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Phage Display Panning Service

Fv fragment, Single chain fragment variable(scFv)은 antigen-binding activity의
기능이 있는 immuno-globulin molecule 중 제일 작은 단위이다. scFv는 variant 부
분의 heavy chain과 light chain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eptide linker로 이어져 있
다. scFv는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research용, drug
개발, 진단 kit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원하는 antigen에 binding하는
positive scFv를 선별하는 과정을 panning이라고 하는데, biocon에서는 E.coli에 감
염되는 bacteriophage virus를 사용하여 panning을 진행하는 service를 진행하고
있다. scFv library는 심현보 교수의 검증된 library를 사용하고 있으며, 빠르고 정확
한 서비스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08.

생명연구자원의 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 바이오콘 바이오뱅크에서는 기탁자
가 보유하고 계신 자원(Cell, Antibody, DNA, 인체자원)과 정보를 자원화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기탁 받은 자원은 체계적으로 표준화하여, 통합·네트워크를 구축되며, 기탁, 관
리, 분양 서비스를 통하여 연구자의 자원 접근성 강화 및 활용을 극대화 하기에 힘쓰고 있
다. 바이오뱅크 사업에서 분양하는 자원은 기탁자로부터 서면 동의가 확보되어 있고, 철저
한 품질관리를 수행한 것으로, 연구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내용

내용

1. Phage Display Panning Service : bacteriophages를 사용하여 panning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ELISA를 이용하여
Positive candidate를 확보
2. Sensitivity service : Western blot assay를 통해 sensitivity를 확인
3. Sequencing service : DNA Sequencing을 통해 diversity가 가장 많은 CDR-H3 region의 정보를 제공
4. scFv purification : 발현 확인 실험을 실행하여 정제 조건을 잡고 positive clone을 정제하여 제공

서비스 이용

사양 및 특징
1. Diversity of scFv library
검증된 4개의 각기 다른 library를 사용하여 panning을 실행하며, >109의 diversity로 positive candidate를 확보할 수 있음
2. Diversity of antigen using panning
Human host의 antigen 뿐만 아니라 다른 host의 antigen을 사용하여 panning을 진행하였을 때 positive candidate of scFv를
얻을 수 있음

장점
1. 빠른 서비스(Quick Service)
● Positive candidate를 확인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되어, 타 회사에 비해 빠른 시간 안에 positive candidate를 확보할 수 있음
2. 항원 specific한 항체
● 원하는 항원에 대한 항체를 찾아주는 서비스

Biobank Service

1. 인체자원(Cell, Antibody, DNA) 기탁

2. 자원 분양

사양 및 특징
1. 세포자원(Cell banking) : 많은 수의 Human 및 mouse, hamster cell line, hybridoma cell 보유
(문의 또는 Service Homapage 확인 가능)
● 미생물 오염검사 및 STR analysis 통한 Human Cell Authentication 검증 후 자원 등록 시스템
● SOPs(standard operation procedure) 규정에 따른 자원 관리 시스템
2. 항체자원(Antibody banking) : 다수의 ARS Antibody 보유 (문의 또는 Service Homapage 확인 가능)
● Bioanalyzer 분석 및 Western blotting을 통한 보증된 항체자원
● 연구자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내부연구자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3. DNA자원(DNA banking) : Mediweb 및 각종 기탁된 DNA 자원
● Mediweb(medicinal protein network and system biology) center 1200종 이상 자원보유

장점
1. 자원 품질관리 전문성
● 철저한 장비 관리: 규격화된 장비(액체질소탱크, 냉동고, incubator 등)로 체계적으로 관리
● 정기적인 검증(마이코플라즈마 테스트, DNA fingerprint)을 통한 양질의 자원품질관리
2. 국내 인체자원 인프라 내실화
● 바이오뱅크내 자원네트워크의 활용성 증대를 통한 자원 인프라 구축
● 기탁 및 분양을 통한 바이오뱅크 바로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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