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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형질전환 마우스(APP/PS1)를 대상으로 Ramalin을 투여하여 학습 및 기억장애 예방효과를 확인
하였으며,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기작에 작용하는 물질의 생산 및 스트레스 카이네이즈 (p38,
JNK, ERK등)의 인산화를 방지하는 것과 AD 원인물질 BACE1의 전사체 및 단백질 양이 감소로
Ab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medical actiondl HDAC 6 저해제임을 밝힘

Development Status
□ 전임상 후보물질 도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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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현재 치매에는 증상 완화제인 도네페질 같은 약물이 처방 되고 있으나, 근본적 치료제는 임상
3상에서 실패하여 시판되지 못하고 있음.
□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치매 인구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 세계 치매
인구는 2011년 3,560만명에서 2050년에는 약 3배 증가한 11,5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Key Technology Highlights
□ 남극의 지의류 ‘Ramalina terebrata’에서 얻은 추출물인 Ramalin은 활성산소제거 효능이 뛰어
나며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보유하고 있음.
□ 간단한 공정과 안정적인 수율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Ramalin의 합성이 가능하며,
이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Ramalin을 제공할 수 있어 대량생산이 용이함
□ 라말린의 신규 효능과 관련한 항염증 활성은 iNOS(산화질소생성효소)의 발현을 전사단계에서
억제하여 염증 반응의 핵심 매개물질인 NO(산화질소)의 생성을 현저히 억제하고, 염증매개
전구물질인 NF-κB의 인산화를 억제하고, p38 MAPK, ERK1/2 및 JNK 신호전달 경로를 억제하
고, LPS 수용체인 TLR4의 발현도 억제하는 것을 확인

Technology Overview
Representative Figure

Fig. 1. Chemical structure

C11H16N3O4; Mw 254.11
Ramalin

Fig. 2. Ramalin improves learning & memory
in 3xTG mouse(in-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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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 국가 : KR, WO, EP, USA, CN, JP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 : 10-2010-0052551 (2010.06.03) / KR 10-1290745
□ 명칭 : 라말린을 함유하는 염증질환 또는 면역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8), 독립항(3), 종속항(5) : 단일참조(5) / 다중참조(0)
Exemplary Claim
(1) 하기 화학식 1의 구조를 가지는 라말린(Ramalin) 또는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그의 염을 유
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염증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질환은 아토피피부염, 요도염, 방광염, 비염, 치주염, 치은염, 염증성
장질환, 위궤양, 화상 염증 또는 췌장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약학 조성물의 제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적절한 담체, 부
형제 또는 희석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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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zheimer's 치료제 세계시장 동향
□ 글로벌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은 2016 년
34 억 달러 규모에서 연간 성장률은 8%로
성장하여 2022년 51억 달러에 다다를 것임
□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의 가장 흔한 형태로
치매의 60-80 %를 차지함. 이 질병에는 현
재 질병 치료법이 없지만 증상 치료법을 사
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 차원
에서 치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매 관련
법률 제정 및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
Global Alzheimer's drugs market, 2016 - 2022
(USD Billion)
출처: Zion Market Research (De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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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도 2018년부터 10년간 1조 1,000억
원 치매 극복 연구를 위한 지원하기로 하고,
치료제 개발에 2091 억원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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