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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대법원發 통상임금 2차 충격 온다
"제2 사스 공포에 고향 못가…" 베
300억 벌 수 있었는데…서울대, A
다보스 큰손들 "자산가격 너무 올
윤석열-이성윤 만나 `현 정권 수사

컬러 레이

오디오

왼쪽부터 시스템 주지현 대표이사(류마티스내과 교수), 서울성모병원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 양철우 단장, 티
앤알바이오팹 윤원수 대표이사.[사진제공:티앤알바이오팹]

14

13,0

티앤알바이오팹과 시스템이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면역질환 약물 효능검사(스크리닝) 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Type-C 케

티앤알바이오팹은 이번 계약을 통해 희귀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초 약물 효능 검사 기술과 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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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래 세포를 확보해 3D 바이오프린팅에 접목, 미니 티슈(조직) 질환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흑백 레이

희귀 면역질환의 경우 질환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질환 동물모델도 없기 때문에 신약개발 연

109

구가 어려운 분야다. 두 회사는 이번 계약으로 희귀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치료제

105,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컬러 레이

시스템(CiSTEM)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주지현 교수 등이 주축이 돼 창업한 바이오 회사로, 서울성모
병원 면역질환융합연구단의 인프라와 줄기세포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질환의 기전·치료제 평가 시스템
을 개발하고 있다.
티앤알바이오팹이 시스템으로부터 도입하는 면역질환 약물 스크리닝 시스템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추출한 세포를 바탕으로 구축됐다. 세포 상태에서도 비정상적 단백질 분
비 등 해당 질환의 주요 병리학적 특징을 모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티앤알바이오팹 관계자는 "특정 환자가 아닌, 질환의 정도나 양상이 상이한 여러 환자들로부터 유래한 세포
들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통해 약효가 검증된 물질은 임상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기술로는 연구의 툴(방법)이 없어 치료제 개발이 어려웠던 난치성 치료제 개발 분
야에 환자유래 세포와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접목해 신약 개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

경제 많이 본 기사
1 1주택인데…옥탑방 때문에 `양
세 폭탄`
2 쑥쑥 오르는 인건비…대기업
월급 500만원 돌파
3 "한달만에 사외이사 수백명 어
서 구하나"…기업들 `발동동`

라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9/05/30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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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알바이오팹과 시스템은 이번 계약을 통해 면역질환 신약 스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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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확대 구축하고, 전세계 2조원 이상의 시장 잠재력을 가진 희귀

컬러 레이저복합기
프린트에서 복사, 스캔,
팩스까지 올인원 | Dual
CPU의 장착으로 빨…

바로보기

면역질환 대상의 니치버스터(Niche Buster) 신약을 본격 개발할 예정이
다.

구독신청
로그인 가격
회원가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
4 6.82%↑

5 대법원發 `통상임금 2차 충격
다

AD "수익형 호텔분양" 부동산
자 될 것.. 이유는?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티앤알바이오팹 #시스템 #공동개발

오늘의
핫뉴스

대법원發 통상임금 2차 충격 온다…기업들 비상

2시간 32분

"제2 사스 공포에 고향 못가…" 베이징은 마스크 행렬
300억 벌 수 있었는데…서울대, AI투자 물거품 왜?

2시간 59분

2시간 26분

20년 된 "당뇨, 고혈압" 환자 약 먹더니... 결국 AD
다보스 큰손들 "자산가격 너무 올라…투자하기 힘든 한해"

2시간 34분

AD

1117

안철수 前 국민의당 대표

804

지드래곤 오늘(17일) 패션

667

이국종-아주대 결별하나

649

도매상인 2030 비중 30%

634

[더 테이블] `힙한` 매력,

431

페북·인스타 제친 네이버

344

절박함 쏟아낸 신동빈 "부

331

[책과 미래] 세습 중산층

309

靑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

301

[종합] `육포 논란` 황교안

포토

당신이 좋아
할 만한 기사

주식으로 "돈 다 까먹는 이유", 언젠간 오르…

"관절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 돼..

"대부분 쉽게 매수하고 무작정 오르기를 기다리는
데 이건 잘못된 투자방법입니다. 주식은 오르고
안오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언제 오르느냐가 …

마포구에 사는 김종철(62세)씨는 요새 들어 부쩍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상황까지 이르
렀다고 한다. 연골주사와 도수치료도 병행하였지만..

Taboola 후원링크

이시영, `일장기 목

영월서 멧돼지 포획하던 60대 엽사, 멧돼지 공격으로 숨진 채 발견 - 매일경제

[AD] 임플란트 비쌀필요 없습니다
석플란트

미국인 10명 중 6명 "북한이 일본 공격하면…" - 매일경제

조국 전 장관 사는 아파트 주변에 나타난 이들의 정체는? - 매일경제

광고

이언주 "과거사고 나발이고 생존 위해서라면 무조건…" - 매일경제

오바마 부부, 호화 휴양지 마서스 비니어드 저택 구입 - 매일경제

컬러 레이저복합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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