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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당뇨 치료제 개발
Executive Summary

□ 남극의 지의류 Stereocaulon alpinum 유래 대사체 Lobaric acid와 그 유도체인 Lobarin,
Lobarstin 등은 단백질 타이로신 포스파타제 1B (PTP1B)의 저해활성 및 선택성이 뛰어나며, 동
물모델에 적용 시에도 우수한 항당뇨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뇨병 및 비만의 예방
또는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이 큼

Development Status
□ 전임상 후보물질 도출 완료

기술
현황

Background
□ 글로벌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SGLT2 저해제, GLP-1 agonist, DPP-4 저해제, PPARg
agonist, sulfonylurea

등 여러 계열에 속하는 제네릭 및 브랜드 의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

나 미충족 수요를 만족 시켜줄 신규기전의 약물이 필요
□ 비만형 (obese type)및 비비만형 (non-obese type) 제 2형 당뇨병을 갖는 사람의 지방세포에
있는 PTP1B의 활성을 검사한 결과, 정상군과 비교하여 단백질의 발현은 각각 3배, 5.5배로
증가하고, 활성은 71%, 88%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서, PTP1B의 저해제가 당뇨치료제로
서 가능성 큼

Key Technology Highlights
□ 남극의 지의류 Stereocaulon alpinum의 추출물에서 얻어진 Lobaric acid와 그 유도체인
Lobarin, Lobarstin 등은 PTP1B의 저해 활성(LC50)이 각각 250 nM, 149 nM, alc 154 nM로 우
수하며, 다른 PTP 효소들에 대한 PTP1B 선택성이 우수함
□ 7주령된 수컷 db/db 마우스 (제 2형 당뇨 모델 동물)에서 Lobaric acid와 그 유도체인
Lobarin, Lobarstin을 10 mg/kg씩 매일 복강주사 후, 일주일에 두 번씩 주사 후 6시간 동안
금식시킨 후 혈당을 측정하여, 낮은 혈당 증가를 확인
□ 동물모델에서의 복강 내 포도당 내성 검사(IPGTT, Intraperitoneal glucose tolerance test)를 측
정한 결과, Lobaric acid와 그 유도체인 Lobarin, Lobarstin 등이 항당뇨 효과를 가짐

Technology Overview
Representative Figure

Fig. 1. Lobarstin의 화학 구조

Fig. 2. 로바스틴(lobarstin)의 복강 투여에 따른
6시간 공복 후 혈당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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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지의류 유래 PTP1B 저해용 이형당뇨 치료제 개발

Patent
□ 국가 : KR, WO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 : 10-2011-0039155 (2011.04.26)

/ KR 10-1481141

□ 명칭 : 신규 화합물 로바스틴을 함유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8), 독립항(4), 종속항(4) : 단일참조(4) / 다중참조(0)
Exemplary Claim
(1)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
(2)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 하기 화학식 2로 표시되는 화합물의 제조방법:
(a) 지의류 Stereocaulon alpinum을 메탄올로 추출하는 단계
(b) (a)단계에서 수득된 Stereocaulon alpinum 추출물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메탄올 수용액에서 용출하는 단계
(c) (b)단계에서 용출된 분획물을 역상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아세토니트릴
(CH3CN) 수용액으로 용출시켜 로바릭산(Lobaric acid)을 함유하는 분획을 수득하는 단계
(d) 상기 로바릭산을 함유하는 분획을 용매에 용해한 후, 물을 첨가하고, NaOH 또는 KOH를
첨가하여 교반하고, 산성용액을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킨 후, 하기 화학식 2의 화합물을
수득하는 단계
(3)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화합물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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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 치료제 세계시장 동향
□ 전세계 2형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2016년에
286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연평균 8.4 %
성장하여 2026년에는 640억 달러의 글로벌
매출을 기록 할 것으로 예상
□ 경제 발전, 인구 고령화, 도시화 증가, 식이
변화, 신체 활동 감소 및 다른 생활양식 변
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당뇨환자들이 증가
□ 2015년 전세계 인구의 5.3%에 해당하는 약
3억 6900만 명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

3.3%씩

증가하여

2040년에는 5억 7100만 명의 제2형 당뇨병
Global type2 Diabetes drugs market, 2016 - 2026
(USD Billion)
출처: GlobalData (Jul 2017)

환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
□ 치료 내구성, 심혈관 안전성, 저혈당 회피, 내
약성, 복용 편이성 개선 부분에서 신규 기전
의 제2형 당뇨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의약적
수요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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