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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폐렴의 치료방법

요약

본 발명은 공지된 방법으로 제조한 라파마이신 및 경우에 따라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회석제 또
는  부형제를 포함하며, 경구, 비경구, 비내 또는 기관지내 투여용으로 적용시킴을 특징으로 하여, 포유
동물에서 폐렴을 예방 및 회복시키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 라파마이신은 자체로서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종,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기관지염 등과 같이, 폐렴이 주종을 이루는 질환의 
증산을 완화시키는데 유용하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폐렴의 치료방법

본 건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공지된 방법에 의해 제조된 라파마이신 및 경우에 따라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희석제 또는 부형
제를 포함하며, 경구, 비경구, 비내, 또는 기관지내 투여용으로 적용됨을 특징으로 하는, 포유동물에서 
폐렴을 예방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포유동물의 천식, 만성 폐쇄성 폐 질환, 기종,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또는 급성 기관
지염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단위 투여형으로서의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단위 투여량이 처리될 포유류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0.01 내지 10㎎/㎏인 약제학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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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단위 투여량이 처리될 포유류의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0.01 내지 10㎎/㎏인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단위 투여량이 처리될 포유류의 체중을 기준으로 하여 0.3 내지 4㎎/㎏인 약제학적 조
성물.

청구항 7 

유효량의 라파마이신을 경구, 비경구, 비내 또는 기관지내 투여함을 특징으로 하여, 폐렴의 예방 또는 
회복을 필요로 하는 포유동물에 있어서, 폐렴을 예방 또는 회복시키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매일 0.01 내지 10㎎/㎏의 투여량으로 라파마이신을 투여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매일 0.1 내지 10㎎/㎏의 투여량으로 라파마이신을 투여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매일 0.3 내지 4㎎/㎏의 투여량으로 라파마이신을 투여함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유효량의 라파마이신을 경구, 비경구, 비내 또는 기관지내 투여함을 특징으로 하여, 천식, 만성폐쇄성폐 
질환, 기종,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및 급성 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포유동물에 있어서 이의 증상을 완
화시키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라파마이신의 일일 투여량이  0.01 내지 10㎎/㎏인 방법.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라파마이신의 일일 투여량이  0.1 내지 10㎎/㎏인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라파마이신의 일일 투여량이  0.3 내지 4㎎/㎏인 방법.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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