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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RS 유전자변형 생쥐, 초파리 또는 지브라피쉬
2. 새로운 유전자변형 동물 제작
3. 생쥐, 초파리 또는 지브라피쉬를 이용한 질환 모델 표현형 분석

1. 생쥐모델자원 

    ● ARS 유전자녹아웃/조건부유전자녹아웃 생쥐 및 
       배아섬유아세포

    ● 생쥐암모델
2. 새로운 유전자변형 생쥐 제작 

    ● ROSA 또는 Col1a 유전자좌를 이용한 조건부녹아웃/
       형질전환 생쥐 제작

    ● rtTA-TRE 시스템을 이용한 과발현 유도생쥐모델 제작 
3. 질환모델 생쥐 분석
    - 혈액학/조직학/검시를 통한 질환모델 생쥐 분석 

1. 초파리모델 자원

    ● 전체 ARS-RNAi 녹다운 라이브러리 초파리 구비
    ● 암표현형 조절유전자 검색모델
    ● 노화 모델
2. 새로운 초파리모델 제작

    ● 유전자스위치를 이용한 정량적 유전자발현시스템 이용
    ●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녹아웃/녹인 시스템 이용
3. 질환모델 초파리 분석

    ● 조직 증식이상
    ● 대사이상
    ● 질환특이적 유전자발현 프로파일링

1. 지브라피쉬 모델 자원

    ● Morpholino에 의한 녹다운 지브라피쉬
    ● Tol2를 이용한 ARS 유전자 과발현 지브라피쉬
2. 새로운 지브라피쉬모델 제작

    ● TALEN- 또는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녹아웃/녹인 
       시스템 사용

    ● Tol2를 이용한 형질전환 시스템 사용 
    ● 세포이식기술 이용
3. 질환모델 지브라피쉬 분석

    ● 혈관 및 신경발생관련 표현형 분석
    ● 독성평가 분석

1. 세가지의 독립적인 동물모델시스템을 이용한 깊이 있는 유전학적 분석가능
2. 고객맞춤형 유전자변형기술 제공
3. 유전자변형 동물모델의 체계적인 구조적/기능적 분석 가능

내용

사양 및 특징

장점

  

Animal Model Service05. 06.
3D cell culture system은 기존에 2차원적으로 세포를 배양하는 시
스템과 달리 실제 생체 내에서의 모습과 같이 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말한다. 기존 2D cell culture 시스템은 2차원 구
조상 실제 세포가 자라나는 환경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그에 따
른 생체와의 불일치성을 가지게 된다. 그로 인해, 약물 효과 및 세
포의 신호전달 체계 등이 실제 생체와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
로 인하여 많은 신약 개발과정에서 연구단계에서 효과를 보이던 약
물들이 실제 전임상,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
다. 그러한 이유로 10여년 전부터 3D cell culture system에 대한 
연구가 많은 곳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2D cell culture에 비해 
3D cell culture system이 실제 생체의 많은 특징을 갖는 다는 결과
들을 보고 하였다.

연구단에서 구축한 3D cell 
culture system은 
low attachment cell culture
system으로 2D cell culture 
system에서 자라는 세포를 
3차 구조로 형성을 유도하
여 세포의 특성에 따라 각각
의 3D cell culture로 자라나
게 한다.

1. Anti-cancer drug test in 3D cell culture system
2. 3D cell에서의 drug permeability test
3. 3D cell culture system에서의 
    protein-protein interaction
4. 3D cell culture system에서의 biomarker study
5. Cancer stem cell inhibitor test

1. 3D cell culture 전문가가 직접 실험을 수행
2. 고객과의 지속적인 discussion으로 고객 맞춤 실험 수행
3. 3D cell culture의 proteomics, imaging 등의 기타
    Biocon 서비스와의 연계 가능

1. 저 비용으로 in vivo 실험에서의 효과를 미리 볼 수 있음.
2. 다양한 목적의 실험으로 응용 가능
3. 고객의 요청에 인한 고객 맞춤형 실험 

이러한 3D cell culture 
system은 기존의 많은 연구
들에서 실제 in vivo와 유사
한 drug permeability,
protein expression 등을 
보임으로써 2D cell culture 
system에서 확인할 수 없었
던 실제 생체 내에서와 같은 
특성을 많이 보이게 된다.

내용

장점

특징

3D Cell Culture 기반 약물검색 서비스

<핵내 DNA 주입> <배반포내 배아세포 주입> <카메라 생쥐>

생쥐

초파리

지브라피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