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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목적은 예컨대, O-157 등의 병원성 대장균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 방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규한 미새물 감염 방제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 

젖산 혼합물을 함유하는 미생물 감염 방지제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미생물감염, 병원성 대장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미생물 감염 방지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대장균 O-157 등의 병원성 대장균 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

리(Helicobacter pylori) 등과 같은 미생물의 감염을 방지하는 것에 유효한 의약품, 특정 보건용 식품, 건강식품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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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감염 방지제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병원성 세균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은 표적세포 즉, 생체상피의 표층에 존재하는 복합당질의 당쇄구조(

수용체)를 인식하여 결합함으로써 성립된다. 이와 같은 병원성 세균의 생체로의 감염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법은 항생

물질의 사용을 들 수 있다. 항생물질은 증식한 병원성 세균을 사멸시킴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병원성 세균의 

감염과정의 최종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항생물질에 의한 감염증의 치료는 발병후의 생체에 대한 치료법으로 대

단히 유효하지만, 항생물질의 성격상, 각종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도 많다.

또한, 많은 세균감염증의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항균약제가 사용되고 있으 나, 이들 항균약제의 과용에 기초한 약제

내성균, 특히,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구균) 등의 출현은 임상

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다른 기회 감염(opportunistic infection)균과 함께 원내 감염(nosocomial infection)균으로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기회 감염증을 포함하는 세균감염증의 치료에는 많은 항균약제로부터 적절히 선택된 항균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항균제의 사용에는 쇼크증상, 신장해(renal disordor), 간장해(hepatic disorder), 백혈구감소, 신경장해, 균교대

증(superinfection) 등의 많은 부작용이 있다.

상기와 같이 미생물 감염을 강력하게 방지하고, 또한 부작용이 적은 미생물 감염 방지제의 개발이 의연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해,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L-젖산혼합물은 항악성종양제로서 유용하

다는 것이 보고되었다(참조: 일본 특개평 제 9-227388호 및 특개평 제 10-130153호). 그러나,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이 미생물 감염 방지작용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보고되어 있

지 않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과제는 예컨대, 대장균 O-157 등의 병원성 대장균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등의 미생물의 감염의 방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규 미생물 감염 방지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과제는 상기 미생물 감염 방지제를

이 용한 미생물 감염 방지용 음식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을 무균마우스

에 투여하여 대장균 O-157에 대한 감염방지효과, 구체적으로는 O-157감염마우스의 생존률 및 상기 마우스에서 O-

157의 증식억제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상기 폴리젖산혼합물은 O-157감염마우스의 생존률을 개선하고

, 또한 O-157의 증식억제를 나타내는 것이 판명되었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마우스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감염시켜 1개월간 사육한 후, 마우스의 위 및 십이지장에서의 

생균수를 측정함으로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의 

감염방지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상기 폴리젖산혼합물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감염방지 효과를 나타내

는 것이 판명되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발견에 기초하여 완성한 것이다.

즉, 본 발명에 의하면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을 함유하는 미생물 감염 방지제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는 바람직하게는 세균 감염 방지제이며, 더욱 바람직하게는, 병원성 대장균 감염 방지

제(예컨대, 병원성 대장균 O-157감염 방지제 등) 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방지제로 사용된다. 본 발명의 미생

물 감염 방지제는 예컨대, 미생물 감염증의 치료제 또는 예방제로 사용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폴리젖산에서 반복단위인 젖산은 실질적으로 L-젖산으로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은 젖산을 불활성 분위기하에서 탈수축합

하여 수득한 반응액의 에탄올 및 메탄올 가용분을 역상 컬럼크로마토그래피에 넣어서 pH 2 내지 3의 25 내지 50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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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아세토니트릴수용액으로 용리한 후, pH 2 내지 3의 90중량%이상의 아세토니트릴수용액으로 용리한 분획이

다.

바람직하게는, 질소가스 분위기하에서 단계적 감압 및 승온에 의해 탈수축합한다.

바람직하게는, ODS 컬럼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역상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 의하면, 상기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를 함유하는 미생물감염 방지를 위한 음식품이 제

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 의하면, 미생물 감염 방지제 또는 미생물 감염 방지를 위한 음식품의 제조에 있어서,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의 사용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 의하면,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의 유효량을 사람 등의 

포유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미생물감염을 방지를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상의 형태

이하, 본 발명의 실시태양 및 실시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는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

는 것이며, 예컨대, 대장균 O-157 등의 병원성 대장균 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에 대한 방지제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미생물이란 가장 광의의 의미를 갖고, 세균이나 진균 등 모든 미생물을 포함한다.

미생물은 구체적으로, 대장균(O-157 등을 포함한다), 장구균(enterococci), 포도구균(staphylococci), 황색포도구균

(Staphylococcus)(메틸리신내성황색포도구균 등을 포함한다), 녹농균(blue pus bacillus), 장염균(살모넬라균), 폐염

간균(Klebsiella pneumoniae), 고초균(Bacillus subtilis), 칸디다(Candida),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등을 들 수 있고, 

이들 중에는 장내를 부패시키거나 발암성 물질 또는 기타 유해독소를 생산하는 것 외에, 각종 자발성감염증을 야기시

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는 상기 병원성 세균 등의 미생물에 대한 감염방지 기능을 갖기 때문에, 병원성 세균에 

감염되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질병으로는 대장균 등의 식중독 원인

세균류에 의한 설사나 식중독, 스트렙토코커스 뮤탄스(Streptococcus mutans) 등에 의한 우식병(caries), 헬리코박

터 파일로리균에 의한 위괴양이나 위암 등을 들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는 기회 감염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 Escherichia coli ), 엔테로코커스 페칼리스( E
nterococcus faecalis ) 외에 슈도모나스( Pseudomonos )속균, 병원성 대장균이나 그와 유사한 살모넬라( Salmonel
la )균 등의 세균 감염을 억제할 수 있고, 기회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장관 감염 병원균(enteral infectious pat

hogenic bacteria)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해 장관내 감염(enteral infection) 및 기회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대장균은 건강인의 장내 플로러(enteral flora)를 구성하는 1균종이고, 일부의 특수한 병원인자 생산

능력을 획득한 대장균은 사람의 장관감염증을 일으킨다. 전국 각지에서 장관출혈성대장균(EHEC) O-157: H7감염증

의 집단발생이 다발한 1996년 이후, 집단발생의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산발예는 계속하여 보고되고 있다. EHEC

는 아프리카 녹색 원숭이의 신장세포(renal cell) 유래의 베로 세포(Vero cell)에 강한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베로 독

소(Vero toxin)를 주요한 병원인자로 생산하고, 감염시에는 약 5%에서 용혈성뇨독증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

rome)이나 드물게 뇌증(cerebropathia)을 합병하여 중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는 특히,

병원성 대장균 O-157에 의한 감염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염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위·십이지장괴양의 재발 및 치유 천연 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또한 본균과 위암과의 관련성도 지적되고 있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는 헬리코박터 파일

로리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는 병원성세균의 감염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감염되기 전에 미리 섭취해두면 세균

에 감염되기 어렵고, 감염되어도 치료하기 쉽다는 예방적 작용을 갖는다. 따라서,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는 건

강식품이나 의약품으로서 일상에서 섭취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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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 및 미생물 감염 방지를 위한 음식품에 있어서는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

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이 유효성분으로 사용된다.

본 명세서에서「폴리젖산혼합물」(a mixture of polylactic acids)이란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이 임의의 비율로 존재하는 혼합물을 의미한다. 즉, 「혼합물」(a mixture)이라는 용어는 축합도 3 내지 20

의 임의의 수를 갖는 폴리젖산의 혼합물인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환형 및 직쇄형의 폴리젖산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폴리젖산혼합물」은 본 명세서에서 하기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젖산을 탈수축합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정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편의상「폴리젖산혼합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

으나, 이중에는 일정한 축합도를 갖는 환형의 폴리젖산 또는 일정한 축합도를 갖는 직쇄형의 폴리젖산의 단일성분으

로 된 폴리젖산도 포함된다.

축합도란 폴리젖산에서의 반복단위인 젖산단위의 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환형의 폴리젖산은 하기의 구조식을 가지

며, 식 중의 n은 축합도를 나타낸다(즉, n=3 내지 20).

화학식 1

본 명세서에서 단순히「젖산」(lactic acid)이라고 칭하는 경우, 이 젖산에는 L-젖산, D-젖산 또는 이들의 임의의 비

율의 혼합물 모두가 포함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바람직하게는 젖산은 실질적으로 L-젖산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실질적으로」(substantially)란 폴리젖산혼합물에서 L-젖산단위의 비율[즉, (L-젖산단위수/L-젖산단위수+D-젖

산단위수)×100]이 예컨대, 70%이상, 바람직하게는 80%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85%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90%

이상, 특히 바람직하게는 95%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폴리젖산혼합물에서 L-젖산단위의 비율은 출발물질로 사

용하는 젖산에 존재하는 L-젖산과 D-젖산의 비율에 의존한다.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의 제조방법은 특별히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일

본 특개평 제 9-227388호, 특개평 제 10-130153호 또는 특원평 제 11-39894호(이들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전기 특허문헌을 인용함으로써 본 명세서에 개시된 것으로 본다) 등에 개시된 제조방법에 의해 얻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컨대,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은 하기의 방법 A에 의해 수득

할 수 있다.

방법 A:

우선, 젖산(바람직하게는, 실질적으로 L-젖산으로 된 젖산)을 불활성 분위기에서 탈수축합시킨다. 불활성 분위기는 

예컨대, 질소 가스, 아르곤 가스 등을 들 수 있으나, 질소 가스를 사용하는 것 바람직하다.

탈수축합 반응은 상압 내지 1mmHg정도의 감압하, 110 내지 210℃, 바람직하게는 130 내지 190℃의 온도에서 행하

지만, 단계적 감압 및 단계적 승온에 의해 행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반응 시간은 적절히 설정할 수 있지만, 예컨

대 1 내지 20시간 반응할 수 있다. 단계적 감압 및 단계적 승온을 하는 경우, 반응시간을 2이상으로 한 부분적인 반응

시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에서, 압력과 온도를 설정해서 한다. 단계적 감압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상압 →150m

mHg →3mmHg로 감압할 수 있고, 단계적 승온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145℃ →155℃ →185℃로 승온시킬 수 있

다. 실제로는 이들을 조합해서 예컨대, 145℃의 상압에서 3시간; 145℃의 150mmHg에서 3시간; 155℃의 3mmHg에

서 3시간; 그리고 185℃의 3mmHg에서 1.5시간 반응할 수 있다.

이어서, 탈수축합반응으로 수득된 반응 축합물에 에탄올 및 메탄올을 첨가하고, 여과시켜 여과액을 건조시킴으로써, 

에탄올 및 메탄올 가용분이 수득된다. 즉, 본 명세서에서「에탄올 및 메탄올 가용분」(ethanol- and methanol-solu

ble fraction)이란 에탄올과 메탄올의 혼합액에 가용인 분획을 의미한다. 또한, 에탄올 및 메탄올 가용분을 수득하는 

경우, 탈수축합반응의 반응혼합물을 에탄올 및 메 탄올과 혼합하지만, 그 때의 에탄올과 메탄올의 비율은 적절히 설

정할 수 있고, 예컨대 에탄올 : 메탄올 = 1 : 9 이다. 또한, 반응 혼합물에 에탄올과 메탄올을 첨가하는 순서, 방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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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지않고, 적절히 선정할 수 있고, 예컨대 탈수축합반응의 반응혼합물에 먼저 에탄올을 첨가하고, 이어서 메탄올

을 첨가할 수 있다.

상기에서 수득된 에탄올·메탄올 가용분을 역상 컬럼크로마토그래피, 특히 옥타데실실란(ODS)컬럼을 사용한 크로마

토그래피에 넣고, 먼저 pH 2 내지 3의 25 내지 50중량%의 아세토니트릴 수용액으로 용해되는 분획을 제거하고, 이

어서 pH 2 내지 3의 90중량% 이상의 아세토니트릴 수용액, 바람직하게는 99중량% 이상의 아세토니트릴 수용액으로

용해되는 분획을 채취하면,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이 수득된다.

상기와 같이 하여 수득된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은 수산화나트륨 등의 알칼리 물질에서 중화하고, 감

압건조한 후, 통상의 방법에 의해 하기와 같은 소망하는 형태로 제제화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을 제조하는 별도의 방법은 예컨대,

일본 특원평 제 11-265715호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이하, '방법 B'라 한다) 또는 특원평 제 11-265732호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이하, '방법 C'라 한다)를 들 수 있다(이들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전기 특허문헌을 인용함으

로써 본 명세서에 개시된 내용으로 본다). 이하, 방법 B 및 방법 C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방법 B:

이 방법은 락티드를 RYLi(식 중, R은 지방족기 또는 방향족기를 나타내고, Y는 산소 원자, 또는 유황 원자를 나타낸

다)로 표시되는 리튬화합물의 존재하에서 중합시킴으로써, 환형 젖산올리고머를 제조하는 방법이다. 중합반응을 하는

경우, 리튬화합물(RYLi)의 사용 비율은 락티드 1몰당 1 내지 0.1몰, 바람직하게는 0.2 내지 0.3몰의 비율이다. 반응

온도는 -100 내지 0℃, 바람직하게는 -78 내지 -50℃이다. 반응은 -78 내지 -50℃의 온도에서 개시하고, 서서히 실

온까지 승온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응은 바람직하게는 반응용매의 존재하에서 실시된다. 반응용매는 테

트라히드로푸란 등의 환형 에테르 외에 디에틸에테르, 디메톡시에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반응 분위기는 질소가스나

아르곤 등의 불활성 가스분위기가 사용된다. 반응압력은 특별히 제약되지 않고, 바람직하게는 상압이다.

또한, 상기와 같이 하여 수득된 젖산 올리고머의 조성(즉, 환형 젖산올리고머와 직쇄형 젖산올리고머의 혼합비율)은 

반응보조제로 사용하는 리튬 화합물에 의해 변동한다. 리튬 화합물로서 탄소수 1 내지 3의 알킬알코올의 리튬화합물(

ROLi)(식중, R은 탄소수 1 내지 3의 알킬기)을 사용하는 경우, 환형 젖산올리고머와 직쇄형 올리고머의 혼합물(환형 

젖산올리고머의 비율: 80 내지 85중량%)이 수득된다. 한편, 리튬화합물로서 t-부틸알코올 등의 탄소수 4이상의 알킬

알코올의 리튬화합물이나, 티오페놀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환형 젖산올리고머만을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다.

방법 C:

이 방법은 (ⅰ)젖산을 350 내지 400mmHg의 압력조건에서 120 내지 140℃의 범위의 온도로 가열하여 탈수축합반

응시키는 것과 동시에 락티드를 유출시키지 않고, 부생수(by-product water)만을 유출제거하는 제 1가열 단계;

(ⅱ) 제 1가열 단계 종료 후, 반응 생성물을 150 내지 160℃의 온도로 가열하여 반응압력을 감압속도(decompressio

n rate) 0.5 내지 1mmHg/분으로 15 내지 20mmHg까지 강하시킴과 동시에, 감압하에서 락티드의 유출을 피하면서 

부생수만을 유출제거하고, 그 반응압력이 15 내지 20mmHg 강하 후, 동일 압력조건 및 반응온도 150 내지 160℃에

서 새로 반응을 계속하여 직쇄형 젖산올리고머를 주성분으로 하는 탈수축합물을 생성시키는 제 2 가열 단계; 및,

(ⅲ) 제 2 가열 단계 종료 후, 0.1 내지 3mmHg의 압력조건으로 150 내지 160℃로 가열하여 직쇄형 젖산올리고머를 

환화시켜서 환형 올리고머를 생성시키는 제 3 가열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우선, 제 1 가열 단계의 감압하에서, 젖산을 가열하여 탈수축합 반응시킨다. 이 경우, 반응 시간은 3 내지 1

2시간, 바람직하게는 5 내지 6시간이다. 제 1 가열하에서의 반응은 반응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젖산의 탈수축합

에 의해 생성되는 부생수를 증류제거하지만, 이 경우, 젖산 2분자의 탈수축합물인 락티드가 증류제거되지 않도록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반응압력을 감압, 바람직하게는 300 내지 500mmHg, 더욱 바람직하게는 350 내지 400mmHg로 

유지하고, 이 압력조건 하에서, 100 내지 140℃, 바람직하게는 130 내지 140℃의 범위로 가열하는 것이 좋 다. 이 제

1 가열 단계의 반응에 의해 주로 젖산의 3 내지 23분자의 탈수축합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반응 생성물이 생긴다.

상기 제 1 가열 단계 종료 후, 제 2 가열 단계에서, 증가된 평균중합도의 올리고머가 수득되도록 상기 제 1 가열 단계

에서의 반응온도 보다 높은 온도, 바람직하게는 145 내지 180℃, 더욱 바람직하게는 150 내지 160℃의 온도로 가열

함과 동시에 반응압력을 10 내지 50mmHg,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0mmHg의 압력으로 감압시켜서 다시 탈수축합

반응을 계속한다.



공개특허 특2003-0070101

- 6 -

이 반응도 상기 제 1 가열 단계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반응을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 부생수를 증류제거하지만, 락티

드가 증류제거되지 않는 조건으로 실시한다. 반응압력을 상기 범위의 압력까지 강하시키는 속도(감압속도)는 락티드

의 유출을 피하면서 또한 반응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0.25 내지 5mmHg/분,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mmHg/분의 범

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기 범위보다 낮은 감압속도에서는 소정압력까지 감압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길어

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한편 상기보다 높은 감압속도에서는 락티드가 부생수와 함께 증류제거되기 때문에 바

람직하지 않다.

반응압력을 소정압력까지 강하시킨 후, 이 반응압력하에서 다시 반응을 계속시킨다. 이 경우, 가열시간은 3 내지 12

시간, 바람직하게는 5 내지 6시간이다.

상기 제 2 가열 단계에서의 반응에 의해 평균중합도가 3 내지 30,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3의 젖산올리고머가 수득되

지만, 이 경우 올리고머 중의 환형올리고머의 비율은 통상 70 내지 80중량% 정도이다.

상기 제 2 가열 단계 종료 후, 제 3 가열 단계에서 반응압력을 0.25 내지 5mmHg,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1mmHg로 

유지하고, 145 내지 180℃ 바람직하게는 150 내지 160℃의 온도로 다시 반응을 계속한다. 반응 시간은 3 내지 12시

간, 바람직하게는 5 내지 6시간이다. 이 경우에 생기는 부생수도 증류제거한다. 이 경우, 락티드의 증류제거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응 생성물에 락티드는 거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감압속도를 각별히 느리게 할 필요는 없다.

상기 제 3 가열 단계에서의 반응에 의해 평균중합도 3 내지 30,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3으로, 또한 환형올리고머의 

비율이 90중량% 이상, 바람직하게는 99중량% 이상의 젖산올리고머가 생성된다.

또한, 상기 방법 A, B 및 C는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폴리젖산혼합물의 제조방법의 구체예 중 일부를 나타낸 것에 지

나지 않고, 본 발명에서 다른 방법으로 제조된 폴리젖산혼합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는 상기 필수성분에 추가해서, 또한 필요에 따라 본 발명의 효과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에서 의약품류, 의약부외품류 등의 제제에 사용되는 성분이나, 첨가제를 임의로 선택·병용해서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의 형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경구 투여 또는 비경구 투여용 제제 형태 중에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적절한 형태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구 투여에 적합한 제제 형태로는 예컨대, 정제, 캡슐제, 산제, 드링크제, 과립제, 세립제, 시럽제, 용액제, 유제, 현탁

제, 츄어블제 등을 들 수 있고, 비경 구 투여에 적합한 제제 형태로는 예컨대, 주사제(피하주사, 근육내주사 또는 정맥

내주사 등), 외용제, 점적제, 흡입제, 분무제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들에 한정되는것은 아니다.

경구 투여에 적당한 액체 제제, 예컨대, 용액제, 유제 또는 시럽제 등은 물 자당, 소르비톨, 과당 등의 당류, 폴리에틸

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 등의 글리콜류, 참기름, 올리브유, 대두유 등의 유류, p-히드록시벤조산에스테르류 등의 

방부제, 스트로베리향, 페파민트 등의 향류 등을 사용해서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캡슐제, 정제, 산제 또는 과립제 등의

고체 제제의 제조에는 유당, 포도당, 자당, 만니톨 등의 부형제, 전분, 알긴산소다 등의 붕해제, 스테아르산마그네슘, 

활석 등의 활택제, 폴리비닐알코올,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 젤라틴 등의 결합제, 지방산에스테르 등의 계면활성

제, 글리세린 등의 가소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비경구 투여에 적당한 주사용 또는 점적용의 제제는 바람직하게는 수용자의 혈액과 등장의 멸균 수성 매체에 유효성

분인 상기 물질을 용해 또는 현탁 상태로 함유하고 있다. 예컨대, 주사제의 경우, 염 용액, 포도당 용액 또는 염수와 포

도당용액의 혼합물로 된 수성 매체 등을 사용해서 용액을 조제할 수 있다. 장내 투여를 위한 제제는 예컨대, 카카오 지

방, 수소화 지방 또는 수소화카르본산 등의 담체를 사용해서 조제할 수 있고, 좌제로서 제공된다. 또한, 분무제의 제조

에는 유효성분인 상기 물질을 미세한 입자로서 분산시킬 수 있고, 수용자의 구강 및 기도점막을 자극하지 않고, 또한 

유효성분의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담체를 사용할 수 있다. 담체로는 구체적으로는 유당 또는 글리세린 등을 들 수 있

다. 유효성분인 물질 및 사용하는 담체의 성질에 따라 에어로졸 또는 드라이파우더 등의 형태의 제제가 조제가능하다.

이들 비경구 투여용 제제에는 글리콜류, 유류, 향류, 방부제, 부형제, 붕해제, 활택제, 결합제, 계면활성제, 가소제 등

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음식품을 첨가시킬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의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투여의 목적 투여형태, 섭취자의 연령, 체중 또는 성별 등의 

조건 등을 포함하는 각종의 요인에 의해 적절히 설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효성분의 투여량은 1일 당, 1 내지 1

0,000mg/kg,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2000mg/kg, 더욱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200mg/kg이다. 상기 투여량의 제제를

1일 1 내지 4회 정도로 나누어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의 투여시기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미생물감염 전이거나 후이거나 무관하다.

또한, 본 발명은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을 함유하는 미생물감염 방지를 위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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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관한 것이다. 즉,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은 상기와 

같은 단독의 제제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음식품 중에도 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미생물 감염방지를 위한 음식품의 제품의 구체예로서는 청량 음료, 드링크제, 건강식품, 특정 보건용 

식품, 기능성 식품, 기능활성형 식품, 영양보조 식품, 서플멘트, 사료, 사료 첨가물 등으로 일반적으로 호칭되는 음료

를 포 함하는 건강 식품 또는 보조 식품을 들 수 있다.

음식품의 구체예로는 예컨대, 츄잉검, 초콜렛, 캔디, 정과, 젤리, 쿠키, 비스킷, 요구르트 등의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

과 등의 냉과류, 차, 청량음료(주스, 커피, 코코아 등을 포함한다), 영양 드링크제, 미용 드링크제 등의 음료, 빵, 햄, 스

프, 잼, 스파게티, 냉동식품 등의 임의의 음식품을 들 수 있다. 또는,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폴리젖산혼합물은 조미료 

또는 식품 첨가제 등에 첨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를 위한 음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미

생물 감염 방지 효과가 발휘되고, 실질적으로 유해한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안전한 음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를 위한 음식품은 폴리젖산혼합물을 식품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원료에 직접 혼합 분산시

킨 후, 공지의 방법에 의해 소망하는 형태로 가공함으로써 수득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방지를 위한 음식품

은 각종 음식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상기와 같은 각종 음식물, 또는 각종 영양 조

성물, 예컨대 각종 경구 또는 경장 영양제나 음료등에 본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를 배합해서 음식품으로 하여 제

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식품의 조성은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혼합물 외에, 단백질, 

지방질, 당질, 비타민, 및/또는 무기질류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음식품의 형태는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섭취하기 쉬

운 형태이면 고체형, 분말, 액체, 겔상, 슬러리상 등의 어느 것이라도 무관하다.

음식품 중에서 폴리젖산혼합물의 함유량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지만, 일반적 으로 1 내지 20중량%, 더욱 바람직하게

는 0.1 내지 10중량% 정도이다.

음식품에 함유되는 폴리젖산혼합물의 양은 본 발명이 목적으로 하는 미생물감염 방지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로 

함유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바람직하게는 섭취되는 음식물 1식 중에 0.1g 내지 10g정도, 더욱 바람직하게는 0.5g 내

지 3g정도이다.

또한, 본 출원이 주장하는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일본 특허출원 제 2001-4822호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본 

명세서의 개시의 일부로서 본 명세서 중에 인용된 것으로 본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제조예 1에서 수득한 폴리젖산혼합물의 질량스펙트럼을 나타낸다.

도 2는 O-157의 감염마우스의 생존률에 미치는 CPL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은 O-157감염마우스의 변중의 생균수에 미치는 CPL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4는 CPL투여군 및 대조군의 위(전위, 후위) 및 십이지장에서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생균수의 측정결과를 나타

내는 그래프이다. 백색 막대는 대조군(n=5)을 나타내고, 흑색 막대는 CPL군(n=6)을 나타낸다.

도 5는 제조예 2에서 수득한 생성물의 포지티브모드(positive mode) FABMS 스펙트럼의 전체도를 나타낸다. 범위: 

m/z 10.0000∼1305.5900

도 6은 제조예 2에서 수득한 생성물의 네거티브모드(negative mode) FABMS 스펙트럼의 전체도를 나타낸다. 범위: 

m/z 10.0000∼2000.0000

도 7은 제조예 2에서 수득한 생성물의 네거티브모드 FABMS 스펙트럼의 확대도를 나타낸다. 범위: m/z 10.0000∼5

01.9260

도 8은 제조예 2에서 수득한 생성물의 네거티브모드 FABMS 스펙트럼의 확대도를 나타낸다. 범위: m/z 490.2980∼

1003.7700

도 9는 제조예 2에서 수득한 생성물의 네거티브모드 FABMS 스펙트럼의 확대도를 나타낸다. 범위: m/z 999.9500∼

150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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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은 제조예 2에서 수득한 생성물의 네거티브모드 FABMS 스펙트럼의 확대도를 나타낸다. 범위: m/z 1484.5300

∼2000.0000

도 11은 제조예 2에서 수득한 생성물의 NMR스펙트럼의 전체도를 나타낸다.

도 12는 O-157의 감염마우스의 생존률에 미치는 CPL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3은 O-157감염마우스의 변중의 생균수에 미치는 CPL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실시예

이하의 실시예에 의해 본 발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조예 1 : 폴리젖산혼합물(이하, 'CPL'이라 한다)의 제조

맨틀 히터(mantle heater)에 수납시킨 분리 플라스크(separable flask)에 L-젖산(D-젖산도 혼입된 것) 500ml를 넣

었다. 질소가스 300ml/분의 유입 및 교반을 하여 유출수는 보온한 하강형 접속관을 경유해서 환류 냉각기가 부착된 

플라스크에 도입하면서 145℃에서 3시간 가열하였다. 또한, 150mmHg로 감압하여 동온도에서 3시간 가열한 후, 3m

mHg의 감압하 155℃에서 3시간, 최후로 3mmHg로 감압하 185℃에서 1.5시간 가열하여 반응생성물인 폴리젖산을 

수득하였다.

수득한 젖산을 100℃로 유지하고, 에탄올 100ml에 계속해서 메탄올 400ml를 각각 첨가한 후 방냉시켰다. 이것을 메

탄올 500ml에 첨가하여 잘 교반하고, 정치한후 여과시켜서 정제하였다. 그 여과액을 감압건조시켜서 아세토니트릴에

용해시켜 전량을 200ml(원액)로 만들었다.

이 원액을 미리 평형화한 역상ODS칼럼(TSK gel ODS-80TM)에 넣어서 0.01M 염산을 포함하는 30%, 50% 및 100

% 아세토니트릴(pH 2.0)로 서서히 용해시키고, 아세토니트릴 100%용출 분획인 폴리젖산(축합도 3 내지 20)을 수득

하였다. 수득한 물질의 질량스펙트럼을 도 1에 나타내었다. 도 1의 규칙적인 프래그멘트 이온 피크로부터 명백한 바

와 같이, 수득한 폴리젖산의 혼합물은 환형축합체를 주체로 하고, 직직쇄형 축합체가 소량 혼재한 상태로 되어 있다.

시험예 1: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은 5 내지 12주된 무균BALB/c계 마우스 (CLEA JAPAN INC.)를 사용하였다.

CPL군은 1%의 CPL(제조예 1에서 제조한 것)을 혼입시킨 표준 고형 먹이(CE-2)를 미리 고압 증기 멸균(121℃, 10

분간)하고, 멸균수도수(sterilized tap water)와 함께 자유섭취시켰다. 또한, 대조군은 방사선 멸균(코발트60)시킨 표

준고형 먹이(CE-2)를 멸균수도수와 함께 자유섭취시켰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마우스는 비닐 아이솔레이터(vinyl is

olator) 내에서 사육관리되었다.

EHEC(8.5×10  6 cfu/마우스)는 CPL투여개시 후, 3일째에 위 튜브(stomach tube)를 사용해서 경구투여하고, 생사

관찰 및 변 중의 균수를 매일 측정하였다.

균수측정은 변을 채취, 변의 중량을 계량, 그 10배량의 인산 완충액(PBS)을 첨가해서 균질화하고, 단계희석을 하여 

단계희석액 0.1ml를 보통 한천배지(Defco, USA)상에 도포해서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EHEC 감염 마우스의 생사에 대한 CPL의 효과

CPL투여군 및 대조군에서의 생사관찰(생존률)의 결과를 도 2에 나타내었다.

EHEC투여 전 3일간 CPL혼입 표준 고형 먹이를 투여한 무균 마우스에서는 EHEC투여 후 6일째부터 사망하여 11일

째의 생존률은 50%였다. 3일째에서 사망하여 생존률이 11일째에서 30%인 CPL비섭취군의 감염 마우스와 비교해서 

CPL섭취군의 EHEC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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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 중의 생균수

CPL투여군 및 대조군의 변중에서의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를 도 3에 나타내었다. 생사관찰 중에 변에 배출된 EHEC

는 계속해서 검출되었다. EHEC가 무균 마우스의 장관내에 정착하고 또한, CPL비섭취군에 비해서 CPL섭취군의 습

변 1g당의 생균수는 측정기간 중 근소하지만 적은 것이 확인되었다.

상기 결과로부터 감염마우스의 사망은 EHEC의 감염에 의한 것이며, CPL혼입 표준 고형 먹이를 섭취한 마우스는 EH

EC의 감염에 대해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이 입증되었다.

시험예 2: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은 9 내지 12주된 마우스(SEYAKKU)를 사용하였다.

CPL군은 0.2%의 CPL를 혼입시킨 표준 고형 먹이(CE-2)를 멸균수도수와 함께 자유섭취시키고, 또한, 대조군은 방

사성 멸균(코발트 60)시킨 표준 고형 먹이(CE-2)를 멸균수도수와 함께 자유섭취시켰다. 헬리고박터 파일로리(1.5 내

지 3.0×10  6 cfu/마우스)를 위 튜브를 사용해서 3일간 연속 경구투여 후, 먹이에 혼입시킨 CPL를 투여하여 30일째

에 도살, 위 및 십이지장을 적출하여 생균수를 측정하였 다. 생균수의 측정은 위(전위와, 후위로 분할) 및 십이지장의 

중량을 계량하여 그 10배량의 인산 완충액(PBS)을 첨가해서 균질화하고, 단계 희석을 하여 단계 희석액의 0.1ml를 

헬리코박터 한천 배지(닛스이 제약)상에 도포하여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결과 및 고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마우스의 위 및 십이지장에서의 생균수

CPL투여군 및 대조군의 위(전위 후위)및 십이지장에서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생균수의 측정결과를 도 4에 나타

내었다. CPL투여군의 전위(10  2 cfu), 후위(10  2 cfu) 및 십이지장(10  2 cfu)의 생균수는 대조군의 전위(10  3 cfu), 

후위(10  4 cfu) 및 십이지장(10  4 cfu)의 생균수에 비해서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

상기 결과으로부터 생체내에서 CPL 그 자체 또는 대사 산물에 의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증식이 억제되고, CPL의

투여에 의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으로부터 방지될 수 있는 것이 나타났다.

제조예 2 : 젖산올리고머혼합물(이하, 'X03'이라 한다)의 제조

제조예 2의 반응도를 이하에 나타내었다.

질소분위기의 0℃에서 디이소프로필아민 0.101g(1mmol)의 5mL THF용액에 n-부틸리튬(1.6M헥산용액) 0.63mL(1

mmol)를 첨가하여 10분간 교반하고, 리튬디이소프로필아미드(LDA)로 제조한 후, L-(-)-락티드 0.577g(4mmol)의 

4mL THF용액을 첨가하여 15분간 교반하여 반응시켰다. 이 반응 혼합물에 포화염화암모늄수용액 20mL를 첨가하여

반응시키고, 다시 물 10mL를 첨가하였다. THF(50mL)로 5회 추출하고, 유기층을 무수황산나트륨으로 건조시켰다. 

무수황산나트륨을 여과 제거한 후, 유기용매를 감압농축시켜 조 생성물(crude product) 0.53g를 수득하였다. 수득한

조 생성물에 에테르 6mL를 첨가하여 초음파세정기(ultrasonic washer)로 10분간 침지해서 여과시켜 융점 125 내지

129℃의 백색 고체 생성물 0.39g를 수득하였다.

수득한 생성물의 물성 데이타를 도 5 내지 도 11에 나타내었다. 도 5 내지 도 11에 나타낸 FABMS 및 NMR 데이타로

부터 고체생성물 중에 3량체 내지 21량체의 환형 젖산올리고머와 3량체 내지 27량체의 직쇄형 젖산올리고머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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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

시험예 3 :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은 5 내지 6주된 무균BALB/c계 마우스(CLEA JAPAN INC.)를 사용하였다. CPL군은 0.1%의 X03(제조예 

2에서 제조한 것)을 혼입시킨 표준 고형 먹이(CE-2+X03)를 미리 고압 증기 멸균(121℃, 10분간)하고, 멸균수도수

와 함께 자유섭취시켰다. 또한, 대조군은 방사선 멸균(코발트 60)시킨 표준 고형 먹이(CE-2)를 멸균수도수와 함께 자

유섭취시켰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마우스는 비닐 아이솔레이터내에서 사육관리되었다.

EHEC(5.0×10  6 cfu/마우스)는 CPL투여개시 후, 7일째에 위 튜브를 사용해서 경구 투여하고, 생사관찰 및 변중의 

균수를 매일 측정하였다.

균수 측정은 변을 채취, 변의 중량을 계량, 그 10배량의 인산 완충액 (PBS)을 첨가해서 균질화하고, 0.1ml를 보통 한

천 배지(Difco, USA)상에 도포해서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존률에 대한 CPL의 효과

CPL투여군 및 대조군에서의 생사관찰(생존률)의 결과를 도 12에 나타내었다. 15일간의 관찰기간에서의 EHEC감염 

마우스의 생존률은 대조군 20%(2/10), CPL투여군 88.9%(2/18)이었다.

(2) 변 중의 생균수

CPL투여군 및 대조군의 변에서의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를 도 13에 나타내었다. 변 중의 생균수는 대조군 및 CPL투

여군 모두 습변 1g당 10  9∼10 cfu였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미생물 감염 방지제는 미생물(예컨대, O-157 등의 병원성 대장균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등)감염증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 유효성분으로 사용되는 폴리젖산혼합물은 생체성분에 유래하는 젖산의 저축합체이기 때문에 생체

적 합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 폴리젖산혼합물을 함유하는 미생물 감염 방지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세균 감염 방지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생물 감염 방지제.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병원성 대장균 감염 방지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생물 감염 방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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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병원성 대장균 O-157 감염 방지제 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방 지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생물 감염 방지제.

청구항 5.
제 1항 내지 제 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미생물 감염증의 치료제 또는 예방제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생물 감염 방지제.

청구항 6.
제 1항 내지 제 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폴리젖산 중에서 반복단위인 젖산이 실질적으로 L-젖산으로 이루어지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생물 감염 방지제.

청구항 7.
제 1항 내지 제 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축합도 3 내지 20의 환형 및/또는 직쇄형의 폴리젖산 혼합물이 젖산을 불활성 분위기하에서 탈수축합하고, 수득한 반

응액의 에탄올 및 메탄 올 가용분을 역상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넣어 pH 2 내지 3의 25 내지 50중량%의 아세토니

트릴 수용액으로 용리한 후, pH 2 내지 3의 90중량%이상의 아세토니트릴 수용액으로 용리한 분획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생물 감염 방지제.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탈수축합은 질소가스 분위기에서 단계적 감압 및 승온에 의해 수행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생물 감염 방지제.

청구항 9.
제 7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

역상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는 ODS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수행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생물 감염 방지제.

청구항 10.
제 1항 내지 제 9항 중 어느 한 항에 개시된 미생물 감염 방지제를 함유하는 미생물 감염 방지를 위한 음식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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