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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Abstract: The present invention relates to a method for inhibiting telomerase in cancer cells by means of luterion and, more
particularly, to a method for inhibiting telomerase activity in cancer tissues, cancer cells or a cancer patient, the method in which ad -
ministered are: an anti-cancer composition containing luterion; a composition for inhibiting telomerase activity in cancer cells; and
luterion. Luterion, according to the present invention, has the advantage of effectively inhibiting only the proliferation of cancer
cells, without affecting normal cells, by inhibiting telomerase activity in cancer cells.

(57) 요약서 : 본 발 명은 루 테리온을 이용한 암세포의 텔로머 라아제 억제방 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자 세하 게는 루 테리온을
함유하는 항 암 조성물 ; 암세포 의 텔로머 라아제 활성 억제용 조성물 ; 및 루 테리온을 투 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 조
직 , 암 세포 또 는 암환자의 텔로머 라아제 활성 억제방 법에 관한 것 이 본 발 명에 따르면 , 루 테리온은 암세포 에서 텔로
머라아제 활성을 저해하여 , 정상세포 에 영향 없이 효과적으로 암세포의 증식만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ᅳ



명세서
발명의 명칭: 루테리온을 이용한 암세포의 텔로머라아제 억제방법

기술분야
[ 1] 본 발명은 루테리온을 이용한 암세포의 텔로머라아제 억제방법에관한 것으로,

더욱 자세하게는 루테리온을 함유하는 항암조성물; 암세포의 텔로머라아제
활성 억제용조성물; 및루테리온을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조직, 암
세포 또는 암환자의 텔로머라아제 활성 억제방법에관한 것이다.

[2]

배경기술
[3] 텔로머라아제는 염색체 말단에 대한 텔로미어반복 서열의 첨가를 촉매하는

리보뉴클레오단백질이다(Blackburn, 腿 . Rev. Biochem., 6 1:113- 129, 1992).

텔로머라아제 활성은조혈간세포(hemapoietic stem cell) 와같은 특정세포를
제외한정상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반면, 대부분의 암세포에서는높은
텔로머라아제 활성이관찰된다. 텔로머라아제는 암세포들의 무한한증식유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텔로머라아제 활성의 탐지 및정량은 암
진단에 매우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 텔로머라아제 활성의 억제제는 정상세포에
대한부작용이 거의 없는 항암제로서 기대되어진다(Counter CM. et al, EMBO J.,

11:1921- 1929, 1989; Counter CM.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 1:2900-2904,

1994; Chadeneau C . et al., Cancer Res., 55:2533-2536, 1995; Hiyama et al., Nature

Med., 1:249-255, 1995; Shay J.W. et al, Mol. Cell. Biol. , 15:425-432, 1995).

[4] 사람 텔로머라아제는 단백질 및 RNA 를 코딩하는 유전자가클로닝되었으며 ,
(US 6,26 1,836; U S 5,583,016) 텔로머라아제 억제제를 찾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동정된 텔로머라아제 억제제는 소분자 화합물 및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한다. 각종문헌들은 텔로머라아제 단백질 성분을
코딩하는 mRNA (이것의사람형태는사람 텔로머라아제 역전사효소 또는
hTERT 임) 또는 텔로머라아제 완전효소의 RNA 성분(이것의사람형태는사람
텔로머라아제 RNA 또는 hTR 로서 알려짐)에 대하여 표적된 텔로머라아제를
억제하기 위한올리고뉴클레오티드 등이 있으며 , hTERT mRNA 에표적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일반적으로 mRNA 에결합하여 mRNA 의 파괴를
야기하고, 그로써 hTERT 단백질의 생성을 막는 전통적인안티센스 약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US 6,444,650). hTR 에표적된 특정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텔로머라아제 완전효소에 존재하는 hTR 분자에
결합하여 ,효소 기능을 파괴한다(US 6,548,298). hTERT(human Telomerase reverse

transcriptase) 는 암세포의 영속성 (immortality) 및증식 (proliferation) 능력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효소 중의 하나로, 이 텔로머라아제 (telomerase) 는무한히
복제되는 생식세포, 조혈세포 및 암세포에서 80~90% 의 텔로머라아제 활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상세포들은 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Bryan, T.M. et al, Curr.

Opin. Cell Biol, 11:3 18-324, 1999). 텔로머라아제의 이런특성을 이용하여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텔로머라아제의 억제제를 개발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Bryan, T.M. et al, Embo J.

14:4240-4248, 1995; Artandi, S.E. et al, Nat. Med. 6:852-855, 2000).

[5] 텔로머라아제 RNA 성분, 예를 들면 펩티드 핵산(Norton et al, Nature Biotech.

14:6 15-6 19, 1996) 과 포스포로티오에 이트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정해진
안티센스 전략에 의한 텔로머라아제 활성의 저해가보고되었다.
텔로머라아제는 역전사 효소이기 때문에 , ΑΖΤ 와 같은 역전사 효소, 또는 다른
뉴클레오시드의 저해제를 사용하는 것도 보고되었다.

[6] 시스플라틴에 의한, 가능하게는, 텔로머 반복서열의 가교결합으로 인한
텔로머라아제 저해도 공지되어 있고(Burger et al., Eur. J. Cancer, 33:638-644,

1997),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이용하여 텔로머라아제 유전자의
주형 RNA 인 hTR 의 작용을 막아 텔로머라아제의 활성을 막는 방법이나(Pitts,

A.E.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5: 11549- 11554, 1998; Kondo, Y . et al,

Oncogene, 19:2205-221 1, 2000), 헤머헤드 라이보자임 (hammerhead ribozyme) 을
이용한 텔로머라제 주형 RNA 의 억제방법(Yokoyama, Y . et al, Cancer Res.,

58:5406-5410, 1998), 역전사효소의 활성을 막는 억제제(StraM, C . et al., Mol. Cell.

Biol., 16:53-65, 1996), 정상적인 텔로머라아제 효소활성을 억제하는 도미넌트
네거티브 hTERT 단백질의 발현(Zhang, X . et al, Genes Dev., 13:2388-2399, 1999;

Hahn, W . C . et al, Nat. Med., 5 :1164- 1170, 1999), 그리고 텔로미어구조에
작용하여 텔로머라아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G-쿼드러플럭스(quadmplex)

안정화에 작용하는 소분자 억제제(Perry, PJ. et al., J. Med. Chem., 42:2679-2684,

1999; Gowan, S.M. et al, Mol. Pharmacol, 60:98 1-988, 2001; Gowan, S. M . et al,

Mol. Pharmacol., 6 1:1154- 1162, 2002; Izbicka, E . et al, Cancer Res., 59:639-644,

1999) 등이 알려져 있다.
[7] 한편, 본 발명자들은 환자에서 기 배출된 체액내에존재하는 미세물질의

특성을 관찰하고 상기 미세물질을 "루테리알 (Luterial)" 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2013 년 7월 12일자로 특허출원을 한바 있으며 (대한민국 출원번호
제10-2013-0082060 호), 상기 루테리알을 효과적으로 분리 및 배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2014 년 1월 14일자로 특허출원을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출원번호
제10-2014-004525 호). 또한, 이러한루테리알과 유사한 구조와 가능을 가지는
미세물질인 "루테리온(Luterion)" 은 동식물에 존재하며 , RNA 및/또는 DNA 를
가질 뿐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세포를 건강한 면역체계로 되돌리는
역할을 한다.

[8] 따라서 , 본 발명자들은 루테리온을 약학 또는 식품 조성물에 적용하기 위해,
식물에 용매를 첨가하고 진탕시키면서 발생하는 기화 가스를 수집한다음,
필터링 및원심분리를 통해 상기 기화가스에 함유된 루테리온을 효과적으로



분리 및 배양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2015 년 1월 6일자로 특허출원한 바 있다
(대한민국 출원번호 제 10-2015-0001 195호).

[9] 이에, 본 발명자들은 새로운 텔로머 라아제 억제하는 물질을 찾고자 예의
노력한 결과, 루테리온이 암세포에서 텔로머 라아제 활성을 저해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10]

[11] 발명의 요약
[12] 본 발명의 목적은 텔로머 라아제 의 활성 억제를 통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조성물을 제공하는데 있다.
[13]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암 조직, 암 세포 또는 암환자의 텔로머 라아제 의 활성

억제를 통하여 암의 예방 또는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14]

[15]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루테리온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을 제공한다.

[16] 본 발명은 또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암의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조성물을 제공한다.

[17] 본 발명은 또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암세포의 텔로머 라아제
활성 억제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18] 본 발명은 또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방법 을 제공한다.

[19] 본 발명은 또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 조직, 암세포 또는 암환자의 텔로머 라아제 활성 억제방법을

제공한다.
[20] 본 발명은 또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세포의 증식 억제방법을 제공한다.
[21] 본 발명은 또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암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하는 용도를 제공한다.
[22] 본 발명은 또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암 조직, 암세포

또는 암환자의 텔로머 라아제 활성 억제에 사용하는 용도를 제공한다.
[23] 본 발명은 또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항암 조성물을 제조하는

용도를 제공한다.
[24]

도면의 간단한 설명
[25] 도 1은 루테리온을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 경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Zeiss) 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그 크기를 함께 나타낸 것이다.
[26] 도 2는 루테리온을 미토트랙커(Mito-tracker) 로 염색한 다음, 그 발색 유무를

관찰한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27] 도 3은 루테리온을 로다민 123(Rhodaminel23) 으로 염색한 뒤 그 발색 유무를

관찰한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28] 도 4는 루테리온의 형광/비형광 사진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A: 야누스

그린B(Janus Green B ) Positive; B : 로다민 123(Rhodamine 123) Positive; C :

미토트랙커 (Mito-tracker) Red Positive; D : 무염색) .

[29] 도 5는 루테리온이 로다민 123, 미토트랙커 레드, 야누스 그린B(Janus green

B )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염색한 뒤 그 발색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 야누스
그린B(Janus Green B ) Positive; B : 로다민 123(Rhodamine 123) Positive; C :

미토트랙커 (Mitotracker) Red Positive; D : 무염색) .

[30] 도 6은 루테리온의 형광 염색 부위 크기를 측정하여 루테리온의
크기 (50~800nm) 를 나타낸 것이다 (A: 야누스 그린B(Janus Green B ) 반웅 크기
측정; B : 로다민 123(Rhodamine 123) 반웅 크기 측정; C : 미토트랙커 (Mito-tracker)

Red 반웅 크기 측정: D : 무염색 반웅 크기 측정).
[31] 도 7은 루테리온이 이중막 구조를 가진다 는 것을 확인한 TEM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32] 도 8은 루테리온이 내부에 핵산을 함유하는 것을 확인한 원자 현미경 사진이다.
[33] 도 9는 루테리온 내부에 RNA 가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바이오

아날라이 저 결과이다 (L: Control; 1: 50nm 이하, 2 : 50~100nm, 3 : 100~200nm, 4 :

200^400nm).

[34] 도 10은 텔로머 라아제 활성 측정에 대한 계획을 나타낸 도식도이다.
[35] 도 11은 루테리온 처리에 의한 정상세포 (Fibroblast) 및 암세포 (폐암, 유방암,

대장암) 에서의 텔로머 라아제 활성을 나타낸 것이다.
[36] 도 12는 루테리온 처리 농도에 따른 정상세포 (Fibroblast) 및 여러가지

암세포 (폐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백혈병) 의 세포 생존능을 나타낸 것이다.
[37] 도 13은 다양한 유래의 루테리온을 처리한 췌장암 세포주 (AsPC-1) 에서의 세포

증식 억제를 나타낸 것이다.
[38] 도 14는 다양한 유래의 루테리온을 처리한 폐암 세포주 (A549) 에서의 세포 증식

억제를 나타낸 것이다.
[39] 도 15는 다양한 유래의 루테리온을 처리한 유방암 세포주 (BT-20) 에서의 세포

증식 억제를 나타낸 것이다.
[40]

[4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바람직한 구현예
[42] 다른 식으로 정의되지 않는 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모든 기술적 및 과학적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 으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명명법은 본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43]

[44]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용어 "루테 리알(luterial)" 및 "루테 리온 (luterion)" 은 동물



및 식물을 포함하는 모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50~400nm 크기의 나노생 명체로,
바이러스와 유사한 정도부터 퓨젼시 800-1200 nm까지의 크기를 가지는 반면,
1200nm 이상에서 유전자 이상 및 병리 현상을 발현하는 변이체로 분류되는
미세물질을 본 발명자가 명명한 것이다. 루테리알 및 루테리온은 DNA 와 RNA 를
모두 포함하며 (도 8〜도 9), 운동성과 부착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액소좀 (exosome) 이나 미소포 (microvesicle) 와는 구별된다. 루테리알은
생태계에서 숙주 체내에 존재하는 나노 생명체의 의미하고,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경우에는 혈액, 타액, 림프관, 정액, 질액, 모유(특히, 초유) , 제대혈,
뇌세포, 척수, 골수에 존재할 수 있다. 반면 루테리온은 숙주가 음식물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노 생명체를 의미하고, 식물이나 식품에 주로 존재할 수 있다.
[45] 미토콘드리 아는 야누스 그린 B(Janus green B ) 및 형광염색인

로다민 123(Rhodaminel23), 미토트랙커 (Mitotracker), 아크리딘 오렌지 (Acridine

Orange), 및 DAPI 에 의해 발색이 확인되 는데, 상기 루테리온 및 루테리알도
미토콘드리 아와 동일한 염색약에 의해 발색이 확인되며(도 1〜도 6),

미토콘드리 아와 유사하게 이중막을 가진 막구조로서 내부 크리스테(cristae)

구조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의 구조를 가지고(도 7), 미토콘드 리아와 동일한
레이저 파장 범위에서 관찰된다는 점에서 "유사 미토콘드리 아", "미토콘드리아
유사체" 혹은 "미토콘드리아 전구체 (proto-mitochondria)" 라고도 지칭할 수도

있다.
[46] 루테리온은 식물의 줄기 부분에 다량 존재하며, 본 발명자 들은 식물유래

루테리온을 분리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여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대한민국
특허출원 10-2015-0001195). 상기 분리된 루테리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47] (a) 정상의 경우, 적혈구보다 작은 크기(50~200nm) 의 원형 내지 타원형 으로,

운동성이 있음;
[48] (b) 핵산 함유;
[49] (c) 면역화학형광염색시 미토콘드리 아와 유사한 반웅을 나타냄;
[50] (d) 퓨전(fusion) 및/또는 피전(fission) 생태양식을 나타냄 ；
[51] (e) 퓨전이 없을 경우에는 크기가 300nm 까지 성숙하고, DNA 함유 유사

미토콘드 리아로 성숙하며, SEM 또는 TEM 전자현미 경사진 상에서
미토콘드 리아와 유사한 구조를 나타냄;

[52] (f) 퓨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천nm까지 크기가 커짐;
[53] (g) 암 환자 유래의 경우, 정상 유래보 다 크기(장직 경 500nm 이상)가 크고,

형태가 불균일 한 변이 루테리알 발생；및
[54] (h) 액소좀과는 다른 빛 반웅을 나타냄 .
[55] 추가로, 다음의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56] (i) 자가형 광 (autofluorescence) 을 나타냄 ；
[57] j ) 200~400nm 크기에서 ATP 를 생산함;



[58] (k) 부착성이 있음;
[59] (1) 이중막 구조;
[60] (m) 특정 조건에 서 변이 루테리알은 bursting 되고, bursting 이후에는 sternness를

가짐;
[61] (n) p53 유전자 및 텔로미 어 조절기 능을 가짐；및
[62] (o) CD39 또는 CD73 의 표면항원을 가짐.
[63] 또한, 루테리온은 실온에 서도 빠른 시간 내에 용해되거나 소멸되지는 않으며 ,

장기간 보관하여 도 퓨전(fusion) 하여 돌연변이 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64] 루테리온 및 루테리알은 시그널링 , 세포 분화, 세포 사멸 뿐 아니라 세포 사이클

및 세포 성장의 조절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데, 본 발명자는 그

중에서 도 루테리알이 암의 진단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한 바

있다(대한민국 특허출원 10-2013-0082060 호,WO2015/005553). 또한,
정상세포에 서는 루테리온 처리에 의해 텔로머 라아제 발현이 증가되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증가된 것(대한민국 특허출원 10-2015-00007522 호)을
확인하여, 루테리온은 정상세포 에서는 텔로머라제 활성을 증진시키는 항노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5] 본 발명에서 "정상세포"는 암세포와 같이 증가된 텔로머 라아제 활성을 가져,

무한증식을 하는 표현형을 가지는 세포가 아닌 정상적인 노화 프로세스를
가지는 세포를 의미한다.

[66] 본 발명의 용어 "텔로머라아제"는 텔로미어의 말단에 대한 텔로미어(telomeric)
반복의 첨가를 촉매하는 리보핵산 단백질을 의미한다. 텔로미 어는 염색체의

말단을 덮는 반복 서열의 긴 확장이 며 염색체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람에서, 텔로미어는 전형적으로 길이가 7-10 kb이고 서열 -TTAGGG- 의 다중
반복을 포함한다. 텔로머라아제는 대부분의 성인 세포에서 발현되어 있지

않으며, 텔로미어 길이는 연속적인 원형의 복제를 감소시 킨다. 세포 복제가 특정

회수 이상이 되면, 텔로미 어는 점차 축소되 어, 세포가 말단 붕괴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는 노화하게 된다. 텔로머라아제는 체세포에서

불활성 이지만, 암세포의 90% 에서는 활성이며, 텔로머 라아제 억제제는 암과

싸우는 데 유용할 수 있다.
[67]

[68]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정상세포에 서는 루테리온 처리에 의해
텔로머 라아제 발현 및 활성이 증가된 반면, 암세포주에 루테리온을 처리한 결과,
텔로머 라아제 발현 및 활성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루테리온은

암세포의 텔로머 라이제 활성만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9] 따라서 , 본 발명은 일관점에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암세포의
텔로머 라아제 활성 억제용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70] 또한, 본 발명에서는 정상세포에 루테리온을 처리하여 세포 생존능에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암세포주에 다양한 유래의 루테리온을 처리한 결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 루테리온은 정상세 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암세포의 증식만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1] 따라서 , 본 발명은 제2관점에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

[72] 본 발명의 루테리온은 옻나무 (Rhus verniciflua) 유 래인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면, 표 1~4 에 기재된 약용식 물 유 래

루테리온을 사용할 수 있다. 루테리온은 모든 식물 및 동물에 존재하므로 표

1~4 에 기재된 약용식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74] [ 표 1]

[75]



[76] [ 표 2 ]

[77]



]

그룹 약용식 & 명명

u 옻나무 Rh us verniciflua

전궁 Cnidium officinale Makino

당귀 Angelica Gigas Nakai

진피 Citri Unshius Pericarpium

직하수오 Polygonum multiflorum Thunberg

ifl 수 0 Cy nan chum wilfordii Hemsley

인삼 Panax ginseng C . A . Meyer

백출 A tractylodes japonic a Koidzumi

창출 A tractylodes lancea D e Candlle

건강(생강) Zingiber officinale Roscoe

육계(계피) Cinnamomum cassia Presl

청피(귤나무) Citrus unshiu Markovich

곽향 Agastache rugosa 0 . Kuntze

자소엽 Perilla frutescens Britton var. acuta Kudo

대추 Zizyphus jujuba Miller var. inermis Rehder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부자 Aeon urn carmichaeli Debeaux



향부자 Cyperus rotund us Linne

황기 Astragalus membranace us Bunge

Paeonia lactiflora Pallas

소회향 Foeniculum vulgare Miller

고량강 Alpinia officinarum I lance

대복피 Areca catechu Linne

반하 Pinellia ternata Breitenbach

남성 Arisaema aniurense Maximowicz v a s erratum Nakai

익지 Alpinia oxyphylla Miquel

지실 (탱자나무) Poncirus trifoliata Rafinesque

호 ᅡ Magnolia ovobata Thunberg

목향 Auckland! a lappa Decne

오수유 Evodiae rutaecarpa Bentham

파고지 Psoralea corylifolia Linn

총백(파뿌 리) Allium fistulosum Linn

사인 Amomum villosum Loureiro

산사 Crataegus pinnatifida Bunge



]

一 百 약용식물 명 하

G 마황 Ephedra sinica Staph

감국 chrysan the mum indicum Linne

질경 (도 라지 ) Platycodon grandiflorum

행인(살구 나무) Primus armeniaca var. ansu Max.

백지 Angelica dahurica BENTH. e t HOOK

L inope s a r i RAT

천문동 A sparagus cochin chin ensis M e r r

산약(참마) Dioscorea japonica THUNB

산조인 Zizyphus jujube

용안육 Dimocarpus longan Lour

원지 Polygala tcnuifolia

석창포 A c or us graminens SO LAND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BAALL

건율 Castanea crenata S.et Z .

의이인 Coix l h ry rn a -johi var. a - y en

나복자 (무) Raphanus s v s L

갈근 Pueraria thunb e rgi n a

황금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

고 & Angelica tenuis si m a ΝΛΚΛΙ

녹용 Cervi Parvum Cornu

대황 Rheum palmatum

승마 C i i i f i g a h e r l e folia K M

백자인 Biota oriental i s ENDL

상백피(뽕나무) M o s alba L

관 -희 — Tussilago farfara

백과 Gingko biloba L

사향풀 Thymus vularis

조각 Gleditsia japonica M i quel .koraiensis Nakai



[82]

[83] 또한, 본 발 명에서 사용되 는 루 테리온은 그 밀도가 1 이하로 지방 및

지질보다는 높은 밀도를 가지며 단백질 보다는 낮은 밀도를 나타내 므로, 수증기

증류 법에 의하 여 식물로부터 분 리할 수 있으나, 이에 국 한되는 것은 아니다 .

[84] 본 발 명에서 사용되는 루 테리온은 다음과 같은 수증기 증류 법에 의하 여

식물로부터 분 리할 수 있다.

[85] (a) 식 물 에 용매를 첨가하고, 50~90 oC에서 공기 또는 산소를 이용하여

간헐적으로 버블 링시키면서 진탕하는 단계 ;

[86] (b) 상 기 진탕에 의해 기화되는 수증기 또는 가스를 포 집한 다음, 넁각시켜

웅축 액을 수득하는 단계 ;

[87] (c) 0.8~1.2 µηι의 공극을 가지는 필터를 이용하여 상 기 수득된 웅축액을
필터링하는 단계 ;

[88] (d) 상 기 필터링된 웅축액을 원심분 리하는 단계 ; 및

[89] (e) 상 기 원심분 리된 상등액으 로부터 식물유래 루 테리온을 분 리하는 단계 ;

[90] 본 발 명에서 사용되는 루 테리온은 루 테리온 에 수분을 첨가하고 IR광선

조사하에 18~30 oC에서 배양하여 사용할 수 있다.

[91]

[92] 본 발 명의 일 구 체 예에서 , 포유동물 암세포의 텔로머 라아제 를 저해하고,

텔로머 라아제 양성 세포를 저해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 및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 또는 염 내에 치료 학적으로

효과 적인 양의 루 테리온을 포함한다.

[93] 본 발 명의 조성물은 다른 텔로머 라아제 관 련 상 태 또는 질환, 예를 들면 건선과

같은 다른 과증식 성 또는 자 가 면 역 장애, 류마티 스 관절 염, 면 역계 억제가

요구되는 면 역계 장애, 독 담쟁이 또는 독 오크에 대한 면 역계 반웅 등의

치료 에도 사용할 수 있다.

[94] 또한, 암 치료 에 대한 치료학적 이점은 US 5,656,638; U S 5,760,062; U S

5,767,278; U S 5,770,613 및 US 5,863,936 에 기 재된 것과 같은 다른

텔로머 라아제 의 저해제를 비롯하여 , 본 발명의 텔로머 라아제 저해제를 다른

항암제와 조합함 으로써 실 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 이러한

조합의 선 택은, 한정하 려는 것은 아니지만 , 질환의 종류, 환자의 연령 및 일반

건강 상 태, 질환 진 행의 공격성 , 치료하고자 하는 병든 세포의 TRF 길 이 및

텔로머 라아제 활성 , 그 리고 상 기 조 합물을 포함하는 제제에 대한 환자의 내성을

비롯 한 여러 인자에 따른다. 예를 들면, 암 진 행이 진전된 상 태에 도달한 경우 , 본

발명의 텔로머 라아제 저해 화합물을 암 크 기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 인 다른

제제와 치료 섭생(예를 들면, 방사선 요 법 , 수술, 화 학 요 법 및/또는 호르몬

치료 )과 조합할 것을 권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 에는 , 본 발명의 텔로머 라아제

저해 제제를 질환의 부 작용을 치료하는 하나 이상의 제제 , 예를 들면 진통제,

또는 환자 자신의 면 역반웅 (예를 들면, 콜로니 자 극 인자) 을 자 극하는 데



효과적 인 제제와 조합할 것을 권할 수 있다.

[95] 본 발명의 루테리온 조성물은 임의의 적합한 수단에 의해 인간 또는 동물
대상에 투여 될 수 있다.

[96] 인간 또는 동물 대상에게 투여는 경구 또는 비경구적 방법으로, 근육 내, 뇌내,
(정맥 내 포함)을 혈관, 피하, 비강 내,심장 내, 뇌 실내, 복강 내 또는 경피 투여될
수 있으며 , 일반적으로 주사에 의하여 투여될 수 있으며 , 바람직하게는, 혈관
주사 (예: 정맥) 또는 근육주사 형태로 투여될 수 있으며 , 환자의 특성에 따라,
투여에 필요한 경로를 조정할 수 있다.

[97] 본 발명의 조성물은 비경구,근육 내, 뇌내, (정맥 내 포함) 혈관, 심장 내, 뇌
실내, 복강 내, 피하, 비강 내 또는 경피 투여를 포함한 임의의 적합한 수단용으로

제형화될 수 있다. 비경구 투여를 위한 조성물은 또한 버퍼, 희석제 및 다른
적당한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으며 , 멸균 수용액을 포함할 수 있다.

[98] 본 발명의 조성물은 루테리온 이외에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 증점제,

희석제, 완층제, 보존제, 및 기타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 또는 부형제 등을
포함 할 수 있으며 , 의약조성물로 제형화될 수 있다.

[99] "약학 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부형제)"는 환자에 하나 이상의 핵산을 전달하기
위한 에이전트 또는 다른 약리학적 불활성 하고,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에
사용될 수 있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로는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온 교환, 알루미나, 알루미늄 스테아레이트, 레시틴, 혈청 단백질 (예,
사람 혈청 알부민), 완층물질 (예, 여러 인산염, 글리신,소르브산, 칼륨
소르베 이트,포화 식물성 지방산의 부분적 인 글리세라이드 흔합물), 물, 염 또는
전해질(예, 프로타민 설페이트, 인산수소이나트륨, 인산수소 칼륨, 염화나트륨 및
아연 염), 교질성 실리카,마그네 슘 트리실리케이트,폴리비닐 피롤리돈,
셀를로즈-계 기질,폴리에틸렌 글리콜, 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를로즈,

폴리아릴레이트, 왁스, 폴리에틸렌-폴리옥시프로필 렌-차단 중합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양모지 등이 포함된다.

[100] 약제학적 조성물은 멸균 주사용 수성 또는 유성 현탁액으로서 멸균 주사용
제제의 형태일 수 있다. 이 현탁액은 적합한 분산제 또는 습윤제 (예, 트윈 80) 및
현탁화제를 사용하여 본 분야에 공지된 기술에 따라 제형될 수 있다. 멸균
주사용 제제는 또한 무독성 의 비경구적으로 허용되는 희석제 또는 용매중의
멸균 주사용액 또는 현탁액 (예, 1,3-부탄디 올중의 용액) 일 수 있다. 허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히클 및 용매로는 만니를, 물, 링겔 용액 및 등장성 염화나트륨
용액이 있다. 또한, 멸균 불휘발성 오일이 통상적으로 용매 또는 현탁화
매질로서 사용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합성 모노 또는 디글리세라이드를
포함하여 자극성 이 적은 어떠한 불휘발성 오일도 사용할 수 있다. 올레산 및

이의 글리세라이드 유도체 와 같은 지방산이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천연
오일(예, 올리브 유 또는 피마자유), 특히 이들의 폴리옥시 에틸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사 제제에 유용하다.



[101] 본 발명의 조성물은 치료학적 유효량으로 투여된다. 투 여 경로 , 그 리고 필요한

섭생 투여량은, 특히 치료될 환자의 상태, 연령, 체중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파라미 터들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최적 투여량은 개별 구조의 상 대적 효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 일반적으로 추정된 시험 관내 및 생체 내 동물 모 델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발견 EC50s 에 기초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투 여량은

0.01~100mg/kg 이고 , 연령, 체중 및 환자의 상 태가 치료될 질병의 중증도와 빈도
및 투여 경로 . 구조의 다른 투여량은 투여, 근육 내 주사 또는 조직 (정맥 주사
또는 피하 ) 주사 인지에 따라 조절하여 투여할 수 있다.

[102] 본 발명의 조성물은 또한 경구 투여를 위한 식 이성 보층제 또는

기능식품으로서 제형될 수도 있다. 기능식품 제형, 또는 경구 약학적 조성물을

위해 , 적합한 부 형제는 예를 들어, 만니를 , 락토스, 글루코스, 수크로스, 녹말,
셀를로스, 젤라틴, 스 테아르산 마그네슘, 소디움 사카린, 및/또는 탄산

마그네슘과 같은 약학적 등급의 담체를 포함한다. 경구 액체 제형의 사용을

위해 , 조성물은 예를 들어, 수성 식 염수 , 수성 텍스트로스, 글 리세롤 , 또는

에탄올, 바람직 하게는 물 또는 보통의 식 염수와 같은 수성 담체 중의 수화에

적당한 고체 또는 액체 형태로 공급되는 용액, 현탁액, 에멀젼, 또는 시 럽으로서

제조될 수도 있다. 바 람직하다면, 조성물은 또한 습윤제, 에멀젼화제, 또는

버퍼와 같은 비독성 보조 물질의 소량을 함유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루테리온은 기능식품적 제형에 통합될 수도 있으며 , 약용 식물 추출물을 포함할

수도 있다.
[103]

[104] 따라서 , 본 발명은 제3관 점에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암의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

[105] 또한, 본 발명은 제4관 점에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방법 에 관한 것이다 .

[106] 본 발명은 제5관 점에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 조직 , 암세포 또는 암환자의 텔로머 라아제 활성

억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

[107] 본 발명은 제6관 점에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세포의 증식 억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

[108] 본 발명은 제7관 점에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암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하는 용도에 관한 것이다 .

[109] 본 발명은 제8관 점에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암 조직 ,

암세포 또는 암환자의 텔로머 라아제 활성 억제에 사용하는 용도에 관한 것이다 .

[110] 본 발명은 제9관 점에서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항암 조성물을

제조하는 용도에 관한 것이다 .

[111]
[112] 실시 예



[113]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 실시예는
오로지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요지에
따라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114]

[115] 실시예 1: 루테리온의 분리
[116] 약용식물인 옻나무 (Rhus vemiciflua stokes) 100g을 20-30 배 크기 즉 2-3리터

용기 크기에 맞추어 절단하여 용기에 넣고, 식물의 5~8배인
500~800g (바람직하게는 식물의 6배 즉 600g) 의 증류수를 용기에 투입한 후, 80°C

이하에서 전탕을 수행하 였다. 약 8시간 정도 전탕을 하되, 약 3시간마다 20~30 분
동안 산소로 버블링을 가하여 식물의 루테리온이 엉기지 않도록 하였다. 상기
버블링 후 추출시 스팀되는 기화된 수증기 를 플라스크에 수집하였다. 상기
수집한 수증기를 넁각하고 웅축시켜 수득한 웅축액에 IR광선(파장: 3~1000 厚
내외 바람직 하게는 200~600;/m) 을 1-2시간 조사하여 루테리온이 변이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 후, 0.8 µηι 이상의 직경의 공극을 구비하는 필터를 이용하여 상기
웅축액을 필터링하여, 필터를 통과한 웅축액만 1200~5000rpm 에서 5~10분간
반복적으로 원심분리하였다. 상기 원심분리를 통해 수득한 상등액에는

IR광선을 조사하여 운동성을 가지며 모여드는 루테리온 입자를 피펫을
이용하여 분리하고, 상기 분리된 루테리온을 50nm 직경의 공극을 구비하는
필터를 통과시켜 필터링되지 않은 부분만 PBS로 세척하여 옻나무 유래
루테리온을 수득하 였다. 상기 과정에 의해 장직경 50-800nm 인 루테리온을
수득할 수 있으며, 이는 암시야 현미경 또는 공초점 현미경을 통하여 관찰
확인이 가능하 였다. 상기 수득한 루테리온은 크기에 따라 50-200nm (발생기)/
200-400nm (성숙기)/ 400-600nm (분열기)/ 600-800nm (과분 열기)로 구분하 였다.

[117] 같은 방법으로 표 1~4에 기재된 약용식물로부터 루테리온을 수득하 였다.

[118]

[119] 실시예 2 : 루테리온 처리에 의한 암세포의 텔로머 라아제 활성
[120] 정상세포 (Fibroblast) 및 암세포 (NC1-H1975, MDA-MA-468, WiDr) lxlO 6

세포/ml 를 각각 60mm 플레이트에 접종한 다음, 약 12시간 후에 실시예 1에서
분리된 루테리온을 50 g/m l의 농도로 처리하여 배양하였다. 세포 배양은
PSF(antibiotic-antimycotic) 항생제 없는 조건에서 , 1 FBS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0C, 5% C0 2 배양기에서 수행하였다. 세포 접종 48시간 후에
수확하여 텔로머 라아제 활성을 측정하였다.

[121] TRAPeze® Telomerase Detection Kit (Millipore) 를 이용한 TRAP 분석으로
텔로머 라아제 활성을 분석한 결과, 루테리온 처리에 의해 암세포 (NC1-H1975,

MDA-MA-468, WiDr) 의 텔로머 라아제 발현 및 활성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 11B).

[122] 또한, 정상세포인 Fibroblast 를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인간 정상세포 에서는 대조군 (루테리온 미처리군)에 비해 텔로머 라아제 발현 및

활성 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 11A).
[123]

[124] 실시 예 3: 루테리온 처리에 의한 암세포 증식 억제

[125] 여러 종류의 인간 암세포주 (폐암(NCI-H19 7 5), 대장암(WiDr),

유방암 (MDA-MB-486), 간암(HCC38), 백혈병(AGH-77)) 및 정상세포주

(fibroblast) 에서 루테리온의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 성을 측정하기 위해 MTT

분석을 실시하 였다.

[126] 5xl0 4 세포/ml 의 세포 부유물을 96- 웰(well) 바닥이 평편한 마 이크로 타이터

판의 각 웰(well) 에 100 씩 접종하고 24 시간 동안 배양시킨 후 , 여러 가지의

농도의 루테리온를 포함하고 있는 배지로 교체한 후 , 다시 48 시간 배양시 켰다.

그 후 각 웰에 배지로 10배 희석된 비수용성의 노란색 MTT

(3-(4,5-dimethylthiazole-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용 액 100 Λ :

첨가한다. 세포 내 포마잔 결정이 생성되도록 370C 온도 및 5 이산화탄소

농도의 인큐베 이터에 보관하 였다. 약 4시간 후 여분의 배지를 제거한 후 세포내

형성된 비수용성 의 포마잔을 용해시키기 위해 각 웰에 DMSO 를 200 씩 첨가한

후 마 이크로플 레이트 리더를 이용하여 595 nm에서 흡광도를 분석하 였다.

[127] 루 테리온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흡광도를 100%로 하여 각각의 농도에

대한 암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암세포의 생존율을

감소시 킨 반면, 정상세포에서는 세포독성 이 없었다 (도 12).

[128] 아을러 , 상 기 암세포주 외에 AsPC-1 췌장암 세포주, A549 폐암 세포주, BT-20

유방암 세포주에서 다양한 유 래의 루테리온의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확인하 였다. 세포 생존률 측정은 상기 MTT 분석법과 동 일하게 수 행하였 으며 ,

실시 예 1의 방법으로 분리한 다양한 유 래의 루테리온은 암세포에 대해 세포

증식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도 13〜도 15).

[129] 따라서 본 발명의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포함한 조성물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여 암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30]

산 업상 이용가능성
[131] 본 발명에 따른 루테리온을 포함하는 조성물은 암세포에 서 텔로머 라아제

활성을 저해하고, 정상세포 에서는 영향이 없거나 또는 텔로머 라아제 활성을

증진시켜 , 효과적으로 암세포의 증식만을 억제시키는 항암 효과가 있다 .

[132]

[133] 이상으로 본 발명 내용의 특정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 는 바 ,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에게 있어서 , 이러한 구체적 기술은 단지 바람직한

실시 양태일 뿐 이며 , 이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할 것이다 . 따라서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과 그것들의



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



청구범위
[청구항 1] 루테리온을 유효성 분으로 함유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 성물.
[청구항 2] 루테리온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세포의 텔로머 라아제 활성 억제용

조성물.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루테리온은 강활 ( koreanum

Maximowicz), 독활 continentalis Kitagawa), 형개

tenuifolia Briquet), ^%^(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chkin), 생치황(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ex Steudel), ¾ (Poria cocos Wolf), 전호(

Angelica decursiva Franchet et Savatier), 치전자(질경 1(Plantago asiatica

Linne)), 지골피(구기 chinense Miller)), S.(Bupleurum falcatum

Linne), A l i m a orientale Juzepzuk), 목 통 (Akebia quinata Decaisne),

¾ ^(Scrophularia ningpoensis Hemsley), ¾ 1 (Trichosanthes kirilowii

Maximowicz), 저행 (Polyporus umbellatus Fries), 황련 japonica

Makino), L삼 (Sophora flavescens Solander ex Aiton),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 지 (Anemarrhena asphodeloides Bunge), 숙지황(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ex Steudel), 산수유 ( r 섀 officinalis

Siebold et Zuccarini), 목단피 ( ' suffruticosa Andrews), 복분자 ？仏

coreanus Miquel), 인동등 ( ' ra japonica Thunberg),

arvensis Linne var. piperascens Malinvaud ex Holmes), 치자 (Gardenia

jasminoides Ellis), 연 (F o r sy a viridissima Lindley), ^[(Arctium lappa

Linne), 미후등(다래 ( ' arguta PLANCH)), 미후도 ( ' arguta

Fructus), 목 고 (Chaenomelis Fructus), 포도근 ( vinifera Radix), 노근(

Phragmitis Rhizoma), ¾ ^.(Prunustomentosa Thunb), -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 송화분 ( densiflora S. et Z), 저두강반시 (rice bran

on a mallet head), 청송절 ( tabulaeformis), 교맥미 (Semen Fagopyri),

을나무 verniciflua), (Cnidiwn officinale Makino), (Angelica

Gigas Nakai), 진피 (CzY Unshius Pericarpium), r ^.(Polygonum

multiflorum Thunberg), ^r^.(Cynanchum wilfordii Hemsley), 1 (Panax

ginseng C . A . Meyer), A tr a c y lodes japonica Koidzumi), 창줄(
Atractylodes lancea D e Candlle), 건강(생 ^(Zingiber officinale Roscoe)),

육계(계피 ( Cinnamomum cassia Presl)), 청피(귤나 무 ( unshiu

Markovich)), ^^(Agastache rugosa O . Kuntze), 자소엽 ( frutescens

Britton var. acuta Kudo), \ ^(Zizyphus jujuba Miller var. inermis Rehder),

(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carmichaeli Debeaux),

향부자 ( rotundus Linne),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

^(Paeonia lactiflora Pallas), 소회 ^(Foeniculum vulgare Miller),

고량강 (Α ί ί ία officinarum Hance), 대복피 ( catechu Linne), 반하(



Pinellia ternata Breitenbach), 남성 (Arisaema amurense Maximowicz var.

serratum Nakai), 익지(Alpinia oxyphylla Miquel), 지실(탱자나무 w

trifoliata Rafinesque)), (Magnolia ovobata Thunberg), 목향(Aucklandia

lappa Decne), 오수유 (£ rutaecarpa Bentham), (Psoralea

corylifolia Linn), 종백(파뿌리( ' fistulosum Linn)), l (Amom m
villosum Loureiro), sinica

Staph), (Platycodon

grandiflorum)), 행인(살구나무 P armeniaca var. ansu Max.)), 백지 (
Angelica dahurica BENTH. et HOOK), 맥문동( muscari BALL),

천문동 ( · cochinchinensis Merr), 산약(참마 ( ' r japonica

THUNB)), 산조인 jujube), 용안육 ( c r longan Lour), 원지 (
Polygala tenuifolia), 석창포( c 層 graminens SOLAND),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BAALL), {Castanea crenata S.et Z.), 의이9l(Coix
lachryma-jobi var. ma-yuen), - Rap hanus sativus L)), 갈근( (
Pueraria thunbergiana)), baicalensis GEORG), 고본(
Angelica tenuis sima NAKAI), 녹용(C ' Parvum Comu), 대황(Rheum

palmatum), 승마(C im ic i ga heracleifolia KOM), 백자인 ( ' to orientalis

ENDL), 상백피(뽕나무 alba L)), 관동화 ( 훽 farfara), 백과(
Gingko biloba L), i t (Thymus vularis) 및 ^{Gleditsia japonica Miquel

var . ra Nakai) 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약용식물 유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 ]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약용식물은 옻나무 (Rhus vemiciflua stokes)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5] 루테리온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의 예방 또는 개선용 식품 또는
식품 첨가제.

[청구항 6] 루테리온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방법 .

[청구항 7 ] 루테리온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암 조직 , 암세포 또는 암환자의 텔로머라아제 활성 억제방법 .

[청구항 8] 루테리온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투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암세포의 증식 억제방법 .

[청구항 9 ] 루테리온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암의 예방 또는 치료에 사용하는 용도.

[청구항 10] 루테리온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을 암 조직 , 암세포 또는
암환자의 텔로머라아제 활성 억제에사용하는 용도.

[청구항 11] 루테리온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암조성물을 제조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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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헌이 C (계속)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¾ 대웅특허에 관한 별지를 참조하십 시오 .

인용된 문헌의 특별 카테고리:
국제출원일 또는 우선일 후에 공개된 문헌으로, 출원과 상층하지

"A"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기술수준 을 정의한 문헌 않으며 발명의 기초가 되는 원리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인용된
문헌

"E" 국제출원일보다 빠른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지나 국제출원일 이후
특별한 관련이 있는 문헌. 해당 문헌 하나만으로 청구된 발명의 신에 공개된 선출원 또는 특허 문헌
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L" 우선권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헌 또는 다른 인용문헌의 공개일
특 한 관련이 있는 문헌. 해당 문헌이 하나 이상의 다른 문헌과또는 다른 특¾한 이유 (이유를 명시 )를 밝히기 위하여 인용된 문헌
조합하는 경우로 그 조합이 당업자에 게 자명한 경우 청구된 발명

"0" 구두 개시, 사용, 전시 또는 기타 수단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 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P" 우선 일 이후에 공개되었으나 국제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문헌 동일한 대웅특허 문헌에 속하는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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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재란 일부 청구항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견(첫 번째 용지의 2의 계속)

PCT 제 17조(2)(a)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 본 국제조사보고 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습 니다 .

1. 청구항 : 6-8
이 청구항은 본 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없는 대상에 관련됩 니다 . 즉 ,

청구항 6-8 은 치료에 의한 인체의 처치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PCT 17(2) ( ) ( i ) 및 규칙 39 . 1( iv) 의 규정에 의
하여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할 의무가 없는 대상에 해당됩니다 .

청구항 :
이 청구항은 유효한 국제조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국제출원의 부분과 관련됩니
다 . 구체적으로는,

3 . ᄃ그 청구항 :
이 청구항은 종속청구항이나 PCT 규칙 6.4(a) 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문장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3기재란 발명의 단일성이 결여된 경우의 의견(첫 번째 용지의 3의 계속)

본 국제조사기관은 본 국제출원에 다음과 같이 다수의 발명이 있다고 봅니다.

1. ΓΊ 출원인이 모든 추가수수 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였으 므로, 본 국제조사보고 서는 모든 조사 가능한 청구항을 대상으로 합
니다 .

2 . □ 추가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않고도 모든 조사 가능한 청구항을 조사할 수 있었으므로, 본 기관은 추가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습 니다 .

3 . ΓΊ 출원인이 추가수 수료의 일부만을 기간 내에 납부하였으 므로, 본 국제조사보고 서는 수수료가 납부된 청구항만을 대상
으로 합니다 . 구체적인 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4 . ᄆ 출원인이 기간 내에 추가수 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 다. 따라서 본 국제조사보고서 는 청구범위에 처음 기재된 발
명에 한정되어 었으며, 해당 청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의신청에 □ 출원인의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료 납부 (해당하는 경우)와 함께 추가수 수료가 납부되 었습니 다.

¾ ¾ 출원인의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수 수료가 납부되 었으나 이의신청료가 보정요 구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였습 니다.

□ 이의신청 없이 추가수수료 가 납부되었습니다.

서식 PCT/ISA/210 (첫 번째 용지의 계속 (2)) (2015 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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