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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포유동물에서 활성산소종에 의해 유발되는 간 조직 및 세포 손상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는, 본 발명은 간 조직 및 세포의 손상을 히스타민 및 히스타민-연관된 화합물의 투여에 의

해 예방 및/또는 감소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기술분야

하기 설명은 포유동물에서 활성산소종에 의해 유발되는 간 조직 및 세포 손상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는, 하기 설명은 간 조직 및 세포의 손상을 히스타민 및 히스타민-연관된 화합물의 투여에

의해 예방 및/또는 감소 및/또는 회복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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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산화적 스트레스, 즉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ROS)에 의해 발생된 독성은 간 질환에서 전신적인 현상

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의 정도는 질환의 중증 및 단계와 상관성이 있는 듯하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세

포 손상과 연관된 작용 기전은 간염을 포함하여 많은 질환에 연루되어 있으며 간 세포의 직접적인 손상과 관련이 있

다. 한 연구원이 문맥 고혈압에서 과역동 순환이 발생함에 있어서 산화적 스트레스의 역활을 시험한 바 있다. 그러나, 

Bomzon 및 Ljubuncic는 산화적 스트레스 자체가 간 질환에서 적어도 혈관의 평활근 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급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Pharmacol Ther., 89(3):295-308 (2001).

산화적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이론는 놀라운 것 은 아니다. 그 이유는 산화적 스트레스가 

악성 종양 부위 및 만성 바이러스 감염에서 면역억제의 상태에 관여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기때문이다. (참조: 미국

특허 제5,728,378호, 제6,000,516호 및 제6,155,266호). 종양에 내재해 있거나 인접한 림프구는 보다 많은 정도의 

세포사멸 및 결손성 경막(transmembraneous) 신호전달을 포함하여 산화적 손상의 징후를 나타낸다. 종양 성장 부위

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는 인접한 식세포 (단핵세포/대식세포 (MO) 또는 호중성 과립구 (GR))에 의해 생성된 ROS에 

의해 아마도 전달되는 듯하다. 식세포에서 ROS 생성의 억제제인 히스타민은 사이토카인의 효능을 증강시키고자 하

는 목적으로서 림프구-활성화 사이토카인 (IL-2 및 IFN-알파)의 보조제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다.

Rubin 등은 간암을 포함한 암의 치료를 위한 '시동물질(Primers)'로서 작용하는 히스타민 및 기타 화합물의 용도를 

제시한 바 있다. (참조: 미국특허 제6,303,660). 시동 화합물은 충실성 종양내의 정상적인 연결 조직 세포에서 사이클

릭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cAMP)의 세포내 수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양 함유 영역에 

시동물질의 국소 투여는 간질 압력을 강하시키는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간질 압력의 강하는 

또한 항암제의 흡수를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간 질환의 처참한 결과와 오늘날 이용되고 있는 치료방법들이 불과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하에서, 간 

질환을 치료하고 간세포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포유동물에서 활성산소종에 의해 유발되는 간 조직 및 세포 손상을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 관

한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는, 본 발명은 간 조직 및 세포의 손상을 히스타민 및 히스타민-연관된 화합물의 투여에 의

해 예방 및/또는 감소 및/또는 회복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한 가지 양태로서, 대상자의 간 세포 및 조직에 활성산소

종(ROS)-매개된 산화적 손상을 억제 및 감소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의 한 가지 관점은 ROS-매개된 산화적

손상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간 질환 환자에게 효소적으로 생산되는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효과

적인 화합물을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비록 조성물 및 방법들이 어떠한 간 질환에도 적용가능할 지라도, 방법이 

특히 문맥 고혈압, 알라질 증후군, 알파-1-항트립신 결핍증, 자가면역 간염, 담관형성 부전증, 만성 간염, 간암, 간으

로의 암 전이, 간경변증, 간내성 담즙정체, 간 정맥 혈전증, 간 정맥폐색성 질환, 간렌즈핵 변성, 간종대, 간폐증후군, 

간신증후군, 간 낭포, 간 농양, 지방간, 갈락토오스혈증, 길버트 증후군, 문맥 고혈압, 알콜성 간 질환(ALD), 기생충성 

간 질환, 간자반병, 적혈구간성 포르피린증, 간성 포르피린증, 간성 폐렴,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 원발성 경화성 담관

염, 라이에 증후군, 유육종증, 고티로신혈증, 제I형 당원병, 윌슨병, 신생아 간염, 비알콜성 지방간염, 혈색소증 및 젤

위거 증후군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간 질환의 치료에 특히 관련이 있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는 식세포에 의해 생성되고 활성산소종(ROS)-매개된 산화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상태를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방법의 관점은 ROS가 ROS-매개된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는 간 질환 

환자를 분류하고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으로서, 활성산소종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 및 간독성 약물을 포함한 

조성물이 제공된다. 간독성 약물은 아자티오프린, 메틸도파, 니트로푸라토인, 클로피브레이트, 트로글리자트존, 이부

프로펜, 알로퓨리놀, 인도메타신, 레플루노마이드, 아세트아미노펜, 디클로페낙, 이소니아자이드, 테트라사이클린, 에

리쓰로마이신, 니트로푸라토인, 아목시실린, 리팜핀, 케토코나졸, 플루클록사실린, 트로바플록사신, 설폰아미드, 에스

트라디올, 철, 글루타티온, 할로탄, 이소플루란, 캅토프릴, 딜티아젬, 페니토인, 발프로산, 캄바마제핀, 페노바비톤, 프

리미돈, 트라조돈, 클로르프로마진, 퀴니딘, 프로카인아미드, 아미오다론,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포스파미드, 코르

티코스테로이드, 동화 스테로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피라진아미드, 파라-아미노살리실산, 에티온아미드, 트리메

토프림-설파메톡사졸, 펜타미딘, 지도부딘, 디데옥시이노신, 페니실린 또는 세팔로스포린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으로서, 허브 제제가 활성산소종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과 제형되며, 

그 결과로 허브 제제의 간독성 효과가 최소화된다. 적합한 허브의 예로는 떡갈나무덤불( Larrea tridentata ), 개곽향

속식물( Teucrium chamaedrys ), 진 부 휴안(jin bu huan), 쥐오줌풀 뿌리( Valeriana officinalis ), 골무꽃( Scutell
aria galericulata ), 겨우살이( Viscum 종), 자마이카 관목차, 센나( Cassia angustfolia ), 나래지치( Symphytum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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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nale ) 및 카바 뿌리 추출물이 포함된다.

활성산소종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중 유리한 것은 히스타민, 히스타민 수용체 효능제(agonist

), NADPH 옥사다제 억제제, 세로토닌 또는 세로토닌 효능제이다. 임의로, 조성물은 추가로 유효량의 ROS 제거제를 

함유한다. ROS 제거제는 카탈라제, 과산화물 디스뮤타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또는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제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으로서, 간독성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

물의 유효량을 투여함으로써 약물의 간독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

효한 화합물로는 히스타민, 히스타민 수용체 효능제, NADPH 옥시다제 억제제, 세로토닌 또는 세로토닌 효능제가 포

함될 수 있다.

임의로, 이 방법은 ROS 제거제의 유효량을 투여하는 추가의 단계를 포함한다. 유리하게는, 상기 ROS 제거제를 투여

하는 단계는 ROS 제거제가 촉매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ROS를 분해한다. 제거제로는 카탈라제, 글루타티온 퍼옥시

다제,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제, 과산화물 디스뮤타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제, 비타민 A, 

비타민 E 또는 비타민 C가 포함될 수 있다.

간독성 약물은 아자티오프린, 메틸도파, 니트로푸라토인, 클로피브레이트 또는 트로글리자투존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가지 관점으로서, 간독성 약물은 이부프로펜, 알로퓨리놀, 인도메타신, 레플루노마이드,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디클

로페낙과 같은 관절염치료 약물이다. 다른 관점으로서, 간독성 약물은 이소니아지 드, 테트라사이클린, 에리쓰로마이

신, 니트로푸라토인, 아목시실린, 리팜핀, 케토코나졸, 플루클록사실린, 트로바플록사신 또는 설폰아미드와 같은 항생

제이다. 간독성 약물은 에스트라디올, 철, 글루타티온, 할로탄, 이소플루란, 캡토프릴, 딜티아젬, 페니토인, 발프로산, 

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톤, 프리미돈, 트라조돈, 클로르프로마진, 퀴니딘, 프로카인아미드 또는 아미도다론일 수 있다

. 간독성 약물은 유사하게 화학요법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동화 스테로이드 또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으로서, 간독성 약물은 HIV/AIDS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예를 들면 피라진아미드, 파

라-아미노 살리실산, 에티온아미드,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펜타미딘, 지도부딘, 디데옥시이노신, 페니실린 및 

세팔로스포린이다.

특정 허브 제제의 간독성을 강하시키는 방법이 또한 제공된다. 활성산소종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

합물을 예를 들면 떡갈나무덤불( Larrea tridentata ), 개곽향속식물( Teucrium chamaedrys ), 진 부 휴안(jin bu hu

an), 쥐오줌풀 뿌리( Valeriana officinalis ), 골무꽃( Scutellaria galericulata ), 겨우살이( Viscum 종), 자마이카 관

목차, 센나( Cassia angustfolia ), 나래지치( Symphytum officinale ) 및 카바 뿌리 추출물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투

여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관점은 환경 또는 산업적 독소에 노출되어 유발되는 간 조직 손상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제공된다. 

이 방법은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 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의 유효량을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유리하게는,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로서 히스타민, 히스타민 수용체 효능

제, NADPH 옥시다제 억제제, 세로토닌 및 세로토닌 효능제가 포함된다. 임의로, 이 방법은 ROS 제거제의 유효량을 

투여하는 추가의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ROS 제거제를 투여하는 단계는 ROS 제거제가 촉매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ROS를 분해한다. 제거제로는 카탈라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제, 과

산화물 디스뮤타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제, 비타민 A, 비타민 E 또는 비타민 C가 포함될 

수 있다. 환경 독소는 아마니타( Amanita ), 갈레리나( Galerina ) 또는 자이로미트라( Gyromitra ) 속의 독버섯을 포

함할 수 있다. 추가로, 환경 또는 산업적 독소는 담배 연기, 살충제, 식품 첨가제 및/또는 방부제, 중금속, 유기 용매 또

는 공업 세정제, 특히 염소화 용매를 함유한 세정제를 포함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하기 설명은 활성산소종에 의해 유발되는 간 세포 및 조직 손상을 예방 및/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조성물 및 방법에 관

한 것이다.

간은 여러 대사 기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간 질환은 전형적으로 질병률에서 사망률에 이르기까지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이다. 간 질환의 예로는 문맥 고혈압, 알라질 증후군, 알파-1-항트립신 결핍증, 자가면역 간염, 담관형성 

부전증, 만성 간염, 간암, 간으로의 암 전이, 간경변증, 간내성 담즙정체, 간 정맥 혈전증, 간 정맥폐색성 질환, 간렌즈

핵 변성, 간종대, 간폐증후군, 간신증후군, 간 낭포, 간 농양, 지방간, 갈락토오스혈증, 길버트 증후군, 문맥 고혈압, 알

콜성 간 질환(ALD), 기생충성 간 질환, 간자반병, 적혈구간성 포르피린증, 간성 포르피린증, 간성 폐렴, 원발성 담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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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변,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라이에 증후군, 유육종증, 고티로신혈증, 제I형 당원병, 윌슨병, 신생아 간염, 비알콜성

지방간염, 혈색소증 및 젤위거 증후군이 포함된다. 본원에 사용된 '알콜성 간 질환'(ALD)는 이들로 한정한 것은 아니

지만 알콜성 지방간, 알콜성 간염, 알콜성 간경화 및 간섬유증을 포함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상기 및 기타 간 질환이 ROS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이 밝혀져 왔다. ROS는 간실

질(liver parenchema)내의 여러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세포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 이들 분자가 간 세포 및 

조직에 손상을 미칠 수 있다는 다른 가능한 기전은 ROS가 면역계의 작동 세포(actuator cell)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단핵세포 및 기타 기원으로부터 발생된 ROS는 NK 세포 및 T-세포의 활성화 및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왔다.

ROS 생성의 영향은 많이 밝혀져 있다. ROS는 NK 세포의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ROS는 T

-세포의 무반응상태(anergy) 및/또는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ROS가 세포막을 붕괴시킴으로써, 세포 생존에 중요한 세포 경로의 pH를 변화시킴으로써 및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미침으로써 세포 사멸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다.

ROS의 생성 및 방출 양을 감소시키는 화합물 및 하기 방법은 간 세포 및 조 직의 ROS 매개된 손상의 감소 및 예방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양태로서, 효소적 ROS 생성 및 방출 또는 이의 전체 농도의 유익한 감소 또는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히스타민 및 히스타민-연관된 화합물을 사용한다. 본원에 사용된 용어 '히스타민'은 여러 히스타민 및 히스

타민 관련된 화합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히스타민, 히스타민의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염 형태(히스타민 디하이드

로클로라이드), 히스타민 디포스페이트, 다른 히스타민 염, 에스테르 또는 프로드러그 및 히스타민 수용체 효능제가 

포함된다. 또한, 용어 '히스타민'의 의미에는 히스타민 결합 모사체 및 NADPH 옥시다제 억제제가 포함된다.

환자 자신의 조직 저장소로부터 내인성 히스타민의 방출을 유도하는 화합물의 투여가 또한 본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

이러한 화합물로는 IL-3, 레티노이드 및 알레르겐이 포함된다. ROS의 알려진 제거제로는 효소 카탈라제, 과산화물 

디스뮤타제(SOD),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및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제가 포함된다. 추가로, 비타민 A, E 및 C가 제

거제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셀레늄 및 망간과 같은 광물이 ROS-매개된 손상을 치유하는데 효능

적일 수 있다. 본원에 기술된 방법의 범위는 수록된 화합물 및 유사한 ROS 억제제 활성을 갖는 화합물의 투여를 포함

한다. 본원에 기술된 조성물 및 방법은 또한 과다한 양으로 또는 부적절한 시간 또는 부위에서 효소적으로 생성된 RO

S의 방출을 예방 및/또는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숙주 또는 대상자내에서 ROS의 유해한 방출에 의해 연루된 간 질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화합물 및 방법이 제공된

다. 간은 신체내에서 많은 필수적인 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활성으로 인해, 간은 아주 다양한 손상에 노출되며

이에 따라 신체에서 가장 빈번히 손상되는 기관중 하나이다. 간 질환에 의해 그러한 중요한 기능의 손상은 아주 치명

적인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간 손상은 많은 원인과 연관되어 왔다. 간염 또는 간의 염증은 바이러스, 세균, 진균 또는

원생생물에 의한 감염으로 일어날 수 있거나, 알코올, 약물, 화학적 독소 또는 기타 환경적 독소와 같은 독소에 노출

되어 발생할 수 있다. 혈관 및 대사성 질환, 신생 질환 및/또는 자가면역 질환과 같은 간외성 질환에서의 간의 연루가 

간 조직의 손상과 유사하게 연관되어 왔다. 간 조직이 연루된 자가면역 질환의 예로는 홍반성 루푸스 및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포함된다. 추가로, 심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간은 흔히 울혈, 반흔 및 복수 형성으로부터 손상을 입는

다.

산업적 및 환경적 독소의 경우에, 일차 질환은 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독성 물질의 섭취, 주사 또는 흡입에 의해 유

발된다. 예를 들면, 파라쿼트와 같은 제초제는 간 손상의 증가된 발생과 연관이 있다. 유사하게, 특정 속의 독버섯의 

섭취는 간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버섯으로는 간 및 신장을 

파괴하는 물질인 아마독소를 함유한 아마니타( Amanita ) 및 갈레리나( Galerina ) 속이 포함된다. 과용량의 아세트

아미노펜에 의해 생성된 것과 유사한 간 괴사가 일차 독성 증상이다. 자이로미트라( Gyromitra ) 속의 버섯이 또한 중

증 환자에게서 간독성 및 간신장 증후군과 연관이 있었다. 간 조직에 손상을 유발하는 환경 및 산업적 독소의 예로는 

이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 연기, 공업 세정제, 디에탄올아민, 나트륨 라 우렐 설페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D

DT 및 마이렉스와 같은 살충제, 식품 첨가제 및 방부제, 중금속, 유기용매(예, 포름알데하이드 및 브로모벤젠) 및 염

소화 용매(예, 디옥신, 플루란, TCE, PCE, D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 및 비닐 클로라이드)가

포함된다.

이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이, 간 독소는 또한 많은 흔한 약물,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노펜, 동화성(anabo

lic) 스테로이드, 화학요법 약물, 일부 항생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마취제, 기생충 퇴치 약물 및 페닐부타존이 포함

된다. 특정 항경련제가 간질환과 관련이 있으며 예를 들면 페노바르비탈, 프리미돈 및 펜토인이 포함된다. 간 조직의 

손상은 적어도 부분으로는 이러한 손상에 반응하는 숙주 또는 대상자 체내에서 ROS의 유해 방출에 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독성 물질에의 노출에 의해 야기된 간 조직의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조성물 및 방법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ROS 생성 및 방출 억제 화합물의 투여는 산업 및/또는 환경 독소에의 노출에 따른 간 세포 및 조직의 외상을 감소시

키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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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약물이 간의 손상과 연관이 있었다. 젊은 성인의 전체 간염 환자중 약 10% 및 50대 이상의 환자중 40%는 약물

에 의해 유발된다. 본원에 사용된 '간독성 약물'은 간에 작용하여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은 어떠한 것도 포함한다.

간독성 약물의 예로는 이로써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당뇨 및 면역억제 약물(예, 아자티오프린, 메틸도파, 니트

로푸라토인, 클로피브레이트 및 트로글리자트존), 관절치료 약물(예, 이부프로펜, 알로퓨리놀, 인도메타신, 레플루노

마이드, 아세트아미노펜, 디클로페낙), 항생제(예, 이소니아지드, 테트라사이클린, 에리쓰로마이신, 니트로푸라토인, 

아목시실린, 리팜핀, 케토코나졸, 플루클록사실린, 트로바플록사신 및 설폰아미드), 철, 비타민 A, 글루타티온, 특정 

마취제(예, 할로탄 및 이소플루란), 고혈압치료 약물(예, 캡토프릴 및 딜티아젬), 항경련제 및 항우울증제(예, 페니토

인, 발프로산, 카바마제핀, 페노바르비톤, 피리미돈 및 트라조돈), 항정신병약물(예, 클로르프로마진), 항부정맥약물(

예, 퀴니딘, 프로카인아미드 및 트라조돈), 화합요법제(예, 메토트렉세이트 및 사이클로포스파미드), 스테로이드(예,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동화성 스테로이드 및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및 HIV/AIDS 환자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예, 피라

진아미드, 파라-아미노 살리실산, 에티온아미드,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펜타미딘, 지도부딘, 디데옥시이노신, 

페니실린 및 세팔로스포린)을 들 수 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허브 제제가 알려진 간독소이다: 떡갈나무덤불( Larre
a tridentata ), 개곽향속식물( Teucrium chamaedrys ), 특정 중국산 허브(예, 진 부 휴안(jin bu huan) 및 마 휴앙(m

a huang)), 쥐오줌풀 뿌리( Valeriana officinalis ), 골무꽃( Scutellaria galericulata ), 겨우살이( Viscum 종), 허브 

차(예, 자마이카 관목차(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 센나( Cassia angustfolia ), 나래지치( Symphytum officinale ) 및

카바 뿌리 추출물.

특정 약물의 간독성을 최소화하는 조성물 및 방법이 제공된다. HIV/AIDS와 같은 많은 질환의 경우 이에 대한 치료는

그 질환 만큼 부담일 수 있다. HIV 감염의 경우 바이러스 수치를 줄일 수 있도록 고안된 약물이 흔히 간 세포를 손상

시킬 수 있으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을 간독성 부작용을 유발하는 

약물을 동시 복용하는 환자에게 투여하여 간독성 약 물에 의해 유발된 간 세포의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 가지 

양태로서, 간독성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유효량의 ROS 억제 화합물 또는 제거제를 별도로 투여하거나 간독성 약

물과의 단일 제제로 투여한다. ROS 억제 화합물 또는 제거제 및 간독성 약물은 실질적으로 동시에 또는 서로의 다양

한 시간 차를 두고 투여할 수 있다. 투여는 국소 또는 전신 주사 또는 주입에 의해 행할 수 있다. 경구 경로와 같은 다

른 투여 방법이 또한 적합할 수 있다.

ROS 억제제 또는 제거제의 투여는 또한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생물 감염에 의해 유발 또는 악화된 간 조직

의 손상을 경감시키는데 유용하다. 헬리코박터 및 렙토스피로시스는 간에 침입하여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

균 종의 예이다. 분아진균증, 히스토플라스마증 및 콕시디오이데스증은 간 조직을 공격하는 진균 감염증의 예이다. 폐

렴, 캔디다증 및 톡소플라스마증과 같은 전신성 감염은 흔히 간에 만연해 있으며 간 조직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게

다가, 거의 모든 혈액 유래 감염은 불가피하게 간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한 가지 관점으로서,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생물 감염과 연관된 간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는 조성물 및 방법이 제공된다. ROS 생성 및 방출 억제 화합물은 단독으로 또는 항생제와 병용으로 투여한다. 본원

에 사용된 용어 '항생제'는 어떠한 항균, 항진균 또는 항원생생물 화합물도 포함한다. 본 발명의 ROS 생성 및 방출 억

제 화합물은 항생제와 병용하여 투여할때 별도로 또는 항생제와 단일 제제로 투여할 수 있다. 별도로 투여하는 경우, 

ROS 생성 및 방출 억제 화합물은 간 조직의 손상 완화가 증가되도록 일시적인 단기간내에서 투여 해야 한다. 한 가지

양태로서, ROS 생성 및 방출 억제 화합물과 항생제는 서로 1주이내에 투여한다. 다른 양태로서, ROS 생성 및 방출 

억제 화합물과 항생제는 서로 24시간내에 투여한다. 또 다른 양태로서, ROS 생성 및 방출 억제 화합물과 항생제는 서

로 1시간내에 투여한다. 투여는 국소 또는 전신 주사 또는 주입에 의해 행할 수 있다. 경구 투여와 같은 다른 투여 방

법이 또한 적합할 수 있다.

또 다른 양태로서, 다른 병인에 의한 이차적인 간 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 및 방법이 제공된다. 간 및 담관에 췌장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급성 췌장염은 흔히 간염을 유도한다. 유사하게, 만성 장염은 간의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

장 산물 및 세균의 문액 흡수를 허용한다. 쇼크, 빈혈 및 울혈성 심부전은 간으로의 혈액 순환의 심각한 손실 및 산소 

결핍을 초래하며, 이는 마찬가지로 간 조직의 손상을 유도할 수 있다. 유사하게, 간의 원발성 암이 희귀한 한편, 암이 

결장, 폐, 유방 또는 신체의 다른 부위로부터의 속발성 전이 암으로서 간으로 확산되는 것은 흔하다. 따라서, ROS 억

제 화합물 또는 제거제를 함유한 화합물은 다른 질환에 의한 이차적인 간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하다. 한 가지 양태

로서, 급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ROS 억제 화합물 또는 제거제의 유효량을 투여하여 간 세포의 손상을 예방

한다. 다른 양태로서, 간의 전이 암을 지닌 환자에게 ROS 억제 화합물 또는 제거제의 유효량을 화학요법제와 함께 또

는 화학요법제 없이 투여하여 간의 손상을 최소화한다.

기술된 화합물의 투여는 단독이거나, 여러 간 질환 상태를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다른 화합물과 병용하여 행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히스타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원

에 기술된 방법 및 화합물은 보통 비만 환자를 위한 혈당 강하 약물 또는 인슐린과 더불어 저지방 저 칼로리 식품을 

포함하는 표준 NASH 치료 섭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과체중이 아니고 당뇨증이 없는 NASH 환자의 경우, 저 지방

식품이 흔히 권장된다. 또한,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간의 전이 암을 보유한 환자에게 표준 화학요법 및/또는 방사선 

프로토코과 함께 유효량의 ROS 억제 화합물 또는 제거제가 투여된다. 간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 대상자에게 ROS 

억제 화합물 또는 제거제의 투여와 동시에 항바이러스 요법을 투여하여 간 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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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 억제 화합물 또는 제거제를, 리바비린 또는 페질화 INF-α의 투여를 포함한 표준 간염 치료 섭생과 함께, 사용

하여 C형 간염 보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유사하게, 본원에 기술된 방법 및 화합물은 알코올성 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 알코올 남용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

율 및 사망률의 선두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10% 이상의 남성과 3% 이상의 여성이 알코올의 이용과 연관된

지속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알코올은 신체의 많은 기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뚜렷이 영향

을 받는 기관은, 거의 모든 흡수된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어야 하기때문에, 간이다. 알코올 남용은 일반적으로 병리

학적으로 뚜렷한 세가지의 간 질환을 유도한다: 지방간(지방증), 알코올성 간염 및 간경변증. 지방 간은 특징적으로 

간의 우점 세포형인 간세포(hepatocyte)내에 지방의 축적으로 나타난다. 알코올은 또한 급성 및 만성 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염은 간 반흔 및 간경변을 유도할 수 있으며 간의 경변을 이미 지닌 알코올중독자에게 아주 흔히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남용에 의한 간경변은 특징적으로 섬유증과 혼합되어 간에 널리퍼진 결절의 발생으로 

나타나며 말기 간 질환을 유도할 수 있다. 알코올-연관된 간경변은 미국에서 10가지 주요 사망원인중 하나이다. 간경

변의 합병증중 일부는 황달, 복수, 부종, 출혈성 식도정맥류, 혈액 응고 이상, 혼수 및 사망이다. 따라서, 한 가지 양태

로서, 본원에 기술된 방법 및 조성물은 알코올성 간 질환(ALD)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한다. ALD를 앓고 있는 환

자를 분류하여 유효량의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을 투여한다.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의 이용은 당업자에게 알려진 많은 방법중 어떠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경구 투여의 경우

,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은 정제, 수성 또는 유성 현탁액, 분산성 분말 또는 과립, 미세비드, 에멀젼, 경질 또는 연

질 캡슐, 시럽 또는 엘릭서내로 혼입될 수 있다. 조성물은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조성물의 제조를 위해 본 분야에 알

려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제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성물은 다음의 물질중 하나 이상을 함유할 수 있다: 감미제,

풍미제, 착색제 및 방부제. 활성 성분을 정제 제조에 적합한 무독성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와 혼합하여 함

유하는 정제가 허용된다.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은 그 물질이 제제의 다른 성분과 혼화할 수 있다는 관점(뿐만아니

라 사람에게 무해하다는 관점)에서 허용되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형제로는 불활성 희석제(예, 탄산칼슘,

탄산나트륨, 락토즈, 인산칼슘 또는 인산나트륨), 과립화 및 붕해제(예, 옥수수 전분 및 알긴산), 결합제(예, 전분, 젤

라틴 또는 아카시아) 및 윤활제(예,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스테아린산 또는 탈크). 정제는 비코팅되거나 공지 기술

로 코팅하여 위장관내에서 붕해 및 흡수를 지연시키고 그럼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작용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독의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또는 글리세릴 스테아레이트 또는 이들과 왁스와의 혼합물과 같은 시

간 지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바람직한 양태로서, 정제, 캡슐 또는 미세비드는 위의 산성 환경에서 용해를 방지하는 장용피로 피복할 수 있다.

대신, 이 피복물은 보다 중성의 pH하의 소장에서 용해된다. 이러한 장용피 조성물은 문헌[Bauer et al., Coated Phar
maceutical Dosage Forms: Fundamentals, Manufacturing TEchniques, Biopharmaceutical Aspects, Test Meth
ods and Raw Materials , CRC Press, Washington, DC, 1998]에 기술되어 있다.

경구용 제제는 또한 활성 성분을 불활성 고체 희석제(예, 탄산칼슘, 인산칼슘 또는 카올린)와 혼합한 경질 젤라틴 캡

슐 또는 활성 성분을 물 또는 오일 매질(예, 낙화생유, 액체 파라핀 또는 올리브유)과 혼합한 연질 젤라틴 캡슐로서 제

공될 수 있다.

수성 현탁액은 본 발명에 따른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을 수성 현탁액의 제조를 위한 부형제와 혼합하여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부형제로는 현탁화제, 분산제 또는 습윤제, 하나 이상의 방부제, 하나 이상의 착색제, 하나 이상의 풍

미제 및 하나 이상의 감미제(예, 자당 또는 사카린)이 포함된다.

유성 현탁액은 활성 성분을 식물성 오일(예, 피마자유, 올리브유, 참깨유 또 는 코코넛유) 또는 광유(예, 액체 파라핀)

중에 현탁시킴으로써 제형할 수 있다. 유성 현탁액은 농후화제(예, 밀랍, 경질 파라핀 또는 세틸 알코올)를 함유할 수 

있다. 상기된 것과 같은 감미제 및 풍미제를 첨가하여 감미로운 경구 제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들 조성물은 아스코르

브산과 같은 추가의 항산화제에 의해 보존할 수 있다. 물을 첨가하여 수성 현탁액의 제조에 적합한 본 발명에 따른 화

합물의 분산성 분말 및 과립은 분산제 또는 습윤제, 현탁화제 및 하나 이상의 보존제와 혼합한 활성 성분을 제공한다. 

추가의 부형제, 예를 들면 감미제, 풍미제 및 착색제가 또한 존재할 수 있다.

시럽 및 엘릭서는 글리세롤, 솔비톨 또는 자당과 같은 감미제로 제형할 수 있다. 이러한 제형은 또한 진통제, 보존제, 

풍미제 또는 착색제를 함유할 수 있다.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의 이용은 또한 피하, 정맥내, 복강내 또는 근육내 주사를 통한 비경구 전달에 의해 달성

할 수 있다. 화합물은 하이드록시프로필 셀룰로즈와 같은 계면활성제를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수용액으로써 투

여할 수 있다. 또한, 글리세롤, 액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오일을 이용한 것과 같은 분산액이 고려된다. 주사제는 멸

균 수성 용액 또는 분산액 및 사용전에 멸균 환경에서 희석하거나 현탁화할 수 있는 분말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물, 

에탄올 폴리올, 식물성 오일 등을 포함한 용매 또는 분산 매질과 같은 담체를 상기 화합물에 첨가할 수 있다. 렉시틴과

같은 피복제 및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조성물의 적당한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당 또는 염화나트륨과 같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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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물질을 첨가할 수 있 으며,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모노스테아레이트 및 젤라틴과 같은 활성 화합물의 흡수를 지연

시키고자 하는 산물을 첨가할 수 있다. 멸균 주사액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방법에 따라 제조하며 저장 및/또는 사용

전에 여과할 수 있다. 용액 또는 현탁액으로부터 멸균 분말을 진공 또는 동결 건조시킬 수 있다. 또한 상기 방법으로 

지속된 또는 제어된 방출 제제 및 제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상기 방법 및 조성물에서 사용된 물질은 사용량

에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며 실질적으로 무독성이다.

본원에 기술된 화합물은 또한 흡입에 의해 투여할 수 있다. 이 투여 경로에서는, 흡입을 위해 히스타민을 물 또는 약

간의 다른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액체중에 용해시키거나, 무수 분말로 제공한 다음 측정량의 히스타민을 환자

에게 제공하기에 적절한 용량으로 환자에 의해 흡입될 수 있는 가스 또는 분말내로 도입할 수 있다. 흡입을 통한 치료

조성물의 투여 예는 미국특허 제6,418,926호, 제6,387,394호, 제6,298,847호, 제6,182,655호, 제6,132,394호 및 

제6,123,936호에 기술되어 있다.

흡인 기구를 사용하여 본원에 기술된 화합물을 전달할 수 있다. 적합한 기구로는 주사기 펌프, 자동 주사 시스템, 이식

펌프, 이식 기구 및 미니펌프가 포함된다. 기구의 예로는 유타 솔트 레이트 시티 소재의 Microject Corp.의 제품 Amb

ulatory Infusion Pump Drive 모델 30 및 콜로라도 이글우드 소재의 Baxa Corporation의 제품 Baxa Syringe Infus

er가 포함된다. 본원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본 발명의 화합물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도 사용할 수 있다.

적합한 흡인 기구는 바람직하게는 유효량의 히스타민, 히스타민 효능제, 히스타민 염, 히스타민 프로드러그, NADPH

-옥시다제 억제제, 히스타민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히스타민 포스페이트, 세로토닌, 5HT 효능제, 히스타민 수용체 

효능제, 히스타민 수용체 결합 모사체 또는 내재된 치료 유효량의 내인성 히스타민의 방출을 유도하는 물질을 함유한

다. 기구는 제조동안에 원하는 물질로 사전에 적재해 두거나, 사용 직전에 그 물질을 충전시킬 수 있다. 사전에 충전된

흡인 펌프 및 주사기 펌프는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활성 물질은 필요한 경우 조절된 방출 담체를 포함하는 제제

의 일부일 수 있다. 기구와 함께 제어기를 사용하여 물질의 투여 속도 및 투여량을 조절할 수 있다. 제어기는 기구와 

일체형이거나 분리형일 수 있다. 제어기는 제조시에 미리 설정해두거나 사용 직전에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어기 및 이들을 흡인 기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다.

조절된 방출 비히클은 제약 분야의 숙련가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 분야의 기술 및 제조물은 조절된 방출, 지속된 방

출, 연장된 작용, 저장소, 보관소, 지연된 작용, 지체된 방출 및 시한 방출이라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본원에 사

용된 용어 '조절된 방출'은 상기 각 기술을 내포하는 의도로 사용한다.

폴리락트산, 폴리글리콜산 및 재생 콜라겐과 같은 생체분해성 또는 생체용해성을 포함한 많은 조절된 방출 비히클이 

알려져 있다. 알려진 조절된 방출 약물 전달 제형으로는 크림, 로션, 정제, 캡슐, 젤, 마이크로스페어, 리포좀, 안삽입

물, 미니펌프 및 기타 흡인 기구(예, 펌프 및 주사기)가 포함된다. 활성 성분을 서서 히 방출하는 이식 또는 주사용 고

분자 매트릭스 및 경피 제제가 또한 잘 알려져 있으며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양태로서, 본원 기술된 화합물은 국소 전달 시스템을 통해 투여한다. 상기된 조절된 방출 컴포넌트를 본 발명

의 화합물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적합한 국소 전달 시스템은 본원에 교시된 농도의 본 발명 화합물, 

용매, 유화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물질, 침투 강화 화합물 및 보존제를 포함한다. 국소적으로 적용된 조성물

의 예로는 미국특허 제5,716,610호 및 제5,804,203호가 포함된다. 조성물은 또한 보존제, 항산화제, 피부 침투 강화

제 및 지속된 방출 물질과 같이 적용된 제제의 안정성 또는 유효성을 향상하도록 채택된 성분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성분의 예로는 문헌[ Martindale-The Extra Pharmacopoeia ( Pharmaceutical Press, London 1993) and Martin
(ed.),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 ]에 기술되어 있다.

조절된 방출 제제는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과 복합화하거나 흡수하기 위해 고분자를 사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

다. 조절된 전달은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노산, 폴리비닐피롤리돈,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메틸셀룰로즈,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즈 및 프로타민 설페이트와 같은 적절한 거대분자를 선택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 거대분자의 농

도뿐만 아니라 혼입 방법은 활성 화합물의 방출을 조절하기 위해 선택한다.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이 수성 성분에 용해되어 시간 경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방출하는 하이드로겔은 에틸렌 글

리콜 메타크릴레이트와 같은 친수성 모노- 올레핀성 단량체를 공중합하여 제조할 수 있다.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

물이 담체 물질의 매트릭스에 분산되어 있는 매트릭스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담체는 기공성, 비기공성, 고형, 반고형

, 투과성 또는 불투과성일 수 있다. 다르게는, 속도 조절 막으로 둘러싸인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의 중앙 저장소

를 포함한 기구를 사용하여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의 방출을 조절할 수 있다. 속도 조절 막으로는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또는 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 테레프탈레이트가 포함된다. 실리콘 고

무 저장소의 사용 또한 고려된다.

조절된 방출 경구 제제 또한 잘 알려져 있다. 한 가지 양태로서, 활성 화합물이 환 또는 로젠지와 같은 용해성 또는 부

식성 매트릭스내로 혼입된다. 이러한 제제는 본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약제학적 활성 화합물을 투여하기 위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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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로젠지의 예는 미국특허 제5,662,920호에 기술되어 있다. 다른 예로서, 경구 제제는 설하 투여를 위해 사용되는 

액체일 수 있다. 본원에 기술된 화합물의 액체 설하 투여를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의 예는 미국특허 제5,284,657호에 

교시되어 있다. 이들 액체 조성물은 또한 젤 또는 페이스트의 형태일 수 있다. 하이드록시메틸셀룰로즈와 같은 친수성

검이 흔히 사용된다.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스테아르산 또는 칼슘 스테아레이트와 같은 윤활제를 사용하여 타정 공

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비경구 투여의 목적상,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은 바람직하게는 적절한 pH로 완충되고 적절한(예, 등장성) 염 농

도를 갖는 증류수와 혼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또한 액체로서 또는 사용전에 재조성하는 분말로서 제공될 

수 있다. 이들은 사전패키지화된 바이알 또는 주사 시스템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

히스타민과 같은 본 발명의 화합물은 또한 대상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약 0.5 내지 100 ml의 용량으로 나눠 밀폐시킨 

바이알로 제공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로서, 바이알은 0.5, 1, 3, 5, 6, 8, 10, 20, 50 및 100 ml의 용량을 함유한다. 

바이알은 바람직하게는 멸균 상태이다. 바이알은 임의로 등장성 담체 매질 및/또는 보존제를 함유할 수 있다. 어떠한 

목적하는 양의 히스타민도 원하는 최종 히스타민 농도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로서, ROS 억

제 또는 제거 화합물의 농도는 약 0.01 mg/ml 내지 100 mg/ml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

의 농도는 약 0.1 내지 50 mg/ml이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의 농도는 약 1 mg/ml 내지 10

mg/ml이다. 상기 용량 범위의 하한치에서 개별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한편, 상한치에서는 다수 용량을 투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양태로서, 경피 패치, 불침투성 배면과 막사이에 샌드위치된 정상 상태의 저장소 및 경피 제제를 또한 사용

하여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을 전달할 수 있다. 경피 투여 시스템은 본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피부 또는 점막에

활성 물질의 투여를 위한 폐쇄 경피 패치는 미국특허 제4,573,996호, 제4,597,961호 및 제4,839,174호에 기술되어 

있다. 경피 패치의 한 가지 유형은 활성 물질이 고분자 매트릭스에 용해되어 있는 고분자 매트릭스이며, 이 매트릭스

를 통해 활성 성분이 피부로 확산한다. 이러한 경피 패치는 미국특허 제4,839,174호, 제4,908,213호 및 제4,943,435

호에 기술되어 있다. 한 가지 양태로서, 정상 상태의 저장소는 히스타민의 일정 용량의 히스타민과 하루당 약 0.2 내

지 5 mg의 용량의 다른 ROM 생성 및 방출 억제 화합물을 보유한다.

현 경피 패치 시스템은 보다 장기간에 걸쳐, 즉 수일 및 수주까지 보다 적은 용량을 전달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본 발

명의 화합물을 위해 바람직한 전달 시스템은 특정적으로 용량의 따라 약 2 내지 60분의 범위에서 유효량의 히스타민

을 전달하며, 바람직한 용량은 약 20-30분내에서 전달한다. 이들 패치는 ROS를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화합물의 신속

하고 조절된 전달을 가능케 한다. 실리콘 고분자 매트릭스 전체에 분산된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의 속도-조절 외피 

미세공 막 또는 마이크로포킷을 사용하여 방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속도-조절 수단은 미국특허 제5,67

6,969호에 기술되어 있다. 다른 바람직한 양태로서, 히스타민 또는 다른 ROM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은 약 20-30분

내에서 패치로부터 환자의 피부내로 방출한다. 바람직한 양태로서, 화합물은 패치당 약 0.2 mg 내지 5 mg의 용량에 

대해 패치로부터 분당 약 0.025 mg 내지 0.5 mg의 속도로 방출한다.

이들 경피 패치 및 제형은 디메틸설폭사이드(DMSO), 설폭사이드 또는 포스포릭 옥사이드와 수크로즈 지방산 에스테

르의 배합물 또는 유제놀와 같은 침투 증강제와 함께 사용하거나 이들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전기분해 경피 패치의 사

용이 또한 본원에 기술된 방법의 범위에 속한다. 전기분해 경피 패치는 미국특허 제5,474,527호, 제5,336,168호 및 

제5,328,454호에 기술되어 있다.

다른 양태로서, 경점막 패치를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을 투여할 수 있다. 이러한 패치의 예는 미국특허 제5,

122,127호에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패치는 적량의 치료제를 동봉할 수 있는 하우징을 포함하며, 하우징은 

점막 조직, 예를 들면 구강에 접착시킬 수 있다. 기구의 약물 표면적은 숙주의 점막 조직과 접촉하기 위해 존재한다. 

기구는 약물을 약물/점막 계면의 크기에 비례하여 전달하도록 고안된다. 따라서, 약물 전달 속도는 접촉 면적의 크기

를 변경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하우징은 바람직하게는 무독성이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과 비반응성인 물질로 작제한다. 가

능한 작제 물질로는 폴리에틸렌, 폴리올레핀, 폴리아미드, 폴리카르보네이트, 비닐 고분자 및 기타 본 분야에 알려진 

유사한 물질이 포함된다. 하우징은 점막에 대향하도록 하우징을 유지시키는 수단을 함유할 수 있다. 하우징은 점막 

조직과 액체상에서 접촉하도록 위치한 정상 상태의 저장소를 함유할 수 있다.

본원에 기술된 화합물과 사용하기 위한 정상 상태의 저장소는 예정된 시간에 걸쳐 적당한 용량의 화합물을 전달한다.

점막 조직을 통해 흡수할 수 있는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은 미국특허 제5,288,497호에 기술되어 있다. 당업자는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 및 관련된 조성물을 용이하게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정상 상태의 저장소는 약물 방출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본 분

야에 알려진 화합물로 구성된다. 한 가지 양태로서, 경점막 패치가 약 2 내지 60분에 걸쳐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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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용량을 전달한다. 하우징내에 함유된 정상 상태의 저장소는 패치당 약 0.2 내지 100 mg의 용량으로 히스타민 

및 기타 ROS 생성 및 방출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의 용량을 보유한다. 수일동안 소멸될 수 있고 본 발명에 따른 화합

물을 수일동안에 걸쳐 방출하는 경피 패치가 또한 고려된다. 저장소는 또한 상기된 바와 같이 침투 증강제를 함유하여

점막 조직으로 따라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의 침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의 방출을 조절하는 다른 방법은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을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노산, 

하이드로겔, 폴리락트산 또는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와 같은 고분자 물질의 입자내로 혼입시키는 것이다.

다른 방도로서,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무을 이들 고분자 입자내로 혼입하는 대신에,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을 예를

들면 코아세르베이션 기술(예, 하이드록시메틸셀룰로즈)에 의해 또는 계면중합(예, 젤라틴-마이크로캡슐)에 의해 제

조된 마이크로캡슐에 또는 콜로이드 약물 전달 시스템(예, 리포좀, 알부민 마이크로스페어, 마이크로에멀젼, 나노입자

및 나노캡슐)에 또는 마크로에멀젼에 포획한다. 이러한 기술은 제약분야의 숙련가에게 잘 알려져 있다.

바람직하게는, ROS를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화합물은 약 0.025 내지 1.0 mg/min의 속도로 환자내로 주사, 주입 또는

방출시킨다. 약 0.1 mg/min의 속도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화합물은 바람직하게는 약 1, 3 또는 5분 내지 약 

30분의 시간에 걸쳐 투여하며, 약 20분의 상한치가 바람직하다. 그 결과로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의 총 일일 성

인 용량은 약 0.4 내지 약 100.0 mg이고, 약 0.5 내지 약 20.0 mg이 바람직하다. 좀더 긴 시간에 걸쳐, 예를 들면 약 

30분이상에 걸 쳐 투여되는 히스타민과 같은 본 발명의 화합물은 효능이 감소하거나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

로 밝혀졌으며, 한편으로 1-3분 미만에 걸친 급속한 투여는 과민증, 심부전, 기관지경련, 심한 안면홍조, 불쾌감, 증가

된 심박수 및 호흡속도, 고혈압 및 심한 두통을 포함하여 보다 뚜렷하고 중증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양태로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형태로서 약 0.2 내지 2.0 mg 또는 3-200 ㎍/kg의 ROS 억제 화합물을 투여

할 수 있다. ROS 제거 화합물은 또한 상기된 ROS 생성 및 방출 억제 화합물과 혼합하여 투여할 수 있다.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이 경구로 투여될 때, 조성물은 10 mg 내지 2 그램의 활성 성분을 포함한 정제로 제형할 수 있다. 정

제는 10, 20, 50, 100, 200, 500, 1,000 또는 2,000 밀리그램의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

직하게는, 한 정제중의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의 양은 100 mg이다. 일부 양태에서, 조성물은 디아민 옥시다제 

억제제, 모노아민 옥시다제 억제제 및 n-메틸 트랜스퍼라제와 같은 히스타민 보호제를 포함한다.

치료는 또한 ROS 생성 및 방출이 억제되도록하기에 바람직한 농도로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의 혈중 수준을 설

정하기 위해 0.2 내지 2.0 mg 또는 3-200 ㎍/kg의 본 발명의 화합물을 1 내지 2주의 기간에 걸쳐 일정한 간격(예, 매

일, 격일 또는 매주)으로 주사 또는 주입함으로써 환자의 혈중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 수준을 주기적으로 촉진하

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치료는 환자의 근원적인 질병 상태의 원인이 조절되거나 퇴치될때까지 계속한다.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의 각 용량은 하루에 1회 내지 약 4회 투여할 수 있으며, 하루에 2회가 바람직하다. 투여

는 피하, 정맥내, 근육내, 안내, 경구, 경피, 비내 또는 직장일 수 있으며 직접적인 피하 또는 다른 주사 또는 주입 수단

을 이용하거나 상기된 유형의 조절된 방출 메카니즘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양의 본 발명에 따

른 화합물을 약 1 내지 약 90분의 시간에 걸쳐 투여할 수 있는 어떠한 조절된 방출 비히클 또는 주입 기구도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로서, 비내 전달은 노즐 또는 분무기에서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의 용액을 사용하여 비공

내로 도입되는 무연을 생성함으로써 달성한다. 직장 전달의 경우, ROS 억제 또는 제거 화합물은 본 분야에 잘 알려진

방법을 사용하여 좌제내로 제형한다.

ROS를 제거하는 화합물 약 0.1 내지 약 20 mg/일의 양으로 투여할 수 있다. 바람직한 양은 약 0.5 내지 약 8 mg/일

이다. 더욱 바람직한 양은 약 0.5 내지 약 8 mg/일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양은 약 1 내지 약 5 mg/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경우에, 용량은 투여된 화합물의 활성에 의해 좌우된다. 상기 용량은 카탈라제, 과산화물 디스뮤타제(SO

D),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및 아스코르베이트 퍼옥시다제를 포함한 상기된 효소에 대해 적절하다. 어떠한 특정 숙주

의 경우도 적절한 용량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경험적 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비효소적 ROS 제거제는 당업자에 의해 경험적으로 결정된 양으로 투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타민 A 및 E는 하루

에 약 1 내지 5000 IU의 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다. 비타민 C는 하루에 약 1 ㎍ 내지 10 mg의 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

다. 셀레늄 및 망간과 같은 광물은 하루에 약 1 피코그램 내지 1 밀리그램의 양으로 투여 할 수 있다. 이들 화합물은 

또한 ROS 매개된 질병 상태의 보호적 또는 예방적 치료로서 투여할 수 있다.

히스타민, 히스타민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히스타민 포스페이트, 다른 히스타민 염, 에스테르, 프로드러그 및 H 2

수용체 효능제이외에, 세로토닌, 5HT 효능제 및 환자 자신의 조직으로부터 히스타민의 방출을 유도하는 화합물이 또

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포함된다. 레틴산, 다른 레티노이드(예, 9-시스-레틴산 및 all-트랜스-레틴산), IL-3 및 섭

취가능한 알레르겐은 내인성 히스타민의 방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합물이다. 이들 화합물은 환자에게 경구, 

정맥내, 근육내, 피하 및 기타 인정된 경로에 의해 투여할 수 있다. 투여 속도는 히스타민의 혈중 수준이 약 20 nmol/

dl인 되도록 내인성 히스타민을 방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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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타민 방출을 유도하는 화합물의 각 용량은 일일 1회 내지 4회 투여할 수 있으며, 일일 2회가 바람직하다. 투여는 

피하, 정맥내, 근육내, 안내, 경구 또는 경피일 수 있으며, 상기된 유형의 조절된 방출 메카니즘을 포함할 수 있다. 약 

1 내지 약 30분의 시간에 걸쳐 히스타민 방출을 유도하는 화합물의 치료 유효량을 투여할 수 있는 어떠한 조절된 방

출 비히클도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본 발명의 화합물, 조성물 및 제제는 충분한 양으로 투여할 수 있다.

하기 실시예는 간 질환을 본 발명에 따른 ROS 생성 및 방출 억제 화합물로 치료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교시한다. 이

들 실시예는 단지 예시적인 설명이며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기 치료 방법은 당업자에게 잘 알려진 경

험적 기술을 사용하여 최적화할 수 있다. 게다가, 당업자는 하기 실시예에 기술된 교시를 이용하여 청구범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실시예에서 ROS 억제 화합물 또는 제거제를 일회 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화합물을 좀더 장기간에 걸쳐 분배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게다가, 일일 용량은 일회 용량으로 투여하거나 수회 용량

으로 분할할 수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랫트 모델에서 초기 알코올-유도된 간 손상의 보호에 미치는 히스타민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영향에 관한 분석

간염 또는 간의 염증을 유도하는 간 질환은 감염균 및 독소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가장 흔한 두

가지 요인은 바이러스 감염과 만성 알코올 남용이며, 이들 두 경우에서 질환은 유사한 양상의 증상을 보인다. 하기 데

이터는 간 쿠퍼(Kupffer) 세포 및 침윤한 림프구에서 NADPH 옥시다제로부터 발생된 유리 라디칼이 초기 알코올-유

도된 간염의 발병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랫트 모델에서 초기 

알코올 유도된 간 손상에 대한 히스타민 치료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동물 및 치료. 체중이 200 내지 275 g인 암컷 위스타 랫트에게 옥수수 오일이 칼로리의 35%를, 단백질이 23%를, 비

타민이 5%를, 말토즈-덱스트린이 11%를, 에탄올이 36%를 제공하는 액상 사료(Dyets, Bethlehem, PA #710034)를

4주간 임의로 연속해서 급식하였다. 이소칼로리 말토즈-덱스트린 사료(Dyets, #710270)를 대조 군으로 사용하였다.

매 24시간 마다 PBS(pH 7.2; GIBCO Laboratories Life Technologies Inc., Grand Island, NY)중에 희석된 18-게

이지 경구용 생체의료기(Popper amp; Sons, Inc., New Hyde Park, NY)를 사용하여 에탄올의 단일 용량(위장관내

로 체중 kg당 5 g)을 랫트에 투여하였다. 대조 동물에는 PBS만을 공급하였다. 히스타민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0.5 

mg/kg 또는 5.0 mg/kg;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또는 비히클(PBS, pH 7.4;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은 4주간 매일 2회씩 피하 주사하여 투여하였다. 각 랫트의 체중을 매일 쟀다. 랫트는 무병원체 시설에서 

사육하였고 실험동물관리위원회는 본 연구에 사용된 외과적 절차를 승인하였다.

채혈 및 효소적 검정. 2 및 4주의 에탄올 처리 후 부검하여 심장천자에 의해 채혈하고 원심분리하였다. 혈청을 시그마

진단 키트(Sigma Chemical Co., St. Louis, MO)에 의해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퍼라제(ALT) 및 아스파테이트 아미노

트랜스퍼라제(AST)에 대해 검정할때까지 -20℃에서 저장하였다.

병리적 평가. 2 및 4주의 에탄올 처리 후, 간을 포르말린으로 처리하고 파라핀에 고정한 후 헤마톡실린 및 에오신으로

염색하여 지방증, 염증 및 괴사를 평가하였다. 간의 병리상태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맹검법으로 점수를 다음과 같이 

매겼다:

1. 지방증의 정도, 점수 0-4 (지질을 함유한 간세포의 %)

0 없음

1 최소 (0-24%)

2 약간 (25-49%)

3 중간 (50-74%)

4 중증 (>=75%)

2. 염증 세포 침윤의 정도, 점수 0-4

0 없음, 1 최소, 2 약간, 3 중간, 4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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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행 및 괴사의 정도, 점수 0-4

0 없음

1 괴사 없는 간세포 퇴행

2 최소 내지 약간의 간세포 괴사(퇴행 수반 또는 수반하지 않음)

3 중간의 간세포 괴사(퇴행 수반 또는 수반하지 않음)

4 중증 괴사(퇴행 수반 또는 수반하지 않음)

조직 평가의 각 등급에 대한 점수는 각 간의 전체 점수에 반영되었다.

랫트 모델에서 초기 알코올 유도된 간 손상에 대한 보호에 미치는 히스타민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의 영향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간의 조직 조사 결과. 평균 그룹 중증 점수

총 점수 대조군 에탄올 저 히스타민 고 히스타민

2주째 2.67 2.33 3.33 2.00

4주째 2.63 3.86 3.17 2.57

각 그룹에 대한 각 조사 결과의 중증 점수를 합산한 다음 그룹당 평가된 동물의 수로 나누었다. 그룹에 매긴 점수는 

다음과 같다: 없음=0; 최소=3; 약간=6; 중간=9; 중증=12.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룹간의 성향이 증명된다. 정상적인 

사료에서 비처리된 랫트의 점수는 1.00이다.

고지방 액상 사료 및 에탄올을 급식받은 동물은 지방증, 염증, 괴사 및 침윤성 백혈구, 주로 호중구 및 단핵 세포의 숫

적 증가를 포함하여 알코올성 간 손상의 전형적인 간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혈청중의 알라닌 및 아스파테이트 트랜스

아미나제(ALT/AST)의 수준은 에탄올 처리 동물에서 약 2 내지 4배로 증가하였다.

히스타민(0.5 mg/kg 또는 5 mg/kg)을 피하 주사에 의해 매일 2회 투여받은 동물은 용량 의존 방식에 따라 간 손상이

둔화되었으며, 최고의 용량의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병리 점수 및 혈청중 트랜스아미나제 수준의 표준화에 의해

평가되었다. 또한, 히스타민 처리된 동물로부터 절개된 간을 비-에탄올 처리된 그룹으로부터 절개된 간과 외견을 비

교하였다. 에탄올 처리된 동물의 간은 전체적으로 더 희미하였고 더 두드러진 소엽 패턴을 보였다.

히스타민 처리된 동물은 정상적인 간 외견을 보였고 에탄올 투여에 보다 용이한 내성을 보였다. 초기에, 에탄올을 투

여받은 모든 동물은 대조군 사료를 급식받은 동물에 비하여 체중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양쪽 히스타민 처리된 그룹은

에탄올만 처리된 그룹에 비해 빠르게 체중을 회복하였다. 또한, 이들 그룹은 이 연구의 종점에서 비-에탄올 처리된 

대조군과 비슷한 체중을 나타냈다.

예비 결과는 대조군 및 히스타민 처리군에서 어느정도 정상적인 ALT 활성에 대한 성향을 증명하였으며, 에탄올 대조

군은 ALT 활성의 2-3배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들 결과는 히스타민이 고지방 사료의 급식하에 만성 에탄올 투여에 의

해 유발된 간의 손상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이 연구의 결과는 히스타민 및 히스타민 수

용체 효능제가 랫트에서 초기 알코올-유도된 간 손상을 보호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실시예 2

간 NK 세포 및 T 세포 활성의 시험관내 연구

본 실시예는 사람 간으로부터 분리된 림프구에 미치는 히스타민의 영향을 증명한다. 사람 림프구의 세가지 유형, 즉 

CD3+ T-세포, CD3-/56+ NK-세포 및 CD3+/56+ NK/T-세포가 시험관내에서 산화적으로 유도된 세포사멸에 관

여하는 역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모든 세가지 세포 유형은 자가 단핵세포(MO) 또는 과립구(GR)와 배양한 후 또는 

산소의 활성종인 과산화수소로 처리한 후 세포사멸되었다. 따라서, 1:1의 림프구 대 MO 비율에서, T-세포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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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세포의 55±5% 및 NK/T-세포의 76±7%가 세포사멸되었다. 1:1의 림프구 대 GR 비율에서, 세포사멸의 상

응하는 빈도는 21±4%(T-세포), 30±7%(NK-세포) 및 66±8%(NK/T-세포)였다. 모든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n

=15-30 공혈자)이다. 모든 세포 유형에서의 세포사멸은 히스타민에 의해 유의적으로 예방되었다(p<0.001). NK/T 

세포 및 NK-세포에서 산화적으로 유도된 세포사멸에 대한 보다 고도의 민감성이 세포사멸이 외인성 과산화수소에 

의해 유도된 실험에서 검증되었다: 25 μM의 과산화수소에서, T-세포의 35±5%, NK-세포의 65±7% 및 NK/T-세

포의 78±7% (n=8)가 세포사멸하였다. 우리는 간-유형 림프구, 특히 NK/T-세포가 산화성 스트레스에 특이하게 민

감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히스타민과 같은 항산화제는 간-침윤성 림프구에 서 산화적으로 유도된 세포사멸에

대해 보다 고도한 민감성의 결과로서 간 신생물 또는 만성 감염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실시예 3

단일 제제로서 히스타민과 간독성 약물의 동시투여

약물-유도된 간 질환은 주치의, 제약 산업 및 규제 단체에게 중대한 도전으로 대표된다. 약물의 간독성은 미국에서 

주요 의료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성 간 이상의 유일한 첫번째 원인이다 (Kaplowitz, N., Hepatology 33(1):30

8-310 (2001)).

유해 약물 사고의 대부분은 급성이며 세포독성-간염 유사 질병 또는 담즙 질환으로 나타난다. 간독성 약물에 대한 다

른 반응은 만성 간염, 소퇴 담관질환,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섬유증, 간경변, 육아종 질환, 정맥폐쇄 질환, 간

자반병 및 양성 및 악성 신생물을 포함한다. 간 손상은 소비된 약물의 용량, 뚜렷한 과민반응 또는 대사성 특이반응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특정 이론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독성 약물에 의한 손상에 반응한 간 세포의 외상은 ROS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ROS는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간 유조직내의 여러 세포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들 분자가 간세포 및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다른 가능한 메카니즘은

ROS가 면역계의 활성화 세포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ROS 생성 및 방출 억제 화합물은 간독성 약물에

노출되어 유발된 간 세포 및 조직의 ROS 매개된 손상을 감소시키고/시키거나 예방한다.

폐렴 환자는 6 내지 12 개월의 기간동안에 이소니아지드 및 유효량의 히스타민을 포함한 경구용 정제를 처방받는다. 

치료 기간동안에, 의사는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실험실 시험을 수행하여 처방에 반응하는 환자의 간 상태를 점검한다.

실험 결과, 이소니아지드와 유효량의 히스타민을 포함한 화합물을 복용한 환자의 경우 이소니아지드만을 복용한 환

자에 비하여 간 손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소니아지드만을 복용한 환자는 심한, 경우 따라서는 치명적인 간 손

상을 입을 수 있다.

실시예 4

히스타민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와 간독성 약물의 동시투여

발작을 억제하기 위해 하루에 3회 페니토인을 복용한 간질환자에게 일일 경구 용량으로 10 mg의 히스타민 디하이드

로클로라이드를 보충 투여한다. 히스타민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을 보충하기 전에, 간질환자는 간 부검에 의해 검증된

바와 같이 페니토인을 복용한 결과로서 간 손상을 경험한다. 히스타민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로 보충한 후, 간 조직의

추가 손상이 예방된다.

실시예 5

ROS 제거제를 포함한 허브 제제

허브 요법, 비타민 및 허브 보충제는 과거 십년에 걸쳐 많은 각광을 받아왔다. 나래지치는 수세기 동안 창상 치유 및 

골 건강을 촉진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나래지치는 또한 기침, 코감기, 장 및 위 궤양의 강력한 치료제로 이

용되어 왔다.

흔한 허브로서 나래지치는 거담제, 진통제 및/또는 강장제로서 파프제 또는 드링크제로 투여될 수 있다. 그러나, 나래

지치의 소비는 간 손상과 연관이 있어왔다. 나래지치의 간독성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허브 치료제로서 나래지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8 mg/일의 카탈라제를 보충한다. 간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실시예 6

췌장염에 의한 이차적인 간 조직 손상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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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간염이외에 췌장염 및 다른 염증 질환의 치료를 고려한다. 개인의 면역 반응의 일부로서 TNF-α 및 인터

루킨에 의해 유발된 염증은 또한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히스타민 및 히스타민-연관된 화합물은 이들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차단하며, 그럼으로써 염증에 의해 유발된 세포의 손상중 일부를 완화시킬 수 있다. 향염증성 사이토카

인에 의해 유발된 조직의 손상을 완화하는데 있어 히스타민 및 히스타민-연관 화합물의 역할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미국특허 제6,242,473호 및 미국특허원 제09/139,281호를 참조할 수 있다.

급성 췌장염 환자를 판별한다. 환자에게 1 내지 2주의 기간에 걸쳐 하루에 100 ㎍/kg의 히스타민 디포스페이트를 투

여한다. 췌장염이 완치되었을때 간을 부검한다. 히스타민 디포스페이트의 투여는 간 조직의 손상을 예방하고 췌장염

과 연관된 감염 발생을 감소시킨다.

실시예 7

간의 세균 감염의 치료

헬리코박터 종에 의해 유발된 세균 감염 환자를 판별한다. 환자에게 항생물 질과 함께 유효량의 히스타민 프로드러그

를 투여한다. 감염 기간은 줄어들고 간세포의 외상은 최소화한다.

상기 설명은 본 발명의 특정 양태를 예시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발명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더라도, 본 발명은

많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상기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특정한 특징 또는 관점을 기술할때 특정 용어를 사

용하는 것은 그 용어가 이와 관련된 본 발명의 어떠한 특정의 특징 또는 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의미를 부

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첨부된 청구범위 및 이의 균등범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간 세포 및 조직에 대한 ROS-매개된 산화성 손상의 치료용 약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개인에게 활성산소종(

ROS)의 양을 감소시키는데 유효한 화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의 용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효소적으로 생성된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 ROS 제거제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ROS가 구성적으로(constitutively) 방출되는 용도.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손상이 문맥 고혈압, 알라질 증후군, 알파-1-항트립신 결핍증, 자가면역 간염, 담관형성 부전

증, 만성 간염, 간암, 간으로의 암 전이, 간경변증, 간내성 담즙정체, 간 정맥 혈전증, 간 정맥폐색성 질환, 간렌즈핵 변

성, 간종대, 간폐증후군, 간신증후군, 간 낭포, 간 농양, 지방간, 갈락토오스혈증, 길버트 증후군, 문맥 고혈압, 알콜성 

간 질환(ALD), 기생충성 간 질환, 간자반병, 적혈구간성 포르피린증, 간성 포르피린증, 간성 폐렴, 원발성 담즙성 간

경변,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라이에 증후군, 유육종증, 고티로신혈증, 제I형 당원병, 윌슨병, 신생아 간염, 비알콜성 

지방간염, 혈색소증 및 젤위거 증후군으로 이루어진 그룹중 에서 선택된 간 질환과 연관이 있는 용도.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효소적으로 생성된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이 히스타민, 히스타민 수용

체 효능제, NADPH 옥시다제 억제제, 세로토닌 및 세로토닌 효능제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제거제가 카탈라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제, 과산화물 디스뮤타제, 글루

타티온 퍼옥시다제,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제, 비타민 A, 비타민 E 및 비타민 C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

도.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손상이 세균 감염, 진균 감염 및 원생생물 감염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간 질환과 연

관이 있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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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이 추가로 항생물질을 함유하는 용도.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항생물질이 효소적으로 생성된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상기 화합물와 실질적

으로 동시에 투여되는 용도.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항생물질이 효소적으로 생성된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상기 화합물의 24

시간내에 투여되는 용도.

청구항 11.
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용 약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개인에게 활성산소종(ROS)의 양을 감소시키

는데 유효한 화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의 용도.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손상이 문맥 고혈압, 알라질 증후군, 알파-1-항트립신 결핍증, 자가면역 간염, 담관형성 부전

증, 만성 간염, 간암, 간으로의 암 전이, 간경변증, 간내성 담즙정체, 간 정맥 혈전증, 간 정맥폐색성 질환, 간렌즈핵 변

성, 간종대, 간폐증후군, 간신증후군, 간 낭포, 간 농양, 지방간, 갈락토오스혈증, 길버트 증후군, 문맥 고혈압, 알콜성 

간 질환(ALD), 기생충성 간 질환, 간자반병, 적혈구간성 포르피린증, 간성 포르피린증, 간성 폐렴, 원발성 담즙성 간

경변,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라이에 증후군, 유육종증, 고티로신혈증, 제I형 당원병, 윌슨병, 신생아 간염, 비알콜성 

지방간염, 혈색소증 및 젤위거 증후군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간 질환과 연관이 있는 용도.

청구항 13.
제11항에 있어서, 개인에게 활성산소종(ROS)의 양을 감소시키는데 유효한 상기 화합물이 효소적으로 생성된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 ROS 제거제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이 히스 타민, 히스타민 수용체 효능제, NADP

H 옥시다제 억제제, 세로토닌 및 세로토닌 효능제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제거제가 카탈라제, 과산화물 디스뮤타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및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

제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16.
개인에게 ROS의 양을 감소시키는데 유효한 화합물 및 간독성 약물을 함유하는 조성물.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아자티오프린, 메틸도파, 니트로푸라토인, 클로피브레이트, 트로글리자트존, 

이부프로펜, 알로퓨리놀, 인도메타신, 레플루노마이드, 아세트아미노펜, 디클로페낙, 이소니아자이드, 테트라사이클

린, 에리쓰로마이신, 니트로푸라토인, 아목시실린, 리팜핀, 케토코나졸, 플루클록사실린, 트로바플록사신, 설폰아미드,

에스트라디올, 철, 글루타티온, 할로탄, 이소플루란, 캅토프릴, 딜티아젬, 페니토인, 발프로산, 캄바마제핀, 페노바비

톤, 프리미돈, 트라조돈, 클로르프로마진, 퀴니딘, 프로카인아미드, 아미오다론, 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포스파미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동화 스테로이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피라진아미드, 파라-아미노살리실산, 에티온아미드, 트

리메토프림-설파메톡사졸, 펜타미딘, 지도부딘, 디데옥시이노신, 페니실린 및 세팔로스포린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

서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떡갈나무덤불( Larrea tridentata ), 개곽향속식물( Teucrium chamaedrys ), 

진 부 휴안(jin bu huan), 쥐오줌풀 뿌리( Valeriana officinalis ), 골무꽃( Scutellaria galericulata ), 겨우살이( Visc
um 종), 자마이카 관목차, 센나( Cassia angustfolia ), 나래지치( Symphytum officinale ) 및 카바 뿌리 추출물로 이

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허브 제제인 조성물.

청구항 19.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활성산소종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 ROS 제거제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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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상기 화합물이 히스타민, 히스타민 수용체 효능제, N

ADPH 옥시다제 억제제, 세로토닌 및 세로토닌 효능제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ROS 제거제가 카탈라제, 과산화물 디스뮤타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및 아스코베이트 퍼옥

시다제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조성물.

청구항 22.
약물의 간독성 감소용 약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개인에게 활성산소종(ROS)의 양을 감소시키는데 유효한 화

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의 용도.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효소적으로 생성된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 ROS 제거

제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효소적으로 생성된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상기 화합물이 히스타민, 히스타민

수용체 효능제, NADPH 옥시다제 억제제, 세로토닌 및 세로토닌 효능제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제거제가 카탈라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제, 과산화물 디스뮤타제, 글루

타티온 퍼옥시다제,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제, 비타민 A, 비타민 E 및 비타민 C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

도.

청구항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아자티오프린, 메틸도파, 니트로푸라토인, 클로피브레이트 및 트로글리자트존

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27.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이부프로펜, 알로퓨리놀, 인도메타신, 레플루노마이드, 아세트아미노펜 및 디

클로페낙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항관절염 약물인 용도.

청구항 28.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이소니아자이드, 테트라사이클린, 에리쓰로마이신, 니트로푸라토인, 아목시실

린, 리팜핀, 케토코나졸, 플루클록사실린, 트로바플록사신 및 설폰아미드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항생물질인 

용도.

청구항 29.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에스트라디올, 철 및 글루타티온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30.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할로탄 및 이소플루란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31.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캅토프릴, 딜티아젬, 페니토인, 발프로산, 캄바마제핀, 페노바비톤, 프리미돈, 

트라조돈, 클로르프로마진, 퀴니딘, 프로카인아미드 및 아미오다론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32.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화학요법제인 용도.

청구항 3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동화 스테로이드 및 글루코코르티코이드로 이루어진 그

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3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HIV/AIDS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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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피라진아미드, 파라-아미노살리실산, 에티온아미드, 트리메토프림-설파메톡

사졸, 펜타미딘, 지도부딘, 디데옥시이노신, 페니실린 및 세팔로스포린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3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간독성 약물이 떡갈나무덤불( Larrea tridentata ), 개곽향속식물( Teucrium chamaedrys ), 

진 부 휴안(jin bu huan), 쥐오줌풀 뿌리( Valeriana officinalis ), 골무꽃( Scutellaria galericulata ), 겨우살이( Visc
um 종), 자마이카 관목차, 센나( Cassia angustfolia ), 나래지치( Symphytum officinale ) 및 카바 뿌리 추출물로 이

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허브 제제인 용도.

청구항 37.
환경적 또는 산업적 독성에의 노출과 연관된 간 조직 손상의 감소용 약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개인에게 활

성산소종(ROS)의 양을 감소시키는데 유효한 화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의 용도.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화합물이 효소적으로 생성된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화합물, ROS 제거

제 및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효소적으로 생성된 ROS의 생성 또는 방출을 억제하는데 유효한 상기 화합물이 히스타민, 히스타민

수용체 효능제, NADPH 옥시다제 억제제, 세로토닌 및 세로토닌 효능제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제거제가 카탈라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제, 과산화물 디스뮤타제, 글루

타티온 퍼옥시다제, 아스코베이트 퍼옥시다제, 비타민 A, 비타민 E 및 비타민 C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

도.

청구항 41.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독소가 아마니타( Amanita ), 갈레리나( Galerina ) 및 자이로미트라( Gyromitra )로 이루어

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독버섯의 속인 용도.

청구항 42.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독소가 담배 연기, 디에탄올아민, 나트륨 라우렐 설페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살충제, 식품 첨

가제, 식품 방부제, 중금속, 포름알데하이드, 브로모벤젠 및 염소화 용매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용도.

청구항 43.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염소화 용매가 디옥신, 플루란, TCE, PCE, D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카본 테트라클로라이

드 및 비닐 클로라이드로 이루어진 그룹중에 서 선택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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