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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할로겐화 크산텐 또는 병든 조직 내의 생물학적으로 감광성 구조의 선광(concentration)에 대하여 선호도를 
보이는 약물로 구성된 고 에너지의 광치료제 또는 방사선증감제 및 병든 조직을 상기 방사선증감제를 이용하여 이미징
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b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 에너지 광치료제(phtotherapeutic agent) 또는 방사선증감제 및 이러한 광치료제 또는 방사선증감제를 
이용하여 이미징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종양, 특히 암 종양(cancerous tumor)과 같은 
병든 조직을 이미징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암과 같은 병든 조직 또는 종양의 일반적인 치료법은 이온화된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법(radiation therapy)이 
널리 알려져 왔다.

암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법(일반적으로 1 keV 또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기 방사선을 사용한다.)은 일반적
으로 고 침투성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하여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방사선은 조직(tissue) 속으로 더 깊숙이 침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장려되는 바, 특히 병든 조직에 또는 
이 병든 조직이 뼈 또는 다른 조밀하거나 불투명한 구조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공고롭게도, 단일한 표적
(targeting) 기준으로서 빠른 증대의 사용은 이러한 암세포를 치료하는 효과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암종양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이러한 방사선 효과를 제한시키기 위하여 암종양 부위에 이온화된 방사선을 
전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건강한 조직과 암조직은 방사선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비슷한 
생물학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종양 근처로 방사선이 전달될 때, 건강한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약효(또는 생물
학적인 반응)가 개선된 방법이 필요하였다.

    배경기술

    
따라서, 광역학적(phtodynamic) 이온화된 방사선의 개발이 계속되었고, 이의 선택적인 사용으로 다양한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 데 상당한 전망을 보여 왔다. 광역학적인 치료법(photodynamic therapy, PDT)은 종양과 같은 병든 조직에
서의 치료 응답을 도출하기 위하여 특정 지점의 투광(비이온화된, 투명한 방사선을 이용한)을 가진 광증감제(phtosen
sitive agent)를 조합시킨 것이다. 광역학적 치료법에서, 광증감제의 바람직한 선광(concentration)은 자연적인 과정
을 통하거나 또는 국부의 영역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한 주위 조직에 침투하지 않고 병든 조직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순히 광증감제가 조직내에 존재할 때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표준 방사선 치료법을 통
하여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 특이성의 부가적인 수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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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주위의 건강한 조직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약품의 배분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가능하다. 공교롭게도, 
광역학적인 치료법에서 투광 단계를 종래의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1)이러한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광은 조직 내부로 
충분히 깊숙이 침투할 수 없고, 및 2)의사가 치료부위를 미세한 공간까지 조절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병든 조
직 또는 종양이 뼈 안쪽 또는 다른 불투명한 구조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거나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더욱 힘든 면이 
있다.

본 발명의 발명자 중 몇몇은 이러한 광역학적인 치료법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미국 특허 제 5,829,448(양도되었음)에
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에서 언급된 이온화된 방사선에 의해 활성화되거나 또는 감광성을 줄 수 있는 약품에 대한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잠재적으로, 이러한 방사선의 사용은 투명한 방사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위치한 조직을 치료
하는 데 가능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방사선으로 사용되는 약품으로는 방사선증감제로 잘 알려져 왔다.

병든 조직에서 방사선증감제의 바람직한 선광은 표준 방사선 치료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조직 특이성의 부가
적인 수준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자연적인 과정을 통하거나 또는 국부의 영역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
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사선증감제가 조직 내에 존재할 때 방사선을 이용하여 더 효능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적은 양의 방사선으로 
손상된 조직 또는 다른 병든 조직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방사선에 노출된 일단의 건강한 조직 주위의 잠재
된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안정성과 효능이 개선될 수 있다.

방사선증감제를 이용한 연구의 최종 성공 또는 실패는 (1)약품의 치료 성능, 및 (2)활성 부위에서의 질병의 특이성 등
에 의존한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약품과 약물 표적화(targeting) 접근법으로는 이러한 카테고리의 각각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진다.

한편, 방사선증감제의 치료 성능은 기본적으로 비감광성 조직에 대한 감광성 조직에 가해진 방사선 투여의 강화된 흡수
에 상관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흡수는 일반적으로 특정 타입의 방사선(X-선과 같은)에 대하여 고흡수 
절단면(cross-section)을 가진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금속 또는 할로겐 원자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들은 X-선 절단면이 높기 때문에 원자 또는 분자 형태의 담체
로 병합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원자에 의한 X-선의 흡수는 2차 방사선 방출, 이온화 및 다른 화학적 물리적 반응을 일
으키는 바, 이로써 가해진 에너지(예를 들어, 방사선-유도 세포의 파멸, 또는 " 광 세포독성(light cytotoxicity)" )에 
의한 국부적인(localized) 세포독성이 증가되게 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광 세포독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용가능한 약품으로 제조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또한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았을 때에는(즉, 방사선이 없는 상태에서 낮은 독성을 갖거나 또는 " 암 세포독성(dark cytotoxicity)" ) 
약품은 거의 효과를 가질 수 없다. 공교롭게도, 많은 약물들이 현재 방사선증감제로서의 연구에서 (a)비교적 높은 암 
세포독성 또는 b)암 세포독성에 대한 광 세포독성의 비(ratio)가 낮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와 수용성을 제한시키는 등
의 단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암 세포독성에 대한 광 세포독성의 비율이 높은 약물들은, (1)투여량의 전반적인 범위에 걸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
으며, (2)치료 부위에서 개선된 효과를 보이며(약물이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가지는 결과 높은 투여량을 사용했을 때도 
상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및 (3)환자의 몸 전체에 걸쳐 개선된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 3 -



공개특허 특2001-0089658

 
또한, 많은 방사선증감제들이 가지고 있는 부수적인 문제점으로는 종양 내에서 중요한 원하는 선광을 나타내지 못한다
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방사선증감제의 목표 표적화는 새는(leaky) 신경맥관구조(neurovasculature)를 통하여 조
직속으로 침투되는 등의 물리적인 목표 표적화에 기본을 둔 것으로서, 신경맥관구조는 조직에서 약물로의 투과되는 정
도에 따라 최종 실패와 성공이 좌우되며, 상기 약물은 수용액에 가용성이거나 또는 현탁 제형이다.

결과적으로, 약물중 대부분의 용량을 원하는 치료 부위 또는 목표지점까지 치료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에 포
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또는 전신으로 투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약물을 투여한 후에는, 환자는 원하는 치료부위를 둘러싼 건강한 살아있는 조직으로부터 깨끗하게 과량의 약물
이 보급될 수 있도록 몇 시간에서 며칠간에 걸친 정리시간(clearance time)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 치료부위에
서 잔류된 약물의 조사로 병든 조직에서의 소정의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 또한 원치 않
는 건강한 주위의 조직을 손상시키게 되고, 건강한 조직 주위에 존재하는 잔류 약물의 활성을 피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
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법으로는 방사선증감제와 병든 조직의 생체약물표적화(b
iotargetting)를 개선시킬 수 있는 관능성 그룹과 커플링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실행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만일 방사선증감제가 목표물질의 크기, 위치 및 깊이를 진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면, 방사선 치료는 암 종
양과 같은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 더욱 더 정교함을 필요로 할 것이다. 명암제(contrast agent)로서 조합된 진단을 나
타내는 데 사용되거나 약물의 방사선증감제와 같이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1)진단과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수
많은 과정들을 감소시킬 수 있고, (2)전체적인 진단과 치료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3)가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
문에 환자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특징을 가진 새로운 방사선증감제를 개발하는 데 있다: 그 특징으로
는 (1)암 세포독성에 대한 광 세포독성 비(ratio)의 개선; (2)병든 조직과 건강한 조직간의 강한 대조를 가진 병든 조
직속으로 약물의 축적을 개선; (3)정상의 조직으로부터 빠른 정리; 및 (4)이미징과 치료가 조합된 성능 등이 있다. 추
가적으로, 약물 비용의 낮은 단가 및 현저한 조절가능한 이력(조절과 약물의 공유로 수용가능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등
의 특징을 가지는 것을 포함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할로겐화 크산텐(xanthene)으로 구성된 이온화 방사선 또는 방사선증감제를 이용하여 병든 조직을 
치료하기 위한 방사선증감제 약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 할로겐화 크산텐으로는 로즈 벵골(Rose Bengal) 또는 그 
유도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는 방사선증감제 약물은 이미징 명암제(contrast agent)로 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방사능증감법 또는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하여 병든 조직을 치료하기 위한 방사선증감제 약물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약물은 다공성 멤브레인과 같은 조직 내 생물학적으로 감광성 구조의 선광에서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기로는, 상기 약물은 생물학적으로 감광성인 구조에 대하여 생물학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표적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병든 조직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도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서 제공된 방법에서
는, 병든 조직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일정량의 방사선증감제, 바람직하기로는 할로겐화 크산텐을 투여하는 단
계; 및 병든 조직 내에서 방사선증감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X-선 또는 다른 이온화된 방사선을 이용하여 병든 조직
을 치료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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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서 제시된 방법에서는 병든 조직을 밝혀내기 위하여 방사선증감제를 사용하여 환자를 
이미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은 생물학적 응답에 유익하게 반응할 수 있는 X-선 또는 다른 이온화된 방사선과의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약물 및 치료방법 및 이 약물을 이용한 이미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이미 언급된 것과 같이 할로겐화 크산텐과 같은 방사선농화 약물을 개발해왔으며, 이는 다공성 
멤브레인, 다른 중요한 요소 및 병든 조직의 구조의 선광에 대하여 선호도를 나타내며, 이미 알려진 약물 또는 상승 메
카니즘으로 부가적인 치료 복용 상승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부가적인 치료 복용 상승효과는, 감광성 구조에 방
사선이 조사 및 뒤이어 방사선이 감광되는 동안 병든 조직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러한 약물의 호전된 접근으로 인한 약물
의 방사선증감제로서의 효과를 증가시킨 결과이다.
    

특히, 대부분의 방사선증감제는 고 침투성 에너지(이것 자체는 조직과 직접 반응은 거의 없다)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그 다음 이 에너지를 덜 침투하는 내에서 방출시키고, 단순히 인접한 생물학적으로 감광성 구조 또는 재료(다공성 멤브
레인 및 유전자 재료와 같은)와의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는 적게 침투되고, 세포독성이 많은 형태(예를 들면 더 낮은 에
너지를 재방출하는 것과 같은)로 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할로겐화 크산텐과 같이 어떠한 방사선 농화 약물에서도 이러한 생물학적으로 감광성 구조 또는 재료에 대해서
도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표적화를 나타내므로써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조 또는 재료에 물리적으로 근접한 부위에 집
중되게 되어 방사선증감제(즉, 국부적인 세포파괴 효과로의 축적된 고에너지의 여기(excitation)의 전환)의 전체적인 
효과를 증가시키게 된다.

위와 같은 효과가 증가되는 것은, 인접한 방출된 에너지가 감광성 목표물(전멸시키기거나 비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소멸
되기 전에)과 우호적으로 반응하게 되므로 약물이 이러한 선광된 재방출이 목표물에 근접할수록, 반응할 때마다 증가된 
확률의 결과로 나타난다. 단순한 말로써 언급한 것처럼, 짧은 평균 자유 통로를 가진 방출된 에너지는 만일 목표물에 더 
밀접하게 위치한 약물로부터 방출된다면 목표물과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사선증감제 증가로의 접근은 종래 기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투과도에 기본을 둔 약물 
표적화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본 발명에서 제시한 목표물은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표적화에 기초를 둔 
더 우수한 접근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타입의 표적화는 약물 주변이나 목표물(예를 들면, 여기에서 언급한 로즈 벵골(이의 화학구조는 도 1a에서 나타
낸 바와 같다)과 같은 세포벽으로 분배된 약물을 사용)로의 화학적 분배에 의하거나, 목표물(예를 들면, 로즈 벵골과 
같은 약물의 캡슐화에 의해, 마이셀, 나노입자, 또는 리포좀과 같은 전달 매체로 세포벽과 같은 목표 지점에서 우선적으
로 상호작용을 하고, 부착하거나, 용화되거나, 조합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약물이 목표지점까지 
운반되게 된다.) 또는 이 주변으로의 약물 전달 조절에 의하거나, 주입, 유출, 또는 분무 등의 국부적인 전달방법에 의
해 목표지점 또는 그 부위로 약물의 국부적인 선광을 물리적으로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다.
    

바람직하기로는, 이러한 약물은 광범위한 X-선 절단면, 높은 명암 세포독성비(light-to-dark cytotoxicity ratio), 
병든 조직에서의 이식을 위한 우선권, 낮은 약물 단가, 정상 조직으로부터 빠른 정리시간 및 상당히 조절하는 이력( 조
절과 약물의 공유로 수용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등을 가진다.

본 발명의 출원인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 약물 부류들을 개발하였고, 바람직하기로는 본 발명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약물들로는 도 1b에 표시된 할로겐화 크산텐이 있으며, 여기서 X, Y 및 Z는 지정된 위치에서의 여러 종을 나타
낸다. 또한 R1 과 R2 는 지정된 위치에서의 다양한 관능성기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할로겐화 크산텐의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X, Y, 및 Z 위치에서 및 R 1 과 R2 기능기에서의 분자량에 따른 화학적 구성성분과 같은)은 다음 표 1에 요약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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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화 크산텐의 대부분이 수용액에 고 가용성이지만,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공성 멤브레인과 같은 소수성 환경에서도 
선택적 분배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할로겐화 크산텐은 낮은 암 세포독성와 R1 과 R2 위치에서 관능성 유도체의 도입 또는 국부적 화학적 환경
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할로겐화 크산텐은 이들의 고유한 선택적 분배 특성에 
기초한 몇몇 종양 또는 다른 병든 조직을 목표로 할 것이다.

    
할로겐화 크산텐의 특정한 예로는 로즈 벵골(도 1a에서 보는 것처럼, 4,5,6,7-tetrachloro-2',4',5',7'-tetraiodofl
uorescein)이 있다. 특히, 로즈 벵골은 몇몇 종양 및 다른 병든 조직에서 우선적으로 축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한, 로즈 벵골은 무시할만한 비교적 낮은 암 세포독성, 몸으로부터 빠르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 및 부분적으로 정
착된 조절된 이력과 같은 다른 소정의 특정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본 발명자들은 로즈 벵골이 고농도의 수용액에서도 
잘 녹는 반면, 다공성 멤브레인과 같은 소수성 환경에서도 중요한 우선권을 유지하는 등의 특정의 화학적 특성을 가지
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화학적 분배 또는 약물의 생물학적 활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R 1 과 R2 위치에 특정의 기능성 유
도체의 도입으로 최상화할 수 있는 다른 부위 또는 특정의 조직을 목표로 하는 할로겐화 크산텐을 가진 설비를 발견하
게 되었다. 예를 들면, R1 또는 R2 의 위치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표 단위를 도입시켜 암 종양 조직 또는 국부적으로 
병든 부위와 같이 특정 조직의 약물 표적화를 개선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약물 표적화 단위로는 디옥시리보 헥산(DNA), 리보 헥산(RNA), 아미노 에시드, 단백질, 항체(antibody), 리
간드, 부착소(hapten), 카르보하이드레이트 수용체, 또는 이들의 조합물, 킬레이터(chelator), 캡슐화 부형제, 알데하
이드, 케톤, 알콜, 에스터, 아미드, 아민, 나이트릴, 아지드, 또는 다른 친수성 또는 소수성 단위를 함유하는 것들을 포
함하는 단쇄 또는 장쇄 지방족 또는 방향족 탄화수소 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의 예를 들면, 로즈 벵골의 지질친화성을 증가시키고 환자에 있어서 약물표적화 성질을 개질시키기 위하여 
로즈 벵골과 리피드(R1 위치에)를 에스터화 반응을 통하여 조합시키는 것이 있다. 이러한 개질제는 마이셀 현탁액으로
서 직접 투여하거나 또는 계면활성제와 같은 전달 수단과 연계하여 전달되며, 종양 세포에 대한 약물표적화를 증가시키
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약물의 적절한 형태는 국부적인 크림 및 로션, 및 정맥주사 또는 환자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액체 상태인 것도 포함한다.

도 4는 표준 진단시 또는 일반적으로 30 keV 보다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치료용 X-선 디바이스용으로 사용되는 에
너지보다 상당히 낮은 에너지에서 발생된 할로겐화 크산텐의 할로겐의 강한 흡수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할로겐화 크산텐에서의 할로겐 함량은 유력한 X-선 흡수재의 약물 부류들로 만들고 따라서 방사선증감제로서 
높은 적합성을 나타내게 한다.

    
또한, X-선 절단면이 F〈 Cl 〈 Br 〈 I 의 순서로 점차적으로 증가되므로, 요오드 또는 브롬의 함량이 많은 할로겐화 
크산텐을 X-선 감광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실험에 의하면 요오드 또는 브롬이 존재할 때 다른 할로
겐과의 가능성과 비교하여 증진된 감광제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테트라브로모에리뜨
로신, 로즈 벵골, 로신 B, 에리뜨로신 B, 및 에오신 Y는 용매 레드 또는 에로신 B보다 할로겐 함량에서 각각의 차이로 
인하여 더 높은 X-선 절단면을 가지고, 따라서 X-선 감광제로 사용하기에 바람직하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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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의 할로겐화 크산텐의 물성 :

화합물 치환기 분자량(g)
X Y Z R1 R2

플루오레세인(Fluorescein) H H H Na Na 376
4',5'-디클로로플루오레세인(4',5'-Dichloro- fluorescein) Cl H H Na Na 445
2',7'-디클로로플루오레세인(2',7'-Dichloro- fluorescein) H Cl H Na Na 445
4,5,6,7-테트라클로로플루오레세인(4,5,6,7-Tetrachlorofluorescei
n)

H H Cl H H 470

2',4',5',7'-테트라클로로플루오레세인(2',4',5',7'-Tetrachlorofluor
escein)

Cl Cl H Na Na 514

디브로모플루오레세인(Dibromofluorescein) Br H H Na Na 534
용매 레드 72 H Br H H H 490
디요도플루오레세인(Diiodofluorescein) I H H Na Na 628
에오신 B(Eosin B) NO2 Br H Na Na 624
에오신 Y(Eosin Y) Br Br H Na Na 692
에틸 에오신(Ethyl Eosin) Br Br H C2 H5 K 714
에리뜨로신 B(Erythrosin B) I I H Na Na 880
필록신 B(Phloxine B) Br Br Cl Na Na 830
로즈 벵골(Rose Bengal) I I Cl Na Na 1018
4,5,6,7-테트라브로모에리뜨로신(4,5,6,7-Tetrabromoerythrosin) I I Br Na Na 1195

더욱 더 바람직하기로는, 로즈 벵골 및 그 유도체의 높은 요오드 함량과 추가로 4,5,6,7-테트라브로모에리뜨로신 및 
그 유도체는 이들 약물들이 이 부류의 가장 적합한 X-선 감광제로 만든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하나 이상의 할로겐화 크산텐을 방사능감광을 이용하여 병든 조직의 치료를 
위하여 X-선 감광제 또는 방사선감광제로 사용하였다. 방사능감광에 앞서, 이 약물을 종래에 잘 알려진 방법으로 경구
로, 전신으로(주입에 의해), 또는 국부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로즈 벵골 또는 이들의 유도체 또는 4,5,6,7-테트라브로모에리뜨로신 또는 이
들의 유도체를 방사선증감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가 약 1keV 보다 크고 1000 MeV 보다 같거나 작은 X-선 
또는 다른 이온화된 방사선을 활성화 약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바람직하기로는, 30keV를 초과하는 에너지
를 가진 X-선을 사용하여 약물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본 출원인은 X-선 또는 CAT 스캔, 플루오르그라피 또는 다른 관련된 방법과 같은 이온화된 방사선 이미지용 이
미징 명암제로 할로겐화 크산텐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본 발명자들은 광범위한 X-선 절단면과 화학구조 
때문에 이미징 명암제로 특별히 유효한 할로겐화 크산텐을 개발하였으며, 이들이 함유한 상당량의 할로겐 때문에 전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미징에 사용되는 X-선 또는 다른 이온화 방사선에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로즈 벵골은 CAT 스캔용이나 일반적인 X-선 이미징에 사용되는 X-선에 대하여 불투명성이 매우 높다. 도 
2와 3은 표준 X-선 명암제 및 그 대조구에 대한 로즈 벵골의 불투명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그림에서는 본 발명의 
발명자들에 의해 실험적으로 수행된 실제 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다양한 용액을 함유한 시험관의 CAT 스캔 
이미지를 도 2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 요오드(350mg/ml 염기 수용액), 로즈 벵골(225mg 할로겐/ml 염수), 및 옴니
파크(Omnipaque TM , 350mgI/ml ioheol)의 X-선 밀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밀도는 이들의 대조구(염수, saline)보다 눈에 띄게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동일한 용액(96개의 구멍이 
있는 샘플판 내의 구멍에서 행해짐.)의 다양한 농도에서의 CAT 스캔 이미지를 도 3에 나타내었으며, 로즈 벵골은 전체 
농도 범위에 걸쳐서 표준 X-선 명암제에 대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보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는 병든 조직의 진찰 및 이미징에 기초한 이온화 방사선 또는 X-선용 이
미징 명암제로서 하나 이상의 할로겐화 크산텐제를 사용하였고, 발견된 병든 조직을 이런 조직 내의 잔류 약물로 방사
선증감법에 의하여 치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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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술은 단순히 표현을 목적으로 제공될 뿐이며,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아래의 청구항에 의하여 정
의된다. 예를 들면, 이 분야에 능숙한 기술자들은 본 발명에서 기술한 약물 표적화를 특별한 실시예에서의 할로겐화 크
산텐 뿐만 아니라, 종래의 방사선증감제를 포함한 다른 방사선농후(radiodense) 재료를 적용함으로써 본 발명이 더 명
백해질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로즈 벵골(Rose Bengal)의 화학구조;

도 1b. 할로겐화 크산텐의 화학구조;

도 2. 로즈 벵골, 표준 X-선 대비제, 및 대조구의 시험관 CAT 스캔 이미지 사진.

도 3. 도 3 용액의 선과의 범위에서의 CAT 스캔 사진.

도 4. 할로겐의 X-선 절단면에 대한 에너지의 그래프.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할로겐화 크산텐으로 구성된 이온화 방사선 또는 방사선감광을 이용한 병든 조직을 치료하기 위한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화 크산텐은 로즈 벵골(Rose Bengal) 및 그 유도체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임
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화 크산텐은 4,5,6,7-테트라브로모에리뜨로신(4,5,6,7-Tetrabromoerythrosin) 및 그 
유도체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화 크산텐은 기능성 유도체로서 디옥시리보 핵산(Dioxyribonucleic acid, DNA), 리보 
핵산(Ribonucleic acid, RNA), 아미노산, 단백질, 항체, 리간드, 부착소(hapten), 카르보하이드레이트 수용체 또는 
복합제, 지질 수용체 또는 복합제, 단백질 수용체 또는 복합제, 킬레이터, 캡슐화 부형제, 알데하이드, 케톤, 알콜, 에스
터, 아미드, 아민, 나이트릴, 아지드 또는 다른 친수성 또는 소수성 단위를 함유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단쇄 또는 장쇄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 탄화수소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약물 표적화 단위를 포함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
선증감제.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선증감제는 또한 이미징 명암제로도 작용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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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선증감제는 CAT 스캔용 이미징 명암제로 작용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선증감제는 X-선 이미징용 이미징 명암제로 작용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화 크산텐은 요오드 및 브롬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원소를 다량 함유하는 것임
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선증감제는 필록신 B(Phloxine B), 에리뜨로신 B(Erythrosin B) 및 에오신 Y(Eosin Y) 
및 이들의 유도체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할로겐화 크산텐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화 크산텐은 30k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X-선을 이용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임을 특징
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선증감제는 마이셀(micelle), 나노입자(nanoparticle), 및 리포좀(liposome)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전달 매체내에 캡슐화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12.

방사선감광 또는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하여 병든 조직을 치료하기 위한 방사선증감제로서, 여기서 방사선증감제는 조직 
내 생물학적으로 감광성 구조의 선광에 대하여 선호도(preference)를 나타내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선증감제는 다공성 멤브레인 내의 선광에 대하여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14.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선증감제는 상기 생물학적으로 감광성인 구조를 생물학적으로 표적화하는 것임을 특징으
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15.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방사선증감제는 상기 생물학적으로 감광성인 구조를 화학적으로 표적화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화(targeting)는 생물학적으로 감광성 구조 내로 또는 그 근처의 지점에서 약물을 화학적
으로 분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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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화(targeting)는 생물학적으로 감광성 구조 내로 또는 그 근처의 지점에서 약물 전달을 조
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18.

제 17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은 캡슐화하여 전달 매체 내로 전달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은 로즈 벵골 또는 그 유도체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매체는 마이셀, 나노입자 및 리포좀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
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21.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화(targeting)는 생물학적으로 감광성 구조 내로 또는 그 근처의 지점에서 상기 약물의 국
부적인 농도를 물리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의 국부적인 농도를 물리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주입(injection), 유출(flooding) 
및 분무(spraying)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23.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화는 생물학적으로 감광성 구조 내로 또는 그 근처의 지점에서 약물을 화학적으로 분배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24.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화는 생물학적으로 감광성 구조 내로 또는 그 근처의 지점에서 약물 전달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25.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은 캡슐화하여 전달 매체 내로 전달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은 로즈 벵골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27.

제 26항에 있어서, 상기 전달 매체는 마이셀, 나노입자 및 리포좀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
는 방사선증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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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8.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화는 생물학적으로 감광성인 구조 내로 또는 그 근처의 지점에서 상기 약물의 국부적인 농
도를 물리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29.

제 28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의 국부적인 농도를 물리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주입(injection), 유출(flooding) 
및 분무(spraying)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30.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은 할로겐화 크산텐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31.

병든 조직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 양의 방사선증감제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단계; 및

상기 병든 조직 내의 상기 유지된 방사선증감제 (여기서, 방사선증감제는 할로겐화 크산텐을 말함.)를 활성화시키기 위
하여 X-선 또는 다른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하여 병든 조직을 치료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병든 조직을 치료하는 치료 방
법.

청구항 3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화 크산텐은 로즈 벵골 또는 그 유도체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3.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화 크산텐은 기능성 유도체로서 디옥시리보 핵산(Dioxyribonucleic acid, DNA), 리보 
핵산(Ribonucleic acid, RNA), 아미노산, 단백질, 항체, 리간드, 부착소(hapten), 카르보하이드레이트 수용체 또는 
복합제, 지질 수용체 또는 복합제, 단백질 수용체 또는 복합제, 킬레이터, 캡슐화 부형제, 알데하이드, 케톤, 알콜, 에스
터, 아미드, 아민, 나이트릴, 아지드 또는 다른 친수성 또는 소수성 단위를 함유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단쇄 또는 장쇄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 탄화수소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약물 표적화 단위를 포함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4.

제 31항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기 병든 조직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기 방사선증감제 및 방사선을 이용하여 상기 환자
에게 이미징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5.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이미징은 컴퓨터에 의한 축의 단층사진법 및 X-선 이미징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방
법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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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화 크산텐은 요오드화 및 브롬화한 할로겐화 크산텐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
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7.

제 34항에 있어서, 상기 할로겐화 크산텐은 로즈 벵골, 필록신 B, 에리뜨로신 B 및 에오신 Y 및 이들의 유도체로부터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8.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은 국부적인 전달에 의해 투여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39.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은 주입(injection)에 의해 투여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0.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은 유출(flooding)에 의해 투여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1.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은 분무(spraying)에 의해 투여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2.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은 마이셀, 나노입자 및 리포좀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전달 매체 내에서 캡슐화
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3.

제 31항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기 약물에 의해 상기 병든 조직내로 생물학적으로 감광성인 구조의 생물학적 표적화(
targeting) 단계를 포함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4.

제 31항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상기 약물에 의해 상기 병든 조직내로 생물학적으로 감광성인 구조의 화학적 표적화(ta
rgeting) 단계를 포함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5.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화는 생물학적으로 감광성인 구조 내로 또는 그 근처의 지점에서 약물을 화학적으로 분배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6.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 표적화는 생물학적으로 감광성인 구조 내로 또는 그 근처의 지점에서 약물 전달을 조절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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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7.

제 43항에 있어서, 상기 생물학적으로 감광성인 구조는 병든 조직 내의 다공성 멤브레인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8.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화는 생물학적으로 감광성인 구조 내로 또는 그 근처의 지점에서 약물을 화학적으로 분배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49.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화는 생물학적으로 감광성인 구조 내로 또는 그 근처의 지점에서 약물 전달을 조절함으로
써 이루어지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50.

제 44항에 있어서, 상기 생물학적으로 감광성인 구조는 병든 조직 내의 다공성 멤브레인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치료 
방법.

청구항 5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온화 방사선은 1 keV 이상이고 1000 MeV 이하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52.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이온화 방사선은 1 keV 이상이고 1000 MeV 이하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청구항 53.

제 31항에 있어서, 상기 이온화 방사선은 1 keV 이상이고 1000 MeV 이하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선증감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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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a

도면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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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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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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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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