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세포활성플랫폼 기반의 전문 치과치료제 개발기업
상아질 재생기술을 활용한 치아 지각과민증 (시린이 증상) 치료제
• 치아 지각과민증은 충치나 치주질환과 같은 모든 치과 질환에 동반되는 증상으로 가장 흔하지만 치료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 상아질 재생은 시린이 증상, 충치 등 대부분의 치과 질환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제거하는 근원적인 솔루션입니다.
• 전세계적으로 년간 23억 명의 충치 환자, 그리고 40조 원의 시린이 및 충치 관련 시장, 약 6조 원의 기능성 치약과 구강청결제 시장에서의
가장 강력한 치료제로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시린이 증상의 원인과 치료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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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차단제와 상아세관 외부 피복을
통한 일시적인 치료

• 법랑질의 손상에 따른 상아질 노출

• 근원치료가 아닌 불완전한 치료로
인한 통증의 지속

상아질 재생 단백질 기전
상아질 재생 단백질은 휴면상태의 상아모세포를
자극하여 생리적 상아질의 재생을 촉진

KH001

당사는 생물학 정보 분석법을 이용하여 상아질 재생
단백질을 분석하여 1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KH001 펩타이드를 발굴
KH001 펩타이드의 차별성
1) 상아모세포의 재활성화 및 분화
2) 노출된 상아세관의 생리적 재광화에 의한 폐쇄
3) 생리적 상아질의 재생
4) 빠르고 안전한 효과

KH001 Peptide

비임상 결과
KH001 펩타이드는 동물실험 결과 성공적으로 상아질을 재생할 뿐 아니라 상아세관을 폐쇄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
➢ Physiologic (tubular) dentin formation

➢ Dentinal tubule oc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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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조직 재생기술을 활용한 치주질환 치료제
• 치주질환은 흔히 풍치라고 하며,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치아에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끈적끈적하고 무색의
플라그(plaque)라는 세균막이 제거되지 않고 단단해진
결과 치석을 형성하여 염증을 일으킴.
• 치주염이 심할수록 치주낭의 깊이가 깊어져서
치주인대에 염증이 생기고 백악질, 치조골의 소실이
일어나게 됨.
• 전세계 성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으로, 국내의 경우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의 2019 년 자 료 에 따 르 면
기관지염보다 더 많은 환자가 치료를 받은 국내 1위의
다빈도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세계 치주질환
시장규모는 약 4조 원으로 추정됨.

치주질환의 원인과 치료의 어려움
치주질환의 진행단계

현재 치료법

Pulp

비외과적 치료

스케일링/치근활택술

외과적 치료

치주소파술/치주수술

치주질환이 심해져서 발치된 치아

• 치주질환의 치료에는 비외과적 방법과 외과적 방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치주질환의 진행을 막는 데에는 상당히 성공적이나, 이미 파괴된 치주조직을 재생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음

• 심하게 파괴된 치주조직을
완벽하게 재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임

KH003 Peptide의 치주재생 기전
KH003

Periodontal ligament regeneration
& Functional alignment

•
•
•
•

기능성 KH003 펩타이드의 치주인대 섬유모세포 활성화
치주인대의 재생 및 기능적 배열
치아의 백악질과 치조골에 재부착
치주조직과 치아의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유지

비임상 결과

• 치주조직 손상 동물모델에
치주조직 재생 단백질을
처리한 결과 치주인대 재생과
더불어 재생된 치주인대를
치아의 백악질과 치조골에 잘
부착하게 하는 치주조직 재생
효과를 보임

P-Reg
Protein

치주조직 손상
동물모델

AB, normal alveolar bone; PD, normal PDL; C, cementum; D, dentin;
NPD, newly formed PDL; NAB, newly formed alveolar bone;
NC, newly formed cemen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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