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효과를 가진

단박 추출물

바이오
헬스케어

Abstract • 본 기술의 원료는 단박 추출물(Ceramium boydenii)로, 세포에 독성을 유발하
지 않아 체내 안전성 확보

• 단박 추출물이 NO 생성 억제하며 IL-6, PGE2를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여, 염
증성 케모카인(MDC)을 억제하여 염증성 질환인 아토피 치료 및 개선에 이용
가능함

• 단박 추출물이 염증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 또는 예방 의약품이나 건강
기능식품으로 적용 가능

• 본 기술의 원료는 단박 추출물(Ceramium boydenii)로, 세포에 독성을 유발하
지 않아 체내 안전성 확보

• 단박 추출물이 NO 생성 억제하며 IL-6, PGE2를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여, 염
증성 케모카인(MDC)을 억제하여 염증성 질환인 아토피 치료 및 개선에 이용
가능함

• 단박 추출물이 염증성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 또는 예방 의약품이나 건강
기능식품으로 적용 가능

Advantages of this Technology

• 기존의 화학 합성 방법의 염증성 질환 의 치료제의 부작용 발생으로 천연 유래 추출
물을 이용한 염증 치료제의 수요 증가

• 단박 추출물이 염증 억제 효과를 확인하여 아토피 피부염 치료 또는 예방용 의약품
및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 기능성 확인

• 대상기술은 천연 유래 추출물로써 세포 독성 작용이 없어 체내 안전성 확보

Key Technology Highlights

단박추출물의세포독성확인

• RAW264.7 세포에서 12.5 내지 50ug/mL 농도의 단박 추출물은 특별히 독성을 유발
시키지 않은 안전한 물질임을 확임

[단박추출물의세포독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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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케모카인의생성 및STAT1 인산화억제효과

• 단박 추출물이 NO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 및 PGE2dml 생성을 농
도의존적으로 억제하고, 단박추출물이 염증성 케모카인(MDC) 생성에 농도의존적으
로 억제

• 또한, 단박 추출물이 아토피성 피부염 신호전달 단백질(STAT1)의 인산화를 효과적
으로 억제함

[단박 추출물의 MDC 및 STAT 인산화 저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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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Field or Comparative analysis

Inventor Information

TRL

기초연구단계 실험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사업화

•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 12세 이하가 48.6% 차지 하고 있으며, 이에 천연 추출
물 관련 제품 수요 증가함

• 아토피,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나 염증 및 면역질환 증상
을 치료, 예방 및 개선할 수 있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성식품으로 적용 가능함

성명 유 은 숙

소속 제주대학교 의학과

[단박 추출물의 MDC 및 STAT 인산화 저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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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출원일 특허번호 주발명자 출원인

단박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염증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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