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단백질 공급 & 정제 서비스(Protein Purification)

04.

환자유래세포를 이용한 약물효능평가 서비스

단백질 정제란 세포 내에 발현된 다수의 단백질들 및 여러 복합 혼합물로부터
관심 있는 단일 단백질을 분리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단백질 정제는 단백질
의 구조, 기능,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항체개발과 진단
키트 개발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저희 연구단에서 구비한 발
현 및 수용성 테스트 시스템은 추가 비용 없이 타사보다 7배 높은 단백질 발현
및 수용성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확률을 높인 실험 방법으로 진행되며 정제 시
스템은 단일단백질정제를 위한 다양한 chromatography를 할 수 있는 여러 종
류의 column들과 GE Healthcare사의 AKTApurifierTM, AKTAFPLCTM, AKTAprime plusTM 기기 등이 구비되어 있다. 단백질이 필요한 연구자 여러분 모
두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단백질 정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빠른 시간 내에 적은 수의 환자유래 세포를 이용하여 항암제의 효능을 스크리닝 하기 위한 시스템
으로써, 구축된 환자유래 세포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High-Throughput Screening (HTS) 항암치료
제 약물 치료 효율 평가를 시스템화하여 암환자 항암제 민감도와 각 환자의 유전자 변형을 분석,
개인 맞춤 항암치료 전략 및 신약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서비스이다. 본 연구진에서는 암종 난소
암, 유방암, 전이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의 환자유래세포를 구축된 HTS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
는 프로토콜을 최적화하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화학연구원
의 chemical library 로부터 선별된 8종의 화합물의 효능을 교모세포종 환자유래 세포에서 평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환자유래세포의 3D culture condition에 적합한 3D 기반의 HTS 시스템을 구
축하고, 환자유래세포를 이용한 프로토콜 및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구축된 3D 기반 HTS 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유래세포의 self renewal capacity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최적화하여 새로
운 스크리닝 플랫폼을 개발한다.

내용

내용

1. 타겟 단백질 정제 기술 서비스 지원
2. 단백질 발현 및 수용성 테스트 제공
3. human Aminoacyl-tRNA Synthetase (full-length) clone 제공
4. human Aminoacyl-tRNA Synthetase (full-length) 단백질 제공
(human full-length AIMP1, AIMP2, AIMP3, PRS, DRS, KRS, WRS이외 다수)

In vitro sphere
culture

ㆍEGF and FGF-supplemented
serurn free media

Cell seeding in
ㆍ500 cells/well
384 well plate

Drug treatment

Incubation with
drugs

ㆍ7 dose points
ㆍ4-fold interval
ㆍTriplicate
ㆍ6 day
ㆍ37℃

ATP-based cell
ㆍLuminescence read out
viability assay

Data analysis

ㆍDrug response curve
ㆍAUC, IC50

장비 이용
1. 장비 사용
2. 분석 사용: 효능평가가 필요한 신약 후보물질 혹은 약물 반응성 스크리닝이 필요한 환자유래세포 대상으로 스크리닝 서비스 진행
3. 분석 의뢰: - IC50, AUC 등 정량화된 분석 결과 제시
- 신약 후보물질의 단일 및 타 약물 라이브러리와의 병용 효능 평가
- 현재 기 확보된 환자유래세포의 유전 변이 특성 기반으로 약물의 적용 대상군 분석
- 다양한 치료 표적으로 구성된 약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환자유래세포의 반응 프로파일링분석
장비 사용을 위한 부속품, 시약, 버터 용액 이용
1. Cell culture microplate, cell culture medium, detection reagent 등-실비 제공
2. 실험 인프라 사용-사용료 제공

사양 및 특징

사양 및 특징

1. 타겟 단백질에 대한 맞춤 정제 시스템 구축 및 완비
2. 7종이상 다양한 발현용 박테리아를 이용한 차별화된 단백질 발현 및 수용성 테스트 진행
3. human Aminoacyl-tRNA Synthetase (full-length) 단백질 제공
4. 제약사, 벤처회사, 대학 및 국가 연구소에서 기초 과학 연구 분야부터 약물 연구, 개발 생산, 품질 관리까지 광범위
하게 활용 가능 (리서치, 스크리닝, 선정, 생산, 품질 관리)
5. 장비 대여 사용: 정제 method로 실험 진행과 다양한 용도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 제시

1. 장비의 우수성 - 사양
● PerkinElmer사의 최신 장비 사양 장비와 소프트웨어(JANUS·Automated Workstation)
● 소량의 환자유래세포 사용
● 높은 감도와 특이성(CV:< 5%)
● 많은 종류의 약물을 소량만으로 실험 가능(각 sample별 1ul 이내)

장점

장점

1. 다년간의 다양한 단백질 정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최상의 단백질을
국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 가능함
2. 타사의 발현 및 수용성 테스트(BL21(DE3)만으로 과발현 및 수용성테스트를 진행)와 달리 추가비용 없이 여러
종류의 bacterial expression E.coli 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최적의 단백질 수용성 조건 찾기를 극대화시킴
3. 최소한의 비용으로 GE Healthcare사의 정제 기기 대여 서비스도 가능
4. 연구목적에 따른 유전자 디자인 및 단백질 생산 공정부터 Antibody, SPR, 질량분석 (Mass analysis), 동물실험,
세포실험, 세포 이미징 등 다양한 여러 실험들을 한번에 바이오콘에서 One-Stop Solution으로 해결 가능함

1. 환자유래세포-HTS 서비스의 장점
● 환자유래세포 맞춤식 플레이트 및 약물 라이브러리 구축
● 다양한 파라미터를 접목한 환자유래세포 맞춤형 약물 효능 분석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
● 100 케이스 이상 누적된 고형암의 약물 반응성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맞춤 항암제 선별 알고리즘 장착
● 교모세포종, 위암, 폐암 등 암종별 약물 특이 반응군 선별 알고리즘 구현
● 유전체 바이오마커와 통합하여 약물 반응 검사와 교차분석 후 최적의 치료옵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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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의 넓은 사용 범위 · 활용
● 샘플 유형: 암세포, 환자유래세포
● 많은 정보 데이터
- 환자유래세포의 약물 반응성에 대한 여러 파라미터(IC50, Area under curve, Emax, Hill slope 등)을 얻을 수 있음
- 약물의 활용 분야 재배치 가능
● 장비 사용
- 환자 맞춤형 약물 제시 가능
- 암세포에 대한 약물 스크리닝을 통해 효과적인 항암제 선별 가능

2. 장비의 관리/교육의 용이성 및 전문성
● 철저한 장비관리: 장비관리자 (한국 퍼킨엘머 직영)의 장비 A/S 및 업그레이드
● 한국 퍼킬엘머사 장비 전문가의 유저 필요에 따른 사양 및 프로그램 변경 가능
● 소요시약 및 소모품 한국 퍼킨엘머 직영점과 상의 및 거래 가능
● 정기적인 장비 교육 및 워크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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