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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 소개서 SMK
내분비교란물질에 의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치료방법
기술명
기술완성도(TRL)

내분비교란물질에 의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치료방법
4단계(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Fsp27단백질에 특이적인 siRNA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로 내분비교란물질에 의한 지질축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기술요약

인슐린 저항성을 인슐린 수용체 기질1의 환원을 통하여 개선시킬 수 있음.
내분비교란물질에 의한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 등의 질병 치료에 유용하게

키워드

사용될 수 있음. 내분비교란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다.
내분비교란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질병예방(preventionofdisease),
치료방법(therapy method)

◾ 기술개요
∙ 내 용
- Fsp27 단백질에 특이적인 siRNA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인슐린 수용체 기질의 환원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고, 내분비교란물질에 의한 비만이나 인슐린 저항성
등의 질병 치료에 유용 함.

<PCBs에 의해 손상된 인슐린에 미치는 영향>

<IRS1 하향조절을 통한 Fsp27매개 PCB-유도된
인슐린 저항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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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우수성(특장점)
∙ 장 점
- 본 제안기술에서 조성물은 내분비교란물질, 예를 들어 폴리염화비페닐
등을 포함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의한 지질축적을 감소시키는 장점
이 있음.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을 인슐린 수용체 기질1(IR1)
의 환원을 통하여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내분비교란물질에 의한 비만이
나, 인슐린 저항성 등의 질병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 본 발명
에 따른 조성물은 내분비교란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장
점이 있음.

<3T3-L1 지방세포내의 LD크기 축소 및 IRS1

<Fsp27단백질의 하향조절을 통한 PCB가 처리된

단백질 수준 증가 효과>

IRS1 단백질 수준 증가 효과>

◾ 기술 적용(활용) 가능 분야(타겟 기업군)
∙ [공공 부문] : 내분비교란물질로 인한 비만 및 심장병, 당뇨병 등 다양한
의학 분야에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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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현황
∙ (세계 시장)
- 독일에서 수입한 PCBs, PCTs 및 PBB와 같은 환경호르몬 제품은7) 2010
년 1만 달러에서 2017년 3만 달러로 증가함.
- 2016년 잠시 감소했지만 평균적으로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
기에 내분비 교란물질에 대한 예방 및 치료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독일에서의 PCB 시장규모>
출처 : statista. Value of mixtures and preparations containing PCBs, PCTs and PBBs imported by Germany from 2010 to 2017

∙ (국내 시장)
- 국내 시장은 2014년 4조 원에서 2020년 8조5천억 원에 이를것으로 전
망됨.8)

- 국내에서의 환경호르몬 자료는 5년이 넘어가 신뢰성 문제로 상위 개념
인 대사성질환 시장을 확인함.

7) statista. Value of mixtures and preparations containing PCBs, PCTs and PBBs imported by Germany from 2010 to 2017
8)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2015). 대사성 질환 치료제 시장동향. p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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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성질환 국내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2015). 대사성 질환 치료제 시장동향. p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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