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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TG01 is a peptide-based peptide vaccine – an immunotherapy targeted at the difficult to
treat RAS mutations found in more than 85% of pancreatic cancers and 20 - 30% of all
cancers.

Development Status
□ TG01 is in Phase 2 in resected pancreat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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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Historical data of OS in resected pancreatic cancer put this figure between 30 and 53%.
□ RAS mutations are conserved neo-antigens and TG01 targeted at all RAS-mutated
pancreatic cancers.
□ The peptide vaccine activates immune system and teaches the system to recognize cancer
as a threat and mobilizes T-cell to attack cancer cells.

Key Technology Highlights
□ The mutated RAS peptides are processed by dendritic cells and both CD4+ and CD8+
T-cells are induced.
□ The immune system recognizes and kills tumor cells with RAS mutations.
□ TG01 is the only RAS-specific therapeutic cancer vaccine in development.
□ 2 year OS results from the first cohort of a Phase I/II trial have shown a promising signal
of efficacy. 13 out of 19 (68%) patients were still alive, counted two years from resection.

Technology Overview
Representative Figure

Fig. 1. The clinical trial result of TG01 to resected pancreas cancer in Ph I/II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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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tides vaccine to fight pan-RAS mutation cancer

Patent
□ 국가 : KR, WO, EP, US, CN, JP, IN, CA, AU, MX, CL, IL, SG
□ 출원번호(출원일): TG01(+gemcitabine): 10-2016-7034070 (2015.05.05) (use patent)
TG02: 10-2016-7018341 (composition of matter patent that covers all
peptides in TG01 plus one more)
□ 명칭 : 돌연변이 RAS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펩타이드 백신 및 화학 요법제

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17), 독립항(1), 종속항(16) : 단일참조(3) / 다중참조(12)
Exemplary Claim
(1) 항-대사물질 화학 요법제(anti-metabolite chemotherapeutic agent)를 동시 투여 또는 순차 투
여하여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데 적합한 적어도 하나의 펩타
이드로, 상기 또는 각각의 펩타이드는 RAS 단백질의 단편(fragment)과 상응하지만, 이의 1개
내지 3개의 점 돌연변이(point mutation)를 갖는, 적어도 하나의 펩타이드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또는 각각의 펩타이드는 RAS 단백질의 12번 또는 13번 위치를 포함하
는 적어도 8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영역을 포함하고, 상기 영역은, 12번 또는 13번 이외
의 위치에 각각, RAS 단백질의 상응하는 영역과 동일한 적어도 6개의 아미노산 잔기를 가지
며, 상기 또는 각각의 펩타이드는 12번 또는 13번 위치 각각에 상응하는 아미노산 잔기에 점
돌연변이를 가지는, 적어도 하나의 펩타이드.
(3) 선행 청구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암은 돌연변이된 RAS 단백질을 발현하는 세포를 포
함하고, 바람직하게는, 암은 췌장암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절개 췌장암(resected pancreatic
cancer)인, 적어도 하나의 펩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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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Business Trend
Business Trend
세계 항암제 시장 동향
□ 미국시장은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2년 52%
에서 2017년 72%로 증가
□ 글로벌 췌장암 치료제 시장은 2015 년에 17
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8.1%씩

성장해서

2025년에는 4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TG01 약물은 펩타이드 면역 항암제로, 다른
Ras 변이된 비소세포 폐암, 췌장암, 전립선암,
백혈병, 대장암 등의 다른 암종으로 시장 확
미국의 췌장암 치료제 시장 2014~2025 (USD Million)
출처: Grand View Research (2016)

장 가능
□ K/H Ras 신호 이상과 관련된 종양은 모든 인
간 암종에서 1/3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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