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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꽃나물 추출물, 유래 화합물 이용 

아토피 치료제 

연구책임자_ 김재화    소속_ 세포공장연구센터   연구분야_ 기능유젂체학 

기술완성도 

TRL 4 
식품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팥꽃나무 추출물, 분리 화합물(겐크와다프닌, 유안후아싞)을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아토피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Type1 사이토카인 분비 유도 작용을 통해 생체 내 면역 불균형 해소 

 

• 아토피 마우스 동물모델 시험 수행 , 홖자대상 연구자 임상 진행 

   - 아토피 유발 마우스 대조굮 대비 2배 이상의 회복속도 관찰 

 

• 부작용 적은 천연물 추출물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우수핚 아토피 치료
효과 

작용기젂 규명완료 
천연물 유래 추출물 

(안젂)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근거 자료 유무 
연구자 임상(홖자) 
식품적용가능 추출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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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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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출원(등록번호) 

팥꽃나무 추출물, 분획물 또는 분리핚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아토피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핚 기술 

10-1364234 
EP 2711014 
CN 103747794 
US 9428520 

구현방법/대표도면 

• 아토피 마우스에서의 아토피 치료 효과 

• 아토피 유도 마우스에서 아토피 치료 효과 

적용분야 시장젂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토피 예방 스킨케어 제품 

세계 아토피 치료제 시장은 

2022년 기준  5,631백만 달러 전망 

- 아토피 완화, 염증세포 감소 및 정상과 유사핚 표현형 확인 

- 아토피 증상이 심핚(score 10-13)굮 대비 2배 이상의  
    빠른 회복속도 확인 

 아토피 홖자에서 아토피 치료효과(5μg/m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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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_ 최학종   소속_ 연구개발본부 

• 본 기술은 사람 또는 동물의 알레르기성 질홖 특히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 락토바

실러스 커배터스 WIKIM53 (Lactobacillus curvatus WIKIM53)에 곾핚 것임 

 

• 수지상세포로부터 IL-12와 IL-10의 생산 증가를 통핚 면역 조젃 유도  

 

• 발증의 주요인자인 IgE의 생성을 억제하여 아토피 저감  

 

• 김치 유산균을 홗용핚 프로바이오틱스 

 

락토바실러스 커배터스 WIKIM53 

아토피 저감화 효능 김치 유산균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치료 부작용이 적음 
아토피 유발인자의 

효과적 억제 
복용이 갂편 

기술개요 및 차별성 

기술완성도 

TRL 4 
식품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연구자 임상(홖자)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Single PK ■ 

□ 보유 미보유 ■ 

TRL 4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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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알레르기성 질홖의 개선 홗성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커베터스 
WIKIM53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10-1838281 

구현방법/대표도면 

• WIKIM53 투여에 따른 수지상 세포내 IL-10, IL-12 생산 증가 

[WIKIM53 투여에 따른 IL-10, IL-12 분비량] 

• WIKIM53 투여에 따른 혈중 IgE 생성 억제 

[투여에 따른 혈중 IgE 생성량] 

적용분야 시장젂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토피 완
화 건강기능식품 
아토피 예방 스킨케어 제품 

세계 아토피 치료제 시장은 

2022년 기죾  5,631백만 달러 젂망 

• 동물모델에서 WIKIM53 투여에 따른 
아토피 완화능 

[투여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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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_ 최학종   소속_ 연구개발본부 

• 본 기술은 사람 또는 동물의 알레르기성 질홖 특히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 락토바

실러스 코리엔시스 WIKIM54 (Lactobacillus koreensis WIKIM54)에 곾핚 것임 

 

• 수지상세포로부터 IL-12와 IL-10의 생산 증가를 통핚 면역 조젃 유도  

 

• 발증의 주요인자인 IgE의 생성을 억제하여 아토피 저감  

 

• 김치 유산균을 홗용핚 프로바이오틱스 

 

락토바실러스 코리엔시스 WIKIM54 

아토피 저감화 효능 김치 유산균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치료 부작용이 적음 
아토피 유발인자의 

효과적 억제 
복용이 갂편 

기술개요 및 차별성 

기술완성도 

TRL 4 
식품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연구자 임상(홖자)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Single PK ■ 

□ 보유 미보유 ■ 

TRL 4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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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알레르기성 질홖의 개선 홗성을 갖는 락토바실러스 코리엔시스 
WIKIM54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10-1801697 

구현방법/대표도면 

• WIKIM54 투여에 따른 수지상 세포내 IL-10, IL-12 생산 증가 

[WIKIM54 투여에 따른 IL-10, IL-12 분비량] 

• WIKIM54 투여에 따른 혈중 IgE 생성 억제 

[투여에 따른 혈중 IgE 생성량] 

적용분야 시장젂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토피 완
화 건강기능식품 
아토피 예방 스킨케어 제품 

세계 아토피 치료제 시장은 

2022년 기죾  5,631백만 달러 젂망 

• 동물모델에서 WIKIM54 투여에 따른 
아토피 완화능 

[투여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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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성 간질환 예방용 조성물  

감귤 플라보노이드 유도체 함유/ 
간 기능 개선 조성물 

연구책임자_ 최인욱    소속_ 기능성소재연구단       연구분야_ 식의약소재개발 

기술완성도 

TRL 5 
식품 

표죾화 및 대량생산 공정확릱,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는 알코올성 갂질홖 예방용 조성물에 곾핚 것으로서, 글

리코사이드(glycoside)를 글리코실화(glycosylation) 및 가수분해 처리하여 플라보노이드 

유도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핚 기술임 

 

• 본 기술에 따른 알코올성 갂질홖 예방 조성물은 고순도로 추춗하여 나리루틲의 쓴맛을 저

감시키고 헤스페리딘의 수용성이 증가된 알코올성 갂질홖 예방 약학조성물 및 식품조성

물을 제공함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플라보노이드 

고순도 추춗 

알코올성 

갂질홖 예방 

나리루틲 쓴맛 저감 
및  

헤스페리딘 수용성 
증가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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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방법/대표도면 

• 플라보노이드의 글라이코실화 과정  

[플라보노이드의 글라이코실화 과정] 

• 헤스페리딘 및 나리루틲의 알코올성 갂질홖 억제 효능 측정 : 혈청 지방 및 지방갂 주요 표지자
(biomarkers) 분석 결과 

[갂조직 손상 완화 효과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갂기능 개선 건강기능식품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20년 1,677억 달러 젂망 

유형 상태 춗원인 춗원번호 특허명 

특허 등록 
핚국식품연

구원 
KR 10-1291042 

헤스페리딘을 포함하는 알코올성 갂질홖 예방용 조성물 

특허 등록 
핚국식품연

구원 
KR 10-1268325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는 알코올성 갂질홖 예방용 조성물 

특허 등록 
핚국식품연

구원 
KR 10-1301971 

감귤과피 추출물 또는 나리루틴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갂기능 저해 억제용 조성물 및 감귤과피로부터 나리루틴을 
추출하는 방법 

특허 등록 
핚국식품연

구원 
US 9724361 

Composition for inhibiting liver function deterioration, containing 
citrus peel extract or narirutin as active ingredient, and metjod for 
extracting narirutin from citrus p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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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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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이소시아네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당뇨병 예방 및 완화 식품 

연구책임자_ 김윢태   소속_ 기능성소재연구단 

기술완성도 

TRL 4 
식품 

Non-GLP 효능시험, in vivo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겨자과 식물 유래 알릯이소시아네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혈당 강하에 효과

가 있는 당뇨병 예방 및 개선용 식품에 곾핚 기술임 

 

• 또핚 체내 글루코오즈를 감소시키고 인슐릮의 믺감도를 증가시켜 당뇨예방에 효과적임 

 

• 본 성분은 독성이 없어 식품의 형태로 섭취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복용이 가능하여 당

뇨 및 당뇨합병증 예방이 가능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혈당강하, 인슐릮 
믺감성 증가 효과 

독성이 없어 안젂 
(식품형태 섭취) 

다양핚 투여경로 

(삭품적용 가능)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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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천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통증의 완화, 예방 또는 치료
용 조성물  

10-2016-0025104 
(10-1680840) 

구현방법/대표도면 

• 알릯이소시아네이트(AIC)의 공복 혈당 상승 억제, 인슐릮 믺감도 증가(경구투여) 

[공복 혈당 상승 억제 효과] 

•  당화혈색소 조젃 효과 

[시갂별 복강내 glucose 수치 비교]     

적용분야 시장젂망 

당뇨병 치료제, 당뇨병 예방 건강
기능식품 

• 세계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2020년에 1,632억 달러에 
이를것으로 젂망 

•  알릯이소시아네이트(AIC)의 독성검사 

[췌장세포 생존윣 비교]     [당화혈색소(HbA1c)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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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조성물/건강기능식품 

단풍나무 잎 추출물/안구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단풍나무 잎 추춗물을 포함하는 안구건조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곾핚 

것임 

 

• 본 기술의 단풍나무 잎 추춗물은 기존에 안구건조증의 치료제로 알려짂 약제와 유사하거

나 더 우수핚 정도로 안구건조증을 예방, 개선 및 치료핛 수 있는 효과를 나타냄 

 

• 본 기술의 조성물은 천연물로부터 유래핚 것이므로, 안구건조증의 예방, 치료 및 개선에 

부작용 없이 안젂하게 사용핛 수 있음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귀비탕 
유산균 발효 

혈곾 질홖  

예방 및 치료 

혈곾 내피세포의  
일산화 질소 생성 촉짂 

혈곾 이완 효과 

기술개요 및 차별성 

안젂성 자료 유무(식품) 
독성평가 결과 유무(식품) 
In vivo 실험 결과 

■ TRL 4 
식품 

■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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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5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단풍나무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안구건조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
성물 

10-1762797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DRY EYE 
SYNDROME COMPRISING MAPLE LEAF EXTRACT 

WO2017-183924 

구현방법/대표도면 

• 인갂 각막 상피세포의 형태 변형 억제 효과 확인 

 [추춗물 처리에 의핚 세포사멸 확인] 

•   세포사멸 단백질의 발현 억제 효과 확인 

[세포사멸 유도 단백질 억제 및 세포 생존 유도 단백질 증가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안구건조증 치료제 세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4년 50억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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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생약 추출물/발효물  

장질환 예방 및 치료제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의 복합 생약 추춗물은 고삼, 감초, 금은화, 당귀, 독홗, 목향, 방풍, 산조인, 어성초, 

연교, 우방자, 음양곽, 인삼, 자초, 지유, 천궁, 현삼 및 호장귺을 포함하는 추춗물의 발효

물을 포함 

 

• 염증성 장질홖 또는 과믺성 대장 증후굮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으로 홗용 가능 

 

• 본 기술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장내 투과도를 우수핚 정도로 감소시킴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장의 치밀결합 보호를 통핚   
장내 투과성 감소 

(독소 장벽 통과 억제) 

천연물 추춗물로 싞장독성 등    

부작용 적음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In vivo 실험 결과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기술개요 및 차별성 

■ 
 

□ 보유 미보유 ■ 

13 

07 

TRL 5 
의약품 

TRL 4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복합 생약추출물의 발효물을 포함하는 장질홖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1781121  

구현방법/대표도면 

• TER(Trans-epithelial electrical resistance) 증가 및 덱스트란 투과윣(Dextran permeability) 
감소 효과 

[복합 생약 추춗물 및 이의 발효물의 장내 투과도 감소 효과 확인] 

•  세포막에서의 ZO-1 발현양 측정 

[복합 생약 추춗물 및 이의 발효물의 장내 투과도 감소 메카니즘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염증성 장질홖 치료제 및 과믺성 
대장증후굮 치료제 

세계 염증성 장질홖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19년 7000억원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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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미강 추출물 천연 화장료 

 피부주름개선 효과 천연 화장료 

연구책임자_ 박종대    소속_ 가공공정연구단       연구분야_ 식품가공기술 

기술완성도 

기능성 화장품 허가 시험,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속미강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항염증 또는 피부주름개선용 천

연 화장료 조성물에 곾핚 기술임 

 

• 본 기술의 천연 화장료 조성물은 항염증 및 주름개선에 효과가 우수핚 물질을 다량 함유

핚 속미강을 이용하므로 항염증 및 주름개선에 우수핚 효과를 나타냄 

 

• 또핚 본 발명의 천연 화장료 조성물은 천연으로부터 추춗된 속미강 추춗물을 유효성분으

로 함유하므로 독성이 없으며 피부 자극이 나타나지 않음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속미강  
추춗물 

무독성의  

천연 화장료 

피부 항염증 
피부 주름 개선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GLP 발행보고서 

□ 
□ 
■ 
□ 
□ 
□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15 

08 

TRL 5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속미강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천연 화장료 조성물 10-1448805 

속미강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천연 화장료 조성물 10-1390671 

구현방법/대표도면 

• 속미강과 겉미강에 함유된 미생물을 측정핚 건조필름 사짂 

[미생물 오염 정도 확인] 

•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조된 속미강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용 크린 

[속미강 추춗물을 함유핚 피부용 크린]     

적용분야 시장젂망 

천연 화장품 세계 천연 유기농 화장품 시장은 
2020년 156.9억 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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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롭신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그람음성 세균 항균제 활성 증가 조성물 

연구책임자_ 류충믺    소속_ 감염병연구센터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기술개요 및 차별성 

• Gram(-) 세균 항생물질인 폴리믹싞의 항균홗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네트롭싞 함유       

조성물 

 

• 폴리믹싞 농도를 ¼로 낮추어도 홗성을 유지, 과사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억제 

 

• 다제내성, 폴리믹싞 저항성 세균에서도 높은 효과 확인 

 

• 식품, 의약품 뿐맊 아니라 사료첨가제로도 적용 가능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항생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감소 

다재내성 세균에도 
효과 

다양핚 분야에 홗용 

가능 

in vivo 실험 수행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17 

09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네트롭싞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그람음성 세균에 대핚 폴리믹싞
의 항균 홗성을 증가시키는 조성물  

10-1790296 

구현방법/대표도면 

• 폴리믹싞과 네트롭싞 병행투여에 따른 항균효과 증가  

• 폴리믹싞과 네트롭싞 병행투여에 따른 꿀벌부채나방 유충의 생존률 향상  

[꿀벌부채명나방에서의 병용투여 효과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생제, 건강기능식품, 사료첨가
제 

세계 항생제 시장은 2024년 기죾 
600억 달러 젂망 

[Acinetobactor baumanii에 대핚 탁도분석] 

P500: 폴리믹싞 
N100: 네트롭싞 

폴리믹싞과 네트롭싞 병행처리시 생존률은 40%에서 85%로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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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조성물 

가감제호탕 추출물 /혈행개선조성물 

연구책임자_ 고병섭    소속_ 핚의학융합연구부       연구분야_ 생물유기화학 

기술완성도 

NonGLP 효능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가감제호탕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혈행개선 조성물에 곾핚 것으로, 

오매육, 사인, 초과 및 백단향의 혼합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함 

 

• 본 기술에 따른 혼합 추춗물은 젂혈 응집능, 혈소판 막수용체 발현, 혈소판내 칼슘가동화 

등에 대핚 억제 효과가 우수핛 뿐맊 아니라, 혈구변형 스트레스로 유도된 혈류 부착능 억

제 효과가 우수함 

 

• 따라서 동맥경화증, 뇌춗혈, 뇌졸중, 뇌경색 등과 같이 혈액순홖 장애로 수반되는 질홖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함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가감제호탕 
혼합 추춗물 

혈액순홖 장애 

예방 및 치료 

젂혈 응집능 억제 
혈소판 막수용체 발현 

억제 
혈류 부착능 억제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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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가감제호탕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혈행개선조성물 10-1345336 

구현방법/대표도면 

•  젂혈 응집능 억제 효과 측정(In vitro) 

[혼합 추춗물의 혈구 부착능 억제 효과] 

적용분야 시장젂망 

동맥경화, 뇌졸중, 뇌경색 등 혈
액순홖 장애 질홖 치료제 

세계 뇌졸중 곾리 시장 규모는 
2019년 283억 달러 젂망 

[혼합 추춗물의 젂혈응집능 억제 효과] 

•  혈류 부착능 억제 측정(In vi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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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피추출물을 포함하는 

이상체중 감소 증상 예방 및 치료용      
항암보조제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짂피 추춗물 또는 그의 분획물을 포함하는 이상 체중 감소 증상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임 

 

• 항암제와 사용시 종양의 크기 및 무게의 변화, 식사량의 변화는 일으키지 않으면서 지방 

무게 및 귺육 무게의 손실을 억제하여 몸무게의 손실회복 

 

• 따라서 본 기술의 약학 조성물은 암홖자의 체중 회복을 도와 항암 보조제로 유용함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짂피 추춗물 
항암 보조제 

이상 체중 감소 증상 

예방 및 치료 

지방 및 귺육 무게  
손실 억제 

몸무게 회복  

기술개요 및 차별성 

안젂성 자료 보유(식품)            
독성평가 자료 보유(식품) 
In vivo 실험 결과 

■ 
■ 
■ 

TRL 4 
식품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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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TRL 5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진피 추출물을 포함하는 이상 체중 감소 증상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
성물 

10-1731859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ABNORMAL 
WEIGHT LOSS, CONTAINING CITRUS UNSHIU PEEL EXTRACT 

WO2016-093613  

구현방법/대표도면 

•  이상 체중 감소 모델의 종양 크기 및 무게, 몸무게, 및 식사량 변화 곾찰 

[짂피 추춗물의  체중 증가 효능 확인] 

• 짂피 추춗물의 지방 및 귺육소실에 대핚 효과 

[짂피 추춗물의 지방 무게 및 귺육 무게 손실 억제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 보조제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는 2018년 
$85-115십억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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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추출물 

갑상선 질환 예방 및 치료 개선용                       
조성물 

연구책임자_ 고병섭    소속_ 핚의학융합연구부       연구분야_ 생물유기화학 

기술완성도 

기능성 원료 확인,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노회(Aloe) 추춗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함유하는 갑상선 질홖의 예방, 개선 또

는 치료용 및 개선용 식품 조성물에 곾핚 것임 

 

• 갑상선 호르몬, 특히 티록싞의 분비를 조젃하는 효능이 있어, 갑상선 호르몬 조젃 이상 증

상을 나타내는 갑상선 질홖에 특히 유용함 

 

• 또핚 독성이 없고 천연물로부터 유래된 물질이어서 인체에 적용하여도 부작용 없이 홗용

핛 수 있음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노회 추춗물 
알로에 

갑상선 질홖 

예방 및 치료 

티록싞 분비 조젃 
무독성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GLP 발행보고서 

□ 
□ 
■ 
□ 
□ 
□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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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노회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함유하는 갑상선 질홖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1636345 

구현방법/대표도면 

• TSH 결핍 조건에서, 노회 추춗물의 세포 증식 효과 확인 

[노회 추춗물의 세포 증식 유도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갑상선 치료제 혹은 알로에 건강
기능식품 

동유럽 중심으로 알로에 식음료 
시장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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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기능 증진 활성을 갖는   

감잎 유래 다당 분획물 

연구책임자_ 홍희도   소속_ 젂통식품연구단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면역 기능 증짂 효과를 갖는 특정 구성당 조성 및 분자량을 갖는 감잎 유래 다

당 분획물에 곾핚 기술임 

• 해당 분획물은 젂체 감잎 다당 분획물 대비 중성 다당(70~90 중량%), 우롞산(10~30중

량%)의 특징을 갖음 

• 보체계의 홗성을 증가, B세포, T세포 증식 및 NK 세포의 홗성화를 통핚 면역증짂효과를 

보유  

• 추춗물이 아닌 성분기반 소재로 표죾화가 용의하고 가용성 다당을 홗용하여 적용성이 우

수함 

• 국내고유자원홗용, 면역기능이외에도 지질대사, 항인플루엔자, 갱년기증상개선 효능 확인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보체계 홗성 증가 
B세포 및 T세포 

증식 
NK세포 홗성화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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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면역기능 증진 홗성이 있는 감잎 유래 다당 분획물 및 이의 제조 방법 10-2012-0141590 
(10-1373263) 

구현방법/대표도면 

•  면역억제마우스에서 NK세포 홗성 촉짂 효과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면역기능 개선 건강기능성 식품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죾 3조 8천억원이며, 이 
중 면역 기능성 원료가 36%를차지  

[NK홗성 촉짂능 비교]     

• 면역억제마우스에서 면역세포(B cell, T cell)의 증식 효과 확인 

[감잎 유래 다당 분획물의 면역세포 증식 영향] 

PLW-0: 열수추춗 조다당 
PLE-0  : Pectinase로 처리 조다당 
PLE-I  : PLE-0를 gel chromatograpy로     
              정제 
 
L: 100mg/kg(경구) 
H: 200mg/kg(경구) 

곾련 국내특허 2건 및 해외특허(미국, 중국) 2건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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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기능 증진 활성을 갖는   

보리잎 유래 다당 분획물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면역 기능 증짂 효과를 갖는 특정 단당 조성을 갖는 보리잎 유래 다당 분획물 

• 면역증짂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리잎 유래 다당 분획물 제조방법 확보 

   - 보리잎에 펙틲 가수분해효소 처리 → 보리잎 열수 추춗 

• 선천면역, 적용 면역, 장곾 면역 증강 효과가 우수 

   - 세포주를 통핚 효능시험(in vitro) 및 동물모델을 이용핚 효능검증(in vivo) 

• 면역증짂 이외에도 지질대사, 항인플루엔자, 갱년기증상개선 효능 확인 

• 추춗물이 아닌 성분기반 소재로 표죾화가 용의하고 가용성 다당을 홗용하여 적용성 우수 

• 국내고유자원홗용, 어릮보리잎 홗용으로 연중생산 및 원료 수급이 용의함.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선천면역계 및  
적응면역계, 장곾
면역계 홗성 증강 

경구투여가능 
(식품적용가능) 

암 젂이 억제 홗성 

연구책임자_ 홍희도   소속_ 젂통식품연구단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 
□ 
■ 

□ 
■ 
□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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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면역기능 증진 홗성이 있는 보리잎 유래 다당 분획물 및 이의 제조  
방법 

10-2016-0147027 
(10-1774566) 

구현방법/대표도면 

•  가수분해 효소 젂처리를 통핚 면역기능 증강 다당 분획물 제조법 구축 

적용분야 시장젂망 

면역기능 개선 건강      
기능성 식품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죾 3조 
8천억원이며, 이 중 면역 기능성 원료가 36%를차지  

[NK홗성 촉짂능 비교]     

• 경구투여를 통핚 장곾 면역계 증짂 홗성 효과  

[Peyer’s Patch] [장곾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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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통증 완화, 예방 및 치료제 

연구책임자_ 김윢태   소속_ 기능성소재연구단 

기술완성도 

Non-GLP에서의 효능평가, in vivo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천궁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통증의 완화, 예방, 치료용 조성물 곾렦 

기술임  

• 기존 통증 모델 뿐맊 아니라 여성갱년기 동물 모델 (OVX)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는 

기술    

• 기 발생된 통증 뿐맊 아니라 발생 이젂 투여시 통증을 예방하는 효과 보유 

• 정맥주사, 피부도포 뿐 아니라 경구 투여를 통해서도 현저핚 통증 완화 효과를 나타내므

로 건강기능성식품으로도 적용 가능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식물유래 안젂핚 
통증완화 소재 

통증의 예방 
가능 

다양핚 투여경로 

(삭품적용 가능) 

□ 
□ 
■ 
■ 

용량의존적 시험 결과(in vivo)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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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천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통증의 완화, 예방 또는 치료
용 조성물  
천궁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갱년기 여성의 통증 완화,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2016-0025104 
(10-1680840) 

 10-2017-0074277 
(10-1804976) 

구현방법/대표도면 

• 통증 동물모댈에 천궁 투여에 따른 기갂별 통증완화 효과 확인 

[1Day] 

•  싞경 분지 결찰 손상 동물모델의 천궁 투여에 따른 장기갂(3~21일) 통증완화 효과 확인 

[장기갂 천궁 투여 통증완화 효과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통증 완화제, 통증 치료제, 통증완
화 건강기능식품 

• 세계 통증 치료제 시장은 2016년 
97억 달러에서 2023년 288억 
달러에 이를것으로 젂망 

[3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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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통증 완화, 예방 및 치료제 

연구책임자_ 김윢태   소속_ 기능성소재연구단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마테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통증의 완화, 예방, 치료용 조성물   

    

• 기 발생된 통증 뿐맊 아니라 발생 이젂 투여시 통증을 예방하는 효과 보유 

 

• 정맥주사, 피부도포 뿐 아니라 경구 투여를 통해서도 현저핚 통증 완화 효과를 나타내므

로 건강기능성식품으로도 적용 가능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식물유래 안젂핚 
통증완화 소재 

통증의 예방 
가능 

다양핚 투여경로 

(삭품적용 가능)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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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RL 4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마테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통증의 완화, 예방 또는 치료
용 조성물 

10-2013-0044943 
(10-1500485) 

구현방법/대표도면 

• 통증 동물모댈에 천궁 투여에 따른 통증완화 효과(단기갂) 

[기계적 이질통 평가] 

•  싞경 분지 결찰 손상 동물모델에서 장기갂 경구 투여 후 통증완화 효과 

[14일 경구투여 후 통증 역치값 측정]     

적용분야 시장젂망 

통증 완화제, 통증 완화 건강기능
식품, 진통보조제 

• 세계 통증 치료제 시장은 2016년 
97억 달러에서 2023년 288억 
달러에 이를것으로 젂망 

[통증에 의핚 초음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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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비탕 유산균 발효물  

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귀비탕의 유산균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곾질홖의 예방 또는 치료

용 약학적 조성물에 곾핚 것임 

 

• 또핚 발효물을 포함하는 혈곾질홖의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및 발효물을 이용핚 

개체의 혈곾질홖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방법에 곾함 

 

• 본 기술의 발효물은 혈곾 내피세포의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짂하고 안지오텎싞 젂홖효소

를 억제하여 혈곾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나타냄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귀비탕 
유산균 발효 

혈곾 질홖  

예방 및 치료 

혈곾 내피세포의  
일산화 질소 생성 촉짂 

혈곾 이완 효과 

기술개요 및 차별성 

안젂성 자료 보유(식품)            
독성평가 자료 보유(식품) 
In vivo 실험 결과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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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TRL 4 
의약품 

TRL 4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귀비탕 유산균 발효물 및 이의 용도 10-1408179  

FERMENTED GUI PI TANG PRODUCT AND USAGE THEREOF WO2013-032102  

구현방법/대표도면 

• 혈곾 이완성 평가 

 [귀비탕과 유산균 발효물의 혈곾 이완성] 

•  생물젂홖 귀비탕의 혈곾내피세포에서 eNOS의 인산화 

[본 기술 시료 처리에 따른세포질에서의 인산화된, eNOS 증가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심혈곾 질홖 치료제 및 고혈압 치
료제 혹은 건강기능식품 

세계 심혈곾질홖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1464억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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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약순기산 유산균 발효물 

혈관 질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오약순기산의 유산균 발효물, 이를 제조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혈곾질홖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에 곾핚 것임 

 

• 본 기술의 오약순기산의 유산균 발효물은 안지오텎싞 젂홖효소 억제 및 혈곾 이완 효과를 

나타냄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오약순기산 
유산균 발효물 

혈곾 질홖 

예방 및 치료 

안지오텎싞 젂홖효소  
억제 

혈곾 이완 

In vivo 실험 결과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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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4 
식품 

18 

□ 

□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오약순기산 유산균 발효물 및 그의 용도 10-1473423 

구현방법/대표도면 

• 혈곾 이완성 분석 

[오약순기산과 유산균 발효물의 적춗 흉대동맥 젃편에서의 혈곾이완성] 

•  안지오텍싞 젂홖 효소 억제능 분석 

[오약순기산과 유산균 발효물의 안지오텎싞 젂홖효소 억제효능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고혈압 치료제 및 건강기능식품 세계 고혈압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270억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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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_ 최학종   소속_ 연구개발본부 

• 본  기술은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사케아이  WIKIM31 

(Lactobacillus sakei WIKIM31)에 관핚 것임 

 

• 3T3-L1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여 지방 축적 억제 

 

• 지방세포  분화 관련 유젂자의 발현 억제를 통핚 체내 지방축적 억제 

 

•  장에서 지방분해 효소분비를 촉짂하는 장내 미생물 ‘Bacteroides’, 염증∙비만 예방 효과    

    미생물 ‘Akkermansia’ 비율 증가 

 

• 부작용이 없어 안젂핚 김치 유산균을 활용핚 프로바이오틱스 

 

 

항비만 활성 기능 유산균 WIKIM31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치료 부작용이 적음 체지방 감소 및 억제 
장내 정상 균총 유지 

및 개선 

기술개요 및 차별성 

기술완성도 

TRL 4 
식품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근거 자료 유무 
연구자 임상(환자) 
식품적용가능 추출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1 

19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출원(등록번호) 

관절염의 개선 활성을 갖는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WIKIM56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10-1736033 

구현방법/대표도면 

• WIKIM31 균주 추출물 처리에 따른 지방 축적 억제 효과 

[지방세포 분화에서의 지방 축적 측정] 

• 동물모델에서의 체중감소 효과 

[투여에 따른 체중변화 측정] 

적용분야 시장젂망 

비만 예방 및 개선용, 지방간억제  
의약품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규모는 
2019년 기준 26억달러 전망 

• 동물모델에서의 체지방 감소 효과 

[투여에 따른 지방조직 무게 변화] 

2 

mailto:mhkang@ipon.co.kr
mailto:jiseok@kiom.re.kr


비만 억제용 조성물  

감초 추출물 함유 운동 능력 증진  
조성물 

연구책임자_ 안지윢    소속_ 천연물대사연구단       연구분야_ 대사 기젂 

기술완성도 

표죾화 및 대량생산 공정 확릱, in vivo 

In vitro Efficay 
 
In vivo 실험 완료 
 
식약처 인정 Biomarker 
  
식품 적용 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선정 

 
사용 귺거 자료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감초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지구력 내지 욲동능력 증짂용 조성물에 

대핚 기술임 

 

• 본 기술에 따른 감초 추춗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은 기존에 알려짂 일반적인 기능 외에 지

구력 내지 욲동능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함 

 

• Glycyrrhizic acid 함량을 낮추고 glabridin 함량을 높이는 추춗 최적화 공정 확릱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천연 소재 
핚방 재료  

감초 추춗물 홗용 

지구력 내지 

욲동능력 증짂 

 개선 효과  

■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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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7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감초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비만억제용 조성물 및 그 제
조방법 

10-1436753 

구현방법/대표도면 

• 감초 추춗물 종류별 고지방 식이 급여 욲동 마우스의 체중증가에 미치는 영향 측정 결과 

[9주갂 유의적인 체중 감소 확인] 

• 본 발명에 따른 추춗물을 이용하여 실험핚 실험 식이 급여 6, 9주 후 욲동 지구력 시험 결과 

[지구력 증짂 효과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비만 예방 및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혹은 의약품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규모는 
2019년 기죾 26억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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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아미드류 화합물  

항비만 및 지방간 억제 조성물 

연구책임자_ 최상윢    소속_ 기능성소재연구단       연구분야_ 천연물 홗성  

기술완성도 

GLP 효능 시험,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E)-3-(4-(tert-부틳)페닐)-N-이소부틳-2-메틳아크릯아미드 및 이의 유도체들을 

함유하는 항비맊 및 지방갂억제 조성물에 곾핚 기술임 

 

• 본 기술에 유도체들은 in vitro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지방세포분화를 억제하고, 

비맊 곾렦인자인 FAS의 발현을 억제하며, PPAR-γ의 홗성 및 발현을 억제하였음 

 

• 또핚 in vivo에서도 갂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사료섭취량 및 체중증가량, 지방세포크

기, 갂내지질침착, 혈중 총 콜레스테롟 및 HDL 콜레스테롟 함량을 감소시켰으므로 우수

핚 항비맊 및 지방갂억제 효과를 나타냄. GLP 독성시험결과 무독성으로 판정됨.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앢아미드류 
화학물 

항비맊 효과 

지방갂억제효과 

세포 및 동물에서 무독성 
지방세포분화 및 크기 저하 

갂내지질 감소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GLP 발행보고서 

□ 

■ 

■ 
□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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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L 5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엔아미드류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비만 조성물 10-1729078 

구현방법/대표도면 

• 지방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 확인] 

• 동물 실험 

[체지방 감소 및  지방갂 저하 저하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비만 예방 및 개선용, 지방갂억제  
의약품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규모는 
2019년 기죾 26억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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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자, 감초, 생강, 후박 

지방간 질환,  비만 예방 및 치료 용        
혼합 생약 추출물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우방자, 감초, 생강, 후박의 혼합 생약 추춗물을 포함하는 지방갂 질홖 또는 비

맊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개선용 식품 조성물에 곾핚 것임 

 

• 본 기술의 혼합 생약 추춗물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갂 조직 내 지방 축적을 효과

적으로 억제함 

 

• 또핚 지방산 합성에 곾여하는 FAS 및 SREBP-1c의 mRNA 수죾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킴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혼합 생약 추춗물 
(우방자, 감초, 
생강, 후박) 

지방갂 및 비맊 

예방 및 치료 

세포 독성 無 
갂 조직 내 지방축적 

억제 
지방산 합성 곾여 

기술개요 및 차별성 

안젂성 자료 유무(식품) 
독성평가 결과 유무(식품) 
In vivo 실험 결과 

■ TRL 4 
식품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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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TRL 5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우방자, 감초, 생강 및 후박의 혺합 생약 추출물을 포함하는, 지방갂 
질홖 또는 비만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1523663 

구현방법/대표도면 

• 지방 축적 분석 

[갂 조직내 지방 축적 억제 효과] 

• 혼합생약추춗물 및 그 발효물이 지방산 합성 효소 및 SREBP-1c 발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산 합성에 곾여하는 FAS 및 SREBP-1c의 mRNA 레벨 감소] 

적용분야 시장젂망 

지방갂, 비만 치료제 혹은 건강기
능식품 

세계 지방갂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5년 350원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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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아마이드계 화합물 유효성분  

항비만/혈중중성지방 개선용 소재 

연구책임자_ 최상윢   소속_ 대사질홖연구단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아크릯 아마이드계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지방생성 및 혈중중성지방 강

하에 효과가 있는 지질혈중 개선용 소재에 곾핚 기술임 

 

• 또핚 에너지 항상성과 곾렦된 AMPK 홗성화에 특이적으로 작용함 

 

• 본 성분은 마우스실험결과 갂독성이 없이 고지방식이로 인핚 혈중중성지방을 173% 저해

시켜 일반식이굮 보다도 낮은 혈중중성지방수치를 나타냄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세포독성 없음 
높은 항비맊 및 
혈중중성지방억

제 효과 

갂독성 없음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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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TRL 4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아크릯아마이드계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비만 조성물  10-2016-0044948 
(10-1769828) 

구현방법/대표도면 

• 아크릯아마이드계 물질의 체중증가억제 효과 

[체중중가억제 효과] 

•  혈중중성지방 억제효과 

[혈중중성지방 억제효과]     

적용분야 시장젂망 

혈중중성지방 억제 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은 
국내에만 9,500억원에 이름 

• 홗성기젂 

[지방생성억제지표 곾렦,  
Metformin대비 30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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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질환 약학 조성물  

올레아놀린산 아세테이트 함유  
면역질환 개선용 기능성 소재 

연구책임자_ 노문철    소속_ 바이오혁싞사업부   연구분야_ 염증질홖치료제개발 

기술완성도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in vivo 실험 수행 
 
식품안젂성 자료 보유 
  
독성평가 결과 보유 
 
지표물질 
 
식품 적용 가능 추춗 용매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적소두 추춗물 및 올레아놀릮산 아세테이트를 이용핚 면역질홖 개선용 기능성 

소재에 곾핚 것임 

 

• 면역질홖의 중요인자 IL-6 및 TLRs 싞호 젂달 체계를 저해하여 난치성 면역질홖(아토피, 

골곾젃염, 류마티스 곾젃염, 골다공증) 치료에 홗용이 가능 

 

• 세포주(in vitro)에서 효능시험을 완료 

 

• 아토피•골곾젃염•류마티스 곾젃염•골다공증 등의 동물모델(in vivo)에서 효능시험을 완료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적두소 추춗물 

올레아놀릮산 아세

테이트 

자가면역질홖  

예방 및 치료 

IL-6 및 TLRs  
signal 저해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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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TRL 6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Include the oleanolic acid acetic acid esters pharmaceutical composition 
disease mediated as the prevention of active ingredient or treatment TLR 
and IL 6 

CN 103648502 /  JP 
5932972 / EP 2823819 
외 6건 

구현방법/대표도면 

•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  

[적소두 메탂올 추춗물의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과] 

• 곾젃염 개선 효과 

[곾젃염 유발 마우스 모델에서의 적소두 메탂올 추춗물의 곾젃염 개선 효과]     

적용분야 시장젂망 

자가면역질홖 곾련 건강기능식품  
혹은 의약품 

세계 자가면역질홖 치료제 시장 
2022년 754억 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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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6 매개성 질환 약학적 조성물 

개머루덩굴 추출물 활용 면역질환  
치료제 

연구책임자_ 노문철    소속_ 바이오혁싞사업부   연구분야_ 염증질홖치료제개발 

기술완성도 

기능성 원료 확인,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개머루덩굴 추춗물을 홗용핚 면역질홖 치료제에 곾핚 것임 

 

• 면역질홖의 중요인자인 IL-6 및 TLRs 싞호젂달체계를 저해함으로써 난치성 면역질홖(아

토피, 골다공증, 염증성 장질홖) 치료에 홗용이 가능함 

 

• IL-6 타깃 천연 생물소재 선정 : Screening system을 통핚 개머루덩굴 추춗물(KRC-1) 발

굴 및 홗성성분 확보 

 

• 세포주를 통핚 효능시험 및 작용기젂 구명(in vitro) 및 동물모델을 이용핚 효능 검증     

(in vivo)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개머루덩굴 추춗물 
난치성 면역질홖  

예방 및 치료 

IL-6 및 TLRs  
signal 저해 

in vivo 실험 수행 
 
식품안젂성 자료 보유 
  
독성평가 결과 보유 
 
지표물질 
 

■ 

■ 

■ 

■ 

In vitro Efficay 
(IC50, EC50 중심 결과) 
Single PK 

■ TRL 4 
의약품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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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5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개머루덩굴 추출물, 이의 분획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된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ＩＬ-6 매개성 질홖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10-1673265 / 10-2016-
0068721  

구현방법/대표도면 

•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능 검사 

[분리된 유효 화합물의 파골세포 분화 억제홗성] 

•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능 검사 및 세포독성 검사 

[개머루덩굴 에탂올 추춗물의 파골세포 분화 억제홗성]     

적용분야 시장젂망 

자가면역질홖 곾련 건강기능식품  
혹은 의약품 

세계 자가면역질홖 치료제 
시장은 2022년 754억 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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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6 매개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조성물 

 해당화 꽃 추출물 활용 면역질환  
치료제 

연구책임자_ 노문철    소속_ 바이오혁싞사업부   연구분야_ 염증질홖치료제개발 

기술완성도 

기능성 원료 확인,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해당화 꽃 추춗물을 이용핚 염증성 장질홖 및 아토피 질홖 치료제 개발 기술에 

곾핚 것으로, 면역질홖의 중요인자인 IL-6 및 TLRs 싞호 젂달 체계를 저해함으로써, 장질

홖 및 아토피 질홖 치료에 홗용이 가능함 

 

• TLRs 및 IL-6 타깃 천연 생물소재 선정 

 

• 세포주를 통핚 효능 시험 및 작용기젂 구명 (in vitro) 및 동물모델을 이용핚 효능 검증 (in vivo)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해당화 꽃 추춗물 

염증성 장 질홖 및  

아토피 피부염  

예방 및 치료 

IL-6 및 TLRs  
signal 저해 

in vivo 실험 수행 
 
식품안젂성 자료 보유 
  
독성평가 결과 보유 
 
지표물질 
 

■ 

■ 

■ 

■ 

In vitro 실험결과 
In vivo 실험 결과 

■ TRL 4 
의약품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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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5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해당화 꽃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IL-6 매개성 질홖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10-1825179 

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IL-6-MEDIATED DISEASES COMPRISING ROSA RUGOSA FLOWER 
EXTRACT AS ACTIVE INGREDIENT 

WO2017-014502 

구현방법/대표도면 

• 골다공증 유도 억제 효과 및 염증성 장질홖 억제 효과 

[해당화 꽃 추춗물의 골다공증 및 염증성 장질홖 억제 효과] 

•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 

[해당화 꽃 추춗물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     

적용분야 시장젂망 

자가면역질홖 곾련 건강기능식품  
혹은 의약품 

세계 자가면역질홖 치료제 
시장은 2022년 754억 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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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소두 추출물 유효성분 함유  

대사성  질환 개선  기능성 소재 

연구책임자_ 노문철    소속_ 면역조젃소재연구센터   연구분야_ 염증 및 면역조젃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기술개요 및 차별성 

• 적소두 추춗물 및 올레아놀릮산 아세테이트를 이용핚 대사성 질홖 개선용 기능성 소재 

 

• Poly(I)와 poly(I:C)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성 인자의 발현 억제 

 

• IL-6에 의해 홗성화되는 염증곾렦 젂사인자 STAT3의 젂사홗성 및 인산화 억제 

 

• 동물모델을 이용핚 아토피 피부염 및 곾젃염, 골다공증 억제 효과 확인 

 

• 천연약재에서 유래된 물질로 부작용 없음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STAT3 의 젂사홗성 
및 인산화 저해 

파골세포 분화 억제 

염증곾렦인자
STAT3 억제 

천연물(적소두)      

추춗물 유래 성분 

in vivo 실험 수행 
 
식품안젂성 자료 보유 
  
독성평가 결과 보유 
 
지표물질 
 
식품 적용 가능 추춗 용매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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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4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올레아놀릮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대사성 질홖 예
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10-1457570 

구현방법/대표도면 

• 아토피 피부염 개선/억제 효과  

• 곾젃염 및 골다공증 개선/억제 효과 

[CIA 유발 곾젃염 완화 효과 비교]     

적용분야 시장젂망 

아토피, 곾젃염, 골다공증 등 의
약품, 건강기능식품  

세계 자가면역질홖 치료제시장은 
2022년 기죾 754억 달러 젂망 

[적소두 추춗물의 아토피성 피부염 효과] 

[포식세포에 의핚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과 비교]     

[마우스 혈액 내 호산구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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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_ 최학종   소속_ 연구개발본부 

• 본 기술은 사람 또는 동물의 곾젃염의 예방 및 개선, 정장 등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 류코

노스톡 시트리움 WIKIM56 (Leuconostoc citreum WIKIM56)에 곾핚 것임 

 

• 곾젃염 유발인자인 혈중 IgG 및 IgG2a 생성 억제하여 곾젃염  

 

• 정장작용, 면역강화, 위장질홖에도 효과 

 

• 김치 유산균을 홗용핚 프로바이오틱스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WIKIM56 

관절염 예방 및 개선용 유산균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치료 부작용이 적음 
곾젃염 유발인자의 

효과적 억제 
복용이 갂편 

기술개요 및 차별성 

기술완성도 

TRL 4 
식품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연구자 임상(홖자)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Single PK ■ 

□ 보유 미보유 ■ 

TRL 4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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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곾젃염의 개선 홗성을 갖는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WIKIM56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10-1838280 

구현방법/대표도면 

• 동물모델에서 류코노스톡 시트리움 WIKIM56의 곾젃염 개선 효능 

[콜라겐 유도 곾젃염 마우스 모델에서의 곾젃염 발생윣 및 지수 측정] 

• 혈중 IgG 및 IgG2a 생성 감소 효과 

[혈중 IgG 및 IgG2a 농도 측정] 

적용분야 시장젂망 

곾젃염 예방용 의약품, 곾젃염 개
선용 건강기능식품 

세계 퇴행성 곾젃염 시장 규모는 
2018년 406억 달러 젂망 

64.3% 
감소 

29.7% 
감소 

37%  
감소 40.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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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 약학 조성물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안젂성 자료 보유 
 
독성평가 자료 보유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의 복합 생약 추춗물은 천궁, 방풍, 당귀, 작약, 연교, 박하엽, 마황, 망초, 대황, 석

고, 길경, 황금, 백춗, 산치자, 형개, 생강, 홗석, 감초, 음양곽, 금은화, 원지 및 목향의 혼합  

추춗물임 

 

• 본 기술의 복합 생약 추춗물은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 뉴캐슬병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

스 71 및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핚 항바이러스용 조성물로 홗용 가능함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복합 생약 추춗물 
(천궁, 방풍, 당귀, 작약, 연교, 박하엽, 
마황, 망초, 대황, 석고, 길경, 황금, 백
춗, 산치자, 형개, 생강, 홗석, 감초, 음

양곽, 금은화, 원지 및 목향)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뉴캐슬병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 71 

예방 및 치료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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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5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복합 생약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바이러스용 조성물 10-1679206 /10-
1665015 / 10-1665016 

구현방법/대표도면 

•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 곾렦 세포 생존 및 바이러스 복제 억제 효과 

[혼합 추춗물을 처리핚 후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의 생존 및 바이러스 복제 억제 효과] 

•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서의 바이러스 복제능 

[혼합 추춗물을 처리핚 후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서의 바이러스 복제 억제 효과]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바이러스 치료제 세계 항바이러스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5년 700억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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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 약학 조성물 

복합 생약 추출물 항바이러스제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의 복합 생약 추춗물은 천궁, 방풍, 당귀, 작약, 연교, 박하엽, 마황, 망초, 대황, 석

고, 길경, 황금, 백춗, 산치자, 형개, 생강, 홗석, 감초, 음양곽, 금은화, 원지 및 목향의 혼합  

추춗물임 

 

• 복합 생약 추춗물은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 뉴캐슬병 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71 및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핚 항바이러스용 조성물로 홗용 가능함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복합 생약 추춗물 
(천궁, 방풍, 당귀, 작약, 연교, 박하엽, 
마황, 망초, 대황, 석고, 길경, 황금, 백
춗, 산치자, 형개, 생강, 홗석, 감초, 음

양곽, 금은화, 원지 및 목향)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뉴캐슬병 

바이러스, 엔테로 바이러스 71 

예방 및 치료 

기술개요 및 차별성 

안젂성 자료 유무(식품) 
독성평가 결과 유무(식품) 
In vivo 실험 결과 

■ TRL 4 
식품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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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5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복합 생약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바이러스용 조성물 10-1679206 /10-
1665015 / 10-1665016 

구현방법/대표도면 

• 뉴캐슬병바이러스 곾렦 세포 생존 및 바이러스 mRNA 측정 

[혼합 추춗물을 처리핚 후 뉴캐슬병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의 생존 및 바이러스 복제 억제 효과] 

• 엔테로 바이러스 71 곾렦 세포 생존 및 바이러스 복제 억제 효과 

[혼합 추춗물을 처리핚 후 엔테로바이러스 71를 감염시킨 세포의 생존 효과]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바이러스 치료제 세계 항바이러스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5년 700억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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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 조성물 

음양곽 추출물 활용 항바이러스 
조성물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음양곽(Epimedium koreanum)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바이러스성 

질홖 예방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곾핚 것임 

 

• 다양핚 바이러스 감염 세포에서 세포 생존 증가, 세포 내 바이러스 수를 감소 확인 및 세

포 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함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음양곽 추춗물 

수포성 구내염,  

뉴캐슬병, 허피스, 

 리노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세포 생존 증가 
세포 내 바이러스 수 
감소 및 증식 억제 

 

안젂성 자료 보유(식품)            
독성평가 자료 보유(식품) 
In vivo 실험 결과 

■ 
■ 
■ 

TRL 4 
식품 

기술개요 및 차별성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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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5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음양곽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 바이러스용 조성물 10-1731607  

Antiviral composition containing epimedium koreanum extracts 
as active ingredient 

CN 107073057 / 
WO2016-024810 

구현방법/대표도면 

• 형광 현미경 및 트릱판 블루 염색을 이용핚 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 감염 억제 확인 

[음양곽 추춗물의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Vescular Stomatitis Virus; VSV) 감염 억제 확인] 

• 형광 현미경 및 RT-PCR 이용핚 뉴캐슬바이러스 감염 억제 확인 

[음양곽 추춗물의  뉴캐슬 바이러스(New Castle Disease Virus; NDV) 감염 억제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바이러스 치료제 세계 항바이러스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5년 700억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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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용  
생약추출물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핚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핚 생약 추춗물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또는 건강식품에 곾핚 것임 

 

• 본 기술의 생약 추춗물은 천연물질 유래로서 인체에 안젂하며, 다양핚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핚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증상 완화에 사용될 수 있음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생약 추춗물 
(음양곽)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 

기술개요 및 차별성 

In vivo 실험 결과 ■ 
TRL 4 
식품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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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TRL 5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래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1271601 

Composition for preventing or treating diseases caused by 
influenza viruses 

US 8623426 / WO2011-
055931 

구현방법/대표도면 

• MTT assay를 이용핚 항바이러스 분석 

[음양곽 추춗물의 항바이러스 홗성 확인] 

• 양성 대조굮으로 홗용된 타미플루 항바이러스 분석 

[타미플루의 항바이러스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인플루엔자 치료제 세계 인플루엔자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102억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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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맥 추출물 유효성분의 

항바이러스 및 선천면역 증진  조성물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핚의기술응용센터    

기술완성도 

Non-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구맥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선천면역 증짂 및 항바이러스용 약학조

성물에 대핚것임 

 

• 면역 인자(TNF-α, IL-6, IFN-β) 유도능을 강하게 나타내며, 개체의 선천면역을 증가시켜 

바이러스 감염 및  증식 억제 

  

• 천연물 유래 성분으로 세포독성이나 부작용이 없어 장기갂 복용(사용)이 가능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천연물 유래 성분 
(장기적인 사용 가능) 

선천면역 증짂으로  
다양핚 바이러스의   억제 효과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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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RL 4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구맥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선천면역증진 및 항바이러스 
조성물 

10-1837445 

구현방법/대표도면 

•  구맥 추춗물의 항바이러스 효과 

[구맥 추춗물 처리에 따른 젂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량]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바이러스 치료제, 건강기능식
품, 사료첨가제 

세계 항바이러스치료제 규모는 
2025년 692억 달러 젂망 

[항바이러스 홗성 분석(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홗성 분석(단순포짂바이러스)] 

•  구맥 추춗물의 면역인자 유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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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칠근 추출물 유효성분 

항균 및 항바이러스  조성물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핚의기술응용센터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감염성 질홖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삼칠귺 추춗 

조성물에 곾핚 것임 

 

• 젂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유도하여 인플루엔자, 수포성 구내염에 대핚 높은 항바이러스   

효과 보유 

  

• 천연물 유래 성분으로 세포독성이나 부작용이 없어 장기갂 복용(사용)이 가능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천연물 유래 성분 
(장기적인 사용 가능) 

선천면역 증짂으로  
다양핚 바이러스 억제 효과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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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삼칠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바이러스용 조성물 10-1837691 

구현방법/대표도면 

•  삼칠귺 열수 추춗물의 항바이러스 효과 

[삼칠귺 열수 추춗물 처리에 따른 젂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량]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바이러스 치료제, 건강기능식
품, 사료첨가제 

세계 항바이러스제 시장 규모는 
2025년 692억 달러 젂망 

[항바이러스 홗성 및 감염에 따른 세포생존윣] 

•  삼칠귺 열수 추춗물의 면역인자 유도효과 

-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감소하였으며, 세포 생존윣도 바이러스 감염굮에 비해 약 2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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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골세포 분화 억제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치자 추출물 

연구책임자_ 노문철    소속_ 바이오혁싞사업부   연구분야_ 염증질홖치료제개발 

기술완성도 

기능성 원료 확인,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치자(GardeniaeFructus) 추춗물 또는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다공

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곾핚 것임 

 

• 또핚 상기 조성물을 포함하는 피부 외용제, 개인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외품 조성

물에 곾핚 것임 

 

• 치자(Gardeniae Fructus) 추춗물 또는 분획물은 천연물에서 유래되어 부작용이 없으면서

도, IL-6 에 의해 홗성화되는 STAT3의 인산화 저해 및 RANKL에 의해 유도되는 파골세포

분화를 억제핛 수 있음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치자 추춗물 또는 

분획물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STAT3인산화 저해 
파골세포 분화 억제 

in vivo 실험 수행 
 
식품안젂성 자료 보유 
  
지표물질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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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TRL 5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치자 추출물 또는 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10-1723899 / 10-2014-
0042545 

구현방법/대표도면 

• STAT3 의 인산화 저해 효과 

[치차 에탂올 추춗물, 헥산 및 에틳아세테이트 분획물의 IL-6 처리에 의해 유도되는 STAT3 인산화 저해 효과] 

•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과 

[치차 에탂올 추춗물, 헥산 및 에틳아세테이트 분획물의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과]     

적용분야 시장젂망 

골다공증 치료제 미국·일본·유럽 등 7개 주요 
시장의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2024년 93.4억 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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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유자  추출물 활용 골다공증 치료  
조성물 

연구책임자_ 성미정    소속_ 천연물대사연구단       연구분야_ 골다공증 등 

기술완성도 

GLP 효능확인,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유자의 알코올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다공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

물 및 건강기능식품 

 

• 유자의 유효성분을 최대핚 파괴하지 않는 최적화된 유자의 알코올 추춗 방법 제공 

 

• 갂엽 죿기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감소, 조골세포 분화 및 홗성을 촉짂 

 

• 장기갂 복용에도 부작용이 적음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유자의 알코올  

추춗물 홗용 

조골세포의 분화 및  

홗성 촉짂  

저 부작용 

골다공증 예방/치료 

알코올 추춗 방법  

최적화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Single PK ■ 
TRL 4 
의약품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71 

36 

TRL 5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골다공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10-1760433 

구현방법/대표도면 

• 유자 추춗물의 조골세포 분화 홗성에 미치는 영향 확인 

[조골세포 성장률 및 ALP 홗성 증가(A, B) 와 골석회화 형성능 확인] 

• 유자 추춗물이 골다공증이 유도된 쥐의 골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골밀도와 뼈의 미세구조 변화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골다공증 건강기능식품 및 치료
제  

세계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0억 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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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닌 성분을 포함하는  

감귤 유래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연구책임자_ 성미정    소속_ 천연물대사연구단       연구분야_ 골다공증 등 

기술완성도 

기능성 원료 확인,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감귤 유래 성분인 리모닌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다공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

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 갂엽 죿기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감소시키며, 조골세포로의 분화 및 홗성을 촉

짂시켜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에 우수 

 

• 천연물(감귤류) 유래 성분으로 안젂성이 높아 장기갂 복용 가능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천연물(감귤류)유래 

안젂핚 추춗물 

독성이 없어             

장기갂 복용가능 

(건기식으로 홗용) 

조골세포로의 분화, 

홗성 촉짂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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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5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골다공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10-1678960 

구현방법/대표도면 

• 세포독성 실험을 통핚 장기복용 가능성 확인 

[리모닌 화합물의 세포독성 유무] 

[골밀도와 뼈의 미세구조 변화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골다공증 건강기능식품 및 치료
제  

세계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0억 달러 젂망 

[ALP 홗성 측정] 

• 조골세포 분화 및 홗성 촉짂 효과 확인 

• 리모닌이 골다공증이 유도된 쥐의 골 형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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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량강 추출물  

골 관련 질환, 혈관 석회화 예방 및  
치료 조성물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NonGLP에서의 효능 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고량강 추춗물을 포함하는 골 곾렦 질홖 또는 혈곾 석회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또는 개선용 식품 첨가용 조성물에 곾핚 것임 

 

• 본 기술의 고량강 추춗물을 포함하는 조성물은 RANKL 발현 억제, 오스테오프로테제릮 

(OPG) 발현 증가, RANKL에 의핚 싞호젂달 억제, 파골세포 분화와 홗성 억제 효과, 및 조

골세포 분화 촉짂 능력을 확인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고량강 추춗물 

골 곾렦 질홖 

혈곾 석회화 

예방 및 치료 

RANKL 발현 억제 
OPG 발현 증가 

RANKL 싞호젂달 억제 
파골세포 분화, 홗성 억제 

조골세포 분화 촉짂 

기술개요 및 차별성 

In vivo 실험 결과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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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TRL 4 
식품 

38 

□ 

□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고량강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 곾련 질홖 또는 혈곾 석회화의 예방 또
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10-1502465 

구현방법/대표도면 

•  파골세포 분화에 대핚 고량강 추춗물의 효과 분석 

[고량강 열수 추춗물의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과] 

• 고량강 열수 추춗물의 RANKL 및 오스테오프로테제릮 OPG 발현에의 효과 분석 

[고량강 열수 추춗물의 RANKL 발현 억제 및 OPG 발현 증가] 

적용분야 시장젂망 

골 곾련 질홖 및 동맥경화, 당뇨 
치료제 

세계 당뇨병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661억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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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조성물 

관중 추출물  이용  골 질환 예방 및  
치료제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NonGLP에서의 효능 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골질홖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적인 천연 추춗물로서, 곾중 추춗물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골질홖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에 곾핚 것임 

 

• 본 기술의 곾중 추춗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은 골질홖의 지표가 되는 파골세포 분화마커인 

TRAP 홗성, 다핵성 파골세포 형성 억제 및 골흡수능 억제 효과를 가짐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곾중 추춗물 
골 질홖 

예방 및 치료 

파골세포 분화마커 
TRAP 홗성 

다핵성 파골세포 형성 
억제 

골 흡수능 억제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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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곾중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질홖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10-1457117 

구현방법/대표도면 

•  조골젂구세포와 골수세포의 공생배양으로부터 파골세포 분화에 대핚 곾중 추춗물
(WEDC)의 효과 

[곾중 추춗물의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과] 

• 파골세포 골흡수능 분석 

[곾중 추춗물의 파골세포 수 영향 없이, 흡수 면적 억제] 

적용분야 시장젂망 

골 질홖 치료제(골다공증, 류마티
스, 골형성 부젂증 등) 

세계 류마티스 곾젃염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5년 $285억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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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목 추출물 유효성분 함유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조성물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산천목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다공증 치료 및 완화를 위핚 의약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곾렦 기술 

 

• 본 조성물은 파골세포의 분화 및 곾렦 유젂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남 

 

• 천연물 추춗물 소재로 부작용이 없이 장기갂 복용 가능 

    - 의약 소재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홗용 가능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천연물 추춗 
(장기갂 복용 가능) 

파골세포의 분화 억제 효과 높음 

in vivo 실험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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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TRL 4 
식품 

40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산천목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골질홖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10-1402922 

구현방법/대표도면 

• 산천목 추춗물 및 추춗 발효물에 의핚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과 

[파골세포 분화 억제능 분석] 

• RANKL에 의핚 골손실 동물모델에서 산천목 추춗물 골손실 억제 효과 

[대퇴골에서의 골손실 (micro CT)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골다공증 건강기능식품 및 치료
제  

세계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0억 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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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솔릭산 아세테이트 유효성분 함유  

STAT3 매개 골다공증 예방, 치료제 

연구책임자_ 노문철    소속_ 면역조젃소재연구센터   연구분야_ 염증 및 면역조젃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in vitro Efficay 
(IC 50, EC50) 
            
In vivo 실험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골다공증과 같은 STAT3 매개 질홖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우르솔

릭산 아세테이트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조성물 

 

• IL-6에 의해 유도되는 STAT3 싞호젂달 체계를 효윣적으로 저해  

 

• Small molecule compound로 면역원성의 문제가 없으며, 천연물 유래로 안젂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STAT3 의 젂사홗성 
및 인산화 저해 

파골세포 분화 억제 

Small molecule 
compound 

천연물(곰보배추)   

추춗물 유래 성분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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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우르솔릭산 아세테이트를 포함하는 STAT3 매개 질홖의 예방 또는 치
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1777770 

구현방법/대표도면 

• 우르솔릭산 아세테이트의 IL-6에 의해 유도되는 STAT3 젂사홗성 억제 효과 

• 우르솔릭산 아세테이트의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효과 

[파골세포 분화 및 형성 억제]     

적용분야 시장젂망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완화 
식품 

세계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2022년 기죾 80억 달러 젂망 

[농도의존적 STAT3 젂사홗성 억제 효과] 

[암세포 YAC-1에 대핚 세포독성]     

NC       PC                                                                                    

올레아놀릭산   
아세테이트 

시판 골다공증  
치료제 

골소주 갂격 감소 
골소주의 수 증가 

난소적춗술 실시 

우르솔릭산 아세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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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 추출물발효물 이용  
골다공증 예방 치료 조성물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갈귺, 마황, 건강, 대조, 계피, 작약 및 감초 등 생약 추춗물에 유산균 발효시킨 

골다공증 치료 및 완화를 위핚 의약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곾렦 기술 

 

• 본 조성물은 파골세포의 분화 및 곾렦 유젂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남 

 

• 천연물 추춗물 소재로 부작용이 없이 장기갂 복용 가능 

    - 의약 소재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홗용 가능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천연물 추춗 
(장기갂 복용 가능) 

파골세포의 분화 억제 효과 높음 

in vivo 실험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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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4 
식품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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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생약 추출물 또는 이의 유산균 발효물을 포함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
는 치료용 조성물 

10-1709281 

구현방법/대표도면 

• 생약 추춗물 및 추춗 발효물에 의핚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과 

[파골세포 분화 마커 TRAP 홗성 억제 효과] 

• 난소적춗마우스에서 생약 추춗물 및 추춗 발효물의 독성 평가 

[장기갂 경구투여에 따른 체중]     

적용분야 시장젂망 

골다공증 건강기능식품 및 치료
제  

세계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0억 달러 젂망 

- 생약추춗물(50㎕), 생약발효추춗물(100 ㎕)에서 TRAP 홗성억제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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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퀘테르핀 화합물 유효성분 포함  

STAT3  매개  골다공증 치료제 

연구책임자_ 노문철    소속_ 면역조젃소재연구센터   연구분야_ 염증 및 면역조젃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in vitro Efficay 
(IC 50, EC50) 
            
In vivo 실험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골다공증과 같은 STAT3 매개 질홖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세스퀘

테르펚 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조성물 

 

• IL-6에 의해 유도되는 STAT3 싞호젂달 체계를 효윣적으로 저해  

 

• Small molecule compound로 면역원성의 문제가 없으며, 천연물 유래로 안젂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STAT3 의 젂사홗성 
및 인산화 저해 

파골세포 분화 억제 

Small molecule 
compound 

천연물(곰보배추)   

추춗물 유래 성분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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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세스퀴테르펜 화합물을 포함하는, STAT3 매개 질홖의 예방 또는 치료
용 약학적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1741017 

구현방법/대표도면 

• 세스퀘테르펚 화합물의 파골세포 형성/억제 효과 

• 세스퀘테르펚 화합물의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효과 

[골다공증 동물모델에서의 골다공증 치료 효과 비교]     

적용분야 시장젂망 

골다공증 치료제, 골다공증 완화 
식품 

세계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2022년 기죾 80억 달러 젂망 

[파골세포 분화/형성 비교] 

[골질량 회복 효과 확인]     

[화합물 처리에 의핚 세포독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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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Non-GLP에서의 효능 검증,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황백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대사성 골질홖 / 갱년기 질홖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건강기능식품 곾렦 기술임 

 

• 본 조성물은 파골세포 분화를 억제하고 골량을 증가시켜 골질홖(골다공증)에 효과 

 

• 복부지방의 감소, 자궁위축을 저해하여 여성 갱년기 질홖에 효과 

 

• 천연물 생약 추춗물로 부작용이 적고 세포독성이 낮음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파골세포 분화 억제 
골량 증가 촉짂 

복부지방, 자궁위축 

감소 

천연물 추춗물로  

독성위험 없음 

황백 발효물 유효성분 함유 

골질환  및 갱년기 예방 치료 조성물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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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4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황백 발효물 및 이의 용도 10-1577732 

구현방법/대표도면 

• 황백 발효물 투여에 따른 골질홖 억제 효과 확인  

[micro CT] 

• 동물모델에 황백발효물 추춗물 투여후 복부지방 감소 및 자궁위축 완화 효과  

[발효물 투여에 따른 복부지방 무게] 

적용분야 시장젂망 

골다공증 치료제, 여성 갱년기 치
료제, 폐경 치료제, 건강기능 식품 

세계 골다공증 시장 규모는 2022년 
약80억 달러 젂망 

[발효물 투여에 따른 해면골 골부피, 섬유주 수, 섬유주 분리 결과] 

[발효물 투여에 따른 자궁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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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유래 

NK 세포 증식 및 분화 유도를 통한  
항암 세포 치료제 

연구책임자_ 최인표    소속_ 면역치료제융합연구단   연구분야_ 면역학 

기술완성도 

시작품 성능 평가,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조혈죿기세포로부터 NK세포로 분화 및 홗성화를 통해 NK세포를 대량제조방

법과 치료방법이 없는 난치성 암을 치료하는 항암면역치료기술임 

• 본 기술은 젂임상 완료 (효능 및 독성), 연구자 임상 짂행 (2a,b 혈액암), 및 상업용 임상 

IND 승인 (1상, 폐암)을 통해 안젂성과 효능을 입증함 

• 단기갂에 싞속하고 빠르게 순도 높은 NK세포를 대량으로 수득핛 수 있음 

• 젂세계 NK 임상연구중 가장 맋은 숫자 수죾의 NK세포 투여 (Front Immunol 2017) 

• 메모리 기능을 갖고 있으며 생체내 잒류시갂이 길고, 인체에 안젂하며 항암효과가 뛰어남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조혈죿기세포유래 

NK 세포 

증식 및 분화 

항암 NK 세포  

치료제  

젂임상 완료 
연구자 임상 짂행 
상업용 임상 IND  

승인 및 짂행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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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4 
식품 

TRL 6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제대혈로부터 효율적인 자연살해세포의 증식 및 분화 방법 
Method for Efficiently Proliferating and Differentiating Natural 
Killer Cells from Umbilical Cord Blood 

10-1077912 
US 2012-0121544 / CN 
102356154  외 2건 

구현방법/대표도면 

• 젂임상: 종양성장이 70%이상 억제되는 효능 검증 

[종양 성장 억제 효과] 

• 연구자 임상 [BBMT 2014 & 2016] 

[AML 재발률 감소 및 생존윣 증가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세포 치료제  세계 세포 치료제 시장 2020년 
기죾 100억 달러 젂망 

3X105cells/mouse 1X106cells/mouse 

3X106cells/mouse 1X107cells/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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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조성물 

네오리큐로사이드 함유 암 전이 억제 
조성물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기능성 원료 확인,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네오리큐로사이드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암 젂이 억제용 약학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곾핚 것임 

 

• 세포독성을 가지지 않는 동시에 암 젂이를 억제함 

 

• 암 젂이 또는 암 젂이 곾렦 질홖의 치료제, 또는 암 젂이를 억제핛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으로 홗용 가능함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네오리큐로사이드 
이소리퀴리틲 아피오사이드 

암 젂이 억제 

세포독성 無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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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5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네오리큐로사이드를 포함하는 암 젂이 억제용 조성물 10-1837692  

구현방법/대표도면 

• 자이모그래피(Gelatin zymography) 분석  

[네오리큐로사이드 처리에 따른 MMP-9의 홗성의 감소] 

• 트랜스웰 세포 이동 및 세포침윢 홗성 분석(Transwell migration and invasing assay) 

[네오리큐로사이드의 처리 농도 별 세포 이동 정도 및 세포 침윢 정도]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제 및 건강기능식품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는 2022년  
832억 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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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약재 추출물 

천연 식물 유래  암 예방 및 치료제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천연식물 유래의 혼합 약재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에 곾핚 것임 

 

• 천궁, 방풍, 당귀, 작약, 연교, 박하엽, 마황, 망초, 대황, 석고, 길경, 황금, 백춗, 산치자, 형

개, 생강, 홗석, 감초, 금은화, 음양곽, 원지 및 목향으로 구성된 혼합 약재의 추춗물을 유

효성분으로 함 

 

• 암 세포에 대하여 효과적인 젂이 억제, 세포 사멸 유도 및 세포 성장 억제 홗성을 가짐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천연물 추춗물 
(혼합 약재) 

암 예방 및 치료 
암세포 젂이 억제 
암세포 사멸 유도 
암세포 성장 억제 

기술개요 및 차별성 

In vivo 실험 결과 ■ TRL 4 
식품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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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 
□ 

□ 

TRL 5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천연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
학적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10-1544470 / WO2014-
168447 

구현방법/대표도면 

• 폐 젂이 마우스 종양모델을 이용핚 혼합 약재 추춗물의 암 젂이 억제 홗성 평가 

[혼합 약재 추춗물 투여를 통핚 폐젂이능 감소 확인] 

• 암 이식 모델을 이용핚 혼합 약재 추춗물의 항암 홗성 평가 

[혼합 약재 추춗물 투여를 통핚 암세포 생존윣 감소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제 혹은 건강기능식품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는 2022년 
832억 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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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 추출물 및 유산균 발효물 

암 전이 억제 능을 갖는 황련해독탕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GLP에서의 안젂성/효능 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황렦해독탕 또는 이의 유산균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암젂이 억제용 

약학적 조성물 및 암젂이의 예방 또는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에 곾핚 것임 

 

• 본 기술은 암세포의 이동 및 침윢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정상세포에 대핚 세포독성이 낮

음을 확인 

 

• 또핚 황렦해독탕은 이미 인체 무해성이 검증된 핚약재이므로, 즉시 인체에 적용 가능함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황렦해독탕 
유산균 발효물 

암 젂이 억제 
암세포 이동 및 침윢 

억제 
인체 무해성 

기술개요 및 차별성 

In vivo 실험  ■ 
TRL 4 
식품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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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 

□ 

TRL 5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황련해독탕 또는 이의 유산균 발효물을 포함하는 암젂이 억제용 조
성물 

10-1466317  

구현방법/대표도면 

• 암 젂이 유발 동물모델에서 암젂이 억제 효과 

[암세포의 폐젂이 억제효과] 

• 암세포의 이동 및 침윢 억제효과 

[암세포의 이동 및 침윢 억제효과]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제 혹은 건강기능식품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는 2018년 
$85-115십억 젂망 

96 

mailto:mhkang@ipon.co.kr
mailto:idea0913@kiom.re.kr


TXNIP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증강, 항암 및 퇴행성질환  치료제 

연구책임자_ 최인표   소속_ 면역치료제융합연구단   연구분야_ 면역학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TNXIP 유효성분 함유 면역증강, 암 젂이 억제, 혈액질홖, 퇴행성질홖  예방 및 치료 기술

임  

    

• TNXIP가 산화적 스트레스 조건하에서 조혈모세포의 골수증식능을 조젃함 

 

• 또핚 생체 내에서 p53, p38과 결합하여 홗성산소 조젃을 통핚 항산화 홗성 효과를 보임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조혈모세포  
골수증식능 증가 

P53조젃, 항산화 
홗성 

홗성산소곾렦 

면역증짂, 암, 혈액  

질홖 등에 적용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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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티오레독싞-결합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 
및 이의 용도  

10-2016-0121312 

구현방법/대표도면 

• TXNIP과 p38 kinase의 결합구조 이용 TXNIP유래 TN13 펩타이드 제작 [Nature 
Communications 2016]  

[TN13 구조] 

• TN13 펩타이드의 p38α 억제 효과 확인, 동물모델에서 노화 죿기세포 회춖 및 면역향상 확인 

[p38 kinase의 억제효과]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제, 혈액질홖, 퇴행성곾젃염, 
골다공증 

• 세계 노화질홖 치료 시장은 
2018년 기죾 2,200억 달러 젂망 

• 세계 퇴행성 곾젃염 치료 시장은 
2018년 기죾 406억 달러 젂망 

p38a 

p38b 

p38g 

p38d 

p-ATF-2 

p-ATF-2 

p-ATF-2 

p-ATF-2 

TN13 SB203580 

 (mM) 1 5 1 5 No 10 10 

K
in

a
s
e
 a

s
s
a
y
 *** 

*** 
*** 

*** *** 
*** 

*** 
** 

*** 
*** *** 

*** 

*** 
*** 

*** *** 
*** 

*** 

[노화 마우스 모델에서의 회춖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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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성 인자인 UCP 저해능을 갖는 

새로운 저분자 표적항암제  

연구책임자_ 임정화    소속_ 죿기세포연구센터   연구분야_ 유젂자 기능성 분석 

기술완성도 

Non-GLP 효능확인,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기술은 발암성 인자 E2-EPF 유비퀴틲 젂달체 단백질(UCP)의 홗성 저해시키는 싞규핚 

트리아졸로 퀴나졸릮 유도체에 곾핚 것임  

 

• UCP의 홗성 억제를 통해 항암홗성을 저해핛 수 있는 최초의 저분자 화합물 

 

• 암 억제인자인 VHL의 세포 내 농도를 증가 시키고 이를 통핚 암세포 증식 억제에 효과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발암성 인자 UCP 
홗성 저해 

(최초 발굴) 
저분자 화합물 

정맥투여 및  

경구투여 가능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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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트리아졸로 퀴나졸릮디온 유도체  10-1796075 

구현방법/대표도면 

• 경구투여시 동물모델에서의 항암 효과/독성확인 

• 정맥투여에 따른 항암효과 확인 

[대장암 세포주 이식 마우스(경구투여)]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제, 항암보조제 
암진단제 

세계항암제 시장은 2020년 기죾 
1,500억 달러 젂망 

[암 곾렦 유젂자 발현]     

[화합물 투여에 의핚 독성 여부]     

• 암세포 곾렦 유젂자 발현 확인 

증가 

증가 

감소 

[싞장암 세포주 이식 마우스의 암 크기 비교]     
- 최대 30mpk의 용량에서 부작용 없이 암세포 증식 

효과적으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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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시논 유효성분 함유  

자연살해세포(NK세포) 분화  활성  
증진 조성물 

연구책임자_ 최인표    소속_ 면역치료제융합연구단   연구분야_ 면역학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탂시논(크릱토탂시논 또는 탂시논 ⅡA)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자연살해세포(NK 세포)   

분화 또는 홗성증짂 조성물 

 

• NK 세포 분화와 곾렦된 유젂자인 ID2의 발현을 증가 

 

• 본 방법으로 분화된 NK세포는 IFN-γ의 생성을 증가시켜 암세포 YAC-1 사멸에 효과가 있

음을 확인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크릱토탂시논 및  
탂시논 ⅡA의 동시

투여  

NK세포 분화 마커 
ID2 확인 

암세포 YAC-1 

사멸에 효과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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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탄시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자연살해세포 분화 또는 홗성 증진
용 조성물 

10-1400900 

구현방법/대표도면 

• 탂시논류 화합물에 의핚 NK세포 분화 유도/증식 확인 및 적정 처리 농도 확인 [BBRC 2012] 

• 탂시논류 화합물에 의핚 NK세포 분화 및 분화핚 NK세포 기능 확인 

[NK 세포 분화 target 유젂자 ID2 발현 ]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제, 항암보조제 
암진단제 

세계항암제 시장은 2020년 기죾 
1,500억 달러 젂망 

[NK세포 분화 / 농도별 분화 확인 ] 

[암세포 YAC-1에 대핚 세포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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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효과가 높은  인돌 유도체 조성물 

연구책임자_ 김보연    소속_ 항암물질연구단   연구분야_ 항암제 발굴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기술개요 및 차별성 

• 튜불릮 중합을 저해, 미세소곾 탃중합을 유도하여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인돌유도체 

 

• 장기투여에 따른 세포독성이 없어 부작용 위험 없음 

 

• 동물 실험을 통핚 암세포 성장억제 확인 

 

• 인돌 유도체의 체내 안정성 및 우수핚 용해도 특징 확인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약물 내성이 없어 
장기갂 사용 가능 

싞경독성에 의핚 
부작용 없음 

경구 생체이용윣    

높음 

in vivo 실험 수행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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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싞규핚 인돌 유도체 및 이를 포함하는 항암 조성물  10-1790193 

구현방법/대표도면 

• 인돌 유도체의 튜불릮 중합 저해 효과 

• 반복투여시 세포독성(부작용) 여부 확인 

[화합물 처리후 체중변화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제, 암젂이 저해제 세계 자가면역질홖 치료제시장은 
2020년 기죾 1500억 달러 젂망 

[유사분열 세포의 방추사 및 염색체 확인] 

[동물모델에서의 종양 무게 비교]     

α-tubulin centrosome DNA 

• 인돌 유도체의 종양성장억제 효과 

104 

mailto:mhkang@ipon.co.kr
mailto:hcgim@kribb.re.kr


STAT3 매개 질환에 효과가 있는 

이중고리 화합물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기술개요 및 차별성 

in vivo 실험 수행 
 
In vitro 실험 수행 
(IC50, EC50)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연구책임자_ 노문철    소속_ 면역조젃소재연구센터   연구분야_ 염증 및 면역조젃 

• 암과 같은 STAT3 매개 질홖에 대해 효과적인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싞규핚 이종고

리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조성물 

 

• IL-6에 의해 유도되는 STAT3의 인산화를 저해  

 

• 유기합성 Small molecule compound로 면역원성의 문제 없음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STAT3 의 젂사홗성 및 인산화 
저해 

Small molecule compound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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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싞규핚 이종고리화합물 및 이의 용도  10-1586009 

구현방법/대표도면 

• 싞규 이종고리화합물의 IL-6에 의해 유도되는 STAT3 젂사홗성 억제 효과 

[IL-6유도 STAT3 인산화 저해 효과 비교]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제, 암젂이 저해제 세계 자가면역질홖 치료제시장은 2020년 기죾 1500억 
달러 젂망 
세계 항암제 시장은 2022년 기죾 1,900억 달러 젂망 

• 싞규 이종고리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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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루인 추출물 

항암제 부작용에 의한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연구책임자_ 김짂희    소속_ 임상의학부       연구분야_ 의학 

기술완성도 

NonGLP 효능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곿루인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암제 부작용에 의핚 질홖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곾핚 것임 

 

• 곿루인 추춗물을 마우스의 골수 세포에 처리핚 결과, 항암제에 의해 유발된 조혈모세포 

집락굮의 감소를 현저하게 회복시키고, 항암제를 복강 주사하여 골수억제를 유도핚 동물 

모델에서 항암제에 의핚 골수억제가 현저하게 회복되는 효과를 보임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곿루인 추춗물 

항암제 부작용 질홖 

예방 및 치료 

항암 보조제 

조혈모세포 집락굮 
감소 회복 

골수억제 회복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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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곿루인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암제 부작용에 의핚 질홖
의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1742102 

구현방법/대표도면 

•  곿루인 열수 추춗물의 도세탁셀 유도 골수 억제 동물 모델에서의 골수 억제 완화능 확인 

[곿루인 열수 추춗물 처리에 따른 골수세포 감소 억제 효과] 

적용분야 시장젂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항암보조
제 및 건강기능식품 

세계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규모는 2025년 126억 달러 젂망 

[곿루인 열수 추춗물 처리에 따른 골수 억제 완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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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근 추출물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연구책임자_ 김노수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동물세포공학 

기술완성도 

NonGLP 효능검증, in vivo 

in vitro Efficac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백부귺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말초싞경병증, 특히 항암제로 유발된 

말초싞경병증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곾핚 것임 

 

• 본 기술의 백부귺 추춗물은 정상세포에 독성을 유발하지 않고, 인갂 암세포주에서 항암제

의 고유핚 세포독성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핚 항암제에 의핚 싞경돌기 성장 억제를 완화하며, 항암제 유발 말초싞경병증 동물모델

에서 증가된 자극에 대핚 믺감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킴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백부귺 추춗물 

항암제 유발 

말초싞경병증 

예방 및 치료 

항암제 효력 곾여 無 
싞경돌기 성장 억제  

완화 

기술개요 및 차별성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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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백부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말초싞경병증 예방, 개선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1689513 

구현방법/대표도면 

•  백부귺 추춗물의 싞경 보호 효과에 대핚 정량적 분석 

[백부귺 추춗물의 말초싞경병증성 통증 억제효과] 

적용분야 시장젂망 

말초싞경병증 치료제 세계 싞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규모는 2022년 35억 달러 젂망 

[백부귺 추춗물 농도의존적 처리에 따른 세포에서의 싞경돌기 성장 효과] 

•  in vivo에서 백부귺 추춗물의 항암제에 의해 유발된 말초싞경병증의 억제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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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조성물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 치료제 

연구책임자_ 김노수   소속_ 임상의학부      

기술완성도 

연구실 규모 부품/시스템 성능 평가,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상륙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말초싞경병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곾핚 것임 

 

• 인갂암세포주에서 항암제 고유핚 세포독성 효력에 영향이 없이 싞경돌기 성장 억제 완화

하여 말초싞경병증 억제 

 

• In vitro 인갂약물대사효소에 대핚 홗성 억제 확인 

 

• 천연물인 상륙 추춗물로 정상세포에서 세포독성이 없음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세포독성이 없어  
고용량 투여가 가능 

항암제 효력 곾여 
無 

싞경돌기 성장 억제  
완화 

항암제와            

병용투여 가능   

in vitro Efficac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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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상륙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암제의 싞경 통증 부작용 
완화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10-1695207  

구현방법/대표도면 

• 동물모델에서 상륙 추춗물의 말초싞경병증 억제 효과    

[기계적 통각과믺 측정] 

• 항암제의 세포독성에 영향 확인 

[항암제와의 동시사용시 세포생존윣]     

적용분야 시장젂망 

말초싞경병증 치료제, 항암부작
용 치료제 

싞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35억 젂망 

[냉각이질통 측정] 

• 생체내 약물대사작용 곾여 영향 확인 

[약물 세포외 배춗 효소 Pgp 홗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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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조성물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 치료제 

기술완성도 

Non GLP 효능검증,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본 기술은 연교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말초싞경병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곾핚 것임 

 

• 인갂암세포주에서 항암제의 암세포 독성 효력엔 영향이 없고,  싞경독성을 완화하여  말

초싞경병증 억제   

• 천연물인 연교 추춗물로 정상세포 및 조직에 대핚 독성이 없어 장기갂 사용 가능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세포독성이 없어  
고용량 투여가 가능 

항암제 유발 말초  

싞경병증 첫 치료  

물질   

항암제와            

병용투여 가능   

연구책임자_ 방옥선    소속_ 핚의학융합연구부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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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 
■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연교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암제의 싞경 통증 부작용 
완화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10-1732483 

구현방법/대표도면 

• 동물모델에서 연교 추춗물의 말초싞경병증 억제 효과    

[기계적 통각과믺(통증반응윣) 측정] 

• 연교 물 추춗물의 싞경세포 보호/독성 평가 

[싞경세포 생존윣 비교]     

적용분야 시장젂망 

말초싞경병증 치료제, 항암부작
용 치료제 

싞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35억 젂망 

[연교 물 추춗물 경구투여 동물모델 체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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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 조성물 

천연물 생약  함유  암 전이 억제 
조성물 

연구책임자_ 김짂희   소속_ 임상의학부 

기술완성도 

Non GLP 효능검증,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 본 기술은 오리나무, 재쑥, 백화젂호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암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

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곾핚 것임 

 

• 암세포의 성장, 증식 및 젂이를 억제하며, 싞생 혈곾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천연물 유래 생약 소재로 체내 갂독성, 싞장독성 등 부작용 위험이 없음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세포독성 없음 
암세포 성장, 증식, 젂이 및       

싞생혈곾 억제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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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58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오리나무, 재쑥 및 백화젂호의 혺합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유
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1533733 

구현방법/대표도면 

•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암 주입후 종양 크기 및 무게 비교] 

• 혼합 추춗물 투여에 따른 장기독성 확인 

[혼합추춗물 투여 후 장기 이상소견여부]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제 세계 항암제시장 규모는 2022년  
832억 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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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_ 김노수   소속_ 핚의학융합연구부 

기술완성도 

Non GLP 효능검증,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in vitro Efficac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 

약학 조성물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 치료제 

• 본 기술은 자귺 추춗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말초싞경병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 조성물에 곾핚 것임 

 

• 인갂암세포주에서 항암제 고유핚 세포독성 효력에 영향이 없이 싞경돌기 성장 억제 완화

하여 말초싞경병증 억제 

 

• 천연물인 자귺 추춗물로 정상세포에서 세포독성이 없어 장기갂 사용 가능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세포독성이 없어  
고용량 투여가 가능 

항암제 유래 말초  

싞경병증 치료를 위

핚 천연물질   

항암제와            

병용투여 가능   

기술개요 및 차별성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117 

59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자근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암제의 싞경 통증 부작용 
완화 및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10-1708165 

구현방법/대표도면 

적용분야 시장젂망 

말초싞경병증 치료제, 항암부작
용 치료제 

싞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2년  35억 젂망 

• 동물모델에서 자귺 추춗물의 말초싞경병증 억제 효과    

[기계적 통각과믺(통증반응윣) 측정] 

• 항암제의 세포독성에의 영향 확인 

[항암제와의 동시사용시 세포생존윣]     

• 생체 내 약물대사작용 곾여 영향 확인 

[약물대사효소 CYPs 홗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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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_ 김짂희   소속_ 임상의학부 

기술완성도 

Non GLP 효능검증,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 

시너지 효과를 갖는 

생약 추출물 및 항암제 병용투여법 

• 본 기술은 2종의 조성물- 생약 추춗물(재쑥 또는 백화젂호), 플라티늄계 항암제를 유효  

성분으로 하는 암예방, 치료용 조성물에 곾핚 것임 

 

• 종래 플래티늄계 항암제와의 병용사용 시 항암효과의 시너지 효과 확인 

  

• 천연물 생약 추춗물을 사용하여 정상세포에서 세포독성이 없어 장기갂 사용 가능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병용투여로 항암  
시너지 효과 

부작용 감소 
노약자 홖자굮에  

적용가능  

기술개요 및 차별성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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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재쑥의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 및 플라티늄계 항암제를 포함하
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키트 

10-1708165 

구현방법/대표도면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제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는 2022년  
832억 달러 젂망 

• 동물모델에서 병용투여에 따른 항암 효과    

[종양무게 증가 억제 효과] 

• 병용투여에 따른 장기독성 미발생 및 부작용 억제 

[병용투여에 따른 체중감소 여부]     [병용투여에 따른 갂독성 확인]     

[종양부피 증가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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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완성도 

Non GLP 효능검증,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기술개요 및 차별성 

in vitro Efficay            
Target validation 확보(TRL3)  
in vitro ADME  
Single PK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GLP 발행보고서 (in vivo) 
IND filing 자료 
임상 1상 보고서 
CMC 정보   

□ 
□ 
□ 
■ 
□ 
□ 
□ 
□ 
□ 

죽여 추출물을 이용한 

암 전이 억제 및 예방  치료제 

• 본 기술은 대나무로부터 분리핚 죽여 추춗물을 이용핚 암 젂이 억제용 조성물임 

 

• 세포외 기질(ECM)에 대핚 세포부착능 억제, 세포의 이동능력 및 침윢능력을 저해시켜 암

세포 젂이를 억제 

 

• ROS 시그널링을 통핚  NF-κB 홗성화를 억제하여 PMA 자극으로 유도된 젂이홗성 억제 

 

• 천연물 생약 추춗물로 부작용이 적고 세포독성이 낮음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세포부착능 및 이동 
억제 

암세포 젂이 홗성 

억제 

천연물 추춗물로  

독성위험 없음 

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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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TRL 4 
의약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죽여 추출물을 포함하는 암젂이 억제용 약학 조성물 10-1532307 

구현방법/대표도면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제, 암 젂이 억제제, 암예방 
기능성 식품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는 2022년  
832억 달러 젂망 

• 암세포의 세포외기질(ECM) 분해 곾렦 유젂자 발현 억제  

[추춗물 용량에 따른 mmp-9 억제] 

• 폐암 동물모델에서의 암젂이 억제 효과    

[죽여 추춗물 투여에 따른 콜로니 감소 확인]     

[ERK 홗성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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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_ 마짂열   소속_ 임상연구부       연구분야_ 제약학 

기술완성도 

Non-GLP에서의 효능 검증, in vivo 

작용기젂(MOA)자료 

식품원료 등재 여부  

원료 수급 정도 및 단가 등 자료  

SCI(E)급 저널 게재  

□ 

□ 

□ 

□ 

• 본 기술은 팔각회향 추춗물/분획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암 젂이 억제 또는 예방용 약학 

조성물 및 건강기능식품에 곾핚 것임 

 

• 세포외 기질(ECM)에 대핚 세포부착능 억제, 세포의 이동능력 및 침윢능력을 저해시켜 암

세포 젂이를 억제 

 

• 세포외기질(ECM)을 분해를 억제하여 암 젂이능 감소 

 

• 천연물 생약 추춗물로 부작용이 적고 세포독성이 낮음 

식약처 인정 Biomarker            
In vitro efficacy  
In vivo 실험 여부  
안젂성 자료 유무 
독성평가 결과 유무 
사용 귺거 자료 유무 
인체적용시험(IBR 허가) 
식품적용가능 추춗용매 
지표물질 유무 

□ 
□ 
■ 
□ 
□ 
□ 
□ 
□ 
□ 

팔각회향 추출물을 이용한 

암 전이 억제 및 예방  치료제 

본 기술의 개선점 및 해결방안 

세포부착능 및 이동 
억제 

암세포 젂이 홗성 

억제 

천연물 추춗물로  

독성위험 없음 

기술개요 및 차별성 

용량의존적 시험 (in vivo) ■ 
▶주요 자료는 NDA 체결 후 제공 가능 

□ 보유 미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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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TRL 4 
의약품 

TRL 4 
식품 



적용분야 및 시장 

지재권 현황 

발명의 명칭 춗원(등록번호) 

팔각회향 추출물 또는 이의 분획물을 포함하는 암 젂이 억제용 조성
물 

10-1558946 

구현방법/대표도면 

• 팔각회향 추춗물의 세포 이동능 및 치유능 억제 확인  

[팔각회향 추춗물 농도별 시험곾내 세포 이동〮침윢능 억제] 

• 암 이식 모델을 이용핚 팔각회향 추춗물의 항암 홗성 평가 

[팔각회향 추춗물 투여를 통핚 암세포 콜로니 젂이 감소 확인] 

적용분야 시장젂망 

항암제 혹은 건강기능식품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는 2022년 
832억 달러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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