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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약의 심 장 안정 성 평가를 위한
경제적·효과적인 기술 개발

v 배경

- 신약 후보물질이 환자의 심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작용을 분석하는
심장안정성 평가는 비용이 많이 들고 감별이 쉽지 않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상태에서 신약이 출시되는 경우도 때때로 발생한다.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MAREP(MAssive intracellular REcording for
Pharmacology, 대규모 세포내 기록 안정성약리시험) 프로젝트는 이러한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저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 이로 인해 신약을 이용하게 될 모든 환자에게 약물 치료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v MAREP 프로젝트 목표 및 성과
- EU의 유럽연구이사회(European Research Council, ERC)가 지원하는
MAREP 프로젝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ERC
지원 대상자인 Francesco De Angelis는 “MAREP 플랫폼은 기존의
상용되는 MEA(Microelectrode Array)시스템*과 혁신적인 레이저
기술을 결합하여 세포막의 고도로 국소화된 천공을 만들기 위해 초단파
펄스 레이저와 나노다공성 전극을 이용했으며, 이것은 MEA 전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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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세포 구획(세포질)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허용하여, 심장 세포가
활동 전위를 발생할 때 전극이 세포막 전위차를 직접 기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MEA시스템: 약물의 심장독성을 분석하기 위한 미세전극 신호분석 평가법

- 이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인간 다능성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심근
세포의 다양한 모델을 이용하여 스크리닝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종합
체외 부정맥 분석(Comprehensive in vitro Proarrhythmia Assay,
CiPA) 컨소시엄에서 발표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약물 목록에 있는 몇
가지 약물과 화합물을 사용했다. 그 결과, 배양된 수천 개의 심장 세포
에서 약물 적용에 대한 활동전위를 동시에 기록할 수 있었다.

v MAREP 기술의 주요 이점
- MAREP 기술을 통해 다양한 심장 모델에서 테스트된 분자의 모든 예상
효과를 높은 정밀도로 감지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매우 적은 수의
생물학적 표본과 독립적인 테스트를 사용하여 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
다는 점이다. MAREP 프로젝트는 심장 세포에 대한 약물의 독성을 분석
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였고, 또한 약물의 안전성도 정확
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으로 약물의 안정성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
외에도 이 기술의 주요 이점은 낮은 침습성이다. 세포막에 만들어진
천공은 매우 작고 일시적이어서 세포막은 영구적인 손상 없이 단 몇 분
만에 재형성될 수 있다. 이는 신약 후보물질이 투여된 후 동일한 표본에
대해 약물 안전성 평가를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동시에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심장독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MAREP 기술은 2D Syncytia(다핵성 세포융합체)에서 다수의 심장
세포의 전기 신호를 동시에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고도로 정밀화하여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도 확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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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MAREP 기술 및 플랫폼 상업화 계획
- 2021년 4월에 완성된 MAREP 프로젝트는 상업화를 담당하는 신생
기업인 Foresee Biosystems를 설립하였다. 해당 기업은 MAREP 프로
젝트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조합
하여 구체적으로 상용화할 예정이다. Foresee Biosystems는 기업
투자자들로부터 50만 유로의 초기 투자를 받았으며 2022년 초 상업화를
위해 2021년 말까지 주요 제품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첫 번째 주요 제품은 연구소 및 임상시험 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을 위한 벤치탑(Bench-top) 진단기기로 심장 전기
생리학 및 약물의 심장안전성 테스트에 적합한 진단 장비이다. 이 장비는
수천 개의 심장 세포의 활동 전위에 대한 전기 기록과 레이저 기반 세포
천공법 및 세포 내 기록을 결합한 시스템의 프로토 타입이다.
- Foresee Biosystems는 부가적으로 제약 회사들의 요구에 따라 MAREP
기술을 고속 대량 스크리닝(High-Throughout Screening, HTS) 기술로
변환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을 이미 시작하였다. 멀티웰(multi-well)
기능을 갖춘 MAREP 플랫폼이 개발 및 상용화되면 약물의 심장 안전성
검사 서비스 역시 제공될 수 있다.
<출처>
1. https://ec.europa.eu/research-and-innovation/en/projects/success-stories/all/cheaper-more-effective-cardiac-impa
ct-assessment-new-drugs
2. http://www.info-farmacia.com/medico-farmaceuticos/informes-tecnicos/approval-of-new-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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