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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기생충연구팀 (Host-Parasite Research Lab)

Visceral 
Leishmaniasis (VL) 
and cutaneous 
Leishmaniasis (CL) 
intracellular assay

내장 리슈만편모충과 피부 리슈만편모충에 화합물을 처리하여 감염을 
억제하는 유효 화합물을 선정하기 위한 시험법으로, 대식세포를 내장 
리슈만편모충과 같이 처리하여 숙주세포 내에 내장 리슈만편모충이 감염을 
시각화 이미지로 분석 가능, 세포 내에서의 화합물의 독성 검증 가능

Visceral 
Leishmaniasis (VL) 
and cutaneous 
Leishmaniasis (CL) 
extracellular assay

내장 리슈만편모충과 피부 리슈만편모충에 화합물을 처리하여 살아있는 
기생충의 수를 Resazurin으로 탐지하여 화합물의 효능 검증

T.cruzi (Chagas) 
intracellular assay 

세포 내 크루스 파동편모충 활성 실험은 샤가스병의 치료제 발굴을 위한 
것으로 이미지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포 독성과 화합물의 효능을 동시에 
검증. 크루스 파동편모충 중에서 감염성이 높은 기생충 주인 Y주가 사용됨.

T. brucei cell-based 
assay 

아프리카 파동편모충에 화합물을 처리하여 살아있는 기생충의 수를 
Resazurin으로 탐지하여 화합물의 효능 검증

Visceral leishmaniasis 
in vivo assay

Balb/c를 내장형 리슈만편모충으로 감염 후 약물을 투여한 다음 간 내 
감염도를 Leishman Donovan Unit 분석법으로 정량화

Cutaneous leishmaniasis 
in vivo assay

Balb/c를 피부형 리슈만편모충으로 쥐의 footpad에 감염 후, 약물을 
투여한 다음 footpad의 두께를 정량화하여 감염도를 확인

T. brucei in vivo 
assay

Balb/c를 부르즈 파동편모충으로 감염 후 약물을 투여한 다음 혈액을 
샘플링하여 원충의 농도를 확인

바이러스면역연구팀 (Viral Immunology Lab)

Flow cytometry analysis 6개의 레이저로 최대 20개의 파라미터를 단일세포에서 측정할 수 있는 
베크만쿨터 CytoFLEX LX를 이용하여, 세포 표면 단백질, 세포 내 및 세포핵 
내 단백질을 정밀하게 분석. 튜브 및 96 well plate 형태로 분석

Cytokine/chemokine
bead-array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cytokine bead-array kit를 이용하여 최대 13개의 
cytokine 및 chemokine을 하나의 세포배양액, 혈청 등으로부터 분석. 
형광이 연결된 bead 및 capturing 항체를 이용하여 염색한 후 
유세포분석기로 분석

Immune stimulation
assay

마우스의 골수세포에서 분화시킨 수지상세포를 이용하여 각종 물질의 
면역을 자극하는 효과를 측정. 수지상세포의 활성화 정도를 유세포분석기를 
통해 분석

Vaccine efficacy test 병원균을 본 연구소에서 보유활용할 수 있는 경우, 백신 접종 및 공격 접종 
모델을 통해 백신의 효능을 마우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현재 
SARS-CoV-2 및 influenza virus에 대한 마우스 모델을 활용하여 백신의 
효능을 검증할 수 있음. 백신의 효능은 마우스의 몸무게 변화, 치명률 및 
생체내 바이러스의 양을 측정함으로 확인 가능

Vaccine immunogenicity 
assessment 
(mouse model)

백신에 의해 유도된 항체 및 T세포 반응과 같은 면역반응을 분석함으로 
백신의 면역원성을 확인. 항체가는 ELISA를 통해 측정할 수 있으며, T세포 
반응의 경우 항원 펩타이드 재자극에 따른 IFN-γ의 분비를 유세포분석기나 
ELISA를 통해 분석함으로 확인

Vaccine immunogenicity
assessment 
(human)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혈액검체를 이용하여 백신 유도 면역반응을 측정. 
먼저 전혈 (whole blood)를 받아 PBMC와 혈장으로 분리하고, 이후 PBMC
로부터 유세포분석기나 ELISA를 통해 IFN-γ를 분비하는 T세포를 분석하고, 
혈장으로부터 ELISA를 통해 항체가를 분석함

연구&기술 서비스 소개 - 기초연구 - 인수공통바이러스연구팀 (Zoonotic Virus Lab)

COVID-19 drug screen 베로 혹은 칼루-3 세포를 사용한 이미지 기반의 약물 스크리닝을 활용하여 
항바이러스 활성을 분석. 대부분 저분자 화합물 혹은 천연물 화합물에 대해 
분석을 실시. 유효물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전 연구 수행

Microneutralization
assay

항체 치료제 혹은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항체중화능을 정량적으로 결정

연구&기술 서비스 소개 - 중개연구 - 

Beta secretase activity 
assay

384-웰 플레이트를 사용한 세포기반의 초고속대용량 스크리닝 분석법으로 
베타 시크리타제 1 혹은 2의 활성을 분석

기술개발플랫폼팀 (Tech. Development Platform)

Cell-based assay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for PPI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한 세포 기반 분석 기법 개발과 최적화 수행 및 
이를 활용한 스크니링 데이터의 수집, 분석, 최종 결과의 보고. 96- 또는 
384-웰 플레이트에서 수행

Tau protein 
phosphorylation assay

384-웰 플레이트를 사용한 세포기반의 초고속대용량 스크리닝 분석법으로 
타우 단백질의 발현 및 인산화 과정을 분석

Gamma secretase 
activity assay

384-웰 플레이트를 사용한 세포기반의 초고속대용량 스크리닝 분석법으로 
감마시크리타제의 활성을 분석

5-HT2C receptor 
internalization assay

384-웰 플레이트를 사용한 세포기반의 초고속대용량 스크리닝 분석법으로 
HT2C GPCR 수용체의 내재화를 분석

의약화학팀 (Medicinal Chemistry)

Compound synthesis 저분자 화합물, 뉴클레오시드, 펩티드, 천연물, Cold-labeled (C13, H2, N15) 
화합물 합성 수행. 합성법 개발과 천연물에서 활성물질 분리, 정제, 구조 결정 
및 의약활성 물질의 구조활성관계(SAR) 및 구조특성관계(SPR) 연구를 통한 
최적의 신약 후보물질 설계

Chembioinformatics & 
Molecular Modeling

스크리닝을 통해 도출된 유효물질 분석. 구조 클러스터링을 통해 구조와 
활성 관계 정보, 골격(scaffold)의 약물 개발 가능성, 신규성, 특허성 
등의 정보를 합성화학 연구자에게 제공. 분자의 구조적 형태 분석이나 
약리단 (pharmacophore) 모델을 통한 정보 및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계산한 정보를 통해 물질의 성질 향상. 도킹(docking)이나 3차 
구조 예측 모델 등의 기술을 활용해 선도물질 최적화 및 가상 
고속스크리닝 수행. 화합물에 대한 표적 단백질을 규명하기 위한 
RNAseq, SNP분석 등의 생물정보학 연구 수행.

Compound solubility 
test

다양한 용매에 대한 화합물의 용해도를 측정. 신약개발 초기단계에의 
High throughput 용해도 시험은 kinetic 용해도 분석을 주로 사용하며, 
이미 유기 용제 (보통 DMSO)에 용해된 화합물의 수용액 상태에서의
침전을 검출하는 것으로 용해도를 평가

400MHz FT-NMR 
analysis

분자의 구조나 운동성 연구. 합성 저분자 또는 고분자 유기물, 천연물 
분자, 단백질, 합성 고분자 물질의 구조 결정 및 분석 등 연구 수행 가능. 
Multi probe 1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1H, 13C, 19F, 31P 등의 핵종에
대한 chemical shift 획득 가능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
graph (HPLC) analysis

혼합상태의 화합물을 용매에 녹여 비 휘발성 또는 열에 불안정한 혼합물질을 
분리·측정. 분리관 안의 고정상과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 각 성분을 순수한 
물질로 분리하여 검출하고, 분리된 성분을 정성 및 정량 분석

LC/MS analysis 여러 가지의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 물질을 LC를 이용하여 각각의 성분들을 
분리시킨 후, 이 성분들을 Mass Spectrometer에 도입시켜 정성, 정량 분석. 질량 
스펙트럼을 해석하여 물질의 화학적 구조, 화학 반응, 분자량 등을 확인

Combiflash column 
chromatography

유기 반응 혼합물에 포함된 유기분자들의 극성차이로 인해 정지상내에서 이동속도 
차이를 유발함으로 분리되는 크로마토그래피 장비로써 자동화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기능을 수행하여 유효 화합물을 고효율로 분리 분석

신약스크리닝팀 (Screening Discovery Platform)

Cell-based assay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for HCS

세포기반 초고속 대용량 시험법을 개발, 최적화하고 검증함. 초고속 대용량 
스크리닝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최종 결과 보고. 96- 또는 
384-웰 플레이트에서 수행

Cell-based assay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for target 
based / PPI

표적기반 또는 단백질 단백질 상호작용 (PPI, protein-protein interac-
tion)의 정량화를 위한 생화학적 시험법을 개발, 최적화하고 검증. 초고속 
대용량 스크리닝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최종 결과 보고. 96- 
또는 384-웰 플레이트에서 수행

High-throughput screening 
for chronic/infectious 
disease using adapted 
biosafety facility

생물안전 1~3등급 시설 내에서 다중모드 플레이트 측정기 및 자동화된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한 초고속 대용량 스크리닝을 수행. 박테리아, 
기생충 및 바이러스를 포함한 병원체를 이용한 실험을 생물안전 
등급시설에서 진행

HTS chemical 
screening

화합물 및 천연물을 포함하여 18만개의 물질로 구성된 라이브러리를 
활용 가능. 화합물 라이브러리는 연구소에서 직접 합성한 화합물과 
Sigma-Aldrich 등 검증된 공급업체을 통하여 구매한 화합물 및 
리핀스키 규칙에 따라 필터링한 화합물을 포함

HTS RNAi screening 본연구소는 스크리닝을 위하여 풀링 및 단일 형태의 siRNA, shRNA 
라이브러리를 보유함.
: Dharmacon ON-TARGETplus SMART pool siRNA, Life Technologies 
Silencer Select, Sigma-Aldrich Mission shRNA

Anti-EBOLA 
cell-based assay

384-웰 플레이트를 사용한 초고속대용량 스크리닝.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 
생명주기에 대하여 항바이러스 활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법

Anti-Dengue 
cell-based assay

384-웰 플레이트를 사용한 초고속 대용량 스크리닝. 뎅기 바이러스 
1~4형까지 항 바이러스 활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법

응용분자바이러스연구팀 (Applied Molecular Virology Lab)

HBV infection assay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생활사 중 초기 단계인 진입, 탈-캡시드, cccDNA 
합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384-웰 플레이트에서의 세포기반 
분석법

HBV replication assay 특정 화합물이 HBV의 DNA복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384-웰 
플레이트에서 real-time PCR로 분석하는 세포기반 분석법

HBV virucidal assay 항바이러스제가 HBV를 직접 죽이는 효능을 측정하는 시험관 분석법

HCV infection assay 특정 화합물이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전체 생활사에 걸쳐 미치는 효능을 
평가하는 384-웰 플레이트를 이용한 세포기반 분석법

HCV RNA replication
assay

특정 화합물이 HCV의 RNA복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세포기반으로 
384-웰 플레이트에서 측정

HCV pseudoparticle
entry assay

HCV의 표면단백질인 E1과 E2를 이용한 진입단계에의 효능을 측정하는
384-웰 플레이트를 이용한 세포기반 분석법

HCV virucidal assay 항바이러스제가 HCV를 직접 죽이는 효능을 측정하는 시험관 분석법

HDV infection assay 특정 화합물이 D형 간염 바이러스의 전체 생활사에 걸쳐 미치는 효능을 
평가하는 384-웰 플레이트를 이용한 세포기반 분석법

HDV replication assay 특정 화합물이 HDV의 RNA복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384-웰 
플레이트에서 real-time PCR로 분석하는 세포기반 분석법

HEV replication assay 특정 화합물이 HEV의 RNA복제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384-웰 
플레이트에서 분석하는 세포기반 분석법(세포 내, 세포 외 바이러스 게놈)

첨단바이오의학연구팀 (Advanced BioMedical Research Lab)

Hepatocellular 
carcinoma (HCC) 
stem cell assay 

정상간세포와 암 줄기세포, 암세포의 혼합배양을 통해 각각의 세포의 
약물에 의한 독성을 측정하는 시험법

3D culture system 
in HTS/HCS 

간암세포 및 기질세포들의 혼합배양을 통해 생체 내 환경과 비슷한 3차원 
구상체를 배양하는 방법

Angiogenesis assay 약물에 의한 정맥내피세포의 혈관재생능력을 측정하는 시험법

Anti-fibrosis 3D 
assay

간섬유화 모델인 다세포성구상체를 이용한 항섬유화 약물을 선별할 수 
있는 시험법

Caspase 3 activity 
assay 

약물에 의한 독성을 세포사멸의 마커 중 하나인 caspase-3의 활성으로 
측정하는 시험법

DNA damage assay 
& micro nuclei assay 

약물에 의한 유전 독성을 측정하는 시험법

Autophagy 
detection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자가포식소체의 지표로 사용되는 LC3B의 발현을 
측정하는 시험법

EdU assay 약물에 의한 세포 증식능을 측정하는 시험법

ROS detection 
assay 

약물에 의한 세포 사멸 및 노화의 주된 원인인 활성산소를 측정하는 시험법

Dose response 
curve assay in 
multicellular tumor 
spheroid (3D)

다세포구상체(3차원 배양)의 크기를 통해 약물의 여러 농도에서 세포 
증식능을 측정하는 시험법결핵연구팀 (Tuberculosis Research Lab)

QIM assay 인체와 유사한 환경에서 결핵균의 사멸 유무를 실시간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 대식세포에 형광 결핵균을 감염시켜 항결핵제 및 항결핵 
후보 물질의 생장억제를 확인하는 세포기반 약물 분석 시스템

QUM assay 형광을 정량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생장배지 내에서 항결핵제 및 
항결핵 후보 물질의 형광 결핵균의 생장억제력을 측정하는 방법

Drug combination
assay (Checker board)

Resazurin 방법을 사용한 약물 병행요법 효과 분석 

Drug combination 
assay in ex vivo

대식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약물 병행요법 효과 분석 

항생제내성연구팀 (Antibacterial Resistance Lab)

인체내 녹농균의 폐감염 환경과 유사한 폐세포 및 구성 성분들을 포함하는 
인공객담 배지를 이용한 효과적인 항생제개발을 위한 초고속·대용량 
약효검색법

폐렴의 주요 원인균이며, in vitro 배양이 까다로운 폐구균에 대한 효율적인 
약물개발을 위하여 최적화된 초고속 약물검색법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에 대한 기초연구는 물론 약물투과와 초기 
독성분석을 포함한 초고속 항균효능 검색이 가능한 황색포도상구균의 
장세포 감염모델 시스템

인간 폐세포와 녹농균을 함께 배양하는 방식으로 초기 세포 독성분석을 
포함한 항균 효능을 갖는 저분자 항균물질 및 항독성물질을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시스템

Streptococcus 
pneumonia assay for 
HTS system

Caco-2 Infection model 
of Staphylococcus 
aure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