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eumatoid Arthritis
류마티스 연구를 위한 웅비메디텍 제품 가이드
RA 관련 연구 분야

Rheumatoid
Arthritis

바이오 의약품, 관절염 치료제,
치료제 기능성 식품, 천연물 신약, 생리활성 물질, 신
호 전달 연구, 관련 임상 연구 etc.
연관 분야 : Inflammation 관련 질환
퇴행성 관절염, 천식, 비염, 알러지,
알러지 아토피,자가면역질환,
염증성 장질환, 각종 대사성질환 etc..

1. 초기 연구 (pro-inflammatory cytokine, 염증유발인자, 선도 물질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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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om Profiler
Human cytokine array

소량의 sample로
36가지 cytokine을 한번에 screening!!

2. RA 진행 과정 별 (파골 과정)
진행 과정

관련 marker

T cell이 관절 부위로 침투

Angiogenesis 관련 ELISA _VEGF/FGF/PDGF etc. (R&D)
Angiogenesis multiplex & Growth factor multiplex (R&D)

각종 염증 유발인자 및
단백질 분해효소 분비

Inflammation (Cytokine,
Cytokine, TIMP)/
TIMP MMP 관련 ELISA & Multiplex (R&D)
Collagen 관련 – CICP, helical peptide, PYD, DPD (Quidel)

염증 관련 cytokine 분비

Cytokine ELISA/ Array / Multiplex(F-MAP, Mosaic ELISA) (R&D)

T cell로 부터
RANKL/TRANCE 발현

RNKL ELISA ( R&D / Quidel / Biovendor/ Bio medica/Immundiagnistik)
OPG ELISA ( R&D /Quidel/ Biovendor/ Bio medica/Immundiagnistik)

파골 세포 분화 & 파골 진행

Cathepsin K / DKK-1/ Sclerostin (Biomedica)
BAP/ YKL-40
40 / Osteocalcin / TRAP5b / Sclerostin (Quidel)
Osteonectin / BAFF / BSP/ vitaminD (Immundiagnistik)

3.기타 류마티스 관련 연구 (바이오 의약품, 초기 진단)
TNF-a receptor ELISA (Immundiagnostik)
TNFα-Blocker-ADA (anti-drug-antib./Remicade),
TNFα-Blocker-ADA (anti-drug-antib/Humira)
TNFα-Blocker-ADA (anti-drug-antib/Enbrel)
TNFα-Blocker-Monitoring (drug-leve/Remicade)
TNFα-Blocker-Monitoring (drug-level/Humira)

I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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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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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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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

hCRP ELISA (R&D)

NF-kB
P38
NF-kB ExactaChip (R&D)
P38 alpha/ delta/ gamma ELISA (R&D)
P38 MAP kinase (R&D)
CD40 (TRAP) _h
_ CD40 ELISA (R&D)
Osteoactivin h Osteoactivin (R&D)
Osteoactivin_

PDGF-BB_PDGF-BB ELISA (R&D)

제품별 상세한 정보는 웅비 학술 마케팅 팀 (031-776-3300)으로 전화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