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Leader of Glycosylation specialized in Sialylation

진켐은 화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20여 년간 글리코실레이션(당화)기술 관련 연구개발
과 신소재 사업화에 매진해 온 대한민국 1세대 바이오 벤처입니다.

신규물질 개발 전문가 /특허전문가
박사 3명, 석사 10명 등 (총 16명)

대량생산 공정 개발 및 최적화 전문가
박사 2명, 석사 3명 등 (총13명)

효능평가/ 임상시험 전문가
박사 4명 등 (총 5명)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등

박사 2명 , 석사 1명 등 (총 3명)

박사 12명, 석사 15명, 학사 19명으로 석∙박사인원이 전체 인원의 59%임

바이오테크놀러지는 유전자(지노믹스)를 이용한 1세대와 단백질(프로테오믹스)을 이용한 2세대를 넘어, 단백질에
당(글리코믹스)을 붙이는 3세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리코믹스는 세상을 바꿀 신기술 중 하나입니다.

당을 자유로이 붙일 수 있는 기술
당 관련 효소 기술

진켐은 당을 붙인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시알산을 붙이는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수백~수천 배 가치상승

모유 속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모유올리고당(Human Milk Oligosaccharides , HMO)인 시알릴락토스(SL)은
엄마가 아기에게 처음으로 주는 『자연이 준 최고의 예방제』이며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안전한 소재로 진켐은
2018년 9월 미국 FDA로 부터 안전원료인증제도인 GRAS를 받았습니다.

J. Cell. Mol. Med. 22, 57-66 (2018)
Br J Pharmacol. 175(23), 4295-4309 (2018)

진켐은 독보적인 시알릴레이션 기술을 통하여 기존의 생산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여러 개의 효소를
한 번에 반응시키는 시알릴락토스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19년 한국생물공학회 혁신기술대상 수상)

특허등록
연구용 소량생산

대량
생산

$3,000/kg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동물윤리 문제 대두

대량
생산

중국

$20/kg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대사물질들의 수많은 생합성 과정 중,
시알릴락토스 생합성 과정만을 반응조(리액터)에서 그대로 재현!!
유럽, 일본 등 에
서 개발 추진 중

시알릴락토스의 글로벌 사업화를 위하여 업무제휴(MOU) 및 비밀유지계약(CDA)을 맺었으며,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공장 투시도

• 목적: 대량생산 및 글로벌 판매
• 생산 capacity : 20~30톤/년
• 장소 : 세종첨단일반산업단지 내 (부지3,400평 규모)

연구용 파일럿 공장 투시도

• 목적: 임상시료 생산 및 R&D 소재 생산 process 연구 등
• 생산 capacity : 1.5~2톤/년
• 장소 : 진주시 문산읍 (부지 950평, 연건평 540평)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려면 1차적으로 시알릴락토스 구조를 타켓으로 하므로 시알릴락토스를 여러 개
붙여 항바이러스 효능을 극대화시켜 코로나19 뿐아니라 이후 유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처
할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 Big3 과제 선정)

조류독감 수용체

사람감염바이러스
수용체

GCV09/10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 출현

시알산
시알산
갈락토스

갈락토스

글루코스

글루코스

α2,3-시알릴락토스

초기/경증 환자
예방 및 경증치료
체내침투 억제
폐, 장기
상피세포

α2,6-시알릴락토스

Nature Reviews Microbiology 12, 739–749(2014)

시알릴락토스가 없을 때 시알릴락토스가 있을 때

중증 환자
중증치료

과잉 염증반응
억제
염증유발물질 과다 방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GG)는 사막에서 건기에 시들었다가 우기가 되면 되살아나는 식물인 부활초의 천연
유효성분으로 독일 B사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대량생산에 성공하여 국산화한 소재입니다.

• 국내 대기업 L사의 요청으로 개발됨
• 독일 B사 소재 대비 함량이 30% 향상됨
• 전량 수입 소재에 대한 국산화 대체 성공
(국내 4대 화장품 OEM 업체에 등록 완료)
마른 상태

되살아난 상태

• GG는 수분채널인 아쿠아포린을 활성화 시켜 세포
내로 수분이 들어가도록 하는 천연 보습제임
• 글리세린에 포도당이 하나 붙어 있는 간단한 구조
이나 정확한 위치에 붙이지 않으면 기능성이 없어
고난이도의 생산기술이 요구됨

• 국내시장 가격인하에 기여
(처음 가격의 25% 수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진단키트 핵심 소재의 대부분을 로슈 (Roche),
써머피셔(Thermo Fisher) 등 다국적 기업에서 수입하고 있어 소재의 국산화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진단키트에 대한 전략물자화 하는
조짐이 보이며, “비축전략물자”로 dNTP 뿐아니라 일반
적으로 dNTP를 만드는 전구체인 dNMP도 들어감
종류

가격

수급가능성

dNTP

$20~30/g

물량부족

dNMP

$10~12/g

물량부족

dN

$1~2/g

물량 풍부

진단키트 필수 원료인 dNTP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진단키트 제조사의 생산 요청으로 효소 반응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dNTP 대량생산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존의 dNMP에서 dNTP 합성하는 방식이 아닌 dN으로부터 dNTP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 개발로 전 세계시장 필요 물량 확보가능

$5,000~

기존 방식

dNTP 대량생산 설비 구축

$20~30/g

$10~12/g
$1~2/g
안정적인 원료 수급,
저렴한 가격

dNTP 1g으로 500명 진단가능

진켐은 2005년에 이미 국내 최초로 dNTP와 DNA chip용 형광물질(Cy dye) 국산화에 성공하여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

진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알릴락토스 무상 공급과 고용창출 등을 통하여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출처: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홈페이지

진켐이 제공한 시알릴락토스를 사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