0.5X SACCS) 60 70 100

F:S=5:0 20 30 70

<표 2-28> 조건별 바이러스 병원성 평가(농도별 누적폐사율 결과)

○ SACCS 적응 세포주를 사용한 VHSV 백신 대량생산 : 10,000 dose 백신 생산

- 각 조건별 VHSV 백신을 생산하기 위하여 포르말린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불활성화 과정을 

진행함. 불활성화하기 전에 virus titer는 108.5TCID50/㎖로 조정하였으며 포르말린는 최종농도 

0.3%로 처리하고 4℃에서 48시간 동안 불활화함. 불활화 바이러스에 면역보조제인 Squalene, 

Tween80, Span85를 각각 2.5%, 0.25%, 0.25%을 첨가하여 균질화기기를 사용하여 고르게 섞

어 SACCS 적응세포주에서 생산한 VHSV에 대한 백신(10,000 does 이상)을 제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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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넙치에서 VHSV 백신주사 및 공격실험을 통한 방어효과 분석 

○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백신 효능평가

- SACCS 적응 세포주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여 공격실험을 통한 효능 비교함(그림 2-219). 

백신 실험에 사용된 넙치는 10±1 cm, 17±2 g으로 총 360미를 2,000L 원형수조에 수용하여 

순치함. 백신 접종하기 전에 절식하고 백신 접종을 진행함. 백신 효능평가 대조구는 PBS 주

사 그룹, 실험구는 10:0 (10% FBS), 5:0 (5% FBS), 5:5 (0.5X SACCS)로부터 생산한 불활화 

백신을 넙치의 복강에 주사한 그룹으로 함. 

[그림 2-219] SACCS 적응세포주에서 생산한 VHSV 백신 효능평가 모식도

- 백신 접종 4주 후, 3×105 TCID50/fish 농도로 100 ㎕의 바이러스(VHSV) 현탁액을 넙치 복강 

내 공격실험을 진행하여 백신의 효능을 평가함. 18일차까지 누적폐사율을 관찰한 결과, 대

조군 95%, 10%FBS(control) 25%, 5% FBS 35%, 5:5(0.5X SACCS) 20%로 확인됨. 대조군과 

비교하여 상대생존율을 계산하였을 때 10% FBS(control)는 73.6%, 5% FBS그룹은 63.2%, 

5:5(0.5X SACCS)에서는 78.9%로 확인됨(그림 2-220). 5:5(0.5X SACCS)에서 생산한 VHSV 백

신에서 가장 좋은 효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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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0] SACCS 적응세포주에서 생산한 VHSV 백신 효과 결과

○ 대조군과 SACCS 적응 세포주를 사용하여 생산한 백신의 항체가 확인

- 백신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Indirect ELISA 실험 방법을 이용하여 백신의 항체가를 측정

함.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넙치를 대조구, 바이러스 불활화 백신을 접종한 넙치를 실험구로 

설정하여 각각 10마리의 넙치에서 백신 접종 2, 4주차에 혈액을 채취하였음. 채취된 혈액은 

4℃에서 24시간 보관 후 원심분리 (3000×g, 10분, 4℃)하여 혈청을 분리함. VHSV 최종농도

는 1×106.5 TCID50/ml로 설정함. 바이러스는 coating (bicarbonate/carbonate) buffer에 희석하여 

96-well plate의 well에 첨가한 후 36℃에서 16시간 동안 코팅함. 이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TBS-T buffer로 3번 세척한 뒤 5% skim milk/TBS-T buffer를 200 ㎕씩 첨가하여 4℃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켜 blocking을 진행함. Blocking 후, 상층액을 버리고 FBS에 대한 비특이적

인 신호를 제거하기 위하여 넙치 혈청을 50%의 FBS를 첨가한 5% skim milk/TBS-T buffer에 

10배 희석하여 각 well에 100 ㎕씩 첨가한 뒤 4℃에서 3시간 반응함. TBS-T buffer로 3번 세

척한 후 1:1000으로 희석된 mouse anti-flounder IgM 항체을 첨가하여 4℃에서 2시간 반응시

킴. 그 후 TBS-T buffer로 3번 세척한 후 1:1000으로 희석된 3차 항체인 goat anti-mouse IgG 

을 첨가하여 25℃에서 2시간 반응하고 PBST로 5회 세척한 후 발색반응을 위한 기질용액 

(Tetramethylbenzidine, TMB, Sigma)을 첨가함. 배양 후 1M H2SO4을 첨가하여 반응을 마치고 

흡광도 450 nm에서 ELISA 결과를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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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2주차 백신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10% FBS(control), 5% FBS, 5:5(0.5X 

SACCS)에서 높은 항체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 FBS(control)그룹에서 가장 높은 항체

가가 측정됨. 백신 접종 4주차 항체가는 10% FBS, 5:5(0.5X SACCS)는 높은 항체로 유지하

는 반면, 10% FBS와 5:5(0.5X SACCS)와 비교하였을 때 5% FBS가 항체가가 낮은 것을 확

인됨(그림 2-221).

[그림 2-221] ELISA기법을 통한 항체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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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세부) 한국과학기술원

  2-3-1. 연구개발목표

○ 선정된 바이오 산업용 세포주 2종 대상 SACCS 세포배양액에서 배양 조건 확립 및 배양 적응

 ○ SACCS-무혈청배지(SACCS-Serum Free Medium, SSFM) 개발

 ○ FBS 대체 SACCS 기반 바이오산업용 세포주 배양 및 재조합 단백질 생산

 ○ 기업과 소비자의 needs를 반영한 산업화 모델 개발

  2-3-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1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SACCS의 FBS 
대체 비율에 
따른 배지 내 
삼투압의 변화 

측정

◦ 배지 내 삼투압은 동물 세포 배양 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물리-화학
적 요소임

◦ 특히 삼투압의 변화는 치료용 항체 의
약품의 생산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침

◦ 기존의 배지 첨가물로 사용되던 FBS를 
다른 첨가물로 바꾼다는 것은 삼투압
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
으로 확인해야 할 요소임

◦ SACCS 세포 배양액 및 각기 다른 비
율의 SACCS 포함 배지들의 삼투압 측정

◦ 5종류의 서로 다른 조합의 FBS:SACCS가 첨가된 배
지 조건을 만듦

◦ 일정량의 샘플을 채취해서 삼투압을 측정함

◦ 액체의 어는점이 그 액체에 다른 물질이 녹아 있을 
때 저하하는 경향을 이용하여 삼투압을 측정함

CHO-K1 숙주 
세포주를 
이용하여 

SACCS로 FBS 
대체 및 10세대 

계대배양 

◦ T25 플라스크에 부착되어 자라는 CHO-K1 
숙주 세포주를 첫 번째 모델 세포주로 
사용

◦ 배지의 구성 성분을 바꾸는 것은 세포
에 큰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순차적
으로 대체를 하며 세포에게 적응할 시
간을 주는 과정이 필요함

◦ 세포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확
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포
의 모양을 현미경으로 직접 살펴보는 
것임

◦ CHO 세포를 이용한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을 위해서는 회분식 배양을 통해 
장기간의 배양을 진행해야 함

◦ FBS를 순차적으로 대체를 하며 세포에게 적응할 시
간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70%까지 FBS를 
대체 시킨 배지에 적응 시키는 것을 완료함

◦ 적응 완료 후, 안정적인 세포 성장이 이루어지는 지 
관찰하기 위해 10세대의 계대 배양을 진행함

◦ 계대 배양은 매 3일마다 진행을 하였으며, 세포의 
상태를 항상 일정한 상태인 mid-exponential phase
로 유지 시켜주기 위함임

◦ 그 과정에서 계대 배양의 시작 농도를 일정하게 유
지시켜 주기 위해 생존 세포수를 측정함 

◦ 세포의 생존 세포주는 PrestoBlue assay를 이용하여 
FBS 세포 대비 SACCS 대체 세포의 생존율을 비교
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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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SACCS의 FBS 대체 비율에 따른 배지 내 삼투압의 변화 측정

- 다음과 같이 5 종류의 서로 다른 조합의 FBS:SACCS가 첨가된 배지 조건을 만듦

- 일정량의 샘플을 채취해서 삼투압을 측정한 결과, FBS:SACCS의 비율에 상관없이 거의 비

슷한 정도의 삼투압을 보임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 본 연구 에서는 중기 (5세대) 및 후기 
(10세대) 계대 배양한 세포주를 가지고 
회분식 배양을 진행함

◦ 형광액이 포함된 PrestoBlue 시료를 배지에 첨가해 
주면, 살아있는 세포는 시료를 흡수하여 붉은 색을 
띄는 형광 염료로 전환시킴. 이 변화를 형광 또는 
흡광도를 측정하여 감지함으로 살아있는 세포의 비
율을 측정할 수 있음

◦ 보다 정확한 세포의 수는 Cell counting 방법을 이
용하여 검증하였음

◦ Trypan blue 용액을 세포에 처리해주면, 살아있는 
세포는 첨가해준 시료를 흡수하지 않아서 염색이 
되지 않으며 죽은 세포는 시료를 흡수하여 푸른식
을 띄게 됨. 이를 현미경을 이용하여 단위 부피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의 수를 세어 
정확한 농도의 세포를 측정할 수 있음 

치료용 항체 
(Rituxan) 생산 

세포주를 
이용하여 

SACCS로 FBS 
대체 및 10세대 

계대배양 

◦ 앞선 CHO-K1 숙주 세포주를 이용한 
실험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함

◦ 치료용 항체 생산 세포주의 경우 CHO-K1 
숙주 세포주에 비해 SACCS 대체 배지
에 적응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필요로 함

◦ 치료용 항체 생산 세포주의 경우 세포
의 생존 세포수뿐만 아니라 목적 단백
질의 생산량을 측정하는 것도 매우 중
요함

◦ 5세대 계양 완료된 세포를 이용하여 
회분식 배양을 진행하였음

◦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성은 회분식 배양중 채취한 
배양액을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 (ELISA)을 통해 
분석함

◦ ELISA는 효소를 이용하여 항원과 항체간의 반응 여
부와 정도를 바탕으로 목적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
하는데 주로 쓰이는 방법임. 목적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로 코팅된 플레이트에 배양액을 넣은 
후, 목적 단백질의 다른 부위에 결합할 수 있는 항
체를 넣어 결합을 시킴. 2차 항체에는 효소가 있어
서 기질을 넣어주면 색이 변하게 되는데 이 색의 
진하기를 이용하여 목적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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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K1 숙주 세포주를 이용하여 SACCS로 FBS 대체 및 10세대 계대배양 

  • SACCS 대체 농도에 따른 세포의 모양 변화

  • 10세대 계대 배양 과정의 생존 세포수 측정

  • 중기 (5세대) 계대 배양과 후기 (10세대) 계대 배양한 세포를 이용하여 회분식 배양 진행

- 정상적인 부착 세포의 경우 얇고 길쭉한 모습을 보임

- 5 세대 계대 배양 세포와 10세대 계대 배양 세포의 부착 모습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SACCS로 FBS를 70%까지 대체한 세포에서도 정상적인 세포의 모습을 보임

Pa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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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세대 계대 배양을 완료하였으며, FBS 대비 SACCS로 FBS를 70%까지 대체한 세포에서 생

존 세포의 수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함

- FBS 50% 대체의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생존 세포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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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계대 배양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 결과, 생존 세포수 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후기 계대 배양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 결과도 중기 계대 배양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 결과

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회분식 배양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SACCS로 FBS를 대체한 세포

주에서 더 높은 생존 세포수를 보였음

○ 치료용 항체 (Rituxan) 생산 세포주를 이용하여 SACCS로 FBS 대체 및 10세대 계대배양 

  • SACCS 대체 농도에 따른 세포의 모양 변화

  • 5세대 계대 배양 과정의 생존 세포수 측정

  • 계대 배양중인 세포의 배양액을 채취하여 치료용 항체 단백질의 농도 측정 및 비생산속도 측정

  • 중기 (5세대) 계대 배양 세포를 이용하여 회분식 배양 진행

    - 앞선 CHO-K1 숙주 세포주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SACCS로 FBS를 대체함과 상관없이 

세포의 모양은 변하지 않음

    - 현재 5세대까지 계대 배양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계대 배양을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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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CS 50% 대체 조건에서는 FBS 배양 조건과 비슷한 치료용 항체 단백질의 생산성을 보임

- SACCS 70% 대체 조건에서는 계대 배양 초기에는 FBS에 비해 낮은 항체 단백질의 생산성

을 보였지만, 5세대 계대 배양 후에는 비슷한 생산성을 보임

- 치료용 항체 단백질의 비생산속도 측정 결과, SACCS로 FBS를 대체하였을 때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특히 5세대 계대 배양 후에는 SACCS 70% 대체 조건에서 큰 증가를 보임

- 치료용 항체 생산 세포주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생산 산업에서 SACCS가 FBS의 성공적인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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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주에 

SACCS 70% 
대체 배양 후 
항체의 품질을 

분석

◦ 계대 배양이 완료된 치료용 항체 생산 세포
주를 이용하여 회분식 배양 진행

◦ 배양액에서 치료용 항체를 정제한 후 SACCS
의 70% 대체가 치료용 항체의 품질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당쇄화 구조 분석

◦ 치료용 항체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당쇄화구조 (N-glycosylation)임

◦ 그 중 특히 항체의 Galactosylation 패턴은 
bioactivity와 half-life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
한 요소임

◦ 배양액 회수 후 centrifugation으로 cell pellet 
제거한 후 Protein A affinity chromatography
를 이용하여 항체를 정제함

◦ molecular weight cut-off column으로 샘플을 
농축한 후 PNGase (enzyme) 처리로 Asn297
에 붙은 당쇄를 잘랐음

◦ Glycan에 Fluorophores 2AA (2-Anthranilic acid) 
labeling을 한 후, Toptip을 이용하여 glygen
을 다시 정제함

◦ 이 후 정제된 항체 단백질을 HPLC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음 (Fluorescence detector (360 
nm → 425 nm))

<항체 정제 및 품질분석 도식도>

항체 생산 
세포주 대상 
FBS 완전대체 

적응 배양

◦ FBS의 완전 대체를 위해 완전 대체 적응 배
양을 시도함

◦ 강화된 무혈청 배지 제작을 위해 기본 세포 
배양용 배지에 1.0X SACCS를 첨가한 후 부
유 배양 실험을 수행함



• •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 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 156 •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배지 
첨가물로써의 

SACCS 첨가 및 
최적화

◦ SACCS가 FBS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
기 때문에, SACCS의 성분이 FBS 대체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배지 첨가물로서 세포의 성
장 및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따라서 SACCS의 원료 종류와 첨가 농도에 
따라 세포 성장 및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는 
지 확인함 

◦ 앞서 언급된 대로 정확한 세포의 수는 Trypan 
blue 용액을 사용한 Cell counting 방법을 이
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
성은 배양 중 채취한 배양액을 효소결합 면
역흡착 분석법 (ELISA)을 통해 분석함

◦ 원료의 종류와 첨가 농도에 따라 세포가 반
응하고 세포내로 흡수하여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와 농도의 첨가 실험이 필요함. 
이는 또한 세포가 생산하는 목적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

다양한 
배지에서의 
SACCS 첨가

◦ 배지 첨가물로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선정된 최적의 조합을 다양한 배지에서 첨가 
실험 진행

◦ 연구에 사용한 배지는 실험실에서 자체 제작
한 CDM (chemically defined media)와 상업
용 CDM을 선정하여 진행하였음

◦ 각각의 배지에 적응 시킨 치료용 항체 의약
품 생산 세포주에 SACCS를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함

◦ 앞서 언급된 대로 정확한 세포의 수는 Trypan 
blue 용액을 사용한 Cell counting 방법을 이
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
성은 배양 중 채취한 배양액을 효소결합 면
역흡착 분석법 (ELISA)을 통해 분석함

SACCS 
가수분해물의 

필요성 및 효과 
검증

◦ FBS의 완벽한 대체제 및 세포배양 첨가제로
써의 SACC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영
양분으로 이용하기 쉬운 형태인 가수분해물
로 만들 필요가 있음. 특히 SACCS 가수분해
물을 다른 가수분해물들과 조합을 통해 새로
운 세포배양 배지첨가물로 개발 가능함

◦ 총 16종의 가수 분해물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세포의 성장 및 생산성에 있어서 가장 성
능이 좋은 2종의 가수분해물을 선정하였음. 
이 2종의 가수분해물을 SACCS 와 함께 통계
적 방법론인 DOE를 이용하여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조합을 결정할 예정임

◦ 항산화제는 세포 내의 황성 산소들을 제거함
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 및 품질 향상
을 위한 배지 첨가물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음. SACCS가 항산화제로써의 역할이 알
려져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 선정을 위한 실
험을 수행하였음. 기존에 알려진 항산화제들
이 CHO세포의 성장 및 단백질 생산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함 

◦ 배지 조성물을 결정할 때 최적화된 조합과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에 기초
한 실험 방법으로 DOE 방법이 주로 사용됨

◦ 무작위적인 배지 조성물 확립이 아닌 확률과 
통계에 기초한 배지 조성물 확립

◦ Simple Lattice 법을 이용하여 가수분해물의 
첨가물 조성 및 농도 선정 진행 중

◦ 활성산소란 세포가 산소를 이용할 때 생성할 
때 생기는 유독 물질을 뜻하며, 주로, 에너지 
생산 과정, 포도당 분해, 아미노산 분해, 단백
질 합성 등의 과정에서 생성됨

◦ 하지만 활성산소를 통해 생기는 산화 스트레
스의 축적은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며 단백질 
생산을 저해함. 또한 생산된 단백질의 품질에
도 악영향을 미침

◦ 항산화제는 세포 내의 황성 산소들을 제거함
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 SACCS 또한 항산화제로써의 역할이 
알려져 있음. 따라서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배지 첨가물로써의 가
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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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치료용 항체 (Rituxan) 생산 세포주를 이용하여 SACCS로 FBS 대체 및 10세대 계대배양 

  • SACCS 대체 농도에 따른 세포의 모양 변화

  • 5세대 계대 배양 과정의 생존 세포수 측정

  • 계대 배양중인 세포의 배양액을 채취하여 치료용 항체 단백질의 농도 측정 및 비생산속도 측정

  • 중기 (5세대) 계대 배양과 후기 (10세대) 계대 배양한 세포를 이용하여 회분식 배양 진행

- 앞선 CHO-K1 숙주 세포주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SACCS로 FBS를 대체함과 상관없이 

세포의 모양은 변하지 않음

- 10 세대 계대 배양을 완료하였으며, SACCS 50% 대체 시 생존 세포의 수에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SACCS 70% 대체 시 생존 세포의 수가 약간 감소함

  

- SACCS 50% 대체 조건에서는 FBS 배양 조건과 비슷한 치료용 항체 단백질의 생산성을 보임

- SACCS 70% 대체 조건에서는 계대 배양 초기에는 FBS에 비해 낮은 항체 단백질의 생산성

을 보였지만, 5세대 계대 배양 후에는 비슷한 생산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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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용 항체 단백질의 비생산속도 측정 결과, SACCS로 FBS를 대체하였을 때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특히 5세대 계대 배양 후에는 SACCS 70% 대체 조건에서 큰 증가를 보임

- 중기 계대 배양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 결과, 생존 세포수는 더 적었으나 항체 의약품의 생

산성은 더 향상된 것을 관찰함

- 후기 계대 배양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 결과 SACCS 50% 대체 시 세포 생존수와 항체 의약

품의 생산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SACCS 70% 대체 시에는 세포 생존수와 항체 의

약품의 생산성이 약간은 감소하였지만 세포의 생존과 생산이 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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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용 항체 생산 세포주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 

생산 산업에서 SACCS가 FBS의 성공적인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주에 SACCS 70% 대체 배양 후 항체의 품질을 분석

- 배지 첨가물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일정한 품질이 유지되는 것 이며 품질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당쇄화(glycosylation) 구조임 

-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주에 SACCS 70% 대체 배양 후 항체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당쇄화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함 

○ 항체 생산 세포주 대상 FBS 대체 강화된 무혈청 배지 개발 

- 강화된 무혈청 배지 제작을 위해 기본 세포 배양용 배지에 1.0X SACCS를 첨가한 후 부유 

배양 실험을 수행한 결과, 세포 성장 및 생존율에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함

Time [days]

0 1 2 3 4 5 6 7 8 9

V
ia

bl
e 

C
el

l D
en

si
ty

 [c
el

ls
/m

L]

0

1x106

2x106

3x106

T1 (CDMLAB)
T2 (CDMLAB +SACCS)

Time [days]

0 1 2 3 4 5 6 7 8 9

V
ia

bi
lit

y 
[%

]

0

20

40

60

80

100

120

   



• •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 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 160 •

최대 세포농도 
(x 106cells)

생존 기간 
(생존율>20%)

기본 배지 1.9   ± 0.1 8일

기본 배지 + SACCS 2.0   ± 0.1 8일

○ 배지 첨가물로써의 SACCS 첨가 및 최적화

- 원료 농도에 따른 0.5X, 1.0X, 2.0X SACCS를 첨가하는 실험 수행 후 세포 성장 및 생산성 

확인결과 0.5X 와 2.0X SACCS 첨가 시에는 세포성장이나 항체 생산성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1.0X SACCS 첨가 시 세포의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을 보였음.

Rituximab 
(mg/L)

C T1 (3%) T2 (5%) T3 (10%)

118 98 98 77

- 선정된 1.0X SACCS를 각각 다른 농도 (3%, 5%, 10%)의 SACCS를 첨가하는 실험 수행 후 

세포 성장 및 생산성 확인결과 3%의 SACCS를 첨가하였을 때 세포성장 및 항체 생산성이 

10% 향상되는 것을 확인함 

Rituximab 
(mg/L)

C T1 (3%) T2 (5%) T3 (10%)
119 133 12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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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배지에서의 SACCS 첨가

- 앞서 선정된 최적의 SACCS 농도를 다양한 배지에서 실험하기 위하여, 실험실에서 자체 제

작한 CDM 배지와 상업용 CDM 배지에서의 SACCS 첨가 후 효과를 비교한 결과 두 배지에

서 모두 SACCS 첨가 시 단위 세포당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

   

Rituximab 
(pg/cell/da

y)

Medium1 Medium1 
+ SACCS Medium2 Medium2 

+ SACCS

6.7 8.3 8.5 9.4

○ SACCS 가수분해물의 필요성 및 효과 검증

- FBS의 완벽한 대체제 및 세포배양 첨가제로써의 SACC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영양

분으로 이용하기 쉬운 형태인 가수분해물로 만들 필요가 있음. 특히 SACCS 가수분해물을 

다른 가수분해물들과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세포배양 배지첨가물로써 개발 가능함.

- SACCS와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수분해물 선정을 위해 16종의 가수분해물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세포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성능이 좋은 2종의 가수분해물을 선정하였

음 (1번, 5번 후보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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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화제는 세포 내의 황성 산소들을 제거함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한 배지 첨가물로써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SACCS 또한 항산화제로써의 역할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 선정을 위한 실

험을 수행하였음. 기존에 알려진 항산화제들이 CHO세포의 성장 및 단백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다양한 농도의 항산화제를 첨가하는 실험 수행 후 세포 성장 및 생산성 확인 결과 Baicalein 

첨가 시 가장 큰 세포 생존율 및 항체 생산성 향상에 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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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크에서 회분식 배양 결과 Baicalein 첨가 시 세포 생존율 및 항체 생산성 향상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세포 내 축적되는 활성산소의 양이 줄어든 것 확인하였음. 추후 

SACCS의 항산화제로써의 성능과 비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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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SACCS 
가수분해물의 

첨가 조건 결정

◦ 무혈청 배지에 세포를 적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수분해물의 첨가 농도를 결
정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회분식 
배양을 수행

◦ 각각 배양 방식과 추출 방식이 다른 SACCS 
가수분해물 3가지 (E, O, R)를 치료용 
단백질 생산 세포주에 적용하여 실험 
진행

◦ 실험 결과를 토대로 SACCS 가수분해물
의 최적의 첨가 농도를 결정

◦ 기존에 사용되었던 가수분해물 중에서 세포주의 성
장과 생산성에 도움을 주었던 soy 가수분해물과 
yeastolate를 대상으로 회분식 배양을 수행

◦ 배양 기간 중 1일 간격으로 샘플링을 수행하여 세포
의 성장률을 측정하며,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 
(ELISA)을 통해 세포의 생산성을 측정

◦ ELISA는 효소를 이용하여 항원과 항체 간의 반응 여
부와 정도를 기준으로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데 
주로 쓰이는 방법

◦ 실험 결과를 토대로 총 5 g/L로 SACCS 가수분해물
을 PowerCHO 배지에 첨가하여 사용하기로 결정

SACCS 
가수분해물이 
첨가된 배양 

조건에서 치료용 
항체 

(Rituximab) 
생산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 

진행

◦ 가수분해물의 첨가가 세포주의 성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인 항체 의약품인 rituximab을 
생산하는 CHO 세포주를 사용

◦ 배지에 3가지 종류의 SACCS 가수분해
물을 첨가하여 회분식 배양을 진행함으
로써 가수분해물이 세포주의 성장과 생
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실험 결과를 토대로 E, O, R 가수분해
물 중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을 
선정하여 다른 가수분해물들과 조합하
여 DOE 실험에 사용

◦ CHO 세포주의 부유 배양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chemically 
defined media (CDM) 배지인 PowerCHO 배지에 
SACCS 가수분해물 3종을 각각 5 g/L가 되도록 배지
에 첨가

◦ Control을 포함한 회분식 배양을 진행, 1일 간격으로 
샘플링을 수행하여 세포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분석

◦ 부유 배양 시 세포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
에 의해 세포의 생산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위 세포 당 생산성을 구하기 위해 integral viable 
cell concentration (IVCC) 값과 titer를 구함 

◦ 실험 결과를 토대로 E, O, R 가수분해물 중 R 가수
분해물이 세포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SACCS 
가수분해물과 

다른 
가수분해물들을 
조합하여 design 
of experiment 
(DOE) 실험 

진행

◦ SACCS 가수분해물과 기존의 다른 가수
분해물의 배지 첨가 비율을 조절하여 
최적의 농도 조건을 선정

◦ Simplex Lattice 법을 이용하여 회분식 
배양 후에 각각의 조건에서 세포의 성
장성과 생산성을 분석

◦ DOE 프로그램인 Design Expert를 이용
해 세포의 성장성과 생산성, 2가지 측
면에서 가장 최적화된 조합을 결정

◦ 선행 연구에서 가장 효과를 보였던 SACCS 가수분해
물과 기존에 CHO 세포주에서 사용되었던 다른 가수
분해물 2종을 대상으로 DOE 실험을 위한 조건을 선정

◦ Control을 포함하여 각각의 가수분해물을 A, B, C로 
지정했을 때, Simplex Lattice 법을 통해 총 10가지 
조합 비율을 구하여 각각의 조건에서 회분식 배양을 
진행

◦ 회분식 배양 기간 중에 1일 간격으로 샘플링을 진행
하여 세포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ELISA를 통해 세포
의 rituximab 생산성을 분석

DOE 분석을 
통해 최적의 
가수분해물 
조합을 결정

◦ Design Expert 프로그램에서 SACCS 가
수분해물 (R)과 soy 가수분해물, yeastolate
를 대상으로 총 10가지 혼합 비율로 데
이터를 분석

◦ 각각의 조건에서 세포의 성장성과 생산
성의 차이를 비교하여 최적의 혼합 비
율을 결정

◦ 세포의 최대 성장성 (maximum cell density)
과 최대 항체 생산성 (maximum product 
titer)을 각각 기준으로 최적화된 배지 
첨가물의 혼합 조건을 구함

◦ DOE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에서 각각의 혼합 비율
조건에서 세포주의 성장과 생산성을 분석하고 3가지 
배지 첨가물의 혼합 비율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계산
하고 조절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세포주에 가장 최적
화된 가수분해물의 조성 및 농도를 선정

◦ Maximum cell density를 response 1로, muximum 
product titer를 response 2로 지정하여,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control에 대한 백분율로 그 값을 계
산하여 각각의 조건에 대한 response 값을 구하여 
모델에 대한 그래프를 얻음

◦ Response에 대한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특정 목적에 
맞는 최종 혼합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세포의 성
장성을 최대로 하는 혼합 비율과 세포의 생산성을 
최대로 하는 혼합 비율에 대한 모델 그래프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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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SACCS 가수분해물의 첨가 조건 결정

- 기존의 치료용 항체 생산 세포주에 사용되던 가수분해물의 농도를 조절하여 세포의 성장성

과 생산성을 비교함

- 회분식 배양 결과 가수분해물을 2.5 g/L로 첨가하였을 때보다 5.0 g/L로 첨가하였을 때, 세

포의 성장성과 생산성 모두 향상됨

- 회분식 배양에 사용되는 SACCS 가수분해물 첨가 농도와 DOE 실험에 사용될 가수분해물의 

조합 농도를 5.0 g/L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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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CS 가수분해물이 첨가된 배양 조건에서 rixuximab 생산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 진행

- SACCS 가수분해물 3종을 대상으로 회분식 배양을 진행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가

수분해물 E의 경우, 세포가 금방 죽어버리는 것을 확인하였고, 가수분해물 O와 R의 경우, 

세포 성장이 대조군에 비해 약간 둔화되었으나 생존 기간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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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SA를 이용해 각각의 가수분해물을 첨가했을 때 항체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SACCS 

가수분해물 R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생산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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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세포 당 생산성 분석을 위해 IVCC 값과 titer를 구해 계산한 결과, SACCS 가수분해물 

R을 첨가했을 때 단위 세포 당 생산성이 대조군에 비해 상승한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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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CS 가수분해물과 다른 가수분해물들을 조합하여 DOE 실험 진행

- 선행 연구를 토대로 SACCS 가수분해물 R을 기존의 CHO 세포주의 배양에 사용되었던 다

른 가수분해물 (soy, yeast)과 조합하여 DOE 실험을 진행함

- Simplex Lattice 방법을 적용하여 대조군 제외 총 10가지 조건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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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CDM 배지인 PowerCHO 배지에 각각의 첨가 조합을 적용하여 

총 5 g/L로 가수분해물을 배양 시작점부터 첨가하여 회분식 배양을 진행함

- 가수분해물 첨가 시, 대조군에 비해 세포 성장성과 생존율이 향상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

- 세포의 성장성에 최적화된 가수분해물 첨가 농도의 조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DOE 프로그램

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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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가수분해물 조합 조건에서 항체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ELISA를 이용해 대조군과 

비교함

- 가수분해물 첨가 시, 대조군에 비해 세포의 항체 생산성이 향상되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조

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

- 세포의 항체 생산성에 최적화된 가수분해물 첨가 농도의 조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DOE 프

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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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분석을 통해 최적의 가수분해물 조합을 결정

- DOE 프로그램인 Design Expert를 사용하여 각각의 response에 대한 최적의 농도 조합을 확

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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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 1 (최대 세포 성장)의 경우, 17 % SACCS 가수분해물 R, 66 % soy 가수분해물, 17 % 

yeastolate에서 최대 생존 세포 농도를 보임

- Response 2 (최대 항체 생산)의 경우, 50 % soy 가수분해물, 50 % yeastolate에서 최대 항체 

생산 농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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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항산화제 화합물 
첨가가 생산 

세포주의 배양에 
미치는 효과 검증

◦ 세포 배양에 활용될 수 있는 항산화 
효과를 보이는 화합물을 다양한 농도
로 첨가함으로써 최적의 첨가 농도를 
분석

◦ 대표적인 ER stresss inhibitor인 BIX, 
TUDCA, carbazole을 생산 세포주의 
배양에 적용

◦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항산화제가 세포
의 성장, 생존율, 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

◦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재조합 CHO 세포주를 활
용하여 세포의 배양과정에서 항산화제가 미치는 영
향을 분석

◦ BIX, TUDCA, carbazole을 각각 10, 50 μM, 200 μ
M, 1, 5 μM로 세포 접종 후 3일 뒤에 첨가해서 각 
항산화제의 효과를 검증

◦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qRT-PCR)을 이용해 ER stress와 관련된 유전자 및 
세포사멸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

조류에서 유래된 
항산화제인 

Astaxanthin이 
생산 세포주의 
배양에 미치는 

효과 검증

◦ Haematococcus pluvialis 미세조류에서 
정제된 Astaxanthin의 항산화 효과가 
세포 배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재조합 CHO 생산 세포주의 부유 배양
에 활용되는 다양한 배지 조건에서 항
산화제의 효과를 분석

◦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항산화제가 세포
의 성장, 생존율, 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

◦ Astaxanthin의 첨가농도의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농
도 조건에서 재조합 CHO 생산 세포주의 부유 배양
에 적용

◦ 재조합 CHO 생산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에 활용되
는 배지 3종 (CDM4CHO, PowerCHO, SFM4CHO)의 
조건에서 Astaxanthin의 첨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

◦ Control을 포함한 회분식 배양을 진행, 1일 간격으
로 샘플링을 수행하여 세포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분석

Spirulina와 
SACCS 

가수분해물이 
배양공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Spirulina 가수분해물을 다양한 부유 세
포 배양 조건에 적용하여 회분식 배양
에서 세포의 성장성과 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 SACCS 가수분해물을 다양한 부유 세
포 배양 조건에 적용하여 회분식 배양
에서 세포의 성장성과 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

◦ 실험 결과를 토대로 Spirulina 또는 SACCS 
가수분해물을 재조합 CHO 생산 세포
주의 배양에 적용하기 위한 최적 조건 
확립

◦ 세포의 성장성을 분석하기 위해 trypan blue 염색법
과 automated cell counter를 이용해 viable cell 
density와 viability를 구함

◦ 단위 세포 당 생산성을 구하기 위해 integral viable 
cell concentration (IVCC), titer, productivity(qP) 값
을 구함

◦ 회분식 배양 기간 중에 1일 간격으로 샘플링을 진
행하여 세포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ELISA를 통해 세
포의 치료용 항체 생산성을 분석

SACCS 
가수분해물 

가수분해효소의 
조합이 

세포배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가수분해효소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SACCS 가수분해물을 확보

◦ 3종 가수분해물의 회분식 배양 적용과 
배양공정 분석을 통해 최적 조합과 농
도를 결정

◦ 3종 가수분해물의 회분식 배양 적용과 
배양공정 분석을 통해 최적 조합과 농
도를 결정

◦ 가수분해효소인 pepsin, pancreatin, papain을 각각 
적용하여 SACCS 가수분해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조합의 가수분해물을 확보

◦ SACCS 가수분해물 1 (pepsin), 2 (pepsin + pancreatin), 
3 (pepsin + pancreatin + papain)을 순차적으로 적
용하여 총 3가지 가수분해물의 효과를 검증

◦ 회분식 배양 중 샘플링을 통해, SACCS 가수분해물
이 세포의 성장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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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항산화제 화합물이 생산 세포주 배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항산화제가 세포의 성장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50 μM의 BIX가 치료용 

항체의 생산성을 가장 많이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함

- BIX와 DMSO를 조합하여 생산 세포주 배양에 적용한 결과, 가장 높은 생산성과 세포 배양

기간을 보임

- ER stress와 연관된 대표적인 유전자 (BiP, CHOP)의 발현과 세포사멸과 연관된 대표적인 유

전자 (Cleaved caspase-3)의 mRNA 발현을 비교한 결과, BIX/DMSO의 조합이 BiP의 발현은 

증가시키나, CHOP의 발현은 감소시키는 것이 관찰됨

- 단백질 발현의 경우, BIX/DMSO의 조합이 CHOP과 cleaved caspase-3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

이 확인됨

- 생물반응기에서 유가식 배양을 통해 BIX/DMSO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세포의 배양기간, 생

산성이 증가한 것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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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용 항체의 galactosylation의 경우, BIX/DMSO의 첨가에 의해 G1/G2 모두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이는 galactosyltransferase의 발현의 증가로 인한 것이 확인됨

  

조류 유래 항산화제가 생산 세포주 배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재조합 CHO 생산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 시 (PowerCHO 배지), 세포의 성장성에 있어서 

Astaxanthin의 첨가가 viable cell density 상에서 향상된 세포 성장성을 보이는 것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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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용 항체 생산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control 조건에 비해 낮은 titer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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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M4CHO, PowerCHO, SFM4CHO 배지에서 각각 Astaxanthin의 첨가효과를 확인한 결과, 세

포의 성장성에 있어서 CDM4CHO, PowerCHO 배지에서 Astaxanthin의 첨가가 viable cell 

density 상에서 향상된 세포 성장성을 보이는 것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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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용 항체 생산성은 CDM4CHO, PowerCHO, SFM4CHO 배지 모두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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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ulina, SACCS 가수분해물을 첨가된 다양한 배양조건이 치료용 항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세포 성장성의 경우, PowerCHO 배지 조건에서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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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werCHO 배지 사용 시, Spirulina 가수분해물 첨가 (10 g/L) 조건에서 치료용 항체의 생산

성이 약 30% 증가한 것이 관찰됨

    - SFM4CHO 배지 사용 시, SACCS 가수분해물 첨가 (10 g/L) 조건에서 치료용 항체의 생산성

이 약 30% 증가한 것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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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분해효소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진 SACCS 가수분해물의 효과 검증

    - 세포 성장성의 경우, PowerCHO 배지 조건에서 Pepsin+Pancreatin+Papain을 처리한 SACCS 

가수분해물을 처리했을 때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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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werCHO 배지 사용 시, Pepsin+Pancreatin, Pepsin+Pancreatin+Papain을 각각 처리한 SACCS 

가수분해물을 첨가한 조건에서 치료용 항체의 생산성이 각각 12, 22% 증가한 것이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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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5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연구범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재조합 단백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지 첨가물 
(forskolin)의 효과 

검증

◦ 세포 배양에 활용 가능한 배
지 첨가물인 forskolin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치료용 
단백질 생산 세포주의 배양 
과정에 적용

◦ 배지 첨가물이 세포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배지 첨가물이 세포 배양기
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배지 첨가물이 생산된 치료
용 단백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재조합 CHO 세포주를 활용하여 
세포의 배양과정에서 배지 첨가물 (forskolin)이 미치는 영
향을 회분식 배양을 통해 분석

◦ 세포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flow cytometry로 분석 및 
G0/G1, S, G2/M phase 별 세포 분포를 비교

◦ 세포주기 조절과 연관된 단백질의 발현을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비교

◦ 세포 배양기간과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을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비교

◦ 세포 배양기간과 관련된 mRNA 발현을 qRT-PCR을 통해 
비교

◦ 항체 의약품의 품질과 관련된 aggregation/fragmentation, 
N-glycosylation 및 charge variation을 분석

SACCS 
가수분해물의 

효과가 숙주 세포주 
및 생산 단백질 

종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치료용 단백질 숙주 세포주
의 종류에 따른 SACCS 가수
분해물의 첨가 효과 비교 및 
분석

◦ SACCS 가수분해물의 첨가가 
Fc-fusion 단백질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SACCS 가수분해물의 숙주 세포주 별 효과를 비교하기 위
해 DHFR-KO 세포주인 DG44와 DUKX-B11을 활용하여 회
분식 배양을 진행

◦ 회분식 배양 중 생산 세포주의 성장성과 배양기간 및 치
료용 단백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ELISA를 통해 분석

◦ Control을 포함한 회분식 배양을 진행, 1일 간격으로 샘플
링을 수행하여 세포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분석

◦ 항체 의약품 외에도 Fc-fusion 단백질의 생산성에 SACCS 
가수분해물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SACCS 
fractionation 배지 
첨가물이 치료용 
단백질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SACSS 가수분해물을 무게 별 
(1 kDa 이하, 1~5 kDa, 5 
kDa 이상, total control)로 
fractionation 과정을 거친 배
지 첨가물을 확보

◦ Fractionation 조건에 따른 SACCS 
가수분해물의 첨가 효과 비
교 및 분석

◦ SACCS 가수분해물 fraction의 무게 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치료용 단백질 생산 세포주 3종을 활용하여 회분식 
배양을 진행

◦ 세포의 성장성을 분석하기 위해 trypan blue 염색법과 
automated cell counter를 이용해 viable cell density와 
viability를 구함

◦ 단위 세포 당 생산성을 구하기 위해 integral viable cell 
concentration (IVCC), titer, productivity(qP) 값을 구함

◦ 회분식 배양 기간 중에 1일 간격으로 샘플링을 진행하여 
세포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ELISA를 통해 세포의 치료용 
단백질 생산성을 분석

SACCS 
fractionation과 
검증된 배지 

첨가물의 조합을 
통한 최적화된 SFM 

배지 검증

◦ 실험 결과를 토대로 SACCS 
가수분해물과 forskolin을 조
합한 배지 첨가물의 효과를 
분석

◦ 회분식 배양을 진행하여 세포의 성장성 및 치료용 단백질 
생산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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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재조합 단백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지 첨가물 (forskolin)의 효과 검증

- Forskolin의 첨가가 생산 세포주의 성장성을 억제하는 반면, 배양기간을 연장시켜 결과적으

로 최대 생산성에서 control 대비 증가를 보임

- 세포 내부의cAMP의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forskolin이 cAMPenhancer로 기능한 것을 확인함

- Forskolin의 첨가가 세포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flow cytometry로 분석한 결과, control 대비 

G0/G1 phase에 cell cycle arrest가 일어난 것을 확인함

- LKB1/AMPK signaling pathway 분석 결과, forskolin이 LKB1과 AMPK의 phosphorylation을 강

화하고, p27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함

- 결과적으로 forskolin이 LKB1/AMPK pathwa를 통해 cell cycle arrest를 유도하여 성장성의 저

하 및 생산성 향상효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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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skolin의 첨가가 배양기간 연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apoptosis에 관여하는 

CREB/Bcl-2 pathway 상에서 p-CREB과 Bcl-2의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함

- Apoptosis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leaved PARP와 cleaved caspase-7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 forskolin에 의해 Bcl-2의 발현이 증가하여 apoptosis가 저해된 것을 증명함

- 결과적으로 forskolin이 Bcl-2의 발현을 증가시켜서 apoptosis를 저해함으로써 세포 배양기간

이 연장된 것을 보여줌

- Forskolin의 첨가가 monoclonal antibody 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ggregation/ 

fragmentation, charge variation, N-glycosylation을 분석함

- 결과적으로 forskolin의 첨가가 항체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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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CS 가수분해물의 효과가 숙주 세포주 및 생산 단백질 종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SACCS 가수분해물을 Fc-fusion 단백질 생산 CHO-DG44 생산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에 첨가

하여, SACCS 가수분해물이 Fc-fusion 단백질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SACCS 가수분해물 첨가에 의해 Fc-fusion 단백질 생산성이 약 9% 증가함

  

- SACCS 가수분해물을 Fc-fusion 단백질 생산 CHO-DUKX-B11 생산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에 

첨가하여, Fc-fusion 단백질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SACCS 가수분해물 첨가에 의해 Fc-fusion 단백질 생산성이 약 11% 증가함

○ SACCS fractionation 배지 첨가물이 치료용 단백질 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 SACCS 가수분해물 fractionation을 무게 기준으로 total, x < 1 kDa, 1 < x < 5 kDa, x > 5 

kDa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건에서 monoclonal antibody 생산 CHO-GSR 생산 세포주의 회분

식 배양에 첨가하여, 세포의 성장성과 항체 의약품 생산성을 비교함

- 세포 성장성의 경우, control 대비 1 < x < 5 kDa fractionation에서 가장 낮았지만, 항체 의약품 

생산성의 경우에는 control 대비 1 < x < 5 kDa fractionation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약 2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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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CS 가수분해물 fractionation을 무게 기준으로 total, x < 1 kDa, 1 < x < 5 kDa, x > 5 

kDa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건에서 Fc-fusion 단백질 생산 CHO-DG44 생산 세포주의 회분

식 배양에 첨가하여, 세포의 성장성과 치료용 단백질 생산성을 비교함

- 세포 성장성의 경우, control 대비 SACCS fractionation을 첨가했을 때 약간씩 낮아졌지만, 치

료용 단백질 생산성의 경우에는 control 대비 1 < x < 5 kDa fractionation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남 (약 23% 증가)

0 1 2 3 4 5 6 7 8 9 10
0

1x106

2x106

3x106

4x106

5x106

6x106

7x106

V
ia

bl
e 

ce
lls

/m
L

Time (day)

 Control
 Total
 x < 1kDa
 1 < x < 5 kDa
 x > 5 kDa

0 1 2 3 4 5 6 7 8 9 10
0

20

40

60

80

100
V

ia
bi

lit
y 

(%
)

Time (day)

 Control
 Total
 x < 1kDa
 1 < x < 5 kDa
 x > 5 kDa

0 1 2 3 4 5 6 7 8 9 10
0

100

200

300

400

Fc
-fu

si
on

 p
ro

te
in

 (m
g/

L)

Time (day)

 Control
 Total
 x < 1kDa
 1 < x < 5 kDa
 x > 5 kDa

- SACCS 가수분해물 fractionation을 무게 기준으로 total, x < 1 kDa, 1 < x < 5 kDa, x > 5 

kDa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건에서 Fc-fusion 단백질 생산 CHO-DUKX-B11 생산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에 첨가하여, 세포의 성장성과 치료용 단백질 생산성을 비교함

- 세포 성장성의 경우, control 대비 SACCS fractionation을 첨가했을 때 비슷했고, viability의 

경우 SACCS fractionation 첨가 시에 약간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치료용 단백질 생

산성의 경우에는 control 대비 1 < x < 5 kDa fractionation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약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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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CCS fractionation과 검증된 배지 첨가물의 조합을 통한 최적화된 SFM 배지 검증

- SACCS 가수분해물 fractionation을 무게 기준으로 total, x < 1 kDa, 1 < x < 5 kDa, x > 5 

kDa으로 구분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1 < x < 5 kDa 조건과 forskolin을 조합하여 생산 

세포주의 회분식 배양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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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SACCS frationation, forskolin, SACCS fractionation + forskolin의 4가지 조건에서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CHO-GSR 생산 세포주를 대상으로 세포의 성장성과 항체 의약품 생산

성을 비교함

- 세포 성장성의 경우, control 대비 SACCS fractionation을 첨가했을 때 약간 감소했고, foskolin 

첨가 시 많이 감소했으며, 둘을 조합한 경우에도 낮은 성장성을 보임

- 세포 배양기간의 경우, control에 비해 foskolin 첨가 시에 10일에서 11일로 증가함

- Viability의 경우, control과 SACCS fractionation 첨가 시에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함

- 항체 의약품 생산성의 경우, SACCS fractionatino과 forskolin을 조합해서 처리한 결과에서 control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 (약 5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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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세부) 경희대학교

  2-4-1. 연구개발목표

  ○ 해양 스피룰리나를 함유하는 바이오산업용 소태아혈청(FBS) 대체 무혈청(serum free) 배지

의 줄기세포주 배양 및 골세포로의 분화에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함

  ○ 4종의 줄기세포 중 10세대까지 계대배양이 표현형/유전자형이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증식속도 및 골세포로의 분화가 성공적으로 유도되는 2종의 우수 줄기세포를 1

단계에서 선정하였음

  ○ 1단계 2차년도/2단계 1차년도에서는 선정된 줄기세포 2종의 분화와 관련된 유전체, 단백체 

발현 증가/감소가 FBS:SACCS(10:0) control과 동일함을 확인함

  ○ 2단계 2차년도/3차년도에서는 선정된 줄기세포 2종의 알려진 분화유도제(BMP2) 처리에 따

른 증식속도 및 분화촉진 정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FBS 대체제로서의 사용 가능성 확인함

  2-4-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1단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4종의 줄기세포에 있어 SACCS를 활용한 FBS대체 비율 확립과 10세대까지의 배양 가능성 확인 

○ 세포 생존율

  • Human periodontal ligament stem cell (PDLSC)

    - PDLSC의 세대별 세포 생존율 측정 결과, control (FBS:SACCS. 10:0)대비 1세대에서는 SACCS

로 모든 비율에서 대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2~4세대까지는 1:9 (FBS:SACCS)의 비율, 5세

대에서는 4:6의 비율, 6세대에서는 3:7의 비율, 7세대~9세대에서는 6:4의 비율, 1세대0에서는 7:3

의 비율까지 대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음. 결과적으로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그림 2-222] PDLSC의 FBS:SACCS 비율 10:0~0:10까지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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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PDLSC의 FBS:SACCS 비율 10:0~0:10까지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표 2-29> PDLSC의 FBS와 SACCS 비율 10:0~0:10까지의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그림 2-224] PDLSC 10세대에서의 FBS:SACCS 비율 10단계(10:0~1:9)까지의 생존 세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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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man dental pulp stem cell (DPSC)

    - DPSC의 세대별 세포 생존율 측정 결과, control 대비 1세대에서는 2:8의 비율, 2세대에서는 

5:5의 비율, 3세대~8세대에서는 4:6의 비율 그리고 9세대~1세대0에서는 6:4의 비율까지 대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음. 결과적으로 4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25] DPSC의 FBS:SACCS 비율 10:0~0:10까지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그림 2-226] DPSC의 FBS:SACCS 비율 10:0~0:10까지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표 2-30> DPSC의 FBS와 SACCS 비율 10:0~0:10까지의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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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DPSC 10세대에서의 FBS:SACCS 비율 8단계(10:0~3:7)까지의 생존 세포 수

  • Human bone marrow-derived stem cell (BMSC)

    - BMSC의 세대별 세포 생존율 측정 결과, control 대비 1세대~3세대에서는 2:8의 비율까지 대

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4세대~7세대에서는 7:3의 비율, 그리고 8세대에서는 8:2의 비율 

그리고 9세대~1세대0에서는 9:1의 비율까지 대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음. 결과적으로 10%

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28] BMSC의 FBS:SACCS 비율 10:0~0:10까지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그림 2-229] BMSC의 FBS:SACCS 비율 10:0~0:10까지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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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BMSC의 FBS와 SACCS 비율 10:0~0:10까지의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 배양한 세포 생존율 

[그림 2-230] BMSC 10세대에서의 FBS:SACCS 비율 4단계(10:0~7:3)까지의 생존 세포수 

  •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 (ADSC)

    - ADSC의 세대별 세포 생존율 측정 결과, control 대비 1세대에서는 4:6의 비율까지 대체, 2세

대~3세대까지는 3:7의 비율, 4세대에서는 4:6의 비율, 5세대에서는 8:2의 비율, 6세대에서는 

5:5의 비율, 7세대~1세대0에서는 7:3의 비율까지 대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음. 결과적으로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31] ADSC의 FBS:SACCS 비율 10:0~0:10까지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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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 ADSC의 FBS:SACCS 비율 10:0~0:10까지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표 2-32> FBS와 SACCS를 10:0~0:10 (FBS:SACCS)의 11단계로 비율을 나눠 10세대까지의 ADSC의 세포 생존율 

[그림 2-233] ADSC 10세대에서의 FBS:SACCS 비율 (10:0~3:7)까지의 생존 세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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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학적 phenotype 관찰  

  • Human periodontal ligament stem cell (PDLSC)

    - Phenotype 있어서는 1세대에서 10:0~0:10(FBS:SACCS)의 비율까지 FBS 대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2세대~4에서는 1:9의 비율 그리고 5세대에서는 4:6의 비율, 6세대에서는 3:7의 

비율, 7세대~9세대에서는 6:4의 비율, 1세대0에서는 7:3의 비율까지 FBS 대체가 가능한 것

을 확인하였음. 0:10의 비율인 경우 5세대부터 방추체 모양의 세포형태에서 원형으로 변화

되어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결과적으로 세포 생존율과 동일하게 30%까지 대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34] ADSC 10세대에서의 FBS:SACCS 비율 (10:0~3:7)까지의 생존 세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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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man dental pulp stem cell (DPSC)

    - Phenotype 있어서는 1세대에서 10:0~2:8(FBS:SACCS)의 비율까지 FBS 대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2세대에서는 5:5의 비율, 3세대와 5세대에서는 4:6의 비율, 6세대~8세대에서는 

4:6(FBS:SACCS)의 비율 그리고 9세대~1세대0에서는 6:4의 비율까지 FBS 대체가 가능한 것

을 확인하였음. 그리고 0:10의 비율인 경우 6세대부터 방추체 모양의 세포형태에서 원형으

로 변화되어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결과적으로 세포 생존율과 동일하게 40%까

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35] DPSC의 FBS:SACCS 비율 10:0~0:10까지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형태학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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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man bone marrow-derived stem cell (BMSC) 

    - Phenotype 있어서는 1세대와 2세대에서 10:0~2:8(FBS:SACCS)의 비율까지 FBS 대체가 가능

하였고, 3세대에서는 2:8의 비율, 4세대~5세대에서는 7:3의 비율, 6세대~7세대에서 7:3의 비

율, 8세대에서는 8:2의 비율 그리고 9세대~1세대0에서는 9:1의 비율까지 FBS 대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음. 0:10의 비율인 경우 2세대부터 방추체 모양의 세포형태에서 원형으로 변

화되어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결과적으로 세포 생존율과 동일하게 1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36] BMSC의 FBS:SACCS 비율 10:0~0:10까지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형태학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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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 (ADSC)

    - Phenotype 있어서는 1세대에서 10:0~4:6(FBS:SACCS)의 비율까지 FBS 대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2세대~3세대에서는 3:7, 4세대에서는 4:6의 비율까지 그리고 5세대에서는 8:2의 

비율, 6세대에서는 5:5의 비율. 7세대~10세대에서는 7:3의 비율 까지 FBS 대체가 가능한 것

을 확인하였음. 결과적으로 세포 생존율과 동일하게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0:10의 비율인 경우 3세대부터 방추체 모양의 세포형태에서 원형으로 변화되어 대체 불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그림 2-237)

[그림 2-237] ADSC의 FBS:SACCS 비율 10:0~0:10까지 11단계에서 10세대까지의 형태학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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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종의 줄기세포에 있어 SACCS 배양 시 최종 골분화능 유지 확인

○ 분화배지 처리 시 4종의 줄기세포 생존율

  • Human periodontal ligament stem cell (PDLSC)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에서 3:7까지 control(10:0) 대비 세포 생존율이 100%로 

FBS 대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 7:3에서 control(10:0) 

대비 세포 생존율이 100%로 FBS 대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2-238] 분화 배지 처리 시 PDLSC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 Human dental pulp stem cell (DPSC)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 7:3, 4:6에서 control(10:0) 대비 세포 생존율이 100%로 

FBS 대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 7:3에서 control(10:0) 

대비 세포 생존율이 100%로 FBS 대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2-239] 분화 배지 처리 시 DPSC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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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man bone marrow-derived stem cell (BMSC)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 8:2에서 control(10:0) 대비 세포 생존율이 100%로 FBS 

대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 9:1에서 control(10:0) 

대비 세포 생존율이 100%로 FBS 대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음(그림 2-240). 

[그림 2-240] 분화 배지 처리 시 BMSC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 (ADSC)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 5:5에서 control(10:0) 대비 세포 생존율이 100%로 FBS 

대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 7:3에서 control(10:0) 

대비 세포 생존율이 100%로 FBS 대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2-241] 분화 배지 처리 시 ADSC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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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종의 줄기세포에서 최종 골분화 관련 효소 발현 정도 확인

  • Human periodontal ligament stem cell (PDLSC)

    - SACCS 배양액을 이용해 최종 골분화 발현 효소 확인 결과,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3:7까지 8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최종 골분화 관련 효소인 alkaline phosphatase 

(ALP) 발현율을 확인하였음. 그 결과 control대비 33%이내의 ALP 활성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10세대에서의 FBS:SACCS 비율 10:0, 

7:3에서 control(10:0) 대비 8%이내의 ALP 활성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

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2-242] PDLSC 10세대까지 분화 유도에 따른 최종 골분화 효소(ALP) 활성  

  • Human dental pulp stem cell (DPSC)

    - SACCS 배양액을 이용해 최종 골분화 발현 효소 확인 결과,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에서 6:4까지 5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최종 골분화 관련 효소인 ALP 발현율을 

확인하였음. 그 결과 FBS:SACCS 비율 10:0에서 7:3까지 control대비 11%이내의 ALP 활성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10세대는 FBS:SACCS 

비율 10:0, 7:3에서 control(10:0)과 같은 ALP 활성을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

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2-243] DPSC 10세대까지 분화 유도에 따른 최종 골분화 효소(ALP)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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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man bone marrow-derived stem cell (BMSC) 

    - SACCS 배양액을 이용해 최종 골분화 발현 효소 확인 결과,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 8:2에서 control(10:0) 대비 7%이내의 ALP 활성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

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에서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최종 골분화 관련 효소인 ALP 발현율을 확인하였음. 그 결과 

FBS:SACCS 비율 10:0, 9:1에서 control대비 40%이내의 ALP 활성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

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2-244] BMSC 10세대까지 분화 유도에 따른 최종 골분화 효소(ALP) 활성 

  •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 (ADSC)

    - SACCS 배양액을 이용해 최종 골분화 발현 효소 확인 결과,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에서 6:4까지 5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최종 골분화 관련 효소인 ALP 발현율을 

확인하였음. 그 결과 FBS:SACCS 비율 10:0에서 7:3까지 control대비 11%이내의 ALP 활성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10세대는 FBS:SACCS 

비율 10:0, 7:3에서 control대비 2%이내의 ALP 활성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그림 2-245] ADSC 10세대까지 분화 유도에 따른 최종 골분화 효소(ALP)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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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종의 줄기세포에서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 Human periodontal ligament stem cell (PDLSC)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3:7까지 8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calcium 

nodule 형성을 확인하였음. 그 결과 FBS:SACCS 비율 10:0에서 5:5까지 control대비 4%이내

의 calcium nodule 형성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음. 10세대에서의 FBS:SACCS 비율 10:0, 7:3에서 control(10:0) 대비 13%이내의 calcium nodule 

형성 증가를 보여 결과적으로 30%까지 FBS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46] PDLSC 10세대까지의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그림 2-247] PDLSC 10세대까지의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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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man dental pulp stem cell (DPSC)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6:4까지 5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calcium 

nodule 형성을 확인하였음. 그 결과 FBS:SACCS 비율 10:0에서 7:3까지 control대비 5%이내

의 calcium nodule 형성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음. 10세대에서의 FBS:SACCS 비율 10:0부터 8:2까지 control(10:0) 대비 4%이내의 calcium 

nodule 형성 증가를 보여 결과적으로 20%까지 FBS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48] DPSC 10세대까지의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그림 2-249] DPSC 10세대까지의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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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man bone marrow-derived stem cell (BMSC)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calcium 

nodule 형성을 확인하였음. 그 결과 FBS:SACCS 비율 10:0에서 8:2까지 control대비 4%이내

의 calcium nodule 형성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음. 10세대에서의 FBS:SACCS 비율 10:0, 9:1에서 control(10:0) 대비 25%이내의 calcium nodule 

형성 증가를 보여 결과적으로 10%까지 FBS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50] BMSC 10세대까지의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그림 2-251] BMSC 10세대까지의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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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 (ADSC)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6:4까지 5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calcium 

nodule 형성을 확인하였음. 그 결과 FBS:SACCS 비율 10:0에서 7:3까지 control대비 5%이내

의 calcium nodule 형성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음. 10세대에서의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control(10:0) 대비 2%이내의 calcium 

nodule 형성 증가를 보여 결과적으로 30%까지 FBS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그림 2-252] ADSC 10세대까지의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그림 2-253] ADSC 10세대까지의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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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수 줄기세포 주 2종 선정

    - 세포 생존율이 100% 유지되며 배양된 세포의 형태학적 phenotype도 그대로 유지되는, 대체

율 30% 이상인 2종의 우수 줄기세포(Human periodontal ligament stem cell, Human adipose- 

derived stem cell)를 선정하였음. 

④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PDLSC의 골분화 관련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비교를 통한 FBS 대체

(30%) 가능성 확인

○ FBS 10~30% 대체하여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측정

  • PDLSC 1세대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골분화 관

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그 결과, 초기 유전자 BMP2와 Runx2는 각각 11% 그리고 10%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유전

체 발현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유전자 ALP, OSC, Fra-1은 각각 3%, 12%, 10% 이

내의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1세대에서는 30%까

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그림 2-254] PDLSC 1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그림 2-255] PDLSC 1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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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LSC 5세대

    - 5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골분화 관

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그 결과, 초기 유전자 

BMP2와 Runx2는 각각 7% 그리고 7%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유전자 ALP, OSC, Fra-1은 각각 7%, 10%, 10% 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5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그림 2-256] PDLSC 5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그림 2-257] PDLSC 5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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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LSC 10세대

    -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골분화 관

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그 결과, 초기 유전자 

BMP2와 Runx2는 각각 6% 그리고 5%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유전자 ALP, OSC, Fra-1은 각각 8%, 6%, 11% 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10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그림 2-258] PDLSC 10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그림 2-259] PDLSC 10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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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S 10~30% 대체하여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측정 

  • PDLSC 1세대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골분화 관

련 단백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그 결과, 초기 단백체 

BMP2는 14%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단백체 발현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단백체 

OPN, OSX은 각각 7%, 11% 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단백체 발현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단백체 collagen type-1은 control 대비 증가와 감소 없이 control과 같은 발현을 보였음. 

결과적으로 1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60] PDLSC 1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61] PDLSC 1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62] PDLSC 1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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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3] PDLSC 1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 PDLSC 5세대

    - 5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골분화 관

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그 결과, 초기 유전자 

BMP2와 Runx2는 각각 7% 그리고 7%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유전자 ALP, OSC, Fra-1은 각각 7%, 10%, 10% 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5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

단됨.

[그림 2-264] PDLSC 5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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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5] PDLSC 5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66] PDLSC 5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67] PDLSC 5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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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LSC 10세대

    -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골분화 관

련 단백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그 결과, 초기 단백체 

BMP2는 14%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단백체 발현의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단백체 

OPN, collagen type-1은 각각 12%, 16% 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단백체 발현의 감소는 보이

지 않았음. 후기 단백체 OSX는 control 대비 증가와 감소 없이 control과 같은 발현을 보였

음. 결과적으로 10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그림 2-268] PDLSC 10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69] PDLSC 10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70] PDLSC 10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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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1] PDLSC 10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PDLSC의 골분화 관련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비교를 통한 FBS 대

체(30%) 가능성 확인 결과

    - 유전체(BMP2, Runx2, ALP, OSC, Fra-1)발현 확인 1세대에서는 초기인자 BMP2, Runx2는 각

각 11%, 10% 증가를 보였고, 후기인자 ALP, OSC, Fra-1에서는 각각 3%, 12%, 10%이내의 

증가를 보였음. 5세대에서는 초기인자 BMP2, Runx2는 각각 7%, 7% 증가를 보였고, 후기인

자 ALP, OSC, Fra-1에서는 각각 7%, 10%, 10%이내의 증가를 보였음. 10세대에서는 초기인

자 BMP2, Runx2는 각각 6%, 5%이내의 증가를 보였음, 후기인자 ALP, OSC, Fra-1에서는 각

각 3%, 12%, 10%이내의 증가를 보였음. 

    - 단백체(BMP2, OPN, OSX, collagen type-1)발현 확인 1세대에서는 초기인자 BMP2는 14%이

내의 증가를 보였고, 후기인자 OPN, OSX, collagen type-1는 7%, 11%, 0%이내의 증가를 보

였고, 5세대에서는 초기인자 BMP2는 2%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후기인자 OPN, OSX, 

collagen type-1는 15%, 6%, 1%이내의 증가를 보였음. 10세대에서는 초기인자 BMP2는 14%

이내의 증가를 보였고, 후기인자 OPN, OSX, collagen type-1는 12%, 0%, 16%이내의 증가를 

보였음. 

    - 결과적으로,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모두 감소가 없었으며, 유의성을 띄지 않는 증가로 10세

대까지 FBS 30%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나. 3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hADSCs)의 골분화 관련 유전체와 단

백체 발현 비교를 통한 FBS 대체(30%)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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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S 10~30% 대체하여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확인

    - hADSCs를 FBS 10-30% 대체한 SACCS 배양액(alpha-MEM 배지 안에 10%의 FBS:SACCS 

10:0-7:3, 1% antibiotics)을 이용해 6-well plate에 각 well 당 3X10cell/well씩 분취하여 37℃, 
5% CO  세포 배양기에서 2일 배양함. 2일 동안 배양하여 세포의 부착 확인 후, 초기 골분

화 관련 인자 BMP2는 FBS 10-30% 대체한 SACCS 분화배지(alpha-MEM 배지 안에 5%의 

FBS:SACCS 10:0-7:3, 1% antibiotics, 50 μg/ml ascorbic acid, 1 μM dexamethasone, 및 3 

mM β-glycerophosphate)를 이용해 6시간, RUNX2는 12시간 그리고 후기 골분화 관련 인자 

ALP, OCN, Fra-1은 7일 동안 분화시킨 후, easy-BLUE regent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추출

함. 추출 후 cDNA synthesis kit를 이용하여 cDNA 합성 후 qRT-PC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 1세대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골분화 관

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초기 발현 유전자 BMP2와 Runx2는 각각 16.6%, 5.3%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

았음. 후기 발현 유전자 ALP, OCN, Fra-1은 각각 8.5%, 10.6%, 8.3%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

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1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72] hADSCs 1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확인 

[그림 2-273] hADSCs 1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확인 



• •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 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 208 •

  • 5세대

    - 5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골분화 관

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초기 발현 유전자 BMP2와 Runx2는 각각 12.3%, 10.3%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유전자 ALP, OCN, Fra-1은 각각 9%, 3.8%, 2.7%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

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5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74] hADSCs 5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확인 

[그림 2-275] hADSCs 5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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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대

    -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골분화 관

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초기 발현 유전자 BMP2와 Runx2는 각각 10%, 8%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

음. 후기 발현 유전자 ALP, OCN, Fra-1은 각각 2.4%, 3.5%, 7.7%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

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10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76] hADSCs 10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확인 

[그림 2-277] hADSCs 10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확인 

○ FBS 10~30% 대체하여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 hADSCs를 FBS 10-30% 대체한 SACCS 배양액(alpha-MEM 배지 안에 10%의 FBS:SACCS 

10:0-7:3, 1% antibiotics)을 이용해 6-well plate에 각 well 당 3X10cell/well씩 분취하여 37℃, 
5% CO  세포 배양기에서 2일 배양함. 2일 동안 배양하여 세포의 부착 확인 후, 초기 골분

화 관련 인자 BMP2는 FBS 10-30% 대체한 SACCS 분화배지(alpha-MEM 배지 안에 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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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S:SACCS 10:0-7:3, 1% antibiotics, 50 μg/ml ascorbic acid, 1 μM dexamethasone, 및 3 mM 

β-glycerophosphate)를 이용해 6시간, 후기 골분화 관련 인자 OPN, OSX, collagen type-1은 7일 

동안 분화시킨 후,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세포를 용해시키고 원심분리하여 세포막 성분을 

제거함. 원심분리하여 얻은 단백질은 정량 후,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 1세대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골분화 관

련 단백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초기 발현 단백체 BMP2는 2.2% 이내로 감소하였고, 후기 발현 단백체 OPN, OSX은 각각 

2%, 1.4%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단백체 collagen type-1은 control 

대비 증가와 감소 없이 control과 같은 발현을 보였음. 결과적으로 1세대에서는 30%까지 대

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78] hADSCs 1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79] hADSCs 1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80] hADSCs 1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81] hADSCs 1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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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세대

    - 5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골분화 관

련 단백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초기 발현 단백체 BMP2는 1%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단백

체 OPN, OSX, collagen type-1은 각각 9.2%, 2.4%, 3.6%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5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82] hADSCs 5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83] hADSCs 5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84] hADSCs 5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85] hADSCs 5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 10세대

    -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control(10:0) 대비 골분화 관

련 단백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초기 발현 단백체 BMP2는 4.8%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단백

체 OPN, collagen type-1은 각각 7%, 9.2%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단백체 OSX는 control 대비 증가와 감소 없이 control과 같은 발현을 보였음. 결과적으

로 10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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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6] hADSCs 10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87] hADSCs 10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88] hADSCs 10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그림 2-289] hADSCs 10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다. 4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uman periodontal ligament stem cells(hPDLSCs)에 있어 SACCS 배양 

시 분화유도제 처리에 따른 최종 골분화능 유지 확인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의 분화유도제 처리에 따른 각 세대별 세포 생존율 측정, 

최종 골분화 관련 효소 발현 및 calcium nodule을 확인하였음. 

○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세포 생존율 확인

    - MEM-α 배양액(10%의 FBS:SACCS, 1% antibiotics)에 FBS:SACCS의 비율을 (10:0, 9:1, 8:2, 

7:3) 다르게 하여 hPDLSCs를 96-well에 well 당 3X103 cell/well씩 분취하였음. 48시간 후 세

포의 부착을 확인하고, MEM-α 배양액 (5%의 FBS:SACCS, 1% antibiotics, 50 μg/ml ascorbic 

acid, 1 μM dexamethasone, 및 3 mM β-glycerophosphate)분화 배지와 분화유도제 (BMP2 

50ng/ml) 또는 PBS를 처리하였음. 48시간 후, 분화 배지를 완전히 제거한 well에 CCK가 포

함된 MEM-α 배양액을 well 당 10% cell counting kit-8(CCK-8)을 처리하여 1시간 동안 3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하여 450nm에서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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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BMP2 (+) 

FBS:SACCS. 10:0) 대비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1세대에서는 5.4%, 5세대에서는 3%, 10세대에서는 9.8%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90]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PDLSCs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 최종 골분화 관련 효소(Alkaline phosphatase) 발현 확인

- ALP는 유기인산에스테르에서 무기인산을 방출하는 효소로 석회화의 지표가 됨. hPDLSCs의 

골분화 및 석회화 유도 효과를 확인하고자 ALP의 발현 수준을 확인하였음. MEM-α 배양액

(10%의 FBS:SACCS, 1% antibiotics)에 FBS:SACCS의 비율을 (10:0, 9:1, 8:2, 7:3) 다르게 하여 

hPDLSCs를 6-well에 well 당 3X104 cell/well씩 분취하였음. 48시간 후, 80%의 세포밀도에 도

달하였을 때 MEM-α 배양액(5%의 FBS:SACCS, 1% antibiotics, 50 μg/ml ascorbic acid, 1 μ

M dexamethasone, 및 3 mM β-glycerophosphate)으로 교환하고 분화유도제 (BMP2 50ng/ml)를 

처리한 뒤, 7일 동안 3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1X RIPA Buffer를 이용해 

세포를 파쇄시킨 후, 13,000 rpm, 10분 centrifuge를 돌려 protein 상등액을 채취하였고 50 μL

의 상등액에 200 μL의 pNPP solution (Sigma)를 넣어 30분간 37℃에서, 5% CO2 조건의 배

양기에서 반응시킨 후 450 nm에서 ALP 레벨을 측정하였음.

-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BMP2 (+) 

FBS:SACCS. 10:0) 대비 최종 골분화 관련 효소인 alkaline phosphatase (ALP) 발현율을 확인

하여 SACCS와 분화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1세대에서는 15.7%, 5세대에서는 0.8%, 10세대에서는 10%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

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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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1]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PDLSCs 10세대까지의 최종 골분화 효소(ALP) 활성

○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hPDLSCs에서의 골분화 및 석회화 유도 효과 확인

- MEM-α 배양액(10%의 FBS:SACCS, 1% antibiotics)에 FBS:SACCS의 비율을 (10:0, 9:1, 8:2, 

7:3) 다르게 하여 hPDLSCs를 6-well에 well 당 2.5X104 cell/well씩 분취하였음. 48시간 후, 

60%의 세포밀도에 도달하였을 때 MEM-α 배양액(5%의 FBS:SACCS, 1% antibiotics, 50 μg/ml 

ascorbic acid, 1 μM dexamethasone, 및 3 mM β-glycerophosphate)으로 교환하고 분화유도제 

(BMP2 50ng/ml)를 처리한 뒤, 총 14일 동안 3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2% Alizarin red solution으로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석회화(calcification)를 확인하였음(original 

magnification ×100).

-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BMP2 (+) 

FBS:SACCS. 10:0) 대비 calcium nodule 형성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1세대에서는 2.6% 이내로 감소하였음. 5세대에서는 2.2%, 10세대에서는 3.4% 이내로 증가하

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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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2]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PDLSCs 10세대까지의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그림 2-293]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PDLSCs 10세대까지의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②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의 분화유도제 처리에 따른 골분화 관련 유전체와 단백체 발

현 비교를 통한 FBS 대체(30%) 가능성 확인

○ FBS 10~30% 대체하여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확인

    - hPDLSCs를 FBS 10-30% 대체한 SACCS 배양액(alpha-MEM 배지 안에 10%의 FBS:SACCS 

10:0-7:3, 1% antibiotics)을 이용해 6-well plate에 각 well 당 3X104cell/well씩 분취하여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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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2 세포 배양기에서 2일 배양함. 2일 동안 배양하여 세포의 부착 확인 후, 초기 골분

화 관련 인자 BMP2는 FBS 10-30% 대체한 SACCS 분화배지(alpha-MEM 배지 안에 5%의 

FBS:SACCS 10:0-7:3, 1% antibiotics, 50 μg/ml ascorbic acid, 1 μM dexamethasone, 및 3mM 

β-glycerophosphate)와 분화유도제 (BMP2 50ng/ml)를 이용해 6시간, RUNX2는 12시간 그리

고 후기 골분화 관련 인자 ALP, OSC(OCN), Fra-1은 7일 동안 분화시킨 후, easy-RED regent

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함. 추출 후 cDNA synthesis kit를 이용하여 cDNA 합성 후 

qRT-PC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 1세대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BMP2 

(+) FBS:SACCS. 10:0) 대비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화유도제를 처리한 군(BMP2(+))에서 (BMP2 (+) FBS : SACCS. 10:0)군 대비 초기 발현 유

전자 BMP2와 Runx2는 각각 0.7%, 0.5%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

현 유전자 OSC(OCN), Fra-1, ALP은 각각 1.7%, 4.9%, 0.8%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

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1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94]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PDLSCs 1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그림 2-295]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PDLSCs 1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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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세대

    - 5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 

(BMP2 (+) FBS:SACCS. 10:0) 대비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

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화유도제를 처리한 군(BMP2(+))에서 control(BMP2 (+) FBS : SACCS. 10:0)대비 초기 발현 

유전자 BMP2와 Runx2는 각각 3.1% 그리고 2.2%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유전자 OSC(OCN), Fra-1, ALP은 각각 0.2%, 2.6%, 2.1%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

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5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96]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PDLSCs 5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그림 2-297]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PDLSCs 5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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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대

    -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 

(BMP2 (+) FBS:SACCS. 10:0) 대비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

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화유도제를 처리한 군(BMP2(+))에서 control(BMP2 (+) FBS : SACCS. 10:0)대비 초기 발현 

유전자 BMP2와 Runx2는 각각 1.5% 그리고 4.3%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유전자 OSC(OCN), Fra-1, ALP은 각각 1.5%, 1.4%, 1.3%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

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10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98]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PDLSCs 10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그림 2-299]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10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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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S 10~30% 대체하여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확인

    - hPDLSCs를 FBS 10-30% 대체한 SACCS 배양액(alpha-MEM 배지 안에 10%의 FBS:SACCS 

10:0-7:3, 1% antibiotics)을 이용해 6-well plate에 각 well 당 3X104cell/well씩 분취하여 37℃,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2일 배양함. 2일 동안 배양하여 세포의 부착 확인 후, 초기 골분

화 관련 인자 BMP2는 FBS 10-30% 대체한 SACCS 분화배지(alpha-MEM 배지 안에 5%의 

FBS:SACCS 10:0-7:3, 1% antibiotics, 50 μg/ml ascorbic acid, 1 μM dexamethasone, 및 3mM 

β-glycerophosphate)와 분화유도제 (BMP2 50ng/ml)를 이용해 6시간, 후기 골분화 관련 인자 

OPN, OSX, collagen type-1은 7일 동안 분화시킨 후,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세포를 용해시

키고 원심분리하여 세포막 성분을 제거함. 원심분리하여 얻은 단백질은 정량 후,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 1세대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 

(BMP2 (+) FBS:SACCS. 10:0) 대비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

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화유도제를 처리한 군(BMP2(+))에서 control(BMP2 (+) FBS:SACCS. 10:0) 대비 초기 발현 

단백체 BMP2는 1.8%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단백체 OPN은 

2.5% 이내로 감소하였음. OSX, collagen type 1은 각각 3.0%, 8.1%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

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1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00]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1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01]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1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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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2]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1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03]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1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 5세대

    - 5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 

(BMP2 (+) FBS:SACCS. 10:0) 대비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

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화유도제를 처리한 군(BMP2(+))에서 control(BMP2 (+) FBS : SACCS. 10:0) 대비 초기 발

현 단백체 BMP2는 0.9%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단백체 

OPN, OSX은 각각 0.8%, 3.7%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collagen type 1은 

4.0% 이내로 감소하였음. 결과적으로 5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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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4]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5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05]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5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06]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5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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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7]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5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 10세대

    -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 

(BMP2 (+) FBS:SACCS. 10:0) 대비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

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화유도제를 처리한 군(BMP2(+))에서 control(BMP2 (+) FBS : SACCS. 10:0) 대비 초기 발

현 단백체 BMP2는 2.8%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단백체 

OPN, OSX, collagen type 1은 각각 3.8%, 8.8%, 21%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

았음. 결과적으로 10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08]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10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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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9]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10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10]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10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11]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PDLSCs 10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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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단계 1차년도 결과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ADSC의 분화유도제 처리에 따른 최종 골분화능 

유지 확인과 골분화 관련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비교를 통한 FBS 대체(30%) 가능성 확인 

결과

- 세포 생존율 확인 결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5.4, 3, 9.8% 이내로 유의하지 않게 증가하였

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 최종골분화 관련 효소 ALP(Alkaline phosphatase) 확인 결과, 1, 5, 10세대에서는 15.7, 0.8, 

10% 이내로 유의하지 않게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결과, 1세대에서는 2.6% 이내로 유의하지 않게 감소하였음. 5, 10

세대에서는 2.2, 3.4% 이내로 유의하지 않게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 유전체(BMP2, Runx2, ALP, OSC, Fra-1)발현 확인 결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4.9, 3.1, 4.3% 

이내로 유의하지 않게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 단백체(BMP2, OPN, OSX, collagen type 1) 발현 확인 결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8.1, 3.7, 

21.0% 이내로 유의하지 않게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10세대까지 세포생존율, 최종 골분화능,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모두에서 유의하

지 않은 감소 또는 증가를 확인하였으므로 SACCS는 FBS를 30%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라. 5차년도 연구 내용 및 결과

①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s(hADSCs)에 있어 SACCS 배양 시 분

화유도제 처리에 따른 최종 골분화능 유지 확인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ADSCs의 분화유도제 처리에 따른 각 세대별 세포 생존율 측정, 

최종 골분화 관련 효소 발현 및 calcium nodule을 확인함. 

○ hADSCs에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세포 생존율 확인 

- MEM-α 배양액(10%의 FBS:SACCS, 1% antibiotics)에 FBS:SACCS의 비율을 (10:0, 9:1, 8:2, 

7:3) 다르게 하여 hADSCs를 96-well에 well 당 3X103 cell/well씩 분취하였음. 48시간 후 세포

의 부착을 확인하고, MEM-α 배양액 (5%의 FBS:SACCS, 1% antibiotics, 50 μg/ml ascorbic 

acid, 1 μM dexamethasone, 및 3 mM β-glycerophosphate)분화 배지와 분화유도제 (BMP2 

100 ng/ml) 또는 PBS를 처리하였음. 48시간 후, 분화 배지를 완전히 제거한 well에 CCK가 

포함된 MEM-α 배양액을 well 당 10% cell counting kit-8(CCK-8)을 처리하여 1시간 동안 3

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하여 450 nm에서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음.

-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BMP2 (+) 

FBS:SACCS. 10:0) 대비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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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에서는 4.8% 이내로 증가하였고, 5세대에서는 4.1% 이내로 감소하였음. 10세대에서는 

0.9%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12]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ADSCs 10세대까지의 세포 생존율

○ 최종 골분화 관련 효소(Alkaline phosphatase) 발현 확인

- ALP는 유기인산에스테르에서 무기인산을 방출하는 효소로 석회화의 지표가 됨. hADSCs에

서의 골분화 및 석회화 유도 효과를 확인하고자 ALP의 발현 수준을 확인하였음. MEM-α 

배양액(10%의 FBS:SACCS, 1% antibiotics)에 FBS:SACCS의 비율을 (10:0, 9:1, 8:2, 7:3) 다르

게 하여 hADSCs를 6-well에 well 당 3X104 cell/well씩 분취하였음. 48시간 후, 80%의 세포밀

도에 도달하였을 때 MEM-α 배양액(5%의 FBS:SACCS, 1% antibiotics, 50 μg/ml ascorbic 

acid, 1 μM dexamethasone, 및 3 mM β-glycerophosphate)으로 교환하고 분화유도제 (BMP2 

100 ng/ml)를 처리한 뒤, 7일 동안 3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1X RIPA 

Buffer를 이용해 세포를 파쇄시킨 후, 13,000 rpm, 10분 centrifuge를 돌려 protein 상등액을 

채취하였고 50 μL의 상등액에 200 μL의 pNPP solution (Sigma)를 넣어 30분간 37℃에서,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반응시킨 후 450 nm에서 ALP 레벨을 측정하였음.

-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BMP2 (+) 

FBS:SACCS. 10:0) 대비 최종 골분화 관련 효소인 alkaline phosphatase (ALP) 발현율을 확인

하여 SACCS와 분화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1세대에서는 2.3%, 5세대에서는 0.2%, 10세대에서는 0.7%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

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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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ADSCs 10세대까지의 최종 골분화 효소(ALP) 활성

○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hADSCs에서의 골분화 및 석회화 유도 효과 확인

- MEM-α 배양액(10%의 FBS:SACCS, 1% antibiotics)에 FBS:SACCS의 비율을 (10:0, 9:1, 8:2, 

7:3) 다르게 하여 hADSCs를 6-well에 well 당 2.5X104 cell/well씩 분취하였음. 48시간 후, 60%

의 세포밀도에 도달하였을 때 MEM-α 배양액(5%의 FBS:SACCS, 1% antibiotics, 50 μg/ml 

ascorbic acid, 1 μM dexamethasone, 및 3 mM β-glycerophosphate)으로 교환하고 분화유도제 

(BMP2 100 ng/ml)를 처리한 뒤, 총 14일 동안 37℃, 5% CO2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2% Alizarin red solution으로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석회화(calcification)를 확인하였음(original 

magnification ×100).

-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BMP2 (+) 

FBS:SACCS. 10:0) 대비 calcium nodule 형성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1세대에서는 1.1% 이내로 감소하였음. 5세대에서는 1.9%, 10세대에서는 0.9% 이내로 증가하

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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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ADSCs 10세대까지의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그림 2-315]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ADSCs 10세대까지의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②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ADSCs의 분화유도제 처리에 따른 골분화 관련 유전체와 단백체 발

현 비교를 통한 FBS 대체(30%) 가능성 확인

○ FBS 10~30% 대체하여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확인

- hADSCs를 FBS 10-30% 대체한 SACCS 배양액(alpha-MEM 배지 안에 10%의 FBS:SACCS 

10:0-7:3, 1% antibiotics)을 이용해 6-well plate에 각 well 당 3X104cell/well씩 분취하여 37℃,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2일 배양함. 2일 동안 배양하여 세포의 부착 확인 후, 초기 골분

화 관련 인자 BMP2는 FBS 10-30% 대체한 SACCS 분화배지(alpha-MEM 배지 안에 5%의 

FBS:SACCS 10:0-7:3, 1% antibiotics, 50 μg/ml ascorbic acid, 1 μM dexamethasone, 및 3 mM 

β-glycerophosphate)와 분화유도제 (BMP2 100 ng/ml)를 이용해 6시간, RUNX2는 12시간 그

리고 후기 골분화 관련 인자 OCN, Fra-1, ALP는 7일 동안 분화시킨 후, easy-RED regent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함. 추출 후 cDNA synthesis kit를 이용하여 cDNA 합성 후 

qRT-PC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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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 

(BMP2 (+) FBS:SACCS. 10:0) 대비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

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화유도제를 처리한 군(BMP2(+))에서 (BMP2 (+) FBS : SACCS. 10:0)군 대비 초기 발현 유

전자 BMP2와 Runx2는 각각 1.7%, 3.5%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

현 유전자 OCN은 2% 이내로 감소하였음. Fra-1, ALP은 각각 1.7%, 0.4% 이내로 증가하였

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1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16, 2-317)

[그림 2-316]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ADSCs 1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그림 2-317]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ADSCs 1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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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세대

    - 5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 

(BMP2 (+) FBS:SACCS. 10:0) 대비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

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화유도제를 처리한 군(BMP2(+))에서 control(BMP2 (+) FBS : SACCS. 10:0)대비 초기 발현 

유전자 BMP2와 Runx2는 각각 2.6%, 2%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유전자 OCN은 2% 이내로 증가하였고, Fra-1은 1.4% 이내로 감소하였음. ALP은 1.5%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5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18, 2-319)

[그림 2-318]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ADSCs 5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그림 2-319]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ADSCs 5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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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세대

    -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 

(BMP2 (+) FBS:SACCS. 10:0) 대비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

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화유도제를 처리한 군(BMP2(+))에서 control(BMP2 (+) FBS : SACCS. 10:0)대비 초기 발현 

유전자 BMP2는 1.9% 이내로 감소하였음. Runx2는 2.6%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유전자 OCN, Fra-1, ALP은 각각 1.5%, 1.3%, 1.4%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10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

림 2-320, 2-321)

[그림 2-320]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ADSCs 10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그림 2-321]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 처리 시 hADSCs 10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유전체 확인

○ FBS 10~30% 대체하여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측정

    - hADSCs를 FBS 10-30% 대체한 SACCS 배양액(alpha-MEM 배지 안에 10%의 FBS:SACCS 

10:0-7:3, 1% antibiotics)을 이용해 6-well plate에 각 well 당 3X104cell/well씩 분취하여 37℃,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2일 배양함. 2일 동안 배양하여 세포의 부착 확인 후, 초기 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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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관련 인자 BMP2는 FBS 10-30% 대체한 SACCS 분화배지(alpha-MEM 배지 안에 5%의 

FBS:SACCS 10:0-7:3, 1% antibiotics, 50 μg/ml ascorbic acid, 1 μM dexamethasone, 및 3 mM 

β-glycerophosphate)와 분화유도제 (BMP2 100 ng/ml)를 이용해 6시간, 후기 골분화 관련 인

자 OPN, OSX, collagen type-1은 7일 동안 분화시킨 후,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세포를 용해

시키고 원심분리하여 세포막 성분을 제거함. 원심분리하여 얻은 단백질은 정량 후,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 1세대

    -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 

(BMP2 (+) FBS:SACCS. 10:0) 대비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

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화유도제를 처리한 군(BMP2(+))에서 control(BMP2 (+) FBS : SACCS. 10:0) 대비 초기 발

현 단백체 BMP2는 2.2%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단백체 

OPN, OSX, collagen type 1은 각각 1.1%, 1.2%, 2.4%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

았음. 결과적으로 1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22, 2-323, 

2-324, 2-325) 

[그림 2-322]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ADSCs 1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23]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ADSCs 1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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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ADSCs 1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25]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ADSCs 1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 5세대

    - 5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 

(BMP2 (+) FBS:SACCS. 10:0) 대비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

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화유도제를 처리한 군(BMP2(+))에서 control(BMP2 (+) FBS : SACCS. 10:0) 대비 초기 발

현 단백체 BMP2는 3.1% 이내로 증가하였고, 유의한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단백

체 OPN, OSX, collagen type 1은 각각 3.2%, 0.4%, 3.4%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5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26, 2-327, 

2-32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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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ADSCs 5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27]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ADSCs 5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28]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ADSCs 5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29]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ADSCs 5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 •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 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 234 •

  • 10세대

    -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10:0부터 7:3까지 4단계에 있어 분화유도제 처리 시 control 

(BMP2 (+) FBS:SACCS. 10:0) 대비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율을 확인하여 SACCS와 분화

유도제의 동시 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음.

    - 분화유도제를 처리한 군(BMP2(+))에서 control(BMP2 (+) FBS : SACCS. 10:0) 대비 초기 발

현 단백체 BMP2는 1.8%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후기 발현 단백체 OPN

은 3.2%, OSX는 0.1%, collagen type 1은 3.4% 이내로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10세대에서는 30%까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30, 2-331, 2-332, 

2-333)

[그림 2-330]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ADSCs 10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31]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hADSCs 10세대에서의 

초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그림 2-332]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시 hADSCs 10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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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 SACCS 분화배지와 분화유도제(BMP2) 처리시 hADSCs 10세대에서의 

후기 골분화 관련 단백체 확인 

③ 1단계 1차년도 결과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ADSCs의 분화유도제 처리에 따른 최종 골분화

능 유지 확인과 골분화 관련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비교를 통한 FBS 대체(30%) 가능성 확인 

결과

- 세포 생존율 확인 결과, 1세대에서는 4.8% 이내로 증가하였고, 5세대에서는 4.1% 이내로 유

의하지 않게 감소하였음. 10세대에서는 0.9% 이내로 유의하지 않게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

이지 않았음. 

- 최종골분화 관련 효소 ALP(Alkaline phosphatase) 확인 결과, 1세대에서는 2.3%, 5세대에서는 

0.2%, 10세대에서는 0.7% 이내로 유의하지 않게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결과, 1세대에서는 1.1% 이내로 유의하지 않게 감소하였음. 5세대

에서는 1.9%, 10세대에서는 0.9% 이내로 유의하지 않게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 유전체(BMP2, Runx2, ALP, OSC, Fra-1)발현 확인 결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3.5, 2.6, 2.6% 

이내로 유의하지 않게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 단백체(BMP2, OPN, OSX, collagen type 1)발현 확인 결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2.4, 3.4, 

3.4% 이내로 유의하지 않게 증가하였고, 감소는 보이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10세대까지 세포생존율, 최종 골분화능,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모두에서 유의하

지 않은 감소 또는 증가를 확인하였으므로 SACCS는 FBS를 30%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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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목표

구분 내용

최종목표
◦ 해양스피룰리나 활용 바이오산업용 소태아혈청(FBS) 대체 무혈청(Serum Free) 동물세포

배양액 및 세포배양 핵심원천기술 개발

세부목표

◦ 해양스피룰리나 활용 스피룰리나 동물세포 배양액(Spirulina Animal Cell Culture Solution, 
SACCS) 제조법 개발 및 세포주 배양법 확립

◦ SACCS 유래 유용 생리활성물질 발굴 및 평가 
◦ SACCS-무혈청배지(SACCS-Serum Free Medium, SSFM) 개발
◦ FBS 대체 SACCS 기반 바이오산업용 세포주 배양 및 재조합 단백질 생산
◦ FBS 대체 SACCS 기반 줄기세포주 배양 및 줄기세포 분화 연구
◦ FBS 대체 SACCS 기반 어류백신 세포주 배양 및 어류 바이러스 백신 생산
◦ 기업과 소비자의 needs를 반영한 산업화 모델 개발

3-2. 목표 달성여부

  3-2-1. (1세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구분 연차 목    표 달성도 내    용

1단계

1차년도
(2016)

스피룰리나 동물세포 배양액 
(Spirulina Animal Cell Culture 

Solution, SACCS) 제조 
100%

◦ 차별화된 원료 파쇄, 추출 및 필터링 시스템 구
축을 통한 SACCS 제조법 확립 완료

◦ SACCS 성분분석, 유해중금속, 오염원(마이크로
플라즈마, 곰팡이 및 박테리아) 불검출 및 기준
치 미만의 내독소 확인

지표물질 선정을 위한 유용 
small molecules 3건 탐색

100% ◦ small molecules 3건 이상 분리

SACCS 활용 6종 이상의 
세포주 3세대 계대 배양 및 

FBS 대체비율 평가
100%

◦ SACCS 활용 6종 세포주 3세대 계대 배양 및 
FBS 대체 비율 데이터 확보 완료

10L/year 생산 100% ◦ SACCS 10리터 생산 완료

2차년도
(2017)

SACCS 활용 6종 이상의 
세포주 10세대 계대 배양 및 

FBS 대체비율 평가
100%

◦ SACCS 활용 8종 (H460, HeLa, HCT116, HEK293, 
T24, H1299, H358 및 IMR90)의 세포주 10세대 
계대 배양 및 FBS 대체 비율 데이터 확보

SACCS 적응 세포주의 
분자생물학적 평가

100%
◦ Western Blot, 세포주기 및 세포자멸사 분석 결

과 SACCS 적응 세포주는 FBS컨트롤 적응 세포
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음

표준화 대응 기초자료 확보 100%
◦ 배치별(Lot#) SACCS의 표준화를 위하여 3개 

Lot# SACCS의 세포배양 결과 20% 이내의 편
차를 확인하였음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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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차 목    표 달성도 내    용

지표물질 선정을 위한 유용 
small molecules 구조분석

80% ◦ 12종의 대사체를 분리하였고 구조분석 완료하였음

30L/year 생산 공정 개발 100% ◦ SACCS 31.3리터 생산 완료

2단계

3차년도
(2018)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통한 
SACCS의 FBS 대체능력 기전연구

100%
◦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전사체 분석 완료
◦ SACCS 적응 H460 세포주의 2D 분석을 통한 

단백체 분석 

SACCS 후보 지표물질의 
대사성분 분석 

100%

◦ SACCS 지표물질 4종 (Behenic acid, γ-Linolenic 
acid, Heptadecanoic acid, Mono arachidin)의 
세포 활성 확인

◦ 5종의 sulfolipid, 1종의 glycolipid를 포함하여 
22종의 지방산 유도체 분리 및 구조분석

SACCS 기반 
무혈청배지 개발

100%
◦ SACCS 잔사를 이용한 가수분해물 개발 및 가수

분해물 첨가 SACCS 활용 2종 세포주 계대배양

기술가치 평가 100%
◦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배

양액,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
양방법｣ 기술가치평가서 작성 완료

4차년도
(2019)

무혈청배지(SACCS+첨가제) 
생산공정의 sclae-up 조건 확립 

및 프로토콜 작성
100%

◦ 첨가제(가수분해물) 생산공정 개발
◦ FBS, SACCS 및 첨가제의 성분비교

무혈청배지 첨가제 
대량생산공정 개발

100%
◦ 무혈청배지를 위한 전처리과정별, 효소별 가수

분해물 생산공정 개발 

폐암세포, 자궁경부암세포 
SACCS 무혈청배지 적용 
10세대 계대 배양법 확립

100%
◦ 여러 공정별 생산된 가수분해물을 적용하여 H460, 

HeLa 세포주 10세대 계대배양 실험 후 세포 성
장률 비교분석완료

스피룰리나 추출물 조성과 FBS 
성분 비교 분석

80%

◦ 스피룰리나의 성분 추가 분석
◦ FBS의 주요성분과 비교
◦ FBS 내 미소성분인 성장인자 확인이 불가하여 

80%로 기술함

표준화 대응 기준 마련 100%
◦ 국제혈청산업협회에 따른 FBS 품질검사 항목 

중 FBS의 특이적인 항목을 제외한 평가기준항
목 수립

SACCS 경제성 비교 100%
◦ 생산 Lot 당 생산효율 및 비용 등의 계산을 통

한 경제성 비교분석

5차년도
(2020)

2종 세포 가수분해물/대사물질 
적용 무혈청배지 10세대 

계대배양법 확립
100%

◦ H460, HeLa 세포주에 적용되는 SACCS의 최적
조건 탐색 및 최적조건 배양 시 세포의 세부기
능 분석

◦ H460, HeLa 세포주의 SACCS 지표물질 및 세포
배양액 성분 첨가 배양 시 세포생존율과 배양 
전후 대사물질 변화량 분석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의 
성분분석

100%
◦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을 분리하고 분석하여 지

방산과 아미노산 분석 완료

기술 및 산업적 가치평가 100%

◦ 저비용 배양육 생산을 위한 근육세포 배양배지 
개발 연구(2건) 및 바이러스 백신생산 숙주세포 
배양배지로의 가능성 분석

◦ 무균시험, 마이코플라즈마, 삼투압, 비중, 단백질 
함량, pH 분석을 통한 SACCS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

산업적 모델 개발 100%

◦ 기술의 공정개선 등을 통한 기업(SEAWITH, ㈜
제우스)과의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 전문가 자문을 통한 혈청대체재인 SACCS 개발 
연구의 검토 및 발전적 확대 가능성, 예비타당
성 조사 완료

◦ 배양육 생산 세포배양배지로 활용 시 배지비용 
및 생산단가 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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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1위탁) 제주대학교

구분 연차 목    표 달성도 내      용

1단계

1차년도
(2016)

SACCS 적응 CHSE-214, FHM 
세포주의 계대 배양

100%
SACCS 적응 CHSE-214, FHM 세포주의 

계대 배양

SACCS 적응 CHSE-214, FHM 
세포주의 형태학적 특성 분석

100% SACCS 적응 세포주의 형태학적 특성 분석

SACCS 적응 CHSE-214, FHM 
세포주의 세포성장능력 비교

100% SACCS 적응 세포주의 세포성장능력 비교

2차년도
(2017)

SACCS 농도 및 대체율에 따른 세포 
능력 확인  및 분석용 세포 선정

100%
SACCS 농도 및 대체율에 따른 세포 능력 

확인 및 분석용 세포 선정

DEG 분석을 통한 유전체 (전사체) 분석 100%
SACCS 적응 세포주의 유전체 (전사체) 

분석

2D 분석을 통한 단백체 분석 100%
SACCS 적응 세포주의 2D 분석을 통한 

단백체 분석

2단계

3차년도
(2018)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분석

100%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비교

계대 횟수에 따른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분석

100%
Passage, 10/ Passage, 30에서 SACCS 
적응 세포주의 VHSV 생산능력 비교

SACCS 적응 세포주의 다른 어류 
바이러스 (SVC) 생산능력 분석

100%
SACCS 적응 세포주의 다른 어류 
바이러스 (SVC) 생산능력 비교

4차년도
(2019)

넙치에서 농도별 VHSV 복강주사 
(intraperitoneal injection)를 통한 

감염 실험 모델 구축
100%

조건별 바이러스 확보 및 VHSV titer 
측정

넙치에서 농도별 VHSV 감염 실험 
모델 구축

SACCS 적응 세포주의 폐사율과 
LD50 분석을 통한 VHSV 병원성 

(virulency) test
100%

SACCS 적응 세포주의 누적폐사율을 
통한 VHSV 병원성 비교

SACCS 적응 세포주의 백신 효능 
평가

100%
차년도 연구 수행을 위한 SACCS 
적응 세포주의 백신 제조 및 백신 

효능 확인

5차년도
(2020)

SACCS 적응 세포주를 이용한 
VHSV 백신 대량생산

100%
대조군, SACCS 적응세포주를 이용한 

10,000 dose VHSV백신생산

넙치에서 VHSV 백신주사 및 
공격실험을 통한 방어효과 분석

100%
공격실험을 통한 VHSV 백신의 효능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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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2세부) 한국과학기술원

구분 연차 목    표 달성도 내      용

1단계

1차년도
(2016)

선정된 바이오 산업용 세포주 2종 
대상 SACCS 세포배양액에서 배양 

조건 확립 및 배양 적응 (adaptation)
100%

CHO-K1 숙주 세포주 와 항체 생산 
세포주를 선정 SACCS로 FBS를 각각 50%, 

70% 대체 적응 배양을 시도하였으며, 
비율에 상관없이 세포의 모양에 큰 

변화가 없음

배양 적응 완료한 바이오 산업용 
세포주 2종 대상 세포 보관 (banking) 

및 10세대 계대 배양
100%

2 종의 세포주를 SACCS로 FBS를 70%를 
대체한 배지에서 10세대 계대배양 성공 

2차년도
(2017)

SACCS 적응 세포주 2종 대상 성장 
정도 확인 (growth, viability, titer) 및 

200mL 세포배양
100%

2 종의 세포주를 중기 (5세대), 후기 
(10세대) 계대배양 세포주의 안정성 분석 
및 회분식 배양 결과 세포 성장과 생존율 
및 항체 생산성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함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생산된 
치료용 단백질 분리 정제 및 당사슬 

분석
100%

SACCS 70% 대체 배양 후 항체 품질 분석 
결과 당쇄화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 확인

선정된 바이오 산업용 세포주 2종 
대상 FBS 완전 대체 SACCS 

세포배양액에서 배양 조건 확립 및 
배양 적응 (adaptation)

100%

강화된 무혈청 배지 제작을 위해 기본 
세포 배양용 배지에 1.0X SACCS를 첨가한 
후 부유 배양 실험을 수행한 결과, 세포 

성장 및 생존율에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함

FBS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가수분해물과 SACCS를 조합하여, FBS 

대체 효율 증대
75%

SACCS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수분해물 선정을 위해 16종의 

가수분해물을 시험해 보았으며 최종적으로 
2종의 최종 후보군 선정

배지 첨가물로서의 SACCS 효과 검증 100%

다양한 원료의 SACCS를 다양한 농도로 
배지에 첨가하여 세포 배양을 

시도하였으며, 세포 성장 및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 보임. 또한 기본 배지의 

종류와 상관없이 세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줌

2단계
3차년도
(2018)

SACCS 가수분해물 제작 및 첨가 농도 
결정 및 세포 적응

100%
SACCS 가수분해물 3종 (E, O, R)을 

대상으로 배지 첨가 조건을 결정하여 세포 
적응을 완료

세포의 생존 농도, 생존율, 항체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0%
회분식 배양을 완료하여 세포의 성장성과 

생산성에 각각의 가수분해물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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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방법론인 DOE를 이용하여 
최적화된 기본 무혈청 배지 개발

100%
DOE 실험을 기반으로 한 회분식 배양을 

진행하여 총 10가지 조건 중에서 최적화된 
배지 첨가물 혼합 비율을 확인

기본 무혈청 배지가 세포의 성장 및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0%
최적화된 혼합 비율의 배지 첨가물을 

포함된 무혈청 배지에 적응한 세포주를 
배양하여 세포주를 보관

4차년도
(2019)

항산화제 화합물 (BIX)의 항산화 효과 
확인 및 세포 배양 적용

100%
BIX를 포함하는 다양한 항산화제와 
DMSO를 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최적 조건 결정

조류 유래 항산화제 (Astaxanthin)의 
세포 배양 적용

100%
Astaxanthin의 첨가 농도 최적화 및 
회분식 배양에서 세포의 성장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Spirulina, SACCS 가수분해물의 회분식 
배양 적용

100%
Spirulina, SACCS 가수분해물 첨가가 각각 
다양한 배지 조건에서 미치는 영향을 확인

가수분해효소 조합을 통한 SACCS 
가수분해물의 효과 분석

100%
가수분해효소 (Pepsin, pancreatin, 

papain)의 최적 조합 결정 및 세포 배양 
적응 후 세포주를 보관

5차년도
(2020)

재조합 단백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지 첨가물 (forskolin)의 적용

100%
배지 첨가물인 forskolin을 회분식 배양에 

적용하여 세포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향상된 생산성을 확인

SACCS 가수분해물의 효과가 숙주 
세포주 및 생산 단백질 종류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0%

SACCS 가수분해물의 효과를 Fc-fusion 
단백질을 생산하는 2가지 생산 세포주 

(CHO-GSR, DG44, DUKX-B11)에서 분석한 
결과, 향상된 생산성을 확인

SACCS fractionation 배지 첨가물을 
치료용 단백질 생산에 적용

100%

SACCS fractionation 4종 (total, 
x < 1 kDa, 1 < x < 5 kDa, 

x > 5 kDa)을 각각 항체 의약품과 
Fc-fusion 단백질을 생산하는 생산 세포주 
3종에 적용한 결과, 1 < x < 5 kDa에서 

향상된 생산성을 확인

SACCS fractionation과 검증된 배지 
첨가물의 조합을 통한 최적화된 

SFM 배지 검증
100%

SACCS fractionation 중 효과가 좋았던 
1 < x < 5 kDa과 배지 첨가물 중 효과가 

좋았던 forskolin을 조합하여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CHO-GSR 생산 

세포주에 적용한 결과, 향상된 
생산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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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차년도
(2016)

4종의 줄기세포 주 
10세대 계대배양

100%

- 각 세대 별로 세포 생존율 측정 및 phenotype의 변화 유
무를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확인하였음. 

- 그 결과, 4종의 줄기세포의 10세대까지의 계대배양 및 
phenotype 변화 관찰에 성공하였음. 

4종의 줄기세포 주 
증식효과 확인

100%

- 각 줄기세포를 SACCS 배양액을 이용해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여 FBS 대체 가능 비율을 
확인하였음

- 각 줄기세포별로  
PDLSC : 30%,
DPSC : 40%, 
BMSC : 10% 
ADSC : 30%, 로 대체 가능하였음.

4종의 줄기세포주 
최종 골분화 확인

100%

• 각 줄기세포를 SACCS 배양액을 이용해 분화 배지 처리 
시,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음. 

- 각 줄기세포별로 FBS 대체 가능 비율
PDLSC : 1세대에서는 70%. 10세대에서는 30%,
DPSC : 1세대에서는 60%. 10세대에서는 30%,
BMSC : 1세대에서는 20%. 10세대에서는 10%,
ADSC : 1세대에서는 50%. 10세대에서는 30%,

• 각 줄기세포를 이용한 최종 골분화 지표(ALP) 발현 정도
를 확인하였음.

- PDLSC: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3:7까지 control 대
비 33% 이내의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10세대에서의 FBS:SACCS 비율 
7:3까지 control 대비 8% 이내의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
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 DPSC 1세대에서는 FBS : SACCS 비율 7:3까지 ALP 활성
증가가 control 대비 11%이내의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
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10세대에서
의 FBS:SACCS 비율 7:3까지 control과 동일함을 보여 최
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 BMSC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8:2까지 control 대
비 7% 이내의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10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9:1까지 control 대비 40% 이내의 증가를 보여 최종 단
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 ADSC 1세대에서는 FBS:SACCS 비율 7:3까지 control 대
비 11% 이내의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10세대에서 FBS:SACCS 비율 
7:3까지 control 대비 2% 이내의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
까지의 골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 각 줄기세포를 이용한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 Calcium nodule 형성 확인 결과, PDLSC, DPSC, BMSC, 

ADSC 각각 10세대에서 control 대비 FBS:SACCS 비율 
10:0-7:3, 8:2, 9:1, 7:3까지 13%, 3%, 23%, 2% 이내의 
calcium nodule 형성 증가를 보여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
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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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의 줄기세포 주 
중 우수 줄기세포 

주 2종 선정
100%

• 4종의 줄기세포 중 10세대 계대 배양시 FBS 대체 비율이 
적어도 30% 이상인 우수 줄기세포주 2종을 선정하였음.

- Human periodontal ligament stem cell (PDLSC)
-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 (ADSC)

2차년도
(2017)

10세대까지의 
유전체/단백체 발현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PDLSC의 10세대까지 SACCS를 
이용하여 FBS 30%까지 대체 하였을 때, FBS 100%와 비
교하여 안정적으로 유전체/단백체 발현이 이루어지는지
의 여부를 확인함. 

- 그 결과, FBS 100%와 비교하였을 때 PDLSC의 10세대까
지 안정적으로 유전체/단백체 발현이 이루어짐을 확인하
였음.

FBS 30%를 대체 
하였을 때, 유전체 
발현에서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PDLSC의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비교를 통하여 FBS 대체(10-30%) 가능성을 확인함.

- 유전체(BMP2, Runx2, ALP, OSC, Fra-1)발현 확인 결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11, 10, 11%이내의 유의성을 띄지 
않는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 감소가 없음을 확인하
였음.

FBS 30%를 대체 
하였을 때, 단백체 
발현에서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PDLSC의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비교를 통하여 FBS 대체(10-30%) 가능성을 확인함.

- 단백체(BMP2, OPN, OSX, collagen type-1)발현 확인 결
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14, 15, 16%이내의 유의성을 
띄지 않는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 감소가 없음을 확
인하였음.

FBS 30% 대체 
SACCS 활용 가능성 

여부 확인
100%

- 결과적으로,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모두 감소가 없었으
며, 유의성을 띄지 않는 증가로 SACCS는 10세대까지 
FBS 30%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2단계
1차년도
(2018)

10세대까지의 
유전체/단백체 발현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ADSCs의 10세대까지 SACCS를 
이용하여 FBS 30%까지 대체 하였을 때, FBS 100%와 비
교하여 안정적으로 유전체/단백체 발현이 이루어지는지
의 여부를 확인함. 

- FBS 100%와 비교하였을 때 hPDLSCs의 10세대까지 안정
적으로 유전체/단백체 발현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음.

FBS 30%를 대체 
하였을 때, 유전체 
발현에서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ADSCs의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비교를 통하여 FBS 대체(10-30%) 가능성을 확인함.

- 유전체(BMP2, Runx2, ALP, OSC, Fra-1)발현 확인 결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16.6, 12.3, 10% 이내의 유의성을 띄
지 않는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 감소가 없음을 확인
하였음.

FBS 30%를 대체 
하였을 때, 단백체 
발현에서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ADSCs의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비교를 통하여 FBS 대체(10-30%) 가능성을 확인함.

- 단백체(BMP2, OPN, OSX, collagen type-1)발현 확인 결
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2.0, 9.2 9.2% 이내의 유의성
을 띄지 않는 증가를 보였고, 단백체 발현 감소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FBS 30% 대체 
SACCS 활용 가능성 

여부 확인
100(%)

- 결과적으로,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모두 감소가 없었으
며, 유의성을 띄지 않는 증가로 SACCS는 10세대까지 
FBS 30%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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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2019)

hPDLSCs에 
분화유도제 처리에 
따른 최종 골분화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의 10세대까지 SACCS 
배양액과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세포 생존율을 확
인하였음. 

- 그 결과, BMP2 (+) FBS 100%와 비교하였을 때 hPDLSCs
의 10세대까지 세포 생존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의 10세대까지 SACCS 
배양액과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최종 골분화 지표
(ALP)가 안정적으로 발현되는지 확인하였음.

- 그 결과, BMP2 (+) FBS 100%와 비교하였을 때 hPDLSCs
의 10세대까지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안정적으로 이
루어짐을 확인하였음.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의 10세대까지 SACCS 
배양액과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calcium nodule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지 확인하였음.

- 그 결과, BMP2 (+) FBS 100%와 비교하였을 때 hPDLSCs
의 10세대까지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안정적으로 이
루어짐을 확인하였음.

hPDLSCs에 
분화유도제 처리에 
따른 10세대까지의 
유전체/단백체 발현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의 10세대까지 SACCS 
배양액과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BMP2(+) FBS 
100%와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유전체/단백체 발현이 이
루어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함.

- 그 결과, BMP2(+) FBS 100%와 비교하였을 때 hPDLSCs
의 10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유전체/단백체 발현이 이루어
짐을 확인하였음.

FBS 30%를 
대체하고 

분화유도제를 
처리하였을 때, 

유전체 발현에서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의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비교를 통하여 분화유도제와 SACCS 배양액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함.

- 유전체(BMP2, Runx2, ALP, OSC, Fra-1)발현 확인 결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4.9, 3.1, 4.3% 이내의 유의성을 띄지 
않는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 감소가 없음을 확인하
였음.

FBS 30%를 
대체하고 

분화유도제를 
처리하였을 때, 

단백체 발현에서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의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비교를 통하여 분화유도제와 SACCS 배양액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함.

- 단백체(BMP2, OPN, OSX, collagen type 1)발현 확인 결
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8.1, 3.7, 21% 이내의 유의성
을 띄지 않는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 감소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분화유도제와 
SACCS 배양액 (FBS 
30% 대체)의 활용 
가능성 여부 확인

100(%)

- 결과적으로, 세포 생존율과 최종 골분화능에 문제가 없고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모두 감소가 없었으며, 유의성을 
띄지 않는 증가로 SACCS (FBS 30% 대체)는 10세대까지 
분화유도제(BMP2)와 함께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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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차 목    표 달성도 내      용

3차년도
(2020)

hADSCs에 
분화유도제 처리에 
따른 최종 골분화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ADSCs의 10세대까지 SACCS 
배양액과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세포 생존율을 확
인하였음. 

- 그 결과, BMP2 (+) FBS 100%와 비교하였을 때 hADSCs
의 10세대까지 세포 생존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ADSCs의 10세대까지 SACCS 
배양액과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최종 골분화 지표
(ALP)가 안정적으로 발현되는지 확인하였음.

- 그 결과, BMP2(+) FBS 100%와 비교하였을 때 hADSCs의 
10세대까지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안정적으로 이루
어짐을 확인하였음.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ADSCs의 10세대까지 SACCS 
배양액과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calcium nodule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는지 확인하였음.

- 그 결과, BMP2(+) FBS 100%와 비교하였을 때 hADSCs의 
10세대까지 최종 단계까지의 골분화가 안정적으로 이루
어짐을 확인하였음.

hADSCs에 
분화유도제 처리에 
따른 10세대까지의 
유전체/단백체 발현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ADSCs의 10세대까지 SACCS 
배양액과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BMP2(+) FBS 
100%와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유전체/단백체 발현이 이
루어지는지 그 여부를 확인함.  

- 그 결과, BMP2(+) FBS 100%와 비교하였을 때 hADSCs의 
10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유전체/단백체 발현이 이루어짐
을 확인하였음.

FBS 30%를 
대체하고 

분화유도제를 
처리하였을 때, 

유전체 발현에서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ADSCs의 골분화 관련 유전체 
발현 비교를 통하여 분화유도제와 SACCS 배양액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함.

- 유전체(BMP2, Runx2, ALP, OSC, Fra-1)발현 확인 결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3.5, 2.6, 2.6% 이내의 유의성을 띄지 
않는 증가를 보였고, 유전체 발현 감소가 없음을 확인하
였음.

FBS 30%를 
대체하고 

분화유도제를 
처리하였을 때, 

단백체 발현에서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

100(%)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ADSCs의 골분화 관련 단백체 
발현 비교를 통하여 분화유도제와 SACCS 배양액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함.

- 단백체(BMP2, OPN, OSX, collagen type 1)발현 확인 결
과, 1, 5, 10세대에서 각각 2.4, 3.4, 3.4% 이내의 유의성
을 띄지 않는 증가를 보였고, 단백체 발현 감소가 없음을 
확인하였음.

분화유도제와 
SACCS 배양액 (FBS 
30% 대체)의 활용 
가능성 여부 확인

100(%)

- 결과적으로, 세포 생존율과 최종 골분화능에 문제가 없고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모두 감소가 없었으며, 유의성을 
띄지 않는 증가로 SACCS (FBS 30% 대체)는 10세대까지 
분화유도제(BMP2)와 함께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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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 본 연구진은 해양스피룰리나를 활용한 동물세포 배양액(SACCS)의 개발과 혈청을 대체하여 

여러 세포주 배양에 성공하였음.

○ 해양생물 소재 활용법의 획기적 전환 및 이제까지 실제 산업화에 성공한 바 없는 FBS 대체

재를 찾으려는 연구의 방향, 방법 및 목표를 제시하여 타 연구자들의 개발 시도를 선도하였음.

○ 국제혈청산업협회 고시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을 식약처 공인 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하여 대

체재 성분 분석자료 확보를 통한 표준화 평가항목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확보하였으나, 

○ FBS 대체재에 대한 식약처 가이드라인 및 국내 세포배양 고시 기준이 없어 FBS 대체재 표

준화 기준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본 연구과제의 목표는 달성되었으며 현재 확보된 연구결과로 특허출원, 논문발표 및 기술이

전 등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약처와 협의할 계획임.



연구개발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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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구개발성과

  4-1-1. 정량적 연구 성과

가. 과학기술/학술적 연구 성과
(단위: 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
강연
실적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수상
실적

출판실적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제

출원 등록
저역서 보고서

SCI 비SCI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 - 8 - - 8 0 3 1 2 0 0 2 0

나.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 정보

과제
번호

게재
연월

논문제목 총저자명
출
처

학술지명
권
(호)

학술지
구분

SCI
여부

IF
국제공동

연구
논문여부

기여도

2016M1
A5A190
1813

2018
03

Comprehensive 
characterization of 

glutamine 
synthetase-mediated 

selec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recombinant CHO cells 
producing monoclonal 

antibodies

Noh, Soo Min; 
Shin, Seunghyeon;  
Lee, Gyun Min;

SCI
SCIENTIFIC 
REPORTS

8() 국외
SCI
등재

4.122 예 50

2016M1
A5A190
1813

2018
03

Baicaleinreduces 
oxidative stress in CHO 

cell cultures and 
improves recombinant 
antibody productivity

Ha, Tae Kwang; 
Hansen, Anders 
Holmgaard; Kol, 

Stefan; Kildegaard, 
Helene Faustrup; 
Lee, Gyun Min;

SCI
BIOTECH
NOLOGY 
JOURNAL

13
(3)

국외
SCI
등재

3.543 예 50

2016M1
A5A190
1813

2018
10

Improving the 
production of 

recombinant human 
bone morphogenetic 
protein-4 in Chinese 
hamster ovary cell 

cultures by inhibition of 
undesirable endocytosis

Kim, Che Lin;  
Jung, Mi Yeong;  
Kim, Young Sik;  
Jang, Ju Woong;  
Lee, Gyun Min; 

SCI

BIOTECH
NOLOGY 

AND 
BIOENGI
NEERING

115
(10)

국외
SCI
등재

3.952 아니오 50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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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번호

게재
연월

논문제목 총저자명
출
처

학술지명
권
(호)

학술지
구분

SCI
여부

IF
국제공동

연구
논문여부

기여도

2016M1
A5A190
1813

2019
05

Analysis of Golgi pH in 
Chinese hamster ovary 
cells using ratiometric 

pH-sensitive fluorescent 
proteins

Lee, Jong Hyun;  
Kim, Jihoon;  Park, 

Jong-Ho;  Heo, 
Won Do;  Lee, 

Gyun Min; 

SCI

BIOTECH
NOLOGY 

AND 
BIOENGI
NEERING

116
(5)

국외
SCI
등재

4.26 아니오 100

2016M1
A5A190
1813

2019
10

BiP Inducer X: An ER 
Stress Inhibitor for 

Enhancing Recombinant 
Antibody Production in 

CHO Cell Culture

Ha, Tae Kwang;  
Hansen, Anders H.;  
Kildegaard, Helene 
F.;  Lee, Gyun Min; 

SCI
BIOTECH
NOLOGY 
JOURNAL

14 
(10)

국외
SCI
등재

3.543 예 50

2016M1
A5A190
1808

2020
03

Marine Microalgae, 
Spirulina maxima-Derived 

Modified Pectin and 
Modified Pectin 

Nanoparticles Modulate 
the Gut Microbiota and 

Trigger Immune 
Responses in Mice

Chandrarathna, H. 
P. S. U.;  Liyanage, 
T. D.;  Edirisinghe, 
S. L.;  Dananjaya, 

S. H. S.;  Thulshan, 
E. H. T.;  

Nikapitiya, 
Chamilani;  Oh, 

Chulhong;  Kang, 
Hyung;  De Zoysa, 

Mahanama; 

SCI
MARINE 
DRUGS

18 
(3)

국외
SCI
등재

4.073 아니오 30

2016M1
A5A190
1813

2020
10

Forskolin Increases cAMP 
Levels and Enhances 

Recombinant Antibody 
Production in CHO Cell 

Cultures

Yoon, Chansik;  
Kim, Dongil;  Lim, 
Ju Hyeon;  Lee, 

Gyun Min; 

SCI
BIOTECH
NOLOGY 
JOURNAL

15 
(10)

국외
SCI
등재

3.912 아니오 33

2016M1
A5A190
1808

2020
11

Spirulina maxima Derived 
Pectin Nanoparticles 

Enhance the 
Immunomodulation, 

Stress Tolerance, and 
Wound Healing in 

Zebrafish

Rajapaksha, 
Dinusha C.;  

Edirisinghe, Shan L.;  
Nikapitiya, 
Chamilani;  

Dananjaya, S. H. S.;  
Kwun, Hyo-Jung;  
Kim, Cheol-Hee;  
Oh, Chulhong;  

Kang, Do-Hyung;  
De Zoysa, 
Mahanama; 

SCI
MARINE 
DRUGS

18 
(11)

국외
SCI
등재

4.073 아니오 25

2016M1
A5A190
1808

2021
03

Marine cyanobacterium 
Spirulina maxima as an 
alternate to the animal 

cell culture medium 
supplement

Jeong, Younsik; 
Choi, Woon Yong; 
Park, Areumi; Lee, 

Yeon Ji; Lee, 
Youngdeuk; Park, 
Gun Hoo; Lee, Su 
Jin; Lee, Won Kyu; 
Ryu, Yong Kyun; 
Kang, Do Hyung;

SCI
SCIENTIFI

C 
REPORTS

11
(1)

국외
SCI
등재

3.998 아니오 100

2016M1
A5A190
1815

투고 
준비 
중

SACCS as a novel FBS 
alternative for the 

culture and 
osteo-differentiation of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

Kim, Tae-Young; 

Choung, Se-young; 
SCI CELLS 국외

SCI
등재

4.366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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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술대회 눈문발표 성과 정보

과제
번호

발표
연월

학술대회명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대회

구분
개최국

2016M1
A5A1901

815

2018
04

2018 Spring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PARK Sun-Young, 
KANG Do-Hyung, 

CHOUNG 
Se-Young

Evaluation of SACCS as a fetal bovin 
serum alternative for proliferation and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human 

periodontal ligament stem cells

국내
대한
민국

2016M1
A5A1901

815

2018
10

2018 Fall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KANG Min Song, 
PARK Sun-Young, 

CHOUNG 
Se-Young

Capability of SACCS as an alternative 
to fetal bovine serum for cell culture 

and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human-derived stem cells

국내
대한
민국

2016M1
A5A1901

808

2019
10

제33회 한국조류학회 
학술발표대회

박아름이
Optimization of up- and down-stream 

processes for microalga-based 
mammalian cells culture media

국내
대한
민국

2016M1
A5A1901

808

2019
10

제33회 한국조류학회 
학술발표대회

Yeon-Ji Lee

In vitro study on Arthrospira (Spirulina) 
maxima extract as a fetal bovine 

serum-substituted HeLa cell culture 
medium

국내
대한
민국

2016M1
A5A1901

808

2019
11

제15회 
한국해양바이오학회 

Younsik Jeong
Evaluation of Arthrospira (Spirulina) 

maxima as a substitute to fetal bovine 
serum in the culture of H460 cells

국내
대한
민국

2016M1
A5A1901

815

2020
10

2020 Fall Online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

김태영, 정세영

Evaluation of SACCS as a fetal bovine 
serum substitute for cell culture and 
osteogenic differentiation of human 

adipose-derived stem cells

국내
대한
민국

2016M1
A5A1901

808

2020
11

제16회 
한국해양바이오학회

Woon-Yong Choi

Effects of cytotoxicity and antioxidant 
activity of according to molecular 

weight from Spirulina maxima-derived 
pectin

국내
대한
민국

2016M1
A5A1901

808

2020
11

제16회 
한국해양바이오학회

Younsik Jeong
Optimization of FBS substitute for in 
vitro cell culture using Arthrospira 

(Spirulina) maxima extract 
국내

대한
민국

라.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과제
번호

출원등록
연월

재산권
구분

출원
등록
구분

발명제목
출원

등록인
출원

등록국
발명자명

출원등록
번호

활용 
형태

기여도

2016M
1A5A19
01808

20170227 특허 출원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 
배양액,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양방법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대한민국

강도형, 
박건후, 
이수진, 
김태호, 
오철홍, 
허수진, 
이영득

10-2017-
0025781

보유기
관자체
활용

60

2016M
1A5A19
01808

20170609 특허 출원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 
배양액,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양방법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PCT

강도형, 
박건후, 
이수진, 
김태호, 
오철홍, 
허수진, 
이영득

PCT/KR2
017/0060

47

보유기
관자체
활용

60



• •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 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 254 •

마. 산업지원 및 연구 성과 활용

(단위: 건)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기술실시계약체결 기술지도 기술평가 후속연구추진 사업화추진중 사업화완료

1 8 1 2 1 -

바. 기업화 성과

업    체    명 SEAWITH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2021년 5월 31 일

제    품    명
저비용 배양육 생산을 위한 

해양소재 유래의 세포배양배지
제  품  용  도

저비용 배양육 생산을 위한 무혈청 
근육세포 배양배지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기타[  ]

과제
번호

출원등록
연월

재산권
구분

출원
등록
구분

발명제목
출원

등록인
출원

등록국
발명자명

출원등록
번호

활용 
형태

기여도

2016M
1A5A19
01815

20170919 특허 출원
스피룰리나를 포함하는 

줄기세포 배양 및 
분화용 배지 조성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정세영
10-2017-
0120405

미활용 100

2016M
1A5A19
01808

20181018 특허 출원
로즈 맥스 연속 순환 

생물 반응기 {ROSE Max 
Continuous Circulated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대한민국

강도형, 
김태호, 
이영득, 
허수진, 
오철홍, 
양현성, 
이원규, 
유용균

10-2018-
0124656

미활용 33

2016M
1A5A19
01808

20190214 특허 등록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 
배양액,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양방법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대한민국

강도형;
박건후;
이수진;
오철홍;
이영득

10-19502
45-0000

기술이
전준비

중
95

2016M
1A5A19
01815

20190426 특허 등록
스피룰리나를 포함하는 

줄기세포 배양 및  
분화용 배지 조성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정세영
10-19751
09-0000

미활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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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술마케팅

과제
번호

시행 
연월

기술마케팅 
형태

명칭 내용

2016M1A5
A1901808

201906 전시회참여
2019 해양수산 

기술이전 설명회
- 로즈 맥스 연속 순환 생물 반응기

2016M1A5
A1901808

201907 전시회참여
2019 

공공기술로드쇼 
우수기술 설명회 

- 로즈 맥스 연속 순환 생물 반응기
-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 배양액, 이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양방법

2016M1A5
A1901808

201907 전시회참여
2019 제1회 

해양클러스터 
기술이전 설명회

- 로즈 맥스 연속 순환 생물 반응기 
-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 배양액, 이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양방법

2016M1A5
A1901815

201910 전시회참여
2019 제2회 

해양클러스터 
기술이전 설명회

- 로즈 맥스 연속 순환 생물 반응기 
-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 배양액, 이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양방법

2016M1A5
A1901808

202007 전시회참여
제18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투자포럼 2020

-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 배양액,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양방법

2016M1A5
A1901808

202011 전시회참여
Tech-Biz Korea 

2020
-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 배양액,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양방법

  4-1-2. 정량적 연구 성과

가. (1세부)한국해양과학기술원

○ 2종 세포 가수분해물/대사물질 적용 무혈청배지 10세대 계대배양법 확립

- H460, HeLa 세포주에 적용되는 SACCS의 최적조건 탐색 및 최적조건 배양 시 세포의 세부기능 분석

- H460, HeLa 세포주의 SACCS 지표물질 및 세포배양액 성분 첨가 배양 시 세포 생존율과 배양 전후 

대사물질 변화량 분석

○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의 성분분석

- 스피룰리나 가수분해물을 분리하고 분석하여 지방산과 아미노산 분석 완료

○ 기술 및 산업적 가치평가

- 저비용 배양육 생산을 위한 근육세포 배양배지 개발 연구(2건) 및 바이러스 백신생산 숙주세포 배양

배지로의 가능성 분석

- 무균시험, 마이코플라즈마, 삼투압, 비중, 단백질 함량, pH 분석을 통한 SACCS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

○ 산업적 모델 개발

- 기술의 공정개선 등을 통한 기업(SEAWITH, ㈜제우스)과의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 전문가 자문을 통한 혈청 대체재인 SACCS 개발 연구의 검토 및 발전적 확대 가능성, 예비타당성 조

사 완료

- 배양육 생산 세포배양배지로 활용 시 배지비용 및 생산단가 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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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위탁)제주대학교

○ 어류 바이러스 백신 생산에 필요한 FHM 세포를 50% FBS를 대체하여 배양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본 연구를 통해 F:S=5:5(0.5X SACCS)에서 생산한 바이러스의 생산능력이 기존 세포와 유사함을 확인

하고 바이러스 병원성을 높은 것을 확인함

○ F:S=5:5(0.5X SACCS) 생산한 VHSV를 이용하여 생산한 백신의 효능이 높은 것을 확인함

○ 백신 대량 생산을 위한 어류세포 배양에 FBS 대체품으로 SACCS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확인

다. (2세부)한국과학기술원

○ 바이오 산업용 숙주 세포주와 치료용 항체 생산 세포주에 SACCS를 사용하여 70%까지 FBS를 대체

○ 10세대 계대 배양에 성공, SACCS가 FBS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

○ CHO 재조합 세포주의 배양에 적용 시,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성과 비용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 치료용 항체 생산 세포주의 계대 배양 결과, 세포 성장, 생존, 생산성 측면에서 비슷한 효과를 보임

○ SACCS로 FBS를 대체했을 때 항체의 품질 (당쇄화)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 부유배양 생산 세포주에 SACCS 첨가 시 항체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최적 조건을 확인

○ SACCS 가수분해물 3종의 세포 첨가 농도 결정 및 세포주 적응 보관 완료 및 SACCS 가수분해물이 

생산 세포주의 성장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DOE 실험을 통해 3종의 가수분해물의 최적 혼합 비율 선정

○ 3종의 가수분해물을 기본 무혈청 배지에 첨가하여 효과 검증

○ 세포 배양에 효과가 있는 항산화제의 스크리닝 및 효과 검증 (BIX, DMSO)및 조류 유래 항산화제의 

첨가가 세포배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Astaxanthin)

○ Spirulina, SACCS 가수분해물의 첨가 효과 및 항체 생산성 증가 확인

○ SACCS 가수분해효소의 조합의 영향 비교 및 무혈청 배지 적용을 위한 최적 조건 확인

○ 배지 첨가물인 forskolin을 회분식 배양에 적용하여 향상된 생산성을 확인

○ SACCS 가수분해물 첨가가 Fc-fusion 단백질을 생산하는 2가지 생산 세포주 (CHO-GSR, DG44, 

DUKX-B11)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

○ SACCS fractionation 4종을 각각 항체 의약품과 Fc-fusion 단백질을 생산하는 생산 세포주 3종에 적용

한 결과, 1 < x < 5 kDa에서 향상된 생산성ㅠ을 확인

○ SACCS fractionation 1 < x < 5 kDa과 배지 첨가물 forskolin을 조합하여 CHO-GSR 생산 세포주에 적

용한 결과, 향상된 생산성을 확인

라. (3세부)경희대학교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와 hADSCs의 골분화 관련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비교를 통하여 

FBS 대체(10-30%) 가능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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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모두 감소가 없었으며, 유의성을 띄지 않는 증가로 SACCS는 10세

대까지 FBS 30%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와 hADSCs의 10세대까지 SACCS 배양액과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세포 생존율, 최종 골분화 지표(ALP)의 발현 및 calcium nodule 형성을 확인

○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와 hADSCs의 10세대까지 SACCS 배양액과 분화유도제(BMP2) 처리 

시, BMP2(+) FBS 100%와 비교하여 안정적으로 유전체/단백체 발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 결과적으로,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와 hADSCs의 세포 생존율과 최종 골분화능에 문제가 

없고 유전체와 단백체 발현 모두 감소가 없었으며, 유의성을 띄지 않는 증가로 SACCS (FBS 30% 대

체)는 10세대까지 분화유도제(BMP2)와 함께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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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표성과소개

성과명 성과요약

남조류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함유하는 
세포 배양액,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세포의 
배양방법

■ FBS 대체 소재 SACCS (Spirulina Animal Cell Culture Solution) 개발
 ◦ 광생물배양기(PBR, Photobioreactor)를 이용한 원료 생산 및 배양기 scale-up 
 ◦ SACCS 제조 및 안전성 평가: 오염원 불검출 확인
 ◦ SACCS의 특허출원 완료(‘17.02) 및 PCT 출원(’17.05)
 ◦ SACCS의 소태아혈청(FBS) 대체 가능성 평가
  - 8종 세포주 대상 10세대 배양 결과, SACCS의 FBS 대체 가능성 확인
  - SACCS 적응 세포주 대상 분자생물학적 평가(대사물질, 세포주기 및 세포사멸 분석)
  - SACCS의 FBS 대체 능력 기전 연구를 위한 H460 세포주의 전사체 및 단백체 분석
  - SACCS 소재 분석에 따른 후보 지표물질 확인
  - SACCS의 FBS 대체 효능 증대를 위한 가수분해물 공정 개발
 ◦ 후속연구 2건, 기술이전 1건 및 연구소기업 1건을 통한 SACCS의 산업화 추진

해양 생물 기반 
소태아혈청(FBS) 대체 
동물세포 배양액 개발 

및 세포 배양 
프로토콜 확립

- 원료의 파쇄, 추출 및 필터링 시스템구축을 통한 해양 생물기반 동물세포 배양액(SACCS) 제
조법 확립

- SACCS 40리터급/year 생산 공정 개발
- SACCS 성분분석, 유해중금속, 오염원(마이코플라즈마, 곰팡이 및 박테리아) 및 내독소
- SACCS 활용 세포주 8종의 10세대 계대 배양에 따른 FBS의 50-90% 대체 가능성 확인 

SACCS 적응세포주를 
이용한 고병원성 

VHSV 백신 제조 및 
효능 검증

-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생산된 고병원성 VHSV 병원성 평가
-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고병원성 VHSV 백신 대량생산
- SACCS 적응 세포주에서 생산된 VHSV 백신효능 평가

배지 첨가물 
baicalein의 항산화 

효과 및 항체 의약품 
생산성 향상

- 재조합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소포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항산화 효과를 지닌 화합물
을 처리하여 그 효과를 비교함.

- 배지 첨가물로써 baicalein을 활용한 결과, 항체 의약품의 생산성 향상, 품질 유지 및 세포
의 산화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보임.

스피룰리나를 
포함하는 줄기세포 

배양 및 분화용 배지 
조성물

- 해양 생물 스피룰리나를 포함하는 줄기세포 배양 및 분화용 배지 조성물은 소태아혈청 대
신 스피룰리나를 포함하면서도 줄기세포의 배양 및 분화 효과가 우수하여, 줄기세포의 배양 
및 분화를 위한 무혈청 배지의 조성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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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총괄]

○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사업을 통해 진행해온 연구과제는 해양미세조류를 활용한 소태아혈청 

대체 소재를 제조하고 인간유래 줄기세포, 어류백신생산세포 및 항체생산용세포 등에 적용

하는 기술개발 분야임 

- 미세조류의 이산화탄소 생물학적 저감능력, 생산성 및 기능성을 이용한 분야라는 장점이 있

음. 미세조류는 물, 이산화탄소, 광(빛)만으로 단백질, 녹말, 지방 등을 생산함. 별도의 에너

지가 필요치 않고 오염원이 되는 질소와 인, 환경에 유해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변화 시

키며, 짧은 시간에도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왕성한 번식력을 가짐

- 그 중 현재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남조류 스피룰리나는 1,000톤을 생산 시 1800톤의 이산화

탄소를 저감(1:1.8비율)하는 효과가 있어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재로 

평가되고 있음

○ FAO에 따르면 전세계 가축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7.1기가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

출량의 14.5%를 차지, 이중 65%는 소 사육에 의한 배출량임

○ 동물유래 혈청을 생산하는 전략(산업)은 식량문제와 기후변화 및 환경 측면(온실가스 및 축

산폐수 저감)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음. 상기 세포주들(줄기세포, 백신생산

세포 및 항체생산용세포)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분야가 더 가시적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발전된 성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해양소재를 활용한 세포배양 배지 개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해양소재를 활용하여 육상과 대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혁신기술로 

대체하고, 식량대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통합관리의 한 축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기후변화 및 미래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부족은 그야말로 환경문제, 윤리문제 등 다

양한 사회･경제･안보적인 이슈를 포함하고 있어 각 분야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배양배지 

개발 및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연구 필요함

- 기존 육류 대비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사용량이 전반적으로 낮고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적다는 지구환경 측면의 장점이 높으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음

[1세부]

○ 세포배양은 오늘날 분자생물학, 면역학, 의학 등의 연구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tool이 되었는

데, 세포배양에 필요한 혈청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생겨나는 연구 분야의 연구비 빈부

차를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해양스피룰리나 활용 스피룰리나 동물세포 배양액(Spirulina 

Animal Cell Culture Solution, SACCS) 사용을 표준화함으로서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 할 수 있으며, 현재 FBS 및 무혈청배지 수입국인 우리나라가 해양스피룰리나 

활용 동물세포배양배지 수출국으로 앞서 나가며 경제적 이익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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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스피룰리나를 이용하여 스피룰리나 동물세포 배양액(Spirulina Animal Cell Culture Solution, 

SACCS)을 개발한다면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높고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부산물 역시 식

의약품 원료로 사용 할 수 있음

○ 기존에 보고되거나 개발된 해양생물 및 미세조류의 고부가가치 산물 외에 전 세계 연구 그

룹이 가지고 있지 않은 product를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 해양생물 및 미세조류의 연구와 응

용의 스펙트럼을 확장 할 수 있음

○ SACCS 유래 유용 small molecules 분석연구 결과, 발굴된 생리활성 천연물은 효능에 따라 의

약 소재 개발의 리드 화합물, 화장품 재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음

○ SACCS 유래 small molecules의 화학적 전환기술은 고부가가치 화학중간체 생산에 이용될 수 

있고 이후 생명공학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고가의 FBS 사용은 의료용 재조합 단백질 및 백신 생산 단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

로 SACCS의 성공적인 개발은 백신 생산 단가의 절감효과를 가능하게 함

○ 배양된 세포는 많은 유형의 바이러스 생산을 위한 훌륭한 숙주이며, 다량의 불활성화 된 바

이러스 입자를 생산하는 세포 배양 시스템의 능력은 인간 및 수의용 백신 생산의 기초로 사

용되고 있음

- 인간 및 동물용 백신은 일반적으로 닭 배아 세포 배양을 사용하여 준비되지만, 이러한 세포 

배양 기질에는 공급의 불충분함, 불안정한 수율 및 시간 소모적인 공정, 높은 제조비용 및 

계란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된 우려를 포함되어 많은 한계가 있음

- 다음으로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동물혈청은 척추동물 세포 배양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FBS의 원료 원가 상승 및 후가공 문제, 수급 불안정 등은 바이러스 연구를 지연시키

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이용한 바이러스 백신 가격을 불가피하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FBS를 대체하기 위해 무혈청배지가 개발되었으며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현재까지 FBS 사용없이 세포 상태와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

로 본 연구의 성과인 동물 유래 성분이 없는 백신 생산과 관련된 세포주 생산용 배지를 개

발하고 검증한다면 백신세포 생산을 맞춤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현재 후속연구 과제를 통해 해양소재 유래의 근육세포 배양배지 개발 연구가 진행 되고 있

음. 지속적인 무혈청 배지 개발연구로 여러 분야의 산업적 활용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1위탁]

○ 넙치의 주요 폐사 원인 바이러스인 VHSV 백신 생산에 SACCS 적응세포주를 이용하여 그 

생산능력을 비교하여 50% 대체 SACCS 적응세포주에서 FBS만 사용한 세포주와 유사한 바

이러스 생산능력을 확인하였음. 이는 향후 백신 생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어류 백신 생산비의 절감은 백신 단가를 낮추고, 이는 한국의 양식산업에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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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 백신 생산비의 절감은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되는 어류 백신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이는 백신의 수출을 위한 새로운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음.

○ SACCS 및 가수분해물의 기업연계 기술이전을 통해 저비용 배양육 생산을 위한 근육세포 배

양배지 개발 연구 및 산업화 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됨.

○ 해양 생물 기반 친환경, 고부가 FBS 대체 동물세포 배양액을 개발함으로써 바이오산업 파급

력 증대가 기대되고 관련 국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 연구 및 산업수준의 

발전이 기대됨.

[2세부]

○ 바이오 의약품 시장 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내 기업들

이 의약품 생산 공장 확장 및 규모 증설을 진행 중임.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는 포유동물 유

래 세포배양이 필수적인데, 세포배양에 사용되는 배지의 경우, 해외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며 

특히 FBS의 경우 비용 및 안정성 문제에서 단점을 지니고 있음. 따라서 세포배양에 사용되

는 배지의 최적화를 위해 배지 첨가물로써 해양조류인 스피룰리나를 사용하여 생산 세포주

의 성장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 또한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용 재조합 단백질 및 바이러스 백신 생산 단

가를 낮춰 한국 바이오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를 통해 바이오산업 파급력 

증대가 기대되고 관련 국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가 연구 및 산업수준의 발전

이 기대됨.

○ 배지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FBS는 알려지지 않음 많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배지 구

성 성분에 따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힘든 점이 있음. SACCS로 FBS를 대체함으로, 

배지 구성 성분의 불확실성을 줄이면, 성분에 따른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과 품질 변화와 같

은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임.

○ CHO 세포에서 FBS는 재조합 세포주를 구축하는데도 널리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SACCS를 

이용한 FBS의 성공적인 대체는 CHO 세포를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

임. SACCS의 대체로 인해 생산성의 영향이 받지 않으며, 다양한 모델 치료용 단백질에 적

용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발현이 어려운 치료용 단백질의 생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음.

○ CHO세포를 이용한 치료용 단백질 생산에 있어서 큰 진입 장벽중에 하나는 높은 생산 단가

이며, FBS의 높은 가격은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SACCS

로 FBS를 대체함으로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의료용 재조합 단백질 및 백신 생산비의 절감은 제품 단가를 낮추고, 이는 한국 바이오산업 

및 양식산업에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3세부]

○ 본 연구팀은 4종의 줄기세포에 있어 SACCS를 활용한 FBS대체 비율 확립과 10세대까지의 

배양 가능성과 최종 골분화능 유지 가능함을 확인하였음. 또한 우수 줄기세포로 선정된 

hPDLSCs, hADSCs의 골분화 관련 유전체와 단백체 비교를 통한 FBS 대체(30%) 가능성을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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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태아혈청의 비윤리, 비환경, 고비용 문제점과 무혈청배지의 제한성 및 한계성을 극복하여 

다양한 세포주에 대한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과 연구 분야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소태아혈청을 대체 할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선행특허는 현재 소수 특허만 출원되고 있어 

특허 등록에 따른 원천특허의 확보로 소태아혈청의 대체재로서 산업화에 활용 가능할 것임.

○ 해양생물 기반 친환경, 고부가 FBS 대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개발함으로써, FBS 사용 시 야

기되는 안전성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국내 FBS 소비 대체 효과, 더 나아가 국외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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