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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Aβ를 검출할 수 있는 근적외 형광 화합물의 합성 기술 및 이를 활용한 

마우스의 Aβ 실시간 검출 영상화 기술을 기술이전 받음. 4종 신규 합성 화합물을 1H-NMR, NRMS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화합물과 동일한 구조임을 확인함. 4종 신규 합성 화합물을 HPLC, UV-Vis 

spectrophotometer 및 PL spectrometer, in vivo 및 ex vivo imaging 분석을 통해 경쟁 제품 및 기술이

전 화합물 대비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함. Aβ 검출을 위한 근적외 형광 화합물의 합성 및 공업적 제법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Aβ 소동물 영상을 위한 근적외 형광 영상 프로브를 상용화함.



- 5 -

요 약 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AD 연구를 위한 소동물용 근적외 형광 프로브 개발 및 상용화

연구개발성과

● AD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Aβ를 검출할 수 있는 근적외 형광 화합

물의 합성 기술 및 이를 활용한 마우스의 Aβ 실시간 검출 영상화 기술을 기

술이전 받음.

● 4종 신규 합성 화합물을 1H-NMR, NRMS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화합물

과 동일한 구조임을 확인함.

● 4종 신규 합성 화합물을 HPLC, UV-Vis spectrophotometer 및 PL 

spectrometer, in vivo 및 ex vivo imaging 분석을 통해 경쟁 제품 및 

기술이전 화합물 대비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함.

● Aβ 검출을 위한 근적외 형광 화합물의 합성 및 공업적 제법을 확립하였

으며, 이를 활용한 Aβ 소동물 영상을 위한 근적외 형광 영상 프로브를 상용

화함.

● 기술이전 화합물이 BBB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사의 형광 

표지 시약 합성 기술과 뇌 영상 (brain imaging) 화합물을 융합하여 약물, 

단백질, 핵산 등에 쉽게 표지하여 뇌에서 영상을 볼 수 있는 뇌 영상 형광 

시약을 파생기술로 개발 중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동물용 영상 제품들에 치매 연구를 위한 근적외 체외 형광 프로브 제품이 

추가됨으로써 조영제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고함.

● 국내 기술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영상화 근적외 형광 프로브의 상용화는 

새로운 시장 창출 단계에 있는 뇌 영상 염료의 국산화 및 해외 시장을 선점

의 발판을 마련.

● Aβ 플라크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단 방법의 

개발은 AD 치료제 개발에 적용이 가능함.

● 약물 및 생체분자 등에 뇌의 BBB를 통과하는 형광 프로브를 표지하여 

뇌 과학 및 다양한 질병 연구 등에 적용이 가능함.

● 현재 유사한 경쟁 제품이 해외 제조사의 제품이 유일한 상황으로써 단가 

절감 및 국내 연구자들에 대한 매출 증대가 기대됨.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알츠하이머 분자영상 광학진단제

베타아밀로이

드
동물영상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국문으로 작성(영문 핵심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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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사업의개요

1.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AD) 현황

가. 치매는 인류의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대두된 퇴행성 뇌질환이며, AD는 전체 치매환자의 

약 70%,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

나. AD 치료제 개발을 위해 2002~2012년 까지 413건의 AD 치료제 임상실험이 FDA승인 

하에 실시되었고, 2017년 이후에도 105개의 후보 의약품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음.

다. 현재 AD의 바이오마커로 Aβ 플라크가 가장 많이 선택되며, 치료제 개발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동물모델은 Aβ 플라크 생성 유전자조작 마우스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Aβ 플라크를 정

성적,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단 방법의 개발은 AD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

2. 근적외 형광 영상 프로브 현황

가. 광학 영상(optical imaging)기술은 분자영상 기술 중 하나로 빛을 활용하는 영상화기술이

며, 다른 분자영상 기법이 주로 해부학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반해 질병표현형을 가장 정확히 표

현할 수 있는 기법이며, 생체 내 자가 형광 (autofluorescence)과 광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 600nm 이상의 근적외 형광 영상을 주로 활용하고 있음. 

나.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근적외 형광 영상용 광학 장비를 개발, 판매 중에 있으며, 최근 저

렴하고 소형화된 보급형 장비들의 출시가 늘어남에 따라 의약, 약학, 생화학 분야 연구기관, 대

학 및 기업들로의 장비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질병 탐지 기능을 갖는 근적외 형

광 프로브 시약의 수요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

3. 산업의 성장성

가. 2017~2025년 기간 동안 전 세계 AD 약물 시장이 7.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며, 2017년 기준 36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에 6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AD 진단, 치료 및 유관 산업의 성장은 필연적일 것으로 예측됨.

나. 바이오 분야 광학 영상 시약 시장은 2013년 기준 전체 영상 조영제 시장 $9.65B 중 

20%인 $2.10B을 차지하며 연평균 성장률도 최소 10% 이상으로 예측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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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광을 이용한 연구소모성 시약, 동물 실험용 조영제 및 임상 분야 전반에 걸쳐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소동물 광학 영상 시약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4. 사업화대상기술의 중요성

가. 상용화를 위한 기술은 AD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Aβ를 검출할 수 있는 근적외 형

광 화합물 및 이를 활용한 마우스의 Aβ 실시간 검출 영상화 기술임.

나. 본 과제의 상용화대상기술의 화합물인 curcumin 유도체들은 BBB를 잘 통과하며 임상 

및 동물 모델 모두에서 Aβ 플라크와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적색변이된 근적외 형광 파장을 방출

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근적외 형광 영상 프로브 후보물질로 평가 받고 있음.

5. 사업화대상기술의 필요성

가. 동물을 죽이지 않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근적외 광학 영상을 통한 Aβ 침착 여부를 확인 

가능한 기술로서 AD 치매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이 필요함.

나. ThT 분석법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AD 치료제를 주입한 후 마우스를 희생시켜서 뇌세포

의 단면을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분석법을 사용하는데, 장기적인 치료효과를 관찰하기

가 힘들고 많은 유전자조작 마우스를 소모하여 윤리적인 문제가 있음.

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생체 내부를 고해상도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자기장이나 

방사능에 노출될 우려도 없고,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며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

하지 않으며, 특히 동물 실험을 위한 광학 영상 분석 장비들도 이미 상당히 보급되어 있고 보유

기관이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에서 진단제의 상용화 및 개발이 필요함.

제2절 국내  외 관련 기술의 현황

1. 해외 동향

가. 기술이전 대상 특허의 curcumin 화합물로만 한정하면 ThT, stilbene 및 curcumin 계

열 화합물들이 알려져 있으나 화학 구조 및 형광 파장이 상이하며, 조직 염색의 용도 및 단품 

화합물 형태로 시약 유통회사에서 판매되고 있음. 

나. 본 과제의 상용화 목표 제품은 특허화합물을 기반으로 Aβ의 검출을 위한 소동물 영상용 

근적외 형광 프로브 시약 제품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는 경쟁 제품으로는   Sigma-Aldrich

사에서 판매 중인 CRANAD-2가 유일하며 최근의 AD 관련 연구 논문에서 인용 논문이 발견되

고 있어 사용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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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전 평가 결과 기술이전 특허의 근적외 형광 화합물이 CRANAD-2보다 5배 적은 농도

에서 Aβ 분석이 가능하고 보다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라. Aβ와의 선택적 결합과 광학영상을 활용한 AD의 진단 기술에 관한 사전 문헌 조사를 진

행한 결과로는, 2017년까지 논문은 173건, 특허는 231건의 유효특허가 검색되며, 특허의 경우 

미국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유럽, 일본, 한국의 순으로 출원을 점유함.

마. 그 중 18종의 핵심특허를 분석한 결과 특허화합물과 동일한 화학구조 및 본 과제에서 상

용화하고자 하는 근적외 형광 영상 기술과 동일한 특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바. Aβ 농도 분석의 목적으로 Aβ에 대한 항체를 사용하는 ELISA 방식의 Aβ 검출키트가 

Thermo Fisher Scientific사, Sigma-Aldrich사 등 항체 및 바이오 시약 회사들에서 연구 목

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본 과제에서도 2차 년도에 파생 제품의 일환으로 특허화합물을 이용한 

체외 진단용 Aβ 검출 형광 정량 키트의 시제품을 확보할 예정임.

사. 그 외에 임상 의약품으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PET 영상을 이용하는 방식이 대부

분임. (GE사의 PiB (18F-PiB), Elli Lilly사의 18F-AV-45 등)

2. 국내 동향

가. 근적외 형광을 이용한 Aβ 검출이나 AD 진단에 대한 소동물 영상 제품은 없음.  

나. 체외진단 개념으로 KIST 뇌과학연구소와 서울아산병원은 Aβ의 혈액 내 농도를 검사하여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현재 국내 기업으로 기술 이전되어 상용화 중인 것으로 파

악됨. 

다. 그 외에 임상 방사성 의약품 개념으로 퓨처켐사 알자뷰가 KFDA 승인을 최근에 받았으며 

케어켐프사의 비자밀, 듀켐바이오의 뉴라체크 등이 판매 중이나 GE사 및 Bayer사 등의 수입제

품으로 모두 PET 영상을 위한 제품임. 

제3절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

1. 기술개발 시 예상되는 기술적  경제적 파급 효과

가. 매출 계획의 달성을 위해서는 소동물 광학 영상 프로브 시장이 예측한대로 규모가 확대될

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예상한 만큼 시장이 확대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현재도 상당한 수요

가 있는 BBB 투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뇌 영상 표지 시약 제품군을 파생 제품군으로 함께 

홍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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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

가. 국내 기술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영상화 근적외 형광 프로브의 상용화는 새로운 시장 창출 

단계에 있는 뇌 영상 염료의 국산화 및 해외 시장 선점의 발판을 마련.

나. Sigma-Aldrich사에서 판매 중인 경쟁 제품 CRANAD-2에 대비하여 200% 이상의 형광 

강도를 갖는 등 성능이 우월함을 본 과제를 통해 확인함으로 제품 출시 후 수입대체 및 해외 시

장 진출이 예상됨.

 

3. 고용창출 효과

표 1. 고용창출 효과

구        분

사    업    화    년    도

(2021 년)

과제종료후 1년

(2022 년)

과제종료후 

2년

(2023 년)

과제종료후 

3년

(2024 년)

과제종료후 

4년

(2025 년)

과제종료후 

5년

연구개발 인력 1 1 1 1 1

생산 인력 1 1 1 1 1

기타 1 1 1 1 1

계 3 3 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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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제1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제2절 개발 내용 및 개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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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제1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1. 최종목표

가. AD 연구를 위한 소동물용 근적외 형광 프로브 개발 및 상용화

2. 성과 목표 달성 내역

가. 정량적 목표항목

표 2. 정량적 목표항목

기술적 성능지표 등

(주요 성능, Spec)

단

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 최고수준

(보유기업/국가) 목표치 달성도
객관적 측정방법

성능수준 성능수준 공인시험기관 시험규격

성

능

또

는

물

성

커큐민 

화합물 

확보 개수

개

15%

4개 이상 100%
외부분석서

전문가입회평가

특허에 기재된 일반식 

화합물 -

커큐민 

화합물

형광 강도

%

15%
Sigma-Aldrich/미

국
 200% 

이상,

100% 이상

100%
외부분석서

전문가입회평가

CRANAD-2 대비 

강도,

기술이전 대상 화합물 

대비 강도 
100% 100%

AD 연구용 

제품 개수
개

30%
Sigma-Aldrich/미

국 1개 이상 100% 전문가입회평가

1개 1개
커큐민 

화합물

순도

%
5%

기술이전 

기관/한국 100% 이상 100%
한국원자력 

연구원

기술이전 대상 화합물 

순도 대비 순도
100% 100%

커큐민 

화합물

수율

%
5%

기술이전 

기관/한국 100% 이상 100%
한국원자력 

연구원

기술이전 대상 화합물 

합성 이론 수율 대비 

수율100% 100%

합계 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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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케팅/매출 목표

표 3. 마케팅/매출 목표

평가항목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세계최고 시장점유

(보유기업/국가)
마케팅/매출 목표치 달성도

평가방법

(수량 근거)

AD 연구용 

제품의 

외부평가자료

건 20%
Sigma-Aldrich/미

국

경쟁 제품인 CRANAD-2와 

개발제품의 성능비교 결과 1건 이상
100%

외부평가자료

(계약서 및 

평가결과서)

AD 연구용 

제품의 홍보자료
건 10%

Sigma-Aldrich/미

국

높은 형광 강도와 Aβ 검출 성능, 

동물실험 방법이 포함된 홍보물 1종 

이상

100%

홍보물 인쇄자료 

또는

 주관기관 홈페이지 

등재 여부 확인

합계 30% 100%

3. 측정결과의 증빙방법 제시

가. 커큐민 화합물 확보 개수: 화합물 합성법을 기술이전 후 NMR (부록 1) 및 HRMS (부록 

2) 분석 평가를 외부 분석기관에 의뢰 후 전문가 입회평가(3인 이상)를 시행함.

나. 커큐민 화합물 순도: 기 기술이전 기관에서 보유 중인 동일 화합물 대비하여 최고 흡수 

파장에서 HPLC를 이용한 순도 측정을 실시함. 기술이전 기관 동일 구조 기준 품과 평가 대상 

화합물을 함께 비교하여 외부 분석기관에 순도 분석 평가를 의뢰함 (부록 3).

다. 커큐민 화합물 형광 강도: 기준 품과 일정 농도에서의 형광 강도 측정 후 외부 분석기관

에 분석 평가를 의뢰 후 기술이전 기관에서 전문가 입회평가(3인 이상)를 시행함.  

(CRANAD-2 및 기 기술이전 화합물 기준 품 대비하여 모두 비교 평가) (부록 4).

라. 커큐민 화합물 수율: 사업화 대상 화합물 1종에 대해서 기 기술이전 기관 (원자력연구원)

에서 보유 중인 동일 화합물 대비하여 구조 분석을 실시하고, 구조 확인 및 일정 순도 이상이 

나오는 화합물에 대한 이론 수율을 비교 분석함.

마. AD 연구용 제품 개수: 제품 분석서 및 특허에 기반 한 동물 실험 방법이 포함된 제품 설

명서가 포함된 연구용 제품 1종을 개발함 (부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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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가 3인에게 기술이전 연구 내용 및 분석 결과를 평가받았으며, 향후 기술성

장 및 매출성장이 기대된다는 좋은 평을 받음.

그림 1. 외부 전문가 입회 과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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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개발 내용 및 개발 방법

1. AD 연구를 위한 소동물용 근적외 형광 프로브 개발 및 상용화

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등록 특허 가술이전

  

그림 2. 주관기관에서 기술이전 실시

- 참여기관에서 주관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화합물 합성법을 기술이전 완료함.

(1)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종에 대한 중간체 합성

그림 3. 중간체 화합물 1의 합성 과정

Dichloromethane 200ml에 Boron trifluoride diethyl etherate (25ml, 195mmol, 

2eq)를 희석함. 상기 용액에 Acetylacetone (10ml, 97.5mmol, 1eq)을 첨가한 후 2시간 동

안 상온에서 반응함. Dichloromethane으로 2-3회 추출 후 감압 건조하여 화합물 1을 얻음 

(13g,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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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간체 화합물 2의 합성 과정

Ethyl acetate 100ml에 화합물 1 (1g, 6.7mmol, 1eq)과 

4-(Dimethylamino)benzaldehyde (1g, 6.7mmol, 1eq)를 주입 후 Buthylamine (0.33ml, 

3.35mmol, 0.5eq)을 첨가하여 12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함. Ethyl acetate로 추출하여 감

압 건조 후 Hexane : ethyl acetate = 7 : 3 v/v의 전개 용액으로 silica gel 60 정상 크로

마토그래피 정제하여 화합물 2를 얻음  (1.1g, 61%).

(2)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 합성

그림 5.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의 합성 과정

Acetonitrile 50ml에 화합물 2 (200mg, 0.714mmol, 1eq)와 4-Hydroxybenzaldehyde 

(87.2mg, 0.714mmol, 1eq)를 주입 후 Piperidine (74 l, 0.714mmol, 1eq)을 첨가하여 4

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함. 감압 건조 후 Dichloromethane : Methanol = 95 : 5 v/v의 

전개 용액으로 silica gel 60 정상 크로마토그래피 정제하여 순수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

을 얻음 (56mg,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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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의 정제 TLC 및 LC-MS 결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과 기 기술이전 화합물 1의 정제 TLC 및 LC-MS 분

석을 비교함. 분석 결과 동일함.

(3)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2 합성

그림 7.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2의 합성 과정

Acetonitrile 50ml에 화합물 2 (200mg, 0.714mmol, 1eq)와 3-Hydroxybenzaldehyde 

(87.2mg, 0.714mmol, 1eq)를 주입 후 Piperidine (74 l, 0.714mmol, 1eq)을 첨가하여 4

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함. 감압 건조 후 Dichloromethane : Methanol = 95 : 5 v/v의 

전개 용액으로 silica gel 60 정상 크로마토그래피 정제하여 순수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2

를 얻음 (25mg,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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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2의 정제 TLC 및 LC-MS 결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2와 기 기술이전 화합물 2의 정제 TLC 및 LC-MS 분

석을 비교함. 분석 결과 동일함.

(4)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3 합성

그림 9.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3의 합성 과정

Acetonitrile 50ml에 화합물 2 (100mg, 0.36mmol, 1eq)와 4-Formylphenylboronic 

acid (54mg, 0.36mmol, 1eq)를 주입 후 Piperidine (35 l, 0.36mmol, 1eq)을 첨가하여 

4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함. 감압 건조 후 Dichloromethane : Methanol = 95 : 5 v/v의 

전개 용액으로 silica gel 60 정상 크로마토그래피 정제하여 순수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3

을 얻음 (60.8mg,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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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3의 정제 TLC 및 LC-MS 결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3과 기 기술이전 화합물 3의 정제 TLC 및 LC-MS 분

석을 비교함. 분석 결과 동일함.

(5)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 합성

그림 11.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의 합성 과정

Acetonitrile 50ml에 화합물 2 (100mg, 0.36mmol, 1eq)와 4-Formylphenylboronic 

acid (54mg, 0.36mmol, 1eq)를 주입 후 Piperidine (35 l, 0.36mmol, 1eq)을 첨가하여 

4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함. 감압 건조 후 Dichloromethane : Methanol = 95 : 5 v/v의 

전개 용액으로 silica gel 60 정상 크로마토그래피 정제하여 순수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

를 얻음 (56mg,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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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의 정제 TLC 및 LC-MS 결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와 기 기술이전 화합물 4의 정제 TLC 및 LC-MS 분

석을 비교함. 분석 결과 동일함.

나. 화합물 4종에 대해 1H-NMR 분석 

그림 13.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종 구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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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의 1H-NMR 스펙트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과 기 기술이전 화합물 1의 1H-NMR 스펙트럼 분석을 

비교함. Proton 개수가 일치하며, NMR shift 양상이 동일함. 동일 구조임을 확인함.

그림 15.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2의 1H-NMR 스펙트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2와 기 기술이전 화합물 2의 1H-NMR 스펙트럼 분석을 

비교함. Proton 개수가 일치하며, NMR shift 양상이 동일함. 동일 구조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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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3의 1H-NMR 스펙트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3과 기 기술이전 화합물 3의 1H-NMR 스펙트럼 분석을 

비교함. Proton 개수가 일치하며, NMR shift 양상이 동일함. 동일 구조임을 확인함.

그림 17.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의 1H-NMR 스펙트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와 기 기술이전 화합물 4의 1H-NMR 스펙트럼 분석을 

비교함. Proton 개수가 일치하며, NMR shift 양상이 동일함. 동일 구조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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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합물 4종에 대해 HRMS 분석 

(1) 분석 조건

  - Stock sol. Solvent: 1000 ppm in HPLC-grade ACN

-  Dilution Factor: 1000x (D.W.+ACN / 1:1)

-  Injection sample conc.: 1 ppm (1 g/mL)

-  UFLC: DGU-20A5R degasser,

        - LC-20AD XR binary pump system,

        - SIL-20AC XR autosampler,

   - CTO-20AC column oven (Shimadzu, Japan)

-  HRMS: Q Exactive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  Column: Kinetex 100 x 2.1 mm C18

-  Mobile phase: (A) 0.1 % formic acid in D.W

                (B) 0.1% formic acid in ACN

(2) 분석 결과

그림 18.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의 HRMS 스펙트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과 기 기술이전 화합물 1의 HRMS 스펙트럼 분석을 

비교함. 분석 결과 m/z 비율 일치함. 동일 구조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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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2의 HRMS 스펙트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2와 기 기술이전 화합물 2의 HRMS 스펙트럼 분석을 

비교함. 분석 결과 m/z 비율 일치함. 동일 구조임을 확인함.

그림 20.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3의 HRMS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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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3과 기 기술이전 화합물 3의 HRMS 스펙트럼 분석을 

비교함. 분석 결과 m/z 비율 일치함. 동일 구조임을 확인함.

그림 21.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의 HRMS 스펙트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와 기 기술이전 화합물 4의 HRMS 스펙트럼 분석을 

비교함. 분석 결과 m/z 비율 일치함. 동일 구조임을 확인함.

라. 화합물 4종에 대해 HPLC 분석 

(1) 분석 조건

       -  Hplc: Agilent 1200 series

       -  Column: Kromasil 100-5-C18 4.6 X 250mm

       -  Solv A: 0.1% TFA in ACN 

       -  Solv B: 0.1% TFA in DW

       -  Flow rate: 1 ml/min

       -  Injection vol: 1 l

       -  Column ove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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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결과

   

      

그림 22.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의 HPLC 스펙트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과 기 기술이전 화합물 1의 HPLC 스펙트럼 분석을 비

교함. 분석 결과 기술이전 화합물에 대해 신규 합성 화합물의 순도가 100% 이상임을 확인함.

   

      

그림 23.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2의 HPLC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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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2와 기 기술이전 화합물 2의 HPLC 스펙트럼 분석을 비

교함. 분석 결과 기술이전 화합물에 대해 신규 합성 화합물의 순도가 100% 이상임을 확인함.

  

      

그림 24.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3의 HPLC 스펙트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3과 기 기술이전 화합물 3의 HPLC 스펙트럼 분석을 비

교함. 분석 결과 기술이전 화합물에 대해 신규 합성 화합물의 순도가 100% 이상임을 확인함.

 

    

          

그림 25.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의 HPLC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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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와 기 기술이전 화합물 4의 HPLC 스펙트럼 분석을 비

교함. 분석 결과 기술이전 화합물에 대해 신규 합성 화합물의 순도가 100% 이상임을 확인함.

마. 화합물 4종 및 경쟁 제품인 CRANAD-2를 대상으로 형광 스펙트럼 분석 

(1) 분석 조건

     -  PL spectrometer: PerkinElmer LS-55 Luminescence spectrometer

     -  Solvent: Phosphate-Buffered Saline

     -  Concentration: 1 M 화합물 + 1 M Aβ aggregates

     -  Excitation: 550 nm

     -  Ex / Em Slit: 15 / 15 nm

     -  Scan speed: 600 nm/min

(2) 분석 결과

 

그림 26.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종과 경쟁 제품 CRANAD-2의 형광 스펙트럼

경쟁 제품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종 및 기 기술이전 화합물 4종의 형광 스

펙트럼 분석을 비교함. 각 1 M 화합물에 1 M Aβ aggregates를 첨가하여 분석을 진행함. 

분석 결과 스펙트럼 양상이 유사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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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종과 경쟁 제품 CRANAD-2의 형광 강도 분석

경쟁 제품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종 및 기 기술이전 화합물 4종의 형광 강

도를 비교함. 분석 결과 신규 합성 화합물 1의 형광 강도가 경쟁 제품 대비 200% 이상, 기술

이전 화합물 1 대비 100% 이상임을 확인함.

 

그림 28.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종과 경쟁 제품 CRANAD-2의 흡광 스펙트럼

경쟁 제품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종 및 기 기술이전 화합물 4종의 흡광 스

펙트럼 분석을 비교함. 각 10 M 화합물의 분석을 진행함. 분석 결과 경쟁 제품 대비 흡수 강

도가 높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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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화합물 4종의 마우스 체내 biodistrubution 및 ex vivo 분석 

(1) 실험 조건

    -  Mouse: BALB/c-nude

     -  Solvent: 80% Propylene glycol + 20% Dimethyl sulfoxide

     -  Injection: Intravenous injection (Tail vein)

     -  Injection volume: 10 g / 200 l (400 g/kg)

     -  Ex vivo: Brain, Liver, Spleen, Lung, Kidney, Heart

(2) 실험 결과

  

그림 29.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종과 경쟁 제품 CRANAD-2의 biodistribution 분석

경쟁 제품과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4종에 대해 정상 마우스를 대상으로 biodistribution 분

석을 비교함. 각 화합물을 400 g/kg의 농도로 마우스 꼬리에 정맥 주사 후 화합물을 주입하

지 않은 마우스와 함께 시간 별 whole body imaging 분석을 진행함. 이후 각 1시간 및 24

시간 후 마우스를 희생하여 장기 (뇌, 간, 비장, 폐, 신장, 심장) 적출 후 ex vivo imaging 

분석을 진행함. 분석 결과 커큐민 화합물 1이 경쟁 제품과 비교하여 마우스 체내에서 24시간 

이내에 배출되며, 정상 마우스의 뇌에서 imaging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함. 따라서 경쟁 제품

에 비해 비 특이적인 결합이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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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종적으로 상품화할 커큐민 화합물 1종을 선정

아. 용매별 용해도 및 광학 특성 분석

  

그림 30.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과 경쟁 제품 CRANAD-2의 용매 별 형광 스펙트럼

경쟁 제품과 합성 완료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 및 기 기술이전 화합물 1의 용매 별 형

광 스펙트럼 분석을 비교함. 각 1 M 화합물에 1 M Aβ aggregates를 첨가하여 체내 조성 

물질과 유사한 FBS 및 PBS 용매에서 분석을 진행함. 분석 결과 두 용매에서 스펙트럼 양상이 

유사함을 확인함.

자. 최종 선정한 화합물 1종에 대한 imaging 분석 

  

그림 31. AD 연구용 제품의 외부 평가 자료

서울 아산병원 C-BiND 센터에 AD 동물 모델 실험을 의뢰하였으며, 최종 결과서를 수령하

기 전 중간 결과서를 미리 확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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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조건

     -  Mouse: B6SJL (Normal)

        B6.Cg-Tg(APPSwFlLon,PSEN1*M146L*L286V)6799Vas/Mmjax (Alzheimer)

     -  Age / Gender: 16-week-old / male

     -  Solvent: 80% Propylene glycol + 20% Dimethyl sulfoxide

     -  Injection: Intravenous injection (Tail vein)

     -  Injection volume: 10 g / 100 l (400 g/kg)

     -  Ex vivo: Brain, Liver, Spleen, Lung, Kidney, Heart

(2) 실험 결과

그림 32. 신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의 Aβ 동물 모델 실험

신규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에 대해 16주령 AD 모델 마우스를 대상으로 whole body 

imaging 분석을 비교함. 각 화합물을 400 g/kg의 농도로 마우스 꼬리에 정맥 주사 후 시간 

별 whole body imaging 분석을 진행함. 분석 결과 AD 모델 마우스의 뇌에서 imaging이 

되며, 빠른 시간에 화합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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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 기술이전 화합물 1의 Aβ 동물 모델 실험

기 기술이전 화합물 1에 대해 16주령 AD 모델 마우스를 대상으로 whole body imaging 

분석을 비교함. 각 화합물을 400 g/kg의 농도로 마우스 꼬리에 정맥 주사 후 시간 별 whole 

body imaging 분석을 진행함. 분석 결과 AD 모델 마우스의 뇌에서 imaging이 되며, 빠른 

시간에 화합물이 체내에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함.

그림 34. 경쟁 제품 CRANAD-2의 Aβ 동물 모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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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품 CRANAD-2에 대해 16주령 AD 모델 마우스를 대상으로 whole body imaging 

분석을 비교함. 각 화합물을 400 g/kg의 농도로 마우스 꼬리에 정맥 주사 후 시간 별 whole 

body imaging 분석을 진행함. 분석 결과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에 비해 AD 모델 마우스 

뇌에서의 imaging 강도가 약하며, 2시간 경과 후에도 화합물이 체내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

함.

차. 기술자료 및 제품 분석서(COA)를 확보 

카. Aβ42와 Aβ fragment를 사용하여 결합 활성을 평가. 

본 실험에 총 9종의 Aβ fragment (1: Aβ42, 2: Aβ1-11, 3: Aβ11-22, 4: Aβ11-42, 5: 

Aβ12-28, 6: Aβ12-42, 7: Aβ17-42, 8: Aβ17-40, 9: Aβ25-35)를 사용함.

표 4. Aβ 결합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된 Aβ fragment

No
Aβ42 및 Aβ 

fragment
Sequence

1 Aβ42

D A E F R H D S G Y E V H H Q K L V F F 

A E D V G S N K G A I I G L M V G G V V I 

A

2 Aβ1-11 D A E F R H D S G Y E 

3 Aβ11-22 E V H H Q K L V F F A E 

4 Aβ11-42
E V H H Q K L V F F A E D V G S N K G A 

I I G L M V G G V V I A

5 Aβ12-28 V H H Q K L V F F A E D V G S N K 

6 Aβ12-42
V H H Q K L V F F A E D V G S N K G A I I 

G L M V G G V V I A

7 Aβ17-42
L V F F A E D V G S N K G A I I G L M V G 

G V V I A

8 Aβ17-40
L V F F A E D V G S N K G A I I G L M V G 

G V V 

9 Aβ25-35 G S N K G A I I G L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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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큐민 유도체 화합물의 결합 활성을 평가하는데 총 9종의 Aβ fragment를 사용함.

그림 35. Aβ monomer의 농도 변화에 따른 커큐민 화합물의 결합 활성 변화

커큐민 화합물과 Aβ monomer의 결합 활성을 측정하고, Aβ monomer의 농도를 변화시

킴으로써 진단제가 탐지 할 수 있는 최저의 Aβ 농도를 결정함. 커큐민 화합물 1 진단제의 경

우 0.5 M에서 blank 군과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커큐민 화합물 2 진단제의 경우 

0.1 M에서 blank 군과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함.

그림 36. 9종 Aβ fragment의 형광 특성 분석

커큐민 유도체 화합물 1, 2의 Aβ 결합위치 확인을 위해 9종의 Aβ fragment를 사용하여 

형광 특성을 분석함. 본 실험에서 커큐민 화합물 1, 2 및 Aβ fragment 모두 10 M 사용함. 

커큐민 화합물 1 진단제의 경우 Aβ monomer에서 가장 강한 활성을 나타내며, Aβ17-42와 

Aβ11-42에서 비슷한 형광 세기를 보여 줌으로써 Aβ17-42 (L V F F A E D V G S N K 

G A I I G L M V G G V V I A)의 Aβ fragment에 진단제가 결합하는 것으로 예측됨. 또

한 커큐민 화합물 2 진단제 역시 Aβ monomer에서 가장 강한 활성을 나타나며, 커큐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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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 1과 동일하게 Aβ17-42 (L V F F A E D V G S N K G A I I G L M V G G V V 

I A)에서 강한 활성을 나타냄. 커큐민 화합물 2는 Aβ17-40에서도 강한 형광 강도를 보여줌

으로써 커큐민 화합물 1과 결합하는 amino acid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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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고에서 베타아미로이드 펩타이드가 알츠하이머병에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베타아밀

로이드 플라크의 조기진단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D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Aβ를 검출할 수 있는 근적외 형광 화합물의 합성 기술 및 이를 활용한 마우스의 Aβ 실시간 

검출 영상화 기술의 개발을 수행 하였다. 4종 신규 합성 화합물을 1H-NMR, NRMS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화합물과 동일한 구조임을 확인 하였다. 4종 신규 합성 화합물을 HPLC, UV-Vis spectrophotometer 

및 PL spectrometer, in vivo 및 ex vivo imaging 분석을 통해 경쟁 제품 및 기술이전 화합물 대비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 하였다. Aβ 검출을 위한 근적외 형광 화합물의 합성 및 공업적 제법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Aβ 소동물 영상을 위한 근적외 형광 영상 프로브의 상용화에 목적이 있다. 연구개발 성과는 

1) AD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Aβ를 검출할 수 있는 근적외 형광 화합물의 합성 기술 및 이를 활용한 

마우스의 Aβ 실시간 검출 영상화 기술을 기술이전 받음, 2) 4종 신규 합성 화합물을 1H-NMR, NRMS 

분석을 통해 기술이전 화합물과 동일한 구조임을 확인함, 3) 4종 신규 합성 화합물을 HPLC, UV-Vis 

spectrophotometer 및 PL spectrometer, in vivo 및 ex vivo imaging 분석을 통해 경쟁 제품 및 

기술이전 화합물 대비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함, 4) Aβ 검출을 위한 근적외 형광 화합물의 합성 및 공업적 

제법을 확립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Aβ 소동물 영상을 위한 근적외 형광 영상 프로브를 상용화 이다. 본 

연구의 기대성과는 국내 기술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영상화 근적외 형광 프로브의 상용화는 새로운 시장 

창출 단계에 있는 뇌 영상 염료의 국산화 및 해외 시장을 선점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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