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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말 영국의 외과의사인 에드워드 제너가 천연두를

목표를 세우고 백신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예방하기 위해 종두법을 도입한 이래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2020년까지 백신분야에서 세계 5

백신이 개발되어 인류는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상당히 자유

위로 도양한다는 목표를 담은 ‘백신사업 글로벌 진출방안’을

로와지게 되었다. 감염병은 아직도 전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발표했다.

위협하는 원인 질병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백신개발에는 크게 항원, 면역증강제, 백신전달 관련 기

저개발국가에 해당하며 선진국에서 감염병이 차지하는 비

술 등의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항원 관련 기술은 방어

율은 4%에 불과하다[1]. 그러나 아시아에서 발생한 중증 급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을 디자인하는 기술과 항원을 대

성 호흡기 증후군(SARS)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

량생산하는 기술과 관련이 있고, 면역증강제 기술은 백신을

근 서아프리카에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신흥

접종하였을 때 항원에 대한 방어면역반응을 충분히 높게 오

전염병 발생은 인류의 감염성 질병에 대한 인식을 다시 바

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백신 전달기술은

꾸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9년 발생한 전세계적인 신종

백신의 접종경로를 결정한다. 그 동안 백신개발은 주로 항

인플루엔자 대유행 당시에는 국가간에 치료제와 백신을 확

원개발 기술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까지 개발에 성공

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 백신 생산기업을 가

하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개발하거나 예방효과

지고 있는 주요 선진국들은 자체생산을 통해 자국민을 위한

가 만족스럽지 못한 백신을 개량하기 위해 면역증강제의 중

백신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었으나 자급능력이 충분하지 않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사람백신에 사용

은 나라는 백신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을 계기

되고 있는 면역증강제는 <표 1>의 4종에 불과하며, 일반적

로 각국에서는 백신주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우리

으로 사용하는 알루미늄 염 이외의 다른 면역증강제는 소수

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정부는 백신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의 다국적 제약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반 백신기업이

으로 육성하고 백신 자급자족을 달성하려는 목표를 세우게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3]. 본 글에서는 백신개발에서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접종되고 있는 백신 총 28종 중에서

면역증강제의 필요성과 면역증강제의 종류 및 작용기전을

국내에서 자급가능한 백신은 8종이며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

살펴보고 면역증강제 기술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이에 정부는 2017년까지 자급가능
한 백신을 20종으로 늘려서 자급률을 71%까지 확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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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재 사람백신에 사용되고 있는 면역증강제 종류
Adjuvant

Company

Class

Alum

Various

Mineral salts

Various

MF59

Novartis

O/W emulsion

Influenza (Fluad)/Pandemic flu

AS03

GSK

O/W emulsion + a tocopherol

Pandemic flu (pandemrix)

AS04

GSK

MPL + alum

HBV (Fendrix), HPV (Cervarix)

백신 면역증강제의 필요성
병원균에 대한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균의 전
체 또는 일부를 접종하는데 이를 백신항원이라고 하며, 항

Target disease

발되지 못한 감염병은 예방이나 치료에 세포성 면역반응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포성 면역반응을 유
도하는 면역증강제를 사용하면 개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원 단독으로는 감염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면역반응을 얻을

동일한 항원을 포함하는 백신이라도 사용하는 면역증강

수 없을 때 면역증강제를 사용하게 된다. 초기에 개발된 백

제의 종류에 따라 백신접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사

신들은 주로 약독화 생균백신이나 불활화 사균백신들이 주

용허가를 받은 자궁경부암백신 중에서 2가백신(서바릭스)는

를 이루었으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백신의 안전성에

AS04를 면역증강제로 함유하고, 4가백신(가다실)은 알루미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구조와 성분이 명확한 단위 아백신들

늄 염(alum)을 면역증강제로 사용하고 있다. 두 백신은 모

이 주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단위 아백신은 일반적으로

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L1 단백질 바이러스 유사입자를

기존의 백신에 비하여 면역원성이 낮으므로 면역반응을 증

항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성과 HPV 감염 및 자궁경

가시키기 위해 면역증강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면역증

부암 예방효능을 인정받아 시판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임상

강제를 사용하면 백신에 대한 장기면역원성을 증가시켜 접

시험결과를 비교했을 때 2가백신이 4가백신에 비하여 항체

종회수를 줄이거나 추가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역가와 장기면역원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고 백신에 포함되

또한 만성질환자나 고령자 등 면역원성이 저하된 사람에서

지 않은 바이러스 타입에 대한 교차방어효능도 더 높은 것

는 백신접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

으로 평가되고 있다[4].

로 면역증강제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면역증강제
는 백신의 교차반응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백신
에 포함되지 않은 혈청형 균주에 대한 방어효과의 증가시킬

면역증강제의 종류와 작용기전

수 있으며, 인플루엔자백신과 같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일시

사람 백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면역증강제는 alum으

적으로 다량의 백신이 필요한 경우 면역증강제를 사용하여

로 지난 90여 년간 백신 면역증강제로 사용되어 인체에 대

항원용량을 낮추어 백신 공급량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한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었다. Alum은 현재 접종되고

백신접종에 의해 유도되는 면역반응은 크게 항체성 면역반

있는 대부분의 백신들에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

응과 세포성 면역반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병원

산화알루미늄과 인산알루미늄을 사용하나 최근 시판 허

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는 항체가 기본적인 방어작용

가된 자궁경부암백신인 가다실에 사용한 것은 aluminum

을 담당하므로 백신항원에 의해 유도되는 항체만으로도 예

hydroxyphosphate sulfate이다. Alum은 난용성 염으로

방효과가 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백신이 개

단백질을 흡착하여 단백질 항원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항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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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천천히 방출하여 면역세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표적인 예이다[7]. 세균의 DNA는 포유동물의 게놈 DNA와

것으로 생각되며, alum에 흡착된 항원은 입자형태가 되므

는 달리 CpG motif의 cytosine이 메틸화되어 있지 않으므

로 면역세포의 탐식작용이 증가한다. 또한 alum 자체가 국

로 면역세포가 비자기 항원으로 인식하게 되며 이를 인지하

소적으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데 최근 alum이 세포에 위험

는 수용체는 TLR9이다. TLR9 agonist는 수지상세포, 대

신호(danger signal)로 작용하여 IL1-β 분비를 유도한다는

식세포, NK 세포 및 B 세포 등 다양한 면역세포를 활성화

보고가 있다[5]. Alum은 주로 Th2-type 면역반응을 유도

하여 내재면역과 후천면역을 모두 활성화시키며 항체성 면

하므로 항체성 면역반응활성은 우수하나 세포성 면역반응

역반응뿐만 아니라 세포성 면역반응도 증강시킨다. TLR9

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alum은 항체만

agonist로 CpG motif를 포함한 oligonucleotide가 면역

으로 감염방어가 충분한 경우에는 우수한 면역증강제이지

증강제로 개발되고 있다[8]. 이외에도 TLR2/6 agoinst,

만 세포성 면역반응이 필요한 백신에는 적합하지 않다.

TLR5 agonist, TLR7 agonist, TLR8 agonist가 면역증강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에 우리나라에서 팬데믹 인플루

제로 개발되고 있다[9].

엔자백신의 필요 항원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던 MF59

점막면역증강제는 점막면역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며

는 squalene을 기반으로 하는 oil in water emulsion 형

특히 단위 아백신을 점막백신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유용

태의 면역증강제로서 항원에 대한 항체면역반응 유도 활성

하다. 대표적인 점막증강제로는 세균의 A-B type 독소들

이 우수한 반면 세포성 면역반응 유도활성은 낮은 편이다.

이 있다. 독소의 B subunit은 표적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

Emulsion 면역증강제는 주로 계절성 인플루엔자백신과 팬

여 A subunit이 세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A subunit

데믹 인플루엔자백신에 사용되고 있다.

은 세포 내에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독소의 B

인체의 면역세포는 감염 시에 각각의 병원성 세균이나 바

subunit만을 분리하여 점막면역증강제로 사용하면 세포독

이러스에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일으키지만 세균의 세포벽,

성없이 점막면역만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점막면역증강제를

LPS, 단백질이나 바이러스의 RNA/DNA와 같이 공통적으

사용하면 전신성 면역반응뿐만 아니라 점막의 IgA 분비를

로 존재하는 분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수용체를 지니는데 이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세포성 면역반응 증강효과는 크

들을 pattern recognition receptor(PRR)이라 한다. Toll-

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ke receptor(TLR)는 대표적인 PRR로서 사람에서는 11종

리포좀은 생체의 세포막과 같이 인지질의 이중막 구조를

이 알려져 있는데 TLR agonist들은 면역세포에 대한 활성

가지고 있는 입자를 말하는데 항암제처럼 독성이 강한 물질

이 강하므로 백신 면역증강제로 개발되고 있다[6]. 그람음

이나 생체안정성이 낮은 약물을 표적세포나 기관에 전달할

성 세균의 세포외막에 존재하는 LPS는 내독소로서 면역세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리포좀은 성분과 구조가 생체막과 동

포의 TLR4에 작용하여 강력한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TLR4

일하여 독성이 없으며, 그 자체로는 면역증강활성을 지니지

agonist는 수지상세포와 대식세포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세

않지만 양이온성 리포좀은 면역활성이 있어 면역증강제로

포를 활성화시켜 항원 탐식활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사이토

개발되고 있다. 리포좀은 제조가 어려운 편이고, 동결보관

카인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세포표면항원 및 MHC 분자의

시 잘 파괴되며, 냉장 보관 시에도 안정성이 낮은 것이 단점

발현을 증가시켜 T 세포에 대한 항원제시기능을 증가시킴

이다. 리포좀에 백신항원을 함입시킨 virosome 형태의 백

으로써 후천면역반응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TLR4

신이 사용되고 있다.

agonist는 항체성 면역반응 증강작용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된 여러 면역증강제들 중에서 작용기전이

세포성 면역반응도 증강시킨다. 그러나 LPS자체는 매우 독

다른 면역증강제 두 종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효능 면에

성이 강하므로 lipid A 부분만을 분리하여 비독성화한 면역

서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두 종류의 TLR

증강제로 사용되며, monophosphoryl lipid A (MPL)가 대

agonist를 같이 사용하거나, TLR4/TLR9 agonist를 a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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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liposome과 혼합하여 면역증강제 시스템으로 개발하

고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면역증강제 기술의 필요성도

고 있다[10]. 면역증강제 시스템은 특히 그 동안 개발에 성

증가하고 있다.

공하지 못했던 결핵백신, 말라리아백신, 에이즈 백신이나
암 치료백신 등을 개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면역증강제 필요성에 부응하여 본 연구실에서는
벤처기업인 아이진㈜와 공동으로 10여년간 면역증강제를
연구하여 TLR4 agonist인 CIA05를 개발하여 새로운 백신

면역증강제 기술의 전망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11]. CIA05를 기반으로 하는 면역증
강제 시스템 CIA06을 사용한 HPV 백신을 개발하여 1임상

최근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비롯한 전염병이 창

시험에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확인하였고, 현재 2임상시험

궐함에 따라 국가의 백신 자급자족 여부가 국가안보와 경제

진입을 앞두고 있다[12]. 또한 CIA06의 인플루엔자백신과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백신주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나

탄저백신에 대한 감염방어력 증강효과와 백신항원 저감효

게 되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생물학적 무기를 이용한 공

과를 확인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과 생물테러에 대비한 백

격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각국은 국가안보전략 측면에서

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13]. CIA05을 기

두창백신, 탄저백신과 같은 생물학적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반으로 하는 다른 면역증강제 시스템인 CIA08과 CIA09를

백신을 개발하여 비축하게 되었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사용하여 녹농균백신, 대상포진백신, 결핵백신을 개발하고

이나 생물테러 공격이 발생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다량의 백

있으며, 향후 다양한 백신에 대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계속

신수요가 발생하며, 접종 후 항체반응을 신속히 유도하는

할 계획이다.

백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목적으
로 백신에 면역증강제를 적용하면 효과적이다.
선진국에서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맺는 말

있어서 그 동안 주를 이루었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

지금까지 수많은 백신 면역증강제가 개발되어 임상시험

초백신 수요보다는 중장년층 이상을 위한 대상포진백신, 폐

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허가를 받은 면역증강제는

렴구균백신과 같은 첨단 프리미엄백신의 수요가 증가하고

소수에 불과하다. 면역증강제는 백신의 효능을 증가시키는

있다. 고령자는 면역기능이 쇠퇴하여 있으므로 백신에 대

반면에 국소 및 전신부작용도 같이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고,

한 항체반응이 낮으며 생성된 항체도 활성이 낮고 유지기간

장기적으로는 자가면역반응 발생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

이 짧다. 또한 T 세포 면역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반응

려도 남아있어 백신기업과 규제당국은 새로운 면역증강제에

유지지간이 짧다. 그러므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은

대하여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면역증강제는

항체성 및 세포성 면역반응을 높이는 면역증강제의 필요성

백신개발의 기반기술로서 다양한 백신에 적용할 수 있으므

이 높다. 최근 백신은 감염성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암이나

로 백신기업은 파이프라인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

치매, 당뇨병 등 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백신으로

다. 그러나 면역증강제는 후보물질 개발부터 작용기전연구,

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유효성연구, 안전성확보에 이르기까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

전세계백신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47조원에 이르는 거대

요되는 기술분야이므로 기초부터 개발단계까지 장기적인 관

시장이지만 사노피 파스퇴르, GSK, 머크, 화이자, 노바티

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백신개발기업에서는 초기단계에부

스와 같은 소수의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다[2].

터 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벤

그러나 국내외 백신시장은 정부 접종프로그램의 확대, 필

처기업에서 개발한 면역증강제를 도입하거나 공동연구를 통

수접종 전염병 확대지정, 백신 접종률 상승, 노인인구의 증

하여 개발기간을 단축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가 및 새로운 첨단 프리미엄백신의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인

된다. 실제로 다국적 제약기업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새로운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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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증강제는 모두 벤처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받거

11. C h a r a c t e r i z a t i o n o f t h e s t r u c t u r e a n d

나 벤처기업을 합병한 후 제약기업에서 백신에 적용하여 개

immunostimulatory activity of a vaccine adjuvant,

발한 경우이다. 사회적, 경제적, 국가안보차원에서 백신산업

de-O- acylated lipooligosaccharide. PLoS One

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면역증강제 연구개발

9:e85838, 2014.

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12. Comparison of the immune responses to the
CIA06-adjuvanted human papillomavirus L1
VLP vaccine with those against the licensed H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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