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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플라즈마 분사 장치를 이용한 암세포의 선택적 세포사멸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종양 치료 방법
기술명
기술완성도(TRL)
기술요약
키워드

저온 플라즈마 분사 장치를 이용한 암세포의 선택적 세포사멸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종양 치료 방법
4단계(연구실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개발)
암세포에 ATR과 PARP1 억제제를 동시에 처리한 후, 일주기성리드의 동기화를
수행한 다음 저온 상압 플라즈마 처리 시, 암세포 사멸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플라즈마(plasma), 암세포(Cancer Cells), 종양치료(tumor treatment)

◾ 기술개요
∙ 내 용
-

암세포에 키나아제 억제제를 처리하고 정상세포의 일주기 리듬에 동

기화 수행 후 저온 상압 플라즈마 발생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저온 플라즈
마에 노출되면 암세포의 선택적 사멸이 이루어짐. 키나아제 억제제는
ATR, PARP-1 억제제로 이루어져있음.

<ATR 전처리에서의 인산화 확인>

<PARP-1의 선택적인 저해제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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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우수성(특장점)
∙ 장 점
- 본 제안 기술은 암세포에 ATR과 PARP1 억제제를 동시 처리 후, 생물
학적 동기화한 다음 저온 상압플라즈마 처리 시, 암세포 사멸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향후 종양 치료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음.

<NTP, NTPO 처리에 따른 세포 생존 능력>

<NTP, NTPO 처리에 따른 사멸 세포 수>

◾ 기술 적용(활용) 가능 분야(타겟 기업군)
∙ [공공 부문] : 백혈병, 악성 흑색종 등 암세포에 대한 의학 분야에 적용
가능함
◾ 시장현황
∙ (세계 시장)
- 세계 항암제 시장이 2015년 11.5% 성장해 1070억달러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2020년까지 연간 7.5~10.5%씩 성장을 거듭하며 1500억달러 이상으
로 성장할 전망임.11)

11) “세계 항암제 지출 2020년 1500억달러”,의학신문,2016년6월7일 수정,2018년11월15일 접속,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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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세계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 IMS Heath. MIDAS(2015). Market Prognosis(2016). 세계 항암제 지출 2020년 1500억
달러.의학신문 김자연 (재인용)

∙ (국내 시장)
- 국내 항암제 시장이 2015년 6천5백억 규모에서 2017년 7천7백억 규모
로 성장했음.

<국내 항암제 시장규모>
출처 :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2018).[기술통계]항암제 매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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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구 분

발명의 명칭
저온 상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p 5 3 결핍

특허 등록번호

핵심특허

한 국

암세포 또는 약물 내성 암세포의 선택적 세포

1015920810000

✓

사멸 방법
국 외

◾ 기술 문의처
구 분
기술보유기관

기관명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름
김기연

부서

직 급

사업화지원실/

기술

기술경영센터

평가사

기술거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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