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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찔끔찔끔’ 줄기세포로
부끄러움을 웃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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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양수 유래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요도 괄약근 장애 부위에 직접 주사하여 괄약근 재생과 기
능을 회복시키는 요실금 세포치료제에 관한 것임

Development Status
□ 전임상 시험결과 생체내 안전성과 유의성을 확인 하였으며, 병원 IRB 승인 후 전립선암으로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후 발생한 요실금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연구자 주도임상을 통해 요도괄약근 두께 및
기능면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현재 상업화 임상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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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Background
□ (여성 요실금) 다산과 노령으로 인한 음부신경의 손상으로 골반근육의 지지가 약화됨으로써 요도
및 방광의 처짐으로 발생하며, 노년층 여성의 급격한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미충족 의료 수요) 비수술치료는 치료 성공률이 떨어지며, 수술치료는 침습적인 방법으로 합병증
위험이 있으며, 주사요법은 수술에 비해 장기적인 치료효과가 낮고 비용이 높음
□ (줄기세포 치료법) 장기간의 입원과 마취 없이 손쉽게 요도괄약근에 주사할 수 있으며, 주입된 줄기
세포가 지속적으로 요도괄약근의 재생과 수축력을 향상시킴

Key Technology Highlights
□ (동종 유래 줄기세포) 건강한 공여자로부터 유래한 양수 줄기세포의 경우 요도괄약근뿐만 아니라
주변 혈관 및 신경까지 재생되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증식률이 높아 대량생산이 가능함
□ (간엽줄기세포 특징) 생체 주입 시 종양형성의 위험이 없으며 원하는 조직 부위에 맞게 제자리분화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생체내 안전성이 높음
□ (하이드로겔 복합체) 생체 적합한 세포 주사형 하이드로겔에 양수 줄기세포를 혼합하여 주입할 경
우 줄기세포 단독투여에 비해 요도괄약근 기능회복이 향상됨
□ (전임상 시험) 요실금 동물모델에 미분화 양수 줄기세포 주입결과 요도괄약근의 재생과 주변 조직
의 신경관련 단백질 발현 등에 있어서 통계결과의 유의성을 보임
□ (임상 시험) 요실금 환자에 자가 지방유래 줄기세포 주입결과 요도괄약근 두께는 평균 1.62㎜(4주),
1.97㎜(12주) 증가하였으며, 방광 내 압력은 평균 10 cmH2O(4주), 20.5 cmH2O(12주) 증가하였음

Technology Overview
Representative Figure

Fig. 1. 요실금 동물모델에서 양수 줄기세포
치료효과의 조직학적 비교

Fig. 2. 요실금 환자에 지방유래 줄기세포 주입
후 방광경부의 위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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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찔끔찔끔’ 줄기세포로 부끄러움을 웃음으로

Patent 1
발명의 명칭: 양수 유래 줄기세포를 함유하는 요실금 치료제
출원번호: 10-2011-0017269
등록번호: 10-1289834 B1

출원일: 2011년 02월 25일
권리국: KR

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5), 독립항(1), 종속항(4)
Exemplary Claim
(1) 양수 유래 줄기세포가 함입된, 알지네이트/플루론 산 F-127 (Pluronic F-127, PF-127)/히알루론
산 복합체로 구성된 하이드로젤을 포함하는 요실금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Patent 2
발명의 명칭: 초기 분화된 양수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요실금 치료제
출원번호: 10-2011-0143208
출원일: 2011년 12월 27일
등록번호: 10-1423659 B1
권리국: KR

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6), 독립항(2), 종속항(4)
Exemplary Claim
(1) 체외에서 각각 근육 세포, 신경 세포 및 내피 세포로 초기 분화된 양수 유래 줄기세포를
6~10:1:1의 세포수비로 배합한, 초기 분화된 양수 유래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요실금 치료용
세포치료제
(6) 체외에서 각각 근육 세포, 신경 세포 및 내피 세포로 초기 분화된 양수 유래 줄기세포를
6~10:1:1의 세포수비로 배합한, 초기 분화된 양수 유래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요실금의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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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Business Trend
Business Trend

요실금 기구 시장 동향
Fig. 1. 글로벌 요실금 기구 시장규모 2017-20
□ 2015년 여성 요실금 제품 글로벌 시장규모는
(USD Million)

약 643백만 달러를 넘어섬
□ 여성 요실금 기구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성장
률 2.6%로 2020년까지 약 7337백만 달러 규
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40세 이상 여성의 글로벌 요실금 유병률은 약
35% 수준이며, 2020년 유병자 수는 약 7,800
만에 이를 것으로 추측됨
□ 2016년 국내 요실금 환자 수는 총 132,035명
이며,

출처: LIFE SCIENCE INTELLIGENCE (2016)

여성

환자(118,484명)가

남성

(13,551명)에 비해 약 9배 정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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