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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
제 저해 단백질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억제 및 항섬유소용해용 조성물

기술 개요

기술 개요
발명의 명칭

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
테아제 저해 단백질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억제 및 항섬유소용해용
조성물

등록일

2014년 08월 28일

등록번호

출원일

2012년 11월 05일

출원번호

발명자

진병래

분류

출원인

10-1437408
10-2012-0124193
C07K 14/81, C07K 14/435
C12N 15/15, A61K 38/57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명은 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산왕거미(Areneus ventricosus)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억제용 조성물 또는
항섬유소용해용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의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요약

단백질을 구성하는 폴리펩타이드 및 이를 코딩하는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이용하여 산왕거미 유래의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며, 상기 산왕거미 유래의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은 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활성이 우수하여 염증 억제제 및 항섬유소용해제로써,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청구항 1

대표 청구항

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제의 저해 활성을 갖는 서열번호 2의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된 산왕거미(Areneus

ventricosus)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Kunitz-type serine protease inhibitor; AvK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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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
제 저해 단백질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억제 및 항섬유소용해용 조성물

기술 특장점

기술의 특징 및 장점
 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활성이 우수한 산왕거미 유래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

 본 발명의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폴리펩타이드 및 이를 코딩하는 폴 리뉴클레오티드를
이용하여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며, 상기 산왕거미 유래의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은 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제 저해활성이

우수하여 염증 저해제 및 항섬유소용해제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재조합 단밸질의
플라스민 저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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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
제 저해 단백질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억제 및 항섬유소용해용 조성물

지식재산권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1
2
3

토종벌 유래 세카핀 펩티드
특정 아미노산 함량을 증가시키는 산왕거미 유래의 AvMaSp 유전자 및 이의 용도
항진균 및 살충용 토종벌 유래 ICK 펩타이드
산왕거미 유래 메이져 엠풀레이트 스피드로인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당뇨병 및
당뇨합병증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항균 및 항진균 활성을 갖는 신규 폴리펩티드
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억제 및 항섬유소용해용 조성물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토종벌 유래의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 및 이를 유효성
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억제용 조성물
산왕거미 유래 메이저 엠풀레이트 스피드로인 단백질의 반복적인 C-말단 영역의 폴리펩티드
서열 및 이를 코딩하는 염기서열
항섬유소용해 기능을 가진 호박벌 독액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폴리펩티드 및
이를 코딩하는 염기서열
베큘로바이러스의 다각체 단백질과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표면 항원 E2가 융합된 융합 단백
질을 발현하는 재조합 누에 핵다각체병 바이러스 및 상기 융합 단백질의 제조방법
호박벌 독액의 봄볼리틴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
섬유소원 및 섬유소 용해 효소로서의 호박벌 독액 유래 세린 프로테아제
호박벌 독액의 포스포리파제 A2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
호박벌 독액의 프로페놀옥시다아제 활성 단백질분해효소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
돼지 오제스키병 바이러스의 당단백질 gB, gC 및 gD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
신규의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및 이의 구조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
드 서열
누에유충 생체에서 직접 외래단백질을 발현하는 재조합베큘로바이러스를 제작하는 기술

1020150071227
1020140113190
1020140112953

101638863

1020130136689

101597006

1020130081166

101481902

1020120124193

101437408

1020120124166

101374757

1020110114413

101494711

1020110114376

101391988

1020110062512

101313906

1020100032852
1020100011400
1020090073410
1020090013131
1020080111192

101086065
101086066
1010394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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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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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01676917

1020080109071
1020060110729

10092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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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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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적용분야

기술의 적용 분야
 염증 치료제 및 항섬유소용해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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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기술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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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
제 저해 단백질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억제 및 항섬유소용해용 조성물

기술동향

기술 동향 분석
 펩타이드/단백질 의약품
 특정 단백질 부족으로 발생하는 질병들은 해당 단밸질을 보충해주면 증상이 완화됨

 단백질 의약품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미생물이나 동물세포시스템에서 대량으로 생산, 정제하여
만들어짐. 내생 단백질은 체내에서 반감기가 짧아 내생 단백질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만들어진
단백질 의약품도 반감기가 짧으며 보완을 위해 단백질을 조작하여 반감기를 증가시킬 수 있음
 국내 단백질 치료제 개발 동향

 최근 블록버스터 급 바이오 신약의 만료가 이어짐에 따라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베터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음. 국내에서는 임상 실패 리스크가 큰 신약 개발보다는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베터를 개발 중에 있음
 국내 단백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는



제넥신 : IL-7(면역함암제)과 PD-L1(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단백질에 hyFc를 융합하여 단백질
신약을 개발 중에 있음



알테오젠 : A1AT(Alpha-1 Antitrypsin)단백질 치료제 개발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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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
제 저해 단백질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억제 및 항섬유소용해용 조성물

유사특허 현황

유사특허 현황
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인

1

혈청 알부민 도메인을 포함하는 단백질

JP2004058582A

JP4492156B9

ニプロ株式会社

2

항염활성을 갖는 감귤 유래 노빌레틴과 그 분리.정제방법

KR20060053848A

KR0770746B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

개꼬시래기 아임계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항염증제

KR20120015565A

KR1403396B1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4

신규한 항염증 펩타이드 유도체 및 그 용도

KR20100113182A

KR1247350B1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5

피노실빈과 로즈마린산을 포함하는 항염 조성물

KR20060054537A

KR0795513B1

바이오스펙트럼 주식회사

6

염증억제 활성을 가지는6-알킬아미노-2-메틸-2'-(Ｎ-메틸치환술폰아
미도)메틸-2Ｈ-1-벤조피란 유도체

KR20050080383A

KR0704009B1

한국화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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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민 및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갖는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
제 저해 단백질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억제 및 항섬유소용해용 조성물

기존기술의 한계

기존 기술의 한계점
 스테로이드성 항염제의 문제점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며, 순한 약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류마티즘성 관절염 환자, 또는 신경학상의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가
흔히 당면하는 딜레마임.
 보통환자의 부작용 반응으로는 위장염, 위장출혈, 면역계의 억제, 질병에 대한 감염성 증가.
내분비액의 분비가 멈추거나 종기 발생, 혈관 파열, 검푸른 흔적발생, 허약, 설턍신진대사의
교란, 착각으로 인한 행동경향 등이 있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이하 NSAIDs : Non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s)는 통증 경감에 가장
기본이 되는 약물임. 단일 약제로 미국에서 연간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물로 모든 종류의 류마티스 질환뿐만 아니라 두통,
월경곤란증(dysmenorrhea), 운동손상(sports injuries)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음.

 지금까지 사용 가능한 NSAIDs의 종류는 매년 새로 개발되어 왔으며 그 약물작용 기전이나
부작용 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NSAIDs에 의한 부작용은 이 약제의 사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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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력

대상 기술의 경쟁력
 산왕거미 유래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의 항섬유소용해제로서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플라스민(plasmin) 저해활성을 확인
 또한 플라스민 피브린 용해 활성을 저해하는지 가시적 확인을 위하여, 피브린 플레이트 검증(fibrin

plate assay)를 수행함
 본 발명의 쿠니츠 타입 세린 프로테아제 저해 단백질의 플라스민에 대한 50% 저해 농도는
10.07nM로 플라스민에 대한 강한 저해 활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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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시장 규모 및 현황
 염증 치료제 시장


전 세계 염증 치료제 매출 규모는 2012년 약 50조 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국내시장은
약 2,000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7% 가량 성장 하였음



주요 염증 치료제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여 시장 성장률이 높은 상태로, 본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시장 성장 또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
[단위 : 십억 달러]

<세계의약품 시장규모 및 성장률 추이>
자료 : Evaluate Pharma, 산업은행 재작성

[단위 : 백만 달러]

<국내 항 염증 치료제 매출 현황>
자료 : IMS Health(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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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기업 현황

기업 현황
 녹십자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 개발, 녹십자가 단연코 앞서고 있음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헌터라제’가 있으며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로
2012년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제품임. 헌터라제는 가격
경쟁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60%를 넘어 2015년 매출 150억원을 달성

 제넥신


IL-7(면역함암제)과 PD-L1(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단백질에 hyFc를

융합하여 단백질 신약을 개발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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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연구실 소개
책임교수
연구실명

응용생물공학과

연구자

진병래 교수

E-mai

brjin@dau.ac.kr

전화

051-200-7594

학력

Ph. D.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994.

• Insect Molecular Biology and Biotechnology

[2011. 1 - Present] Guest Professor, Jiangsu University of Science

• Insect Functional Genomics

and Technology, China

• Development of Recombinant Viral Pesticides

[2009. 7 - 2014. 6] Chutian Scholar,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Hubei Province, China
[2009. 4 - Present] Professor, College of Natural Resources and

동아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김기연
051-200-6534 / kky1216@dau.ac.kr

Life Science, Dong-A University
[2006. 9 - 2007. 2] Visiting Professor, Huazhong Agricultural
University, China (Class: Insect Molecular Biology &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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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문실적

논문실적
번호
1

2

제목

저자

Molecular cloning and characterization of a diapause-specific

Wan, H., Yuan, M., You, H.,

peptide in the beet armyworm, Spodoptera exigua.

Li, J., Jin, B.R.

Complete nucleotide sequence and organization of the

Kim, J.S., Park, J.S., Kim, M.J., Kang,

mitochondrial genome of eri-silkworm, Samia cynthia ricini

P.D., Kim, S.G., Jin, B.R.,

(Lepidoptera: Saturni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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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B.Y., Lee, K.S., Sohn, M.R.,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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