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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 LP561A1 (2OHOA) is the first-in-class anticancer drug acting through cell membrane lipid
modification. It can be categorized as a sphingomyelin synthase 1 (SMS1) activator with Ras
signalling modulator effects. An excellent Safety profile of 2OHOA has been confirmed in a
PI/IIa study with 54 patients with advanced solid tumors

Development Status
□ Phase II ready asset, for brain tumors and other cancers with Sphingomyelin Synthase1
(SMS1) alt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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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102,000 new GBM cases expected in 2030 and 93,000 deaths worldwide
□ Significant market potential for a new effective GBM drug because of unchanged Standard
of care using TMZ since 2005

Key Technology Highlights
□ 2OHOA is an orally bioavailable synthetic derivative of oleic acid that crosses the Blood Brain Barrier
and activates sphingomyelin synthase 1 (SMS1), that leads to an increased concentration of
sphingomyelin (SM) in the cancer cell membrane.
□ High concentration of SM at cell-membrane level mislocalizes K/H-Ras from the Plasma Membrane
(PM) and inhibits its nanoclustering, inhibiting Ras-associated proliferative signalling pathways
(including MAP Kinases, Pi3K/AKT/MTor, PKC/Cyclin CDK or Notch pathways) which exhibit an
aberrant activity in at least one third of all human cancers.
□ A very encouraging therapeutic activity was observed as single agent in several recurrent patients,
with 13 patients with advanced solid tumours showing clinical benefit, including 8 patients with
recurrent high grade glioma (rHGG) among 54 patients.

Technology Overview
Representative Figure

Fig. 1. LP561A1 increases sphingomyelin
relative levels and detaches K-Ras from
plasma membranes.

Fig. 2. LP561A1 Efficacy in xenograft animal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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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 국가 : KR, WO, EP, US, CN, JP, IN, RU, CA, AU, MX, BR
□ 출원(출원일) / 등록번호 : 10-2011-7024210 (2010.03.15) / □ 명칭 : 고도불포화 지방산 유도체의 의약으로서 용도

Claim Analysis
Claim Structure
□ 전체 청구항(16), 독립항(4), 종속항(12) : 단일참조(12) / 다중참조(0)
Exemplary Claim
(1) 암, 혈관 질환, 염증성 질환, 대사성 질환, 비만 및 과체중, 신경학적 또는 퇴행성 신경 질환으
로부터 선택되는, 세포막 지질의 구조적 기능적 조성 변화에 근거한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하기 위한, 식 (I)의 화합물 또는 그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또는 유도체
COOR1-CHR2-(CH2)a-(CH=CH-CH2)b-(CH2)c-CH3

(I)

(2) 식 (I)의 화합물 또는 그 염 또는 그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유도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
는 약학적 또는 기능성 식품 조성물
(3) 암, 혈관 질환, 염증성 질환, 대사성 질환, 비만 및 과체중, 신경학적 또는 퇴행성 신경 질환으
로부터 선택되는, 그 공통적인 병인이 세포막 내 위치하는 지질의 구조적 및/또는 기능적 및/
또는 조성 변화과 관련되는 질환의 치료적 처리 또는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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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항암제 시장 동향
□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2015 년에 1,000 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18년 1,47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암 환자의 수명이 길어지고, 항암제 복합처방
이 늘어나는 추세임
□ 뇌암 환자는 세계적으로 연간 216,000명 발생
하고, 195,000명 사망하며, 이중 절반은 GBM
□ K/H Ras 신호 이상과 관련된 종양은 모든 인
Global Oncology Market Forecast (USD Billion)
출처: IMS Health (2015)

간 암종에서 1/3을 차지함으로, SMS1이 과발
현된 비소세포 폐암, 췌장암, 전립선암, 백혈
병, 대장암 등의 다른 암종에서도 임상 개발
전략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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