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한 BCR-ABL T315I 돌연변이 저해제 포함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용 조성물
기술 개요
신규한 BCR-ABL T315I 돌연변이 저해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만성 골수성 백혈
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신규한 BCR-ABL T315I 돌연변이 저해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임



만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의 증식을 선택적으로 저해하고 세포 자살적 DNA 단편화를
유발함으로써 우수한 세포 사멸 효과를 유도하는 치료제를 제공함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제로서 암 치료제(cancer therapies) 분야에 적용 가능함

개발 배경
지속적인 암 예방 및 진단과 관련된 기술 연구의 필요성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세계의 신규 암 환자는 1,270만 명으로
선진국에서 560만 명, 개발도상국에서 71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함



또한 2030년까지 2,140만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며 1,320만 명이 암으로 인해 사
망할 것으로 보고됨



현대의학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신규 암 환자 수와 그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증가
하고 있어 지속적인 암 예방 및 진단과 관련된 기술적 연구가 필요함

기술의 특ㆍ장점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BCR-ABL T315I 돌연변이 저해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함

기술적 효과

경제적 효과

BCR-ABL T315I


암 치료제분야에 적용 가능

만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의 증식을 선택적으로



저해함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제로서 암 치료제
분야에 적용 가능함

또한 세포 자살적 DNA 단편화를 유발하여 우수



하나의 치료제 개발로 다른 분야에도 적용이

한 세포 사멸 효과를 유도하는 치료제로 활용

되므로, 경제적 효과는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이 가능함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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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 동향
국내
 1996년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국가차원의 암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
터 종합적인 국가 암 관리 체계구축 및 암 관리 기반의 활성화를 위해 「암정복 2015: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음

국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최근 암젠의 백혈병 치료제인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
에 대해 조건부 시판을 승인함
 블린사이토는 한번 치료에 17만 8000달러(한화 1억9000만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항암제 중 하나로, 앞서 지난 2009년에는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치
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바 있음
 미국의 애브비(AbbVie)가 백혈병 치료제로 주목받는 파머시클릭스(Pharmacyclics)를 210
억 달러 (약 23조1천억 원)에 인수함
 파머시클릭스는 희귀 림프종과 백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임브루비카(Imbruvica)가 주력
제품으로 지난 1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
암 치료제로도 승인받음
 국내의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은 해당 물질보유기관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5년간 약
2,4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여 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기술적용 제품 및 활용분야

예상 수요처 분석
기술 수요


제약회사



병원/응급실

적용처


신약개발



백혈병 치료제



항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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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술의 시장 현황
표적치료제 시장
 글로벌 제약산업 분석기업인 Evaluatepharma에 따르면, 세계 항암제 시장은 의약품 중
최대 시장으로 2013년에 728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형성 하였으며, 의약품 시장 중 시장
점유율 9.7%에서 연평균 11.2%로 성장하여 2020년 시장 규모 1,531억 달러에 시장점유율
14.4%에 이를 전망임
<2020년 10대 치료 영역별 세계 의약품 시장 성장성 및
점유율 전망>

출처: EvaluatePharma,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의 IMS 보건의료정보학 연구소(IMS)에 따르면, 세계 항암제 시장은 2009년 750억 달
러 규모에서 2014년 연평균 7%의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18년에는 최소
1,170억 달러에서 최대 1,4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항암제 시장 전망>

출처: IMS Institute for Healthcare Informatics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국내 항암제 분야 생산실적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5.4%
로 성장하였으며, 2009년 1,937억 원 규모에서 2013년 2,395억 원 규모로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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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기업 분석
노바티스
 노바티스는 1996년 스위스 바젤에 설립된 다국적 제약회사로,
최초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 1차 치료제인 글리벡과 글리벡에 저
항성을 보이는 환자를 위한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인 타시그나를
개발함
 1998년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치료제인 글리벡을 개발하였
고, 2001년 5월 미 식품의약국(FDA)의 판매 승인을 받아 2012년
에 국내 시장에서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림
일양약품
 2012년 국내 최초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2차 치료제 슈펙트를
개발하였으며, 2015년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음
 2015년 11월 충북 제천 바이오벨리에 EU-GMP급 생산라인을 보유
한 슈펙트 전용 생산 공장을 준공하여 국내 및 글로벌 백혈병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음
BMS (Bristol-Myers Squibb)
 Bristol-Myers Squibb은 1987년 설립된 미국 국적의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 1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스프라
이셀을 보유함

지식재산권 현황
권리현황


특허 1건(국내 출원 1건)
발명의 명칭

특허번호

비고

신규한 BCR-ABL T315I 돌연변이 저해제 및 이를 유효성분
으로 포함하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10-2015-0055379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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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문의 및 연락처
담당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전화번호 : 032)860-7243
이메일 : cjh@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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