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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일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함으로써 인간에서 호흡기 감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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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함으로써 호흡기 감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원은 2001년 8월 21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 60/313,867 호의 일부계속출원으로, 이의 개시내용이 본원

에 전적으로 참조로서 도입된다.

배경기술

아지트로마이신은 에리트로마이신 A로부터 유도된 광범위 항균 화합물인 9a-아자-9a-메틸-9-데옥소-9a-호모에

리트로마이신 A의 일반명(U.S.A.N.)이다. 아지트로마이신은 브라이트(Bright)(미국 특허 제 4,474,768 호) 및 코브

렐(Kobrehel) 등(미국 특허 제 4,517,359 호)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들 특허에는 아지트로마이신 및 이의

소정의 유도체가 항균 성질을 갖고, 따라서 항생물질로서 유용하다는 사실이 개시되어 있다. 아지트로마이신은 미국 

특허 제 6,268,489 호, 제 4,963,531 호, 제 5,633,006 호, 제 5,686,587 호, 제 5,605,889 호, 제 6,068,859 호, 제 

4,328,334 호 및 제 5,498,699 호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제조되 고, 제형화되고 투여될 수 있으며, 이들 특허는 본원

에 전적으로 참조로서 도입된다.

아지트로마이신은 감염증, 특히 호흡기 감염증, 더욱 특히는 기관지, 폐 및 부비동(sinus)의 호흡기 감염증의 치료를 

위해 투여된다. 흔히, 아지트로마이신은 급성 중이염에 처방된다. 급성 중이염은 중이라고 불리는 소실에서 귀청(고

막) 뒤의 영역의 염증이다. 급성 중이염은 중이 안에 고름, 유체 및 염증을 일으키는 감염증이다.

급성 중이염은 다양한 병원체, 예컨대 엠. 카타랄리스( M. catarrhalis ), 에스. 뉴모니애( S. pneumoniae ) 및 에이치.

인플루엔재( H. influenzae )에 기인한다. 급성 중이염은 유아 및 어린이에게 특히 흔하다. 아지트로마이신은 급성 중

이염의 치료를 위해 처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5일 요법으로서, 유럽에서는 3일 요법으로서 30㎎/㎏(체중)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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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투여량으로 제공된다. 감염증을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처방되는 다회 투여량은 특히 소아 환자에서 치료순응

도의 문제를 일으킨다. 성인 개체군에서도 다회 투여 요법과의 치료순응도는 소홀 및 다른 이유로 완전하지 않다. 일

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함으로써 감염증, 특히 급성 중이염 같은 세균 감염증을 치료하고 치유하기 위한 방

법은 요법의 과정을 상당히 단축시키고 환자 치료순응도에 크나큰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항생제 요법의 계속적인 문제는 내성 세균 주의 출현이다. 치료 내성 균주의 발달의 위험이 감소된 세균 감염증을 치

료하는 방법이 요망된다. 일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신 치료는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염증 세포

는 아지트로마이신을 감염 부위로 수송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감염 부위에 아지트로마이신을 위한 저장소(reservoir)

를 제공한다. 이 결과로서 아지트로마이신은 광범위한 조직에서 높고 지속되는 농도, 특히 감염 부위에서 증가된 농

도를 특징으로 한다. 아지트로마이신을 이용한 일회분량 요법은 감염 부위에서 더 높은 초기 농도를 제공함으로써, 

초기에 존재하는 감염성이 덜한 병원체의 부분 개체군이 확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회분량 요법은 더 큰 환자 치료순응도를 가져오고, 이는 감염성이 덜한 균주의 출현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다.

씨. 트라코마티스( C. trachomatis )에 기인하는 비-임균성 요도염 및 자궁경부염의 치료를 위한 아지트로마이신의 

일회분량 투여가 처방되어 왔으며, 이는 미국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해 승인된 요법이

다. 인간에서 아지트로마이신을 이용한 호흡기 감염증의 일회분량 투여가 시험되고 있다. 예컨대, 블록(Stan Block) 

등은 6개월 내지 12세의 유아 및 어린이에서의 급성 중이염에 일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신(30㎎/㎏)에 대하여 보고하

였다(문헌[S. Block et al., 'Single-Dose Azithromycin(30㎎/㎏) in Acute Otitis Media'] 참조). 아구에다스(Argue

das)는 유아 및 어린이에서 아지트로마이신을 이용한 중이염의 일회분량 요법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문헌[Arguedas,

A., 'Single-dose therapy in otitis media', Poster Presentation at 9 th European Congress of Clinical Microbio

logy and Infectious Diseases, Berlin, Germany, March 21-24, 1999, Clin. Microbiol. Infect. 1999:5(Supp. 3 M

arch): 28(Abstr)] 참조). 미국 특허 제 6,068,859 호에 보고된 위장관 부작용 시험에서는 아지트로마이신 2g의 경구

일회분량을 건강한 웅성 대상에게 투여하였다. 이들 보고에도 불구하고, 급성 중이염 같은 호흡기 감염증이 치유되도

록 하는 일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신으로 이러한 감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전히 요망된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호흡기 감염증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에게 약 35㎎/㎏(체중) 이상의 투여량인 일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신

을 투여함을 포함하는, 인간에서 상기 감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술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다른 실

시태양에서, 본 발명은 호흡기 감염증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에게 약 0.7 내지 3.5g의 투여량인 일회분량의 아지트로

마이신을 투여함으로 포함하는, 인간에서 상기 감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실시태양은 mef A 유

전자를 함유하는 에스. 뉴모니애 단리물에 의해 야기된 호흡기 감염증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에게 약 35㎎/㎏(체중) 

이상의 투여량인 일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함을 포함하는, 인간에서 상기 감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도 1b는 중이염의 저빌(gerbil) 모델에서 에이치. 인플루엔재의 사멸을 보여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일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함으로써 호흡기 감염증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에서 상기 감염증을 치료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인간 환자는 16세 이상의 성인, 16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12세 이하의 더 어린 어린이일 수 

있다. '일회분량'은 28일의 기간에 걸쳐 단 일회 투여되는 투여량(dosage)을 의미한다. 이 투여량은 일회 투여 형태로

, 예컨대 하나의 캘슐 또는 정제로 투여되거나, 또는 분할되어, 예컨대 하나 이상의 투여 형태로, 예컨대 동시에 또는 

대략 동시에 투약되는 다중 캡슐 또는 정제로 구성될 수 있다. 임의의 투여 형태, 예컨대 경구 투여용 캡슐, 정제 및 액

체 현탁액, 또는 정맥내 투여용 액체가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회분량'은 즉시 방출형으로 제형화되지, 조절, 지속 또는 지연 방출형으로 제형화되지 않는다. 예컨대, 

본 발명에 따라 경구로 투여되는 아지트로마이신 일회분량은 인간 위장관에 방출되는 아지트로마이신의 총량이 섭취

후 첫 15분에 환자 체중 1㎏당 아지트로마이신 4㎎ 초과이도록, 더욱 바람직하게는 섭취후 첫 6시간에 체중 1㎏당 아

지트로마이신 40㎎ 초과이도록 하는 속도로 아지트로마이산을 인간 위장관에 방출하는 형태이다.

아지트로마이신은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으로, 또한 무수 및 수화된 형태로, 예컨대 2수화물 및 1수화물의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형태는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바람직하게는, 사용되는 아지트로마이신은 유럽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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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제 0,298,659 A2 호에 개시된 2수화물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약 30㎎/㎏(체중) 이상의 일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 신을 투여함으로써 인간의 호흡기 감염증

을 치료한다. 일회분량은 바람직하게는 약 35 내지 60㎎/㎏(체중),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40 내지 50㎎/㎏(체중)이다.

다른 실시태양에서, 일회분량은 약 35 내지 40㎎/㎏(체중), 약 40 내지 45㎎/㎏(체중), 약 45 내지 50㎎/㎏(체중), 또

는 약 50 내지 60㎎/㎏(체중)이다. 또 다른 실시태양에서, 아지트로마이신의 일회분량은 약 0.7 내지 3.5g의 투여량

으로, 바람직하게는 약 0.7 내지 1.5g, 또는 약 1.5 내지 3.1g의 투여량으로 투여된다. 이 분량은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5 내지 1.9g, 또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2.1 내지 3.1g이다. 다른 실시태양에서, 일회분량은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및 3.1g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야기되거나 매개된 감염증을 치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병원체는 바람직

하게는 에스. 아우레우스( S. aureus ), 에스. 뉴모니애, 에이치. 인플루엔재, 엠. 카타랄리스 및 에스. 파이로제네스( S
. pyrogenes )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에스. 뉴모니애, 에이치. 인플루엔재 및 엠. 카타랄리스

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이들 특정 병원체의 하나에 의해 야기되거나 매개된 급성 중이

염 같은 호흡기 감염증의 치료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1.0 일회분량 아지트로마이신 소아대상 시험

진단용 고막천자(diagnostic tympanocentesis)를 행하는 소아 환자에서 중이염의 치료에 30㎎/㎏ 일회분량의 아지

트로마이신을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6개월 내지 12세의 어린이를 피검자로 하였다. 배양으로 기준선에서 동

정된 병원체를 갖는 환자중에서 81%가 일회분량 요법으로 치유되었다. 치유는 24 내지 28일에 급성 중이염의 모든 

징후 및 증상의 완전한 해소를 나타내는 임상적 평가로 결정되었다. 치유율은 엠. 카타랄리스(10/10; 100%)에 대하

여 가장 높았고, 이어서 에스. 뉴모니애(67/76; 88%) 및 에이치. 인플루엔재(28/44; 64%)가 뒤따랐다.

12명의 어린이는 마크롤라이드에 내성인 에스. 뉴모니애의 단리물에 의한 감염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명

의 어린이는 erm B 유전자를 함유한 단리물로 감염되었다. 이들 5명의 환자중 단 2명이 28일에 치유되었다. 7명의 

어린이는 mef A 유전자를 함유한 단리물로 감염되었다. 이들 7명의 환자중 6명이 28일에 치유되었다. 치유되지 않은

환자는 기준선 단리물이 수득된 귀에서 질환이 해소되고 있어지만 다른 쪽 귀에서 4일에 회수된 다른 에스. 뉴모니애

단리물을 갖고 있었다. 에스. 뉴모니애 단리물이 mef A 유전자를 함유한 것으로 밝혀진 환자에서 높은 효능은 예기치

못한 의외의 것이었다.

2.0 일회분량 아지트로마이신 동물 시험

아지트로마이신을 이용한 실험실 실험은 감염 부위에서의 농도 및 효능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약물 투여 요법의 간

격이 아니라 약물의 총량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에스. 뉴모니애, 에이치. 인플루엔재, 이. 패칼리스( E. faecalis ) 또는

에 스. 파이로제네스로 감염된 급성 쥐 모델에서는, PD 50 측정으로 결정할 때 경구 일회분량으로서 제공된 경우에 

하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효능이 더 뛰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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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에이치. 인플루엔재의 치료에 대한 PD 50 에서의 향상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중이염의 저빌 모델에서, 에이치. 인플

루엔재의 두 상이한 균주 54A1100 및 54A1218은 2 또는 3일에 걸쳐 제공된 동일한 투여량으로 일회분량으로서 투

여된 아지트로마이신으로 효과적으로 치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기 표 2 참조). 이 실험에서, 집락 형성 단위(colon

y forming unit)(CFU)는 시점당 5마리의 저빌의 수포(bulla) 세척물로부터 평가되었다. ED 50 값은 수포 세척물로부

터 회수될 수 있는 CFU가 처치되지 않은 동물의 50%인 투여량을 나타낸다.

[표 2]

생체내 사멸 동력학(kill kinetics)으로부터, 1일 투여 치료학적 요법이 병원체의 가장 빠른 사멸을 초래했고(도 1a 및

1b 참조), 54A1100의 경우 완전한 제거를 가져온 유일한 투여 요법임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일회분량 요법은 더 장

기 과정의 요법에 대하여 이점을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호흡기 감염증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에게 약 35㎎/㎏(체중) 이상의 투여량인 일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함을

포함하는, 인간에서 호흡기 감염증을 치료하는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투여량이 약 35 내지 60㎎/㎏(체중)인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투여량이 약 40 내지 50㎎/㎏(체중)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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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인간이 16세 이상의 성인인 방법.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호흡기 감염증이 급성 중이염인 방법.

청구항 6.
호흡기 감염증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에게 약 0.7 내지 3.5g의 투여량인 일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함을 포함

하는, 인간에서 호흡기 감염증을 치료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호흡기 감염증이 급성 중이염인 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투여량이 약 0.7 내지 1.5g인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투여량이 약 1.5 내지 3.1g인 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투여량이 약 1.5 내지 1.9g인 방법.

청구항 11.
제 9 항에 있어서,

투여량이 약 2.1 내지 3.1g인 방법.

청구항 12.
제 9 항에 있어서,

인간이 16세 이상의 성인인 방법.

청구항 13.
mef A 유전자를 함유하는 에스. 뉴모니애( S. pneumoniae ) 단리물에 의해 야기된 호 흡기 감염증의 치료가 필요한 

인간에게 약 35㎎/㎏(체중) 이상의 투여량인 일회분량의 아지트로마이신을 투여함을 포함하는, 인간에서 상기 감염

증을 치료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투여량이 약 35 내지 60㎎/㎏(체중)인 방법.

청구항 15.
제 13 항에 있어서,



공개특허 10-2004-0032942

- 7 -

투여량이 약 40 내지 50㎎/㎏(체중)인 방법.

도면

도면1a

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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