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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ANES
Taxane은 세포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Taxane은 환상적인
생물학적 활동을 하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화합물 계열인 Diterpene 에 속합니다 1).
이 화합물은 항암치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분야에서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TAXANE FAST FACTS
• Taxane은 주로 천연물에서 얻을 수 있지만, 합성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Taxane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파클리
탁셀(Paclitaxel)은 1971년부터 Pacific 주목나무(Yew)로
부터 분리하였으며, 20년이 지난 후 유럽의 주목나무에서
Taxane와 유사합성물인 도세탁셀(Docetaxel)이 확인되었
습니다 2).
• 주목나무뿐만 아니라, 개암나무(헤이즐넛)의 잎과 껍질
에서도 Taxane가 발견되었습니다 3).
파클리탁셀이나 도세탁셀처럼 뛰어난 Taxane은 제약 업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클리탁셀과 다른 관련 화합물의 발견은 1960
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립암연구소(NCI)와 미국농무부(USDA)
는 식물과 동물 재료에서 얻을 수 있는 항암 치료법을 찾기 위해 협력
했습니다 4).
파클리탁셀의 발견은 항암 화학요법제로 개발을 성공시켜 의학계에서
혁신이 되었습니다. 천연물에서 추출할 때는 주목나무의 껍질에서 얻을
수 있는데, 껍질을 수확하기 위해 많은 나무를 죽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학물의 합성 및 반합성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TAXANE MVP’s
•

파클리탁셀 : 가장 주목할 만한 Taxane으로, 파클리탁셀은 FDA가 난소암, 유방암 및 폐암치료를
위해 승인한 탁솔(Taxol)의 일반명 입니다5).

•

도세탁셀 : Taxane 제품군의 또 다른 구성품인 도세탁셀은 파클리탁셀과 다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 물에 쉽게 용해됩니다6).

ChromaDex는 Baccatin, Cephalomannine, Docetaxel, Epitaxol과 다양한 Taxan 계열의 많은
표준품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Taxane 제품군은 동명과학상사 홈페이지(www.dongmyung.kr)에서
카다록을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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