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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염증반응과 관련된 병리학적 상태를 치료하거나 저해하는조성물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염증 및/또는 NFκB의 조직특이적 활성화와 관련된 병리학적 상태를 치료하거나 저해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조성물, 세포에 포함하는 염증을 조절하는 방법, 및 세포에서 NFκB를 조절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 구체적
으로, 본 발명은, 선택적으로,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래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래하는 화합물, 트리테르펜 종,
디테르펜 락톤 종, 및 트립탄트린 같은 제 2 성분과 배합될 수 있는 호프 추출물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호프로부터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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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유래하는 분획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본 조성물을 사용하여 시클로옥시게나제-
2(COX-2)의 발현을 저해하고,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저해하고, 표적세포에서 염증반응을
선택적으로 저해하고/또는 표적세포에서 NFκB의 활성화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관련 기술 설명

  시클로옥시게나제(프로스타글란딘 엔도페르옥시드 신타제, EC 1.14.991, COX)는 아라키돈산의 프로스타글란딘 H2

(PGH2)로의 대사의 속도제한단계를 촉매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 H2 (PGH2)는 다양한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시클

린 및 트롬복산 A2 (참고: 도 1)으로 더 대사된다. 1990 초기에 COX는 COX-1 와 COX-2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두가지
동종효소로 존재한는 것이 확립되었다. COX-1 와 COX-2 단백질은 조류 동물과 포유동물 훨씬 이전에 분화된 구별되는
유전자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규명되었다. COX-1 와 COX-2 경로를 통하여 생성된 프로스타글란딘 (PGs)
은 동일한 분자들이고, 따라서 동일한 생물학적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COX-1 와 COX-2은 고유의 패턴 및 다른 양의 이
코사노이드를 생성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 동종효소의 활성화에 있어서의 상대적 차이가 매우 비유사한 생물학적 반응을
결과할 수 있다. COX-1 와 COX-2의 조직 분포 및 조절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COX 저해제의 순작용과 부작용에 결정적
인 것으로 현재 생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COX-1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구성적으로 발현되는 반면, COX-2는 시험관내 세포 및
생체내 염증부위에서 미토겐, 시토신 및 박테리아 지질다당류(LPS)를 포함하는 염증촉진 자극에 의하여 유발되는 유도적
효소라는 것이다. 주로 발현에 있어서의 이같은 차이점을 바탕으로, COX-1은 하우스키핑 효소로 간주되어 왔고 위점막의
세포보호, 콩팥혈류량의 조절, 및 혈소판 응집의 제어 같은 생리학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OX-
2는 주로 염증을 매개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뇌, 신장 및 위장관에서 구성적 발현도 발견된다. 그러므로, COX-2의 조직
특이적 또는 세포특이적 하향조절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라키돈산은 모든 PGs의 생합성에 대한 주요 기질로서 작용한다. PGs는 주변분비 및 자기분비 매개체 둘 다로서 기능
하여 즉각적 세포 환경에 있어서의 무수한 생리학적 변화에 작용하는 편재 호르몬이다. PGs의 다양한 생리학적 효과는 류
마티스 관절염 및 골관절염, 혈압제어, 혈소판응집, 분만의 유도 및 통증과 발열의 악화 같은 염증 반응을 포함한다. 아스
피린과 다른 비스테로이드계 진통제가 PG 생산을 저해한다는 30년전의 발견은, PG 합성을 약제 개발의 표적이 되게 하였
다. PGA 내지 PGI로 표시되는 9 가지의 상이한 화학물질 클래스에서 적어도 16 개의 상이한 PGs가 존재한다. PGs는 이
코사노이드라고 불리는 탄소를 20개 함유하는 화합물의 큰 패밀리의 일부이며, 그것은 프로스타시클린, 트롬복산, 및 류코
트리엔을 포함한다. 생산되는 PGs의 배열은 특정 세포 타입에서 존재하는 하류 효소 기구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내
피세포는 주로 PGI2를 생산하지만 혈소판은 주로 TXA2를 생산한다.

  프로스타글란딘 (PG)은 사람 위점막항상성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현재 정론은 점막 항상성 유
지를 위하여 정상 위점막에서 COX-1이 PG 합성을 책임진다는 것과 COX-2은 정상 위점막에서는 낮은 농도로 발현되다
가 궤양 치유 동안, 및 이어지는 내독소 노출 또는 시토카인 자극 동안 발현이 유도된다는 것이다. COX-1 와 COX-2 둘다
는 정상 위점막에서 중요한 생리학적 역할을 갖는 다는 것이 현재 알려져 있다.

  COX 에 의한 PGs의 생산을 저해하는 화합물은 통증 및 염증의 제어를 위한 중요한 약물이 되었다. 일괄하여, 이들 약제
는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 약물 (NSAIDs)로 알려져 있으며, 그것들의 주요 징후는 골관절염 및 류마치스 관절염이다. 그
러나, NSAIDs 및 특히 아스피린의 사용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연장되었다. 지난 십여년 동안, COX-2의 효소활성의 직
접적 저해를 가져오는 새로운 분자를 개발하기 위한 커다란 노력이 기울여졌는데, 이는 이들 분자가 장기 사용에도 위의
염증을 덜 일으킬 것이라는 추정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염증 반응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Kuhrts의 "ANTI- INFLAMMATORY AND CONNECTIVE TISSUE REPAIR FORMULATIONS"라는 명칭의 미국 특
허출원 2002/0086070A1는 약 0.23 내지 약 3.33 범위의 IC50-WHMA COX-2/COX-1 비를 갖는 호프 성분을 기재한다.

이 출원의 실시예 1에서는 42% 휴멀론을 포함하는 통호프의 임계초과 이산화탄소 추출을 통하여 얻어지는 추출물 (CO2-

추출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기재한다.

  "ANTI-INFLAMMATORY, SLEEP- PROMOTING HERBAL COMPOSITION AND METHOD OF USE"라는 명칭의
미국 특허 제 6,391,346 호는 동물에서 염증을 경감시키는 한편 그 동물에 대하여 수면을 촉진할 수 있는 경구투여 조성물
을 기재한다. 조성물은 수면을 촉진하는데 사용되는, 호프의 히드로알콜계 추출물 및 임계초과 이산화탄소 추출물을 함유
한다.

  염증의 치료를 위한 이상적인 제제는 위점막 세포에서 PGE2의 합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COX-2의 활성의 유도를 저해

할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 약물은 위 PGE2 합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COX-2를 저해하는

특이성을 결여하며, 장기간 사용될 경우에는 위장관계에 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로페콕시브나 셀렉소시브 같
은 새로이 개발된, 항염증 약물조차 유도된 자연출혈 및 위궤양 치유의 지연 형태의 불리한 위독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위점막에서 PGE2의 합성에 영향이 적거나 없으면서 COX-2에 의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특이적으로 저

해하거나 방지할 화함물의 제제를 동정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관절염이나 다른 염증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관절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유용할 이 같은 제제는 이전에 발견된 적이 없다. 용어 "특이적 또는 선택적 COX-2 저해제" 는 COX-1
에 대하여 COX-2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화합물 또는 화합물의 혼합물을 포괄하도록 사용된다. 그러나, 함축하는 의미는
이 같은 계산된 선택성이 더 낮은 위 자극성을 결과할 것이라는 것이지만, 시험 물질이 위 세포에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용어 "선택적 COX-2 저해제"는 위장관 세포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표적 조직, 염증 세포 및 위점막세포
에서의 화합물 작용을 시험하는 것만이 위자극에 대한 낮은 잠재성을 갖는 약제들로 동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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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X-2 선택성 (즉, 낮은 위자극성)을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분석 방법학의 차이가 얻어진 결과에 깊은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NSAID 및 천연화합물의 COX-1 및 COX-2에 대한 상대적 저해활성을 시함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개발되어온 다수의 시험관내 분석법의 카테고리를 표 1에 나타낸다. 이들 시험 시스템은 다음 세가지 군: (1) 동물효소, 동
물세포 또는 동물 세포계를 사용하는 시스템, (2) 사람 세포계, 또는 사람 혈소판 및 단핵세포를 사용하는 분석법, 및 (3)
NSAID 및 보충식의 항염증작용 및 부작용에 대하여 표적세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세포를 사용하는 현재 발달중인 모델
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 세포계 또는 사람 혈소판과 단핵세포를 사용하는 모델이 현재의 표준이고 입증된 표
적세포 모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위자극에 대한 평가 잠재력이 있는 사람 위 세포계가 필요하다.

  

표 1.

  † 여기에 참고문헌으로 수록된 Pairet, M. 및 van Ryn, J. (1998)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약제에 의한 시클로옥시게나제
-1 및 시클로옥시게나제-2의 차별적 저해를 관찰하는데 사용되는 실험 모델. Inflamm. Res 47, Supplement 2S93-S101
로부터 채용됨.

  사용된 효소는 동물 또는 사람 기원일 수 있고, 천연 또는 재조합일 수 있으며, 정제된 효소, 마이크로솜에서의 제조, 또는
전체-세포 분석법에서 사용될 수 있다. PG 시스템은 내인성으로 배출되는 아라키돈산 또는 외인적으로 첨가되는 아라키
돈산으로부터 측정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상이한 실험실에서는 상이한 농도가 사용된다.

  둘째, 재조합 COX-1 및 COX-2 효소의 유전자 복제를 위한 다양한 발현시스템이 있다. 또한, Cox-1 또는 Cox-2 유전
자로 트랜스펙션되는 세포는 다양한 기원의, 예를 들어 곤충세포계 또는 COS 세포일 수 있다. 셋째로, COX-2 유도제의
존재 또는 부존재가 변화할 수 있다. 재조합 효소로 안정하게 트렌스펙션된 세포는 이 효소를 구성적으로 발현하고 유도제
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점은 COX-2가 유도되어야만 하는 다른 세포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COX-2의 유도는 박테리
아 LPS 또는 인터루킨-1β 또는 종양괴사인자 같은 다양한 시토카인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수행된다. 또한, 이들 내독소
와 시토카인은 다양한 농도로 투여된다.

  넷째, 시험 약제 즉 COX-2 유도제 또는 아라키돈산과 인큐베이션 하는 지속기간은 서로 다른 실험실 간에 다양하다.
COX-2의 저해는 시간의존적이므로 이들 차이점은 연구의 정량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지의 단백질
농도가 다양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혈장단백질에 대하여 친화적으로 결합하는 화합물에 대하여 문제가 된다.

  COX-2 선택성에 대한 유용한 분석법은 다음 성질을 가질 것이다: (1) 발현에 관한 정상 생리학적 제어 하에서 천연 사람
효소를 함유한 전체 세포가 사용되어야 하고; (2) 세포는 화합물의 항염증작용 및 부작용에 대하여 또한 표적세포여야하
며; COX-2는 구성적으로 발현되기보다는 유도됨으로써 염증과정을 모의실험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4)PG 합성은, 외
인적으로 첨가된 아라키돈산으로부터 측정되기보다는 내인성 축적분으로부터 배출되는 아라키돈산으로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방법 상의 차이점이 COX-2 저해에 대하여 얻어진 결과의 극적인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제된 효소에 대
하여 분석되는 경우, 우르솔릭산은 130 μM의 IC50 을 나타내는데, 이 값은 생리학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가능한 농도의 훨

씬 바깥쪽에 속한다 [Ringbom, T. et al. (1998) Ursolic acid from Plantago major, a selective inhibitor of
cyclooxygenase-2 catalyzed prostaglandin biosynthesis. JNat Prod 61,1212-1215]. RAW 264.7 쥐과동물 마크로
파지 세포계에서, Suh et al. 은 우르솔릭산에 대하여 약 40 μM의 IC50 을 보고하고 [Suh, N. , et al. (1998)Novel

triterpenoids suppres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and inducible cyclooxygenase(COX-2) in mouse
macrophages. Cancer Res 58, 717-723]; 포르볼 12-미리스테이트 13-아세테이트 자극된 사람 유방세포에서는, 대략
우르솔릭산의 저해 농도 대략 중간값이 3.0 μM였다 [Subbaramaiah, K. et al. (2000) Ursolic acid inhibits
cyclooxygenase-2 transcription in human mammary epithelial cells. Cancer Res 60, 2399-2404].

  어느 실험실도 COX-2 선택성에 대한 이상적인 분석법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 Rx 및 OTC 생성물에 대하여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전세포 시스템은 William Harvey Institute에 의하여 개발된 사람 전혈액 분석법이다 [Warner, T. D.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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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1999) Nonsteroid drug selectivitiesfor cyclo-oxygenase-1 rather than cyclo-oxygenase-2 are associated
with human gastrointestinal toxicity : a full in vitro analysis. Proc Natl Acad Sci USA 96,7563-7568]. 현재까지,
이 분석법 포맷이 다른 어느 것보다 임상적 적절성을 지지하는 더 많은 데이터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상 위점막내
에서 COX-2의 구성적 발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COX-2의 부재 하에서 COX-1 저해를 모형화하기 위한 혈소판
의 사용의 적절성을 재고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혈소판 연구들로부터의 위독성의 추정은 더이상 유효한 분자적 기
초에 있지 않다. 시클로옥시게나제 저해제의 잠재적 표적 조직 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람 위점막세포계의 입증하는 것
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염증제의 개발에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단백질 p50 및 RelA의 이형이량체인 NF-κB는 포유류에서 광범위하게 발현되고 염증과 면역반응 같은 다중 생물학적
반응을 조절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유도성 진핵 DNA 결합 단백질 복합체이다. NF-κB는 시토카인, 케모카인, 점착분
자, 및 항미생물 펩티드를 코드화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 NF-κB의 표적은 IL-2, IL-2 리셉터, 간의 급성기 단백
질을 포함한다. 면역반응에서의 그것의 역할뿐 아니라, NF-κB 활성화는 TNF 및 Fas에 대한 아폽토시스 반응을 능가하여
대신 증식을 허용한다.

  도 9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NF-κB는 불활성일 때는 세포질성이고, IκB에 의하여 그곳에서 유지된다. 다양한 자극이
IKK (IκB 키나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는데, 활성화는 IκB를 인산화시켜 그것을 우비퀴틴화 및 분해용으로 마킹한다. IκB가
일단 분해되면, NF-κB는 전사를 자유롭게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유전자의 전사적 활성화에 이어서 NF-κB 또한 신속하게
분해된다.

  그러므로, 염증의 개시시에 NF-κB의 발현 또는 활성화를 조절하여 염증반응을 경감시킬 조성물을 동정하는 것이 유용
할 것이다. 또한, NF-κB의 조절자로서 작용할 조성물은 포유동물 생체에서 광범위한 다양한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COX-2의 전사인자인 NFκB의 저해의 결과로서 COX-2의 발현이 하향조절될 수 있다.

  염증의 치료를 위한 이상적인 제제는 위점막세포의 PGE2의 합성을 저해하지 않고 COX-2의 유도 및 활성을 저해할 것
이다. 그러나, 전통적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 약물은 장기간 사용될 때는 위의 PGE2 합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COX-2를

저해하는 선택성을 결여하고 위장관계에 손상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로페콕시브 (Vioxx , Merck & Co.,Inc.)

and 나 셀렉소시브 (Celebrex , Pfizer, Inc. ) 같은 새로이 개발된, 항염증 약물조차 유도된 자연출혈 및 위궤양 치유의
지연 형태의 불리한 위독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위점막에서 PGE2의 합성에 영향이 적거나 없으면서 COX-2에 의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특이적으로 저

해하거나 방지할 화함물의 제제를 동정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관절염이나 다른 염증 상태를 치료하기 위한, 관절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유용할 이 같은 제제는 이전에 발견된 적이 없다. 용어 "특이적 또는 선택적 COX-2 저해제" 는 COX-1
에 대하여 COX-2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화합물 또는 화합물의 혼합물을 포괄하도록 사용된다. 그러나, 함축하는 의미는
이 같은 계산된 선택성이 더 낮은 위 자극성을 결과할 것이라는 것이지만, 시험 물질이 위 세포에서 평가되지 않은 경우,
용어 "선택적 COX-2 저해제"는 위장관 세포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는 것은 아니다. 표적 조직, 염증 세포 및 위점막세포에
서의 화합물 작용을 시험하는 것만이 위자극에 대한 낮은 잠재성을 갖는 약제들로 동정될 것이다.

  글루코사민이 골관절염의 치료용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퇴행성 관절질환의 치료로
의 의료개입은 일반적으로 그것의 급성 증세의 완화로 제한된다.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하여 의사는 일반적으로 비스테로
이드계 및 스테로이드계 항염증 약물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 약물은 연골을 보호하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열골의 퇴행이나 그 합성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치료법으로 적당하지 않다. 더욱이, 대부분의 비스
테로이드계, 항염증 약물은 장기간 사용시 위장관계를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항염증제과 연골 재형성제를 배합하는 관절
염 및 골관절염의 새로운 치료법이 긴급하게 요구된다.

  글루코사민의 관절보호 특성은 그것을 매력적인 골관절염용 치료제로 만들었지만 두가지 단점이 있다: (1) 글루코사민
치료에 대한 반응속도는 항염증 약제로의 치료보다 느리고 (2) 글루코사민은 퇴행성 진정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
다.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제와 비교한 연구에서, 예를 들어, 하루 1500mg 글루코사민 술페이트 글루코사민을 1200mg
이부프로펜과 비교한 이중 블라인드 연구에서, 최초 2주 동안 통증 점수는 글루코사민-치료 환자보다 이부프로펜 환자에
서 더 빠르게 경감하였다. 그러나, 글루코사민을 받은 환자에서는 전 시험기간을 통하여 통증점수가 감소되는 것이 지속되
었고 두 군 사이의 차이는 제 8 주까지 글루코사민쪽이 훨씬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Lopes Vaz, A. , Double-blind
clinical evaluation of the relative efficacy of ibuprofen and glucosamine sulphate in the management of
osteoarthritis of the knee in outpatients, 8 Curr. Med Res Opin. 145- 149 (1982). 그러므로, 글루코사민은 관절염의
통증 및 염증을 완화할수 있지만 사용가능한 항염증 약제보다 늦은 속도이다.

  연골 대사의 정상화 또는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이상적인 제제는 강력한 항염증 활성과 함께 적절한 연골보호를 제공
할 것이다. 골관절염을 위한 최적의 보충식은 글루코사민에 의하여 제공되는 일반적 관절 재형성 성질을 증강하면서 해로
운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고 염증반응을 경감시켜야 한다. 그것은 비싸지 않게 제조되고 정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용가능한 글루코사민 제제는 골관절염 및 류마치스 관절염의 근본 원인을 최적으로 공격하고 경감하기
위하여 제조되지 않았다. 더욱이, 다수의 상업적 허브 및 보충식과 마찬가지로, 사용가능한 제제는 용례 축적이 없을 뿐 아
니라, 그 안전성과 효험을 보장할 임상시험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염증세포에서 COX-2 효소 활성의 발현을 특이적으로 저해하거나 방지하면서 위점막세포에서의 PGE2 합성

에는 영향이 적거나 없어서 이들 제제가 위장관 이상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조성물을 동정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게다가,
이같은 제제는 위에 이미 존재하는 궤양성 상태의 치유를 허용하여야 한다.

  발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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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염증반응을 조절할 화합물의 제제를 동정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NF-κB를 조잘할 화합물의 제제를 동
정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같은 제제는 광범위한 적용을 갖는다.

  또한, COX-2의 발현을 저해하거나, 표적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하거나, 또는 표적세포에서
염증반응을 선택적으로 저해할 화합물의 제제를 동정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위점막 세포에서 PGE2 합성에

는 영향이 적거나 없이 염증세포에서 COX-2에 의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하거나 방지할 화합물 제
제를 동정하는 것 또한 유용하다. 아마도, 제제는 위세포에서 PGE2 합성의 저해에 대한 유효농도 중간값보다 최소한으로

10배 이상 큰 염증세포에서 COX-2에 대한 유효농도 중간값을 가질 것이다. 예를 들어, 쥐과동물의 마크로파지 RAW
264.7에서 시험 제제의 COX-2에 대한 저해농도 중간값이 0.2 ㎍/mL이었다면, 제제는 PGE2 합성에 대한 위세포에서의

저해농도 중간값이 2 ㎍/mL 이상이 아니라면 위자극에 대하여 낮은 잠재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바람직
한 구체예는 호프 (휴뮬루스 루퓰루스 (Humulus lupulus))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하는 적어도 한 분획을 함유하는 조성물
을 포함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하는 분획의 예는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이소알파산, 테트라-
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호프 찌꺼기이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하는 분획의 바람직
한 화합물은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애드휴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
-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 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
론, 헥사히드로- 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휴멀론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화합물은 할로겐, 에테르 및 에스테르 같은 치환기를 함유할 수 또한 있다.

  다른 구체예는 성분의 배합에 관한 것이다. 한 구체예는 제 1 성분으로서 호프 추출물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한 활성성
분 및 제 2 성분으로서 로즈마리 (로즈마리누소프 이날리스 (Rosmarinusoff einalis L.)), 로즈마리로부터 유래하는 추출
물이나 화합물, 트리테르펜 종 또는 유도체 또는 그것의 접합체, 디테르펜 락톤 종 또는 유도체 또는 그것의 접합체, 및 트
립탄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를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다른 구체예는 제 1 성분으로서 트립탄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 및 제 2 성분으로서 호프 추출물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한 활성성분,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래하는 추출물
이나 화합물, 트리테르펜 종 또는 유도체 또는 그것의 접합체, 및 디테르펜 락톤 종 또는 유도체 또는 그것의 접합체 구성
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추출물은 활성,
예를 들어 염증 저해, COX-2의 유도성 또는 활성의 저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의 저해, NF-κB의 조절 등에 영향을 끼치
는 활성성분을 함유하는 추출물을 가리킨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COX-2의 유도성 또는 활성을 저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또한 NF-κB를 조절하도록 작용
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또한 표적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조성
물은 또한 표적세포에서 염증반응을 선택적으로 저해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추출물은 활성, 예를 들어 염증 저
해, COX-2의 유도성 또는 활성의 저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의 저해, NF-κB의 조절 등에 영향을 끼치는 활성성분을 함
유하는 추출물을 가리킨다.

  조성물은 광범위한 용도를 갖는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암, 자가면역질환, 염증질환, 또는 신경학적 질병 및 비만 같은 상
태를 치료하는데도 유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또한 HIV-1 감염, 리노바이러스 감염 및 심혈관질환 같은 상태의
치료에도 유용한 것으로 믿어진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환자에서 염증의 치료, 통증이나 두통의 치료에서의 진통제 또는 발열의 치료를 위한 해열제 같은 다
른 염증관련 이상의 치료에 유용할 것이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관절병증,
통풍 관절염, 골관절염, 전신홍반 루프스, 및 소아관절염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 관절염의 치료에 유용할 것이
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천식, 기관지염, 생리통, 힘줄 염증, 윤활낭염, 및 건선, 습진, 화상 및 피부염 같은 피부-관련 상태의
치료에 유용할 것이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또한 염증창자병, 크론(Crohn's) 병, 위염, 과민대장증후군 및 궤양결장염 같은
위장관 상태의 치료나 직장결장 같은 암의 예방이나 치료에도 유용할 수 있다.

  게다가, 바람직한 조성물은 혈관질병, 편두통, 결절동맥주위염, 갑상선염, 재생불량빈혈, 호지킨 (Hodgkin謟s) 병, 경화증,
류마티스열, 제 1 형 당뇨병, 중증근육무력증, 다발경화증, 사르코이드증, 콩팥증후군, 베체트(Behchet's)증후군, 다발근
육염, 치은염, 과민증, 손상후 발생되는 종창, 심근허혈, 치주질환, 섬유근육통, 아토피 피부염, 췌도염 등 같은 질병에서의
염증을 치료하는데에 유용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조성물은 또한 망막병증, 결막염, 포도막염, 누부심증 및 눈 조직의 급성 손상 같은 안질환의 치료에도 유
용할 것이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또한 바이러스 감염 및 낭성섬유증과 연관된 것과 같은 허파 염증의 치료에도 유용할 것
이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또한 알쯔하이머병을 포함하는 겉질치매 같은 어떤 신경계 이상의 치료에도 유용할 것이다. 염증세포
에서 PEG2의 COX-2 매개 생합성의 저해제로서, 이들 조성물은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곤란증후군, 내독소쇼크증후

군, 죽상경화증, 및 뇌중풍, 허혈 및 외상으로 인한 중추신경계 손상의 치료에도 유용할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글루코사민 또는 콘드로틴 술페이트가 관절 운동을 정상화하거나 골관절염 증상을 경감하도록 작용
하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조성물을 더 제공한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또한 위점막세표에서 PEG2 합성에 영향이 적거나 없으면서 염증세포에서 COX-2에 의한 프로스타

글란딘의 합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하거나 방지할 조성물을 동정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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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또한 고혈당증, 고인슐린혈증, 및 이상지질혈증을 반전시킴으로써 또는 IkkB 키나제 베타의 활
성을 정상화하여 NF-κB-활성화 유전자의 전사에 대한 그것의 영향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그 상태 및 질병으로 이르게 하
는 시토카인 (예를 들어, 종양괴사인자 알파 (TNFα)) 피드백 루프를 효과적으로 파괴함으로써 비만, 증후군 X, 등의 치료
에도 유용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시클로옥시게나제-2의 유도 및 시클로옥시게나제 효소에 의한 아라키돈산의 프로스타글란딘 및 다른 이코사노
이드로의 대사를 도시한다.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제의 작용은 시클로옥시게나제 효소의 직접 저해를 통한다.

  도 2는 호프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분획과 화합물의 개요를 나타낸다.

  도 3은 [A] 알파산 부류 (AA) 및 대표적 종 휴멀론(R= -CH2CH(CH3)2), 코휴멀론(R= -CH(CH3)2), 및 애드휴멀론(R=

-CH(CH3)CH2CH3); [B] 이소알파산 부류 (IAA) 및 대표적 종 이소휴멀론 (R= -CH2CH(CH3)2), 이소코휴멀론(R= -

CH(CH3)2), 및 이소애드휴멀론 (R= -CH(CH3)CH2CH3); [C] 환원 이성질화 이소알파산 부류(RIAA) 및 대표적 종 디히

드로-이소휴멀론 (R= -CH2CH(CH3)2), 디히드로-이소코휴멀론(R= -CH (CH3)2), 및 디히드로-애드휴멀론 (R= -

CH(CH3)CH2CH3); [D]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부류(THIAA) 및 대표적 종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R= -

CH2CH(CH3)2),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R=-CH(CH3)2) 및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론(R=-CH(CH3)CH2CH3) ;

[E] 및 대표적 종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R=-CH2CH(CH3)2) 헥사-히드로- 이소코휴멀론 (R=-CH(CH3)2), 및 헥사-

히드로-애드휴멀론 (R= -CH(CH3)CH2CH3)이 있는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HHIAA) 부류를 나타낸다.

  도 4는 트립탄트린의 화학구조를 도시한다.

  도 5는 트리테르펜 부류 [A] 및 그 부류 내의 종으로서 우르솔릭산 [B] 및 올레놀산 [C]의 일반 화학구조를 도시한다.

  도 6[A]는 AGS 사람 위점액세포에서의 구성적 COX-1 및 COX-2 발현을 설명하는 대표적 면역블롯을 나타낸다. AGS
사람 위점액세포는 6-웰 플레이트 내에서 24 시간동안 습윤 배양기 내에서 37 ℃에서 5% CO2 중에 배양시켰다. 세포를
얼음 위에서 용해시켰고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용해물 50 ㎍을 가용화시키고, 소듐 도데실술페이트(SDS)를 함
유하는 10% 폴리아크릴아미드겔 상에서 분획화한 후, 니트로셀룰로스막 상에 옮겼다. 막을 차단완충액에서 인큐베이션시
킨 후 각각 1차 항체와 1 시간동안 실온에서 인큐베이션시켰다. 1차 항체 인큐베이션 후, 블롯을 세 차례 Tris-완충식염수
로 세척한 후 2차 항체와 1시간 동안 인큐베이션 시켰다. 단백질 밴드는 강화 화학냉광을 사용하여 가시화하였다. 도
6[B]는 도 6A에 타나탄 면역블롯의 사진농도계 분석을 나타낸다. 밴드 강도를 사진농도계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고,

ScanAnalysis 소프트웨어 (BIOSOFT, Ferguson, MO)를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무작위 Density Units (DU)으로서 기
록하였다.

  도 7[A]는 시험 호프 유도체 제제 880 mg t.i.d.를 받은 사람 자원자로부터의 혈장 샘플에 의한, LPS-자극된 RAW
264.7세포에서의 PGE2 합성의 저해 백분율을 나타낸다. 백색 막대는 미처리 데이터를 나타내고 검정 막대는 (8 복제물

중 2를 넘지 않는) 바깥값을 제거한 후 계산된 평균이다. 시험 제제의 겔 캡슐은 200 mg 환원 이성질화 알파산, 200 mg
로즈마리 추출물 및 40 mg 올레놀산을 함유한다. 도 7[B]는 성분비가 5:5:1로 일정하게 함유된 LPS-자극된 RAW 264.7
세포에서의 PGE2 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 투여후 시점에서의 시험 물질의 혈장농도의 예상값이다.

  도 8은 A549 허파세포에서 24시간동안 처리된 진드기 알레르기원에 의한 PGE2 합성의 유도를 도시한다.

  도 9는 NF-κB의 활성화 경로를 나타낸다. 세포질에서, NF-κB는 IκB에 의하여 저해된다. 상류 활성화 신호가 IKK (IκB
키나제)에 의한 IκB의 인산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유비퀴틴 시스템을 통하여 IκB의 분해를 촉진한다. IκB로부터 일
단 자유로와지면, 그 후 자유 NF-κB는 핵으로 이동하고 전사를 활성화한다.

  도 10은 시험물질 첨가 전에 하룻밤 동안 LPS-자극 후 RIAA (음영막대) 및 IAA (백색 막대) 처리 RAW 264.7세포에 대
한 PGE2 합성의 투여량의존적 저해를 나타낸다.

  도 11은 위질환 잠재성의 log IC50 비 및 순위의 비교를 나타낸다. William Harvey Modified Assay(WHMA)를 사용한

log IC50 비가 표현된다. Warner, et al. (백색 막대) 및 Mitchell, et al. (검은 막대) 로부터의 WHMACOX-1/WMA COX-

2가, A23187 [B], 100 μM 아라키돈 산 [C], 또는 5 μM 아라키돈산 [D] 으로 처리된 AGS 세포에 대한 IC50 비(AGS/

WHMA COX- 2)와 함께 [A]에 나타난다. 0의 우측 값은 위질환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고 0의 좌측 값은 위질
환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바람직한 구체예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하는 성분의 대부류 및 다른 화합물이 COX-2 발현의 조직 특이적 또는 세포특이
적 저해를 결과한다는 발견에 관한 것이다. 중요하게는, 이들 화합물은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경로 내에서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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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2 또는 다른 효소를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COX-2 발현을 저해하거나,
표적 조직 또는 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하거나, 또는 표적 조직 또는 세포에서 염증반응을 선택
적으로 저해하기 위한 조성물과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조성물과 방법은 또한 NF-κB를 조절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하는 분획 또는 화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포함한다. 호프로부터 분리
되거나 유래하는 분획의 예는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호프 찌꺼기이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하는 분획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아래의 대부류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

  (대부류), ,

  여기에서 R'는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이고, R은 알킬이고;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그리고 R, T, X, 및 Z는 H, F, Cl, Br, I, π 오비탈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는데, 다만, R, T, X, 또는 Z 중 어느 하나가 π 오비탈이라면 인접한 R, T, X, 또는 Z 또한 π 오비탈이고
그것으로써 이중결합을 형성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하는 분획의 다른 바람직한 화합물은 아래 부류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

  (부류 A), ,

  여기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여기에서 R 은 알킬이고 ;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하는 분획의 다른 바람직한 화합물은 아래 부류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

  (부류 B), ,

  여기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여기에서 R 은 알킬이고 ;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하는 성분의 바람직한 화합물의 예는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
멀론, 이소애드휴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 애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
드로- 애드휴멀론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상기 식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바람직한 화합물은 치환기를 함유
할 수 있다.

  다른 구체예는 트립탄트린 및 그것의 접합체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포함한다.

  다른 구체예는 성분의 배합에 관한 것이다. 특정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COX-2 발현을 선택적으로 저해하거
나, NF-κB를 조절하거나, 표적세포에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하거나 또는 표적 세포에서 염증 반응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조성물은 상승적 활성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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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구체예는 제 1 성분으로서 호프 추출물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한 활성성분 및 제 2 성분으로서 로즈마리, 로즈마리로
부터 유래하는 추출물이나 화합물, 트리테르펜 종 또는 유도체 또는 그것의 접합체, 디테르펜 락톤 종 또는 유도체 또는 그
것의 접합체, 및 트립탄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를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다른 구체예는 제 1 성분으로서 트립
탄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 및 제 2 성분으로서 호프 추출물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한 활성성분,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
터 유래하는 추출물이나 화합물, 트리테르펜 종 또는 유도체 또는 그것의 접합체, 및 디테르펜 락톤 종 또는 유도체 또는
그것의 접합체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보충식"은 생리학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소비되는 조성물을 가리킨다.
용어 "치료학적 조성물"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투여되는 어떤 화합물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유효량"은 선택적 결과를 얻기에 필요한 양을 의미한다. 이같은 양은 당업자에 의한 과도한 실
험 없이도 결정될 수 있는 양이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실질적인"은 대체로라는 의미이지만 특정된 것 전부의 의미는 아니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COX 저해제"는 COX-2 효소의 활성 또는 발현을 저해할 수 있거나, 중한 감염 반응의, 통증과
종창을 포함하는 중한 정도를 저해하거나 경감시킬수 있는 화합물의 조성물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유도체" 또는 "유도된" 물질은 다른 물질에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및 그것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화학적 물질, 즉 다른 물질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을 가리킨다. 유도체는 화학반응을 통하여 얻어지는
화합물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염증세포"는 인터루킨, 종양괴사인자, 브래디키닌, 히스티딘 또는 박테리아-유래 성분 같은
염증 신호에 반응하여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에 관여하는 면역계의 세포성 구성원, 예를 들어 B 림프구와 T 림프구, 호중구
또는 마크로파지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표적 세포"는 염증세포, 종양세포 또는 폐병세포 같은, PEG2 또는 다른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의 저해가 바람직한 세포 집단을 가리킨다. 한편, "비-표적 세포"는 위점막 세포, 신경 세포 또는 신장 세포같은, PEG2 또

는 다른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의 저해가 바람직하지 않은 세포집단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호프 추출물"은 (1) 호프 식물 생산물을 용매에 노출시키고, (2) 용매를 호프 식물 생산물로부
터 분리시키고, 그리고 (3) 용매를 제거함으로부터 결과하는 고형 물질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용매"는 호프 식물 생산물로부터 고형 물질을 추출하는데 필요한 성질을 갖는 수성 또는 유기
형태의 액체를 가리킨다. 용매의 예는 물, 증기, 과열된 물, 메탄올, 에탄올, 헥산, 클로로포름, 액체 CO2, 액체 N2 또는 이

같은 물질의 어떤 조합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CO2 추출물"은 호프 식물 생산물을 액체 또는 임계초과 CO2 제제에 노출시킨 후 CO2 를 제거

함으로부터 결과하는 고형 물질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호프 찌꺼기"는 호프의 추출물로부터의 고형 및 친수성 잔여물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알파산"은 다른 것 중에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휼루폰, 및 이소프리휴멀론을 포함하
는 호프 식물 생산물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집합적으로 휴멀론으로 알려진 화합물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이소알파산"은 호프 식물 생산물로부터 분리된 직후 이성질화된 화합물을 가리킨다. 알파산의
이성질화는, 끓임에 의하여와 같이, 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소알파산의 예는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및 이소애
드휴멀론을 포함하지만 이해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환원 이소알파산"은 호프 식물 생산물로부터 분리된 직후 이성질화되고 환원된, 시스와 트랜
스 형태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가리킨다. 환원 이소알파산(RIAA)의 예는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디히드로- 애드휴멀론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은 어떤 클래스의 환원 이소알파산을 가리킨다. 테트라-히드로이
소알파산(THIAA)의 예는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테트라- 히드로-애드휴멀론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어떤 클래스의 환원 이소알파산을 가리킨다. 헥사-히드로이소알파
산(HHIAA)의 예는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 히드로-애드휴멀론을 포함하지만 이
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베타산 분획"은 다른 것 중에 류풀론, 코류풀론, 애드류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및 핵
사히드로코류풀론을 포함하는 집합적으로 류풀론으로 알려진 화합물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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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정수의 오일 분획"은 다른 것 중에서, 미르센, 휴물렌, 베타-캐리오필린, 운데칸-2-온 및 2-
메틸-부트-3-엔올을 포함하는 성분의 복합체 혼합물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화합물의 "접합체"는 단당 또는 다당류, 아미노산, 술페이트, 숙시네이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
온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구성원과 공유적으로 결합되거나 접합된 화합물을 의미한다. 바람직하게는, 단당 또
는 다당류는 글루코스, 만노스, 리보스, 갈락토스, 아라비노스, 말토스 및 프룩토스로 구성된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구성원
이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지방"은 지방산의 트리아실글리세롤 에스테르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용될 때, 용어 "왁스"는 극히 긴 사슬( > 25 탄소) 지방 알콜 또는 산의 트리아실글리세롤 에테르 또는 에스테
르를 가리킨다.

  호프

  어떤 형태로의 호프 추출은 물과 에탄올에서의 추출이 처음 시도된 19세기 초인 15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유
럽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이 일반적이지만, 매우 현저한 추출물은 유기용매 추출물(헥산) 및 CO2 추출물(초임계 및 액체)이

다. CO2(전형적으로는 60 바 압력 및 50 내지 10℃)는 액체상태이고, 상대적으로 온화하며, 호프 연성 수지 및 오일에 대

해 매우 특이적인 비극성 용매이다. 전형적으로 300 바 압력 및 60℃인 임계점 이상에서, CO2 는 가스 및 액체 모두의 성

질을 가지며, 매우 강한 용매이다. 다양한 추출물의 조성이 표 2에 비교된다.

  

표 2.
호프 추출물(% W/W)

 성분  호프  유기용매 초임계 CO2 액체 CO2
 총 수지  12-20  15-60  75-90  70-95
 알파산  2-12  8-45  27-55  30-60
 베타산  2-10  8-20  23-33  15-45

 필수 오일  0.5-1.5  0-5  1-5  2-10
 하드 수지  2-4  2-10  5-11  없음

 탄닌  4-10  0.5-5  0.1-5  없음
 왁스  1-5  1-20  4-13  0-10
 물  8-12  1-15  1-7  1-5

  간단하게, 호프 추출은 루풀린을 얻기 위하여 호프를 제분화, 펠렛화 및 재-제분화하는 공정, 충전 칼럼에 용매를 통과시
켜서 수지 성분을 수집하는 단계 및, 최종적으로 용매를 제거하여 전체 또는 "순수한" 수지 추출물을 얻는 단계를 포함한
다.

  주요 유기 추출용 용제는 강한 용매이고 실제로 모든 루풀린 성분에 추가하여 이들은 식물 색소, 큐티쿨라 왁스, 물 및 수
용성 물질을 추출한다.

  초임계 CO2 는 유기용매에 비하여 더욱 선택적이고 탄닌 및 왁스를 덜 추출하고, 물 및 수용성 성분을 덜 추출한다. 초임

계 CO2 는 클로로필과 같은 어떤 식물 색소를 추출하지만, 유기용매에 의한 것보다는 적게 추출한다. 액체 CO2 는 호프에

대해 상업적으로 사용된 가장 선택적인 용매이고 따라서, 가장 순수한 전체 수지 및 오일 추출물이 얻어진다. 액체 CO2 는

하드 수지 또는 탄닌을 거의 추출하지 않고, 매우 낮은 수준의 식물 왁스를 추출하고, 식물 색소는 추출하지 않으며, 물 및
수용성 물질을 덜 추출한다.

  이러한 선택성 및 온화한 용매 성질의 결과로서, 호프의 단위 중량당 액체 CO2 의 절대 수득율은 다른 언급된 용매를 사

용할 때와 비교하여 낮다. 추가적으로, 액체 CO2(89-93%)를 이용한 알파산의 수득율은 초임계 CO2(91-94%) 또는 유기

용매(93-96%)의 알파산의 수득율에 비하여 낮다. 추출에 이어서, 용매 제거 공정이 이루어지며, 유기 용매의 경우에 휘발
되도록 가열시키는 공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정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용매가 추출물에 잔존한다. 그러나, CO2 의 제거

는 CO2가 휘발되도록 압력을 제거하는 공정만을 포함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호프 CO2 추출물은 호프 오일, 베타산, 및 알파산을 포함하는 성분들로 분획화될 수 있다. 호프

오일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휴멀론, 베타-카리오필렌, 미크렌, 파르네센, 감마-카디넨, 알파-셀린넨, 및 알파-
카디넨을 포함한다. 베타산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루풀론이라고 알려진, 루풀론, 코루풀론, 애드루
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코루풀론을 포함한다. 베타산은, 이성체화할 수 있고 환원될 수 있다. 베타
산이 환원되어서 테트라-베타산이 얻어진다. 알파산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휴루
폰, 및 이소프레휴멀론을 포함한다. 알파산이 이성체화되어서 이소알파산이 얻어진다. 이소알파산은 환원되어서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및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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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구체예는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 또는 화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포함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
거나 유래된 분획의 예는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
타산, 및 호프 찌꺼기이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아래의 대부류로 나타낼 수 있다.

  

  (대부류)

  상기식에서, R' 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은 알킬이고; R'' 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T, X, 및 Z 는 H, F, Cl, Br, I, 및 π 궤도로 구성

된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된다(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인 경우, 인접한 R, T, X, 또는 Z 는 또한 π궤도
이고 이에 의해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의 다른 바람직한 화합물은 다음 부류로 나타낼 수 있다.

  

  (부류 A)

  상기식에서, R' 는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은 알킬이고; R'' 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의 다른 바람직한 화합물은 다음 부류로 나타낼 수 있다.

  

  (부류 B)

  상기식에서, R' 는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은 알킬이고; R'' 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 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도 3에 도시된 대로,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성분의 바람직한 화합물의 예는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휴멀
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애드휴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론, 헥사히드로-
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휴멀론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화합물은 상기 식에 나타난 치
환기들을 가질 수 있다.

  뼈재흡수의 저해제로서 호프 추출물로부터의 휴멀론의 동정은 Tobe, H 등 1997 에 보고되어 있다(Bone resorption
Inhibitors from hop extract. Biosci. Biotech. Biochem 61(1)158-159.) Tobe 등은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휴멀론, 코휴
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및 이소애드휴멀론의 사용만을 기재하고 있다. 동일 그룹에 의한 후속 연구
는 MC3T3, E1 세포의 TNF알파 자극에 이어서 COX-2 유전자 전사 저해제로서 휴멀론의 작용 메카니즘이 특성화되었다
[Yamamoto, K. 2000. Suppression of cyclooxygenase-2 gene transcription by humulon of beer hop extract
studied with refernece to the glucocorticoid receptor. FEBS Letters 465:103-106]. 저자들은 휴멀론(또한,
humulon)의 작용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작용과 유사하지만, 휴멀론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를 통해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들 결과들은 휴멀론이 분자 수준에서 MC3T3 세포(골아세포)중의 PGE2 합성을 저해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임에 반하여, 당업자들은 면역 염증 세포 또는 다른 세포주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결과들이 발생하리
라고 추측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원의 실시예 5는 호프 화합물 및 유도체의 높은 정도의 조직 선택성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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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구체예는 COX-2 의 발현을 저해하는 조성물 및 방법, 특이적으로 NFκB 조직 및 세포를 조절하는 조성물 및
방법,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저해하는 조성물 및 방법, 및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염증
반응을 저해하는 조성물 및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방법은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성물을 포유동물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을 포함한다. 어떤 조성물은 호프 추출물 또는 그것의 유
도체로부터의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또는
호프 찌꺼기를 포함한다. 호프로부터의 분리되거나 이로부터 유래된 분획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다음 대부류로 나타낼 수
있다.

  

  (대부류)

  R' 는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 로부터 선택되고, R 은 알킬이고; R'' 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T, X, 및 Z 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 궤도로 구성된 군으

로부터 선택된다(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인 경우, 인접한 R, T, X, 또는 Z 는 또한 π궤도이고, 이에 의해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의 다른 바람직한 화합물은 다음 부류로 나타낼 수 있다.

  

  (부류 A)

  상기식에서, R' 는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은 알킬이고; R'' 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의 다른 바람직

한 화합물은 다음 부류로 나타낼 수 있다.

  

  (부류 B)

  상기식에서, R' 는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은 알킬이고; R'' 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바람직한 구체예로는 베타산 또는 이성체화 또는

환원된 베타산을 포함하는 조성물이 기대된다.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구체예의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또는 호프 찌꺼기가 호프 추출물로부터 제조된다. 더욱 바람
직하게는, 바람직한 구체예의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
산, 베타산, 또는 호프 찌꺼기가 호프의 CO2 추출로부터 제조된다.

  트립탄트린

  바람직한 구체예는 COX-2 의 발현을 저해하는 조성물 및 방법, 특이적으로 NFκB 조직 및 세포를 조절하는 조성물 및
방법,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저해하는 조성물 및 방법, 및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염증
반응을 저해하는 조성물 및 방법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방법은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성물을 포유동물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어떤 조성물은 트립탄트린 및 그것의 접합체를 포함한다.

  도 4에 도시된 대로, 트립탄트린은 폴리고넘 틴크토리움(Polygonum tinctorium) 및 이사티스 틴크토리아(Isatis
tinctoria)와 같은 어떤 허브에서 발견된 천연 화합물이다. 전통적인 중국약제에서, 이 허브는 Da Qing Ye 또는 Qing Dai
로 알려져 있다. 이 허브는 항세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나타낸다. 이 허브는 해열, 항염증 및 담즙분비 촉진작용을 가진
다. 증가된 백혈구의 식작용 및 장 평활근의 이완은 Qing Dai 의 추가적인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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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마리

  어떤 바람직한 구체예는 또한 호프 또는 트립탄트린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과 함께 로즈마리, 로즈마리 추출물
또는 로즈마리로부터 유래된 화합물의 유효량의 송달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부가물은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로즈
마리, 로즈마리 추출물, 또는 로즈마리 또는 로즈마리 추출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화합물을 포함한다. 이들은 1,8-
시네올, 19-알파-히드록시우르솔릭산, 2-β-히드록시올레아놀산, 3-O-아세틸올레아놀산, 3-O-아세틸우르솔릭산, 6-
메톡시-루테오린-7-글루코시드, 메톡시루테오린-7-메틸에테르, 7-에톡시-로즈만올, 7-메톡시-로즈만올, 알파-아밀
린, 알파-휴물렌, 알파-히드록시히드로카페인산, 알파-피넨, 알파-테르피넨, 알파-테르피네닐 아세테이트, 알파-테르피
네올, 알파-튜존, 아피게닌, 아피게닌-7-글루코시드, 커큐민, 벤질-알콜, β-아밀레논, β-아밀린, β-엘레멘, β-피넨, 베
툴린**, 베툴린산**, 보르네올, 보르닐-아세테이트, 카페인산, 캄펜, 캄포르,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카
르본, 카리오필렌, 카리오필렌-옥시드, 클로로젠산**, 디오스메틴**, 감마-테르피넨, 헤스페리딘, 이소보르네올, 리모넨*,
루테오린*, 루테오린-3'-O-(3"-O-아세틸)-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오린-3'-O-(4''-O-아세틸)-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오린-3'-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오린-7-글루코시드, 메틸-유게놀, 미르센, 네오-클로로겐산, 네페틴, 옥타노산, 올
레아놀산, p-시멘, 피페리테논, 로즈만올, 로즈마르산, 로즈마리신, 로즈마리디페놀, 로즈마린산, 로즈마리놀, 로즈마리퀴
논, 사비넨, 사비닐 아세테이트, 살리실레이트, 살리실산-2-β-D-글루코시드, 스쿠알렌, 테르피넨-4-올, 테르피놀렌, 티
몰, 트랜스-아네톨, 트랜스-카르베올, 우르솔릭산, 베르베논, 및 진기베렌을 포함한다. 열거된 종들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별표(*)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개의 별표(**)를 함유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트리테르펜 및 디테르펜 락톤

  어떤 바람직한 구체예는 또한 호프 또는 트립탄트린으로부터 분리된거나 유래된 분획과 함께 트리테르펜 종 또는 디테르
펜 락톤 종의 유효량의 송달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트리테르펜은 올레아놀산, 및 우르솔릭산을 포함한다. 우르솔릭산 및
올레아놀산 모두는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된다. 안드로그라폴라이드와 같은 디테르펜 락톤은 안드로그라피스 파니큐라타
(Andrographis paniculata)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안드로그라폴라이드와 같은 디테르펜 락톤 종 및, 우르솔릭산 및 올레아놀산과 같은 트리테르펜은 식물에서 흔히 발견되
고 그들의 항염증 성질에 사용된다. 이들 화합물의 항염증 효과는 1960년대 이후 문헌들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작용 메카
니즘은 (i) 비만세포로부터의 히스타민 해리의 저해 또는 (ii) 리폭시게나제 및 시클로옥시게나제 활성의 저해에 기인하여
이로써 아라키돈산 캐스캐이드동안 생산된 염증 인자의 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안드로그라폴라이드 및 올레
아놀산이 위궤양 치료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해된 시클로옥시게나제 활성이 COX-1인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안드로그라폴라이드 및 올레아놀산은 스트레스 후에 반응성 산소 중간생성물의 생산을 저해할 수 있고 조직 글루타
티온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유효한 산화방지제이다.

  예를 들어, 우르솔릭산의 식물 공급원은 아디나 필루이페라(Adina piluifera), 아그리모니아 유파토리아(Agrimonia
eupatoria), 아르뷰터스 우네도(Arbutus unedo), 아크토스타피로스 우바-울시(Arctostaphylos uva-ursi), 아르토카르푸
스 헤테로필루스(Artocarpus heterophyllus), 카탈파 비그논이오데스(Catalpa bignoniodes), 카타르안터스 로제우스
(Catharanthus roseus), 키마필라 움벨라타(Chimaphila umbellata), 코르너스 플로리다(Cornus florida), 코르너스 오피
시날리스(Cornusofficinalis), 크라타에거스 큐네아타(Crataegus cuneata), 크라타에거스 라에비가타(Crataegus
laevigata), 크라타에거스 핀나티피다(Crataegus pinnatifida), 크립토스테기아 그란디폴리아(Cryptostegia grandifolia),
엘에아그너스 펀젠스(Elaeagnus pungens), 에리오보트리아 자포니카(Eriobotrya japonica), 유칼립터스 시트리오도라
(Eucalyptus citriodora), 포르시티아 서스펜사(Forsythia suspensa), 가울테리아 프라그란티시마(Gaultheria
fragrantissima), 글레코마 헤데르아세아(Glechoma hederacea), 헤디오티스 디푸사(Hedyotis diffusa), 헤리크리섬 안
거스티포리움(Helichrysum angustifolium), 휴물러스 루푸러스(Humulus lupulus), 히소퍼스 오피시날리스(Hyssopus
officinalis), 일렉스 파라구아리엔시스(Ilex paraguariensis), 라반듈라 안거스티폴리아(Lavandula angustifolia), 라반듈
라 라티폴리아(Lavandula latifolia), 레오뉴러스 카르디아카(Leonurus cardiaca), 리거스트럼 자포니컴(Ligustrum
japonicum), 리모니아 애시디시마(Limonia acidissima), 리코퍼스 유로페우스(Lycopus europeus), 말러스 도메스티카
(Malus domestica), 말루비움 불가레(Marubium vulgare), 멜라루카 루카덴드라(Melaleuca leucadendra), 멜리사 오피
시날리스(Melissa officinalis), 멘타 스피카타(Mentha spicata), 멘타 엑스 로툰디폴리아(Mentha x rotundifolia), 모나르
다 디디마(Monarda didyma), 네리움 올레안더(Nerium oleander), 오시뭄 바실리컴(Ocimum basilicum), 오시뭄 카넘
(Ocimum canum), 오리가넘 마조르아나(Origanum majorana), 오리가넘 불가레(Origanum vulgare), 플란타고 아시아티
카(Plantago asiatica), 플란타고 마조르(Plantago major), 플렉트란터스 암보이니커스( Plectranthusamboinicus), 프루
넬 불가리스(Prunell vulgaris), 프루넬라 불가리스(Prunella vulgaris), 프루너스 세라서스(Prunus cerasus), 프레너스
라우로세라서스(Prunus laurocerasus), 프루너스 페르시아(Prunus persia), 프루너스 세로티나 에스피피 세로티나
(Prunus serotina spp serotina), 시디움 구아자바(Psidium guajava), 푸니카 그라나텀(Punica granatum), 피러스 컴뮤
니스(Pyrus communis), 로도덴드론 다우리쿰(Rhododendron dauricum), 로도덴드론 페르루기니움(Rhododendron
ferrugineum), 로도덴드론 폰티쿰(Rhododendron ponticum), 로스마리너스 오피시날리스(Rosmarinus officinalis), 루
부스 플루티코서스(Rubus fruticosus), 살비아 오피시날리스(Salvia officinalis), 살비아 스카레아(Salvia sclarea), 살비
아 트리로바(Salvia triloba), 삼부커스 니그라(Sambucus nigra), 산귀솔바 오피시날리스(Sanguisorba officinalis), 사투
레자 호르텐시스(Satureja hortensis), 사투레자 몬타나(Satureja montana), 소르부스 아우큐바리아(Sorbus aucubaria),
시린가 불가리스(Syringa vulgaris), 테우크리움 차메드리스(Teucrium chamaedrys), 테쿠리움 폴리움(Teucrium
polium), 테쿠리움 에스피피(Teucrium spp), 테베티아 페루비아나(Thevetia peruviana), 티무스 세르필룸(Thymus
serpyllum), 티무스 불가리스(Thymus vulgaris), 운카리아 토멘토사(Uncaria tomentosa), 바시니움 코리모보섬
(Vaccinium corymobosum), 바시니움 미리틸러스(Vaccinium myrtillus), 바시니움 비티스 이데아(Vaccinium vitis
idaea), 베르베나 오피시날리스(Verbena officinalis), 비부르넘 오퓰러스 바. 오풀러스(Viburnum opulus var. opulus),
비부르넘 프루니폴리움(Viburnum prunifolium), 빈카 마이너(Vinca minor) 및 지지푸스 주주바(Zizyphus jujuba)로 구
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유사하게, 올레놀산은 아키란테스 아스페라(Achyranthes aspera), 아키란테스 비덴티아타(Achyranthes bidentiata),
아디나 필루이페라(Adina piluifera), 아지포시넘 칸나비넘(Ajpocynum cannabinum), 아케비아 퀴나타(Akebia quinata),
알리움 세파(Allium cepa), 알리움 사티붐(Allium sativum), 아르크토스타필로스 우바-울시(Arctostaphylos uva-ursi),
카렌둘라 오피시날리스(Calendula officinalis), 카타란터스 로제우스(Catharanthus roseus), 센타리움 에리트라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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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aurium erythraea), 케노포디움 앨범(Chenopodium album), 시트룰러스 코로신디스(Citrullus colocynthis), 시니
커스 베네디크터스(Cnicus benedictus), 코르너스 오피시날리스(Cornus officinalis), 크라테거스 핀나티피다(Crataegus
pinnatifida), 시페러스 로툰더스(Cyperus rotundus), 데모노르옵스 드라코(Daemonorops draco), 디오스피로스 카키
(Diospyros kaki), 엘레아그너스 펀젠스(Elaeagnus pungens), 엘레테르오코커스 센티코서스(Eleutherococcus
senticosus), 에리보르티아 자포니카(Eriobotrya japonica), 유제니아 카리오필라타(Eugenia caryophyllata), 포르시티
아 서스펜사(Forsythia suspensa), 글레코마 헤데라세아(Glechoma hederacea), 하르파고프텀 프로컴벤스
(Harpagophtum procumbens), 헤데르아 헬릭스(Hedera helix), 헤디오티스 디푸사(Hedyotis diffusa), 헤리안터스 안너
스(Helianthus annuus), 헴스레스 아마빌리스(Hemsleys amabilis), 휴물러스 루풀러스(Humulus lupulus), 히소퍼스 오
피시날리스(Hyssopus officinalis), 일렉스 로툰다(Ilex rotunda), 라반둘라 라티폴리아(Lavandula latifolia), 레오뉴러스
카르디아카(Leonurus cardiaca), 리구스트럼 자포니컴(Ligustrum japonicum), 리구스트름 루시덤(Ligustrum lucidum),
리퀴담바 오리엔탈리스(Liquidambar orientalis), 리퀴담바 스티라시푸라(Liquidambar styraciflua), 로란터스 파라시티
커스(Loranthus parasiticus), 루파 아에깁티아카(Luffa aegyptiaca), 멜라루카 루카덴드라(Melaleuca leucadendra), 멜
리사 오피시날리스(Melissa officinalis), 멘타 스피카타(Mentha spicata), 멘타 엑스 로툰디포리아(Mentha x
rotundifolia), 모노르디카 코킨키넨시스(Momordica cochinchinensis), 미리스티카 프라그란스(Myristica fragrans), 미
리옥시온발사뭄(Myroxylonbalsamum), 네리움 올레안더(Nerium oleander), 오시뭄 수아베(Ocimum suave), 오시뭄 바
실리쿰(Ociumum basilicum), 올레아에로페아(Oleaeuropaea), 오리가눔 마조르아나(Origanum majorana), 오리가눔 불
가레(Origanum vulgare), 파에데리아 스칸덴스(Paederia scandens), 파낙스 진생(Panax ginseng), 파낙스 자포니커스
(Panax japonicus), 파낙스 퀸퀘포리우스(Panax quinquefolius), 파트리니아 스카비오사에폴리아(Patrinia
scabiosaefolia), 피토라카 아메리카나(Phytolacca americana), 프란타고 마조르(Plantago major), 프렉트란터스암보이
니커스(Plectranthusamboinicus), 프레우넬라 불가리스(Prunella vulgaris), 프라너스 세라서스(Prunus cerasus), 시디
움 구아자바(Psidium guajava), 풀사틸라 키네니시스(Pulsatilla chinenisis), 퀴스투아리스 인디카(Quisqualis indica), 로
스마리너스 오피시날리스(Rosmarinus officinalis), 살바이아 오피시날리스(Salvaia officinalis), 살비아 스칼레아(Salvia
sclarea), 살비아 트리로바(Salvia triloba), 삼부커스 니그라(Sambucus nigra), 사투레자 호르테시스(Satureja
hortensis), 사투레자 몬타나(Satureja montana), 스웨르티아 키넨시스(Swertia chinensis), 스웨르티아 디루타(Swertia
diluta), 스웨르티아 밀렌시스(Swertia mileensis), 시키기움 아로마티쿰(Syzygium aromaticum), 티무스 에르필룸
(Thymus serpyllum), 티무스 불가리스(Thymus vulgaris), 트라키카르푸스 포르툰(Trachycarpus fortune), 운카리아
토멘토사(Uncaria tomentosa); 바시니움 코림보섬(Vaccinium corymbosum), 바시니움 미리틸루스(Vaccinium
myrtillus), 비부르넘 프루니폴리움(Viburnum prunifolium), 비스컴 앨범(Viscum album),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 또는 지지퍼스 주주바( Zizyphus jujuba)에서 발견된다.

  우르솔릭산의 바람직한 식물 공급원은 링구스트럼 자포니컴(Ligustrum japonicum), 플란타고 아시아티카(Plantago
asiatica), 플라타고 메이저(Plantago major), 플루너스(Prunus) 종, 운카리아 토멘토사(Uncaria tomentosa), 지지푸스
주주바(Zizyphus jujuba), 코르누스 오피시날리스(Cornusofficinalis), 유칼립터스 시트리오도라(Eucalyptus citriodora),
포르시티아 서스펜사(Forsythia suspensa), 라반둘라 라티폴리아(Lavandula latifolia), 말러스 도메스티카(Malus
domestica), 네리움 오레안더(Nerium oleander), 오시뭄 바스리쿰(Ocimum baslicum), 푸니카 그라나툼(Punica
granatum), 피루스 코뮤니스(Pyrus communis), 로스마리너스 오피시날리스(Rosmarinus officinalis), 살비아 트리로바
(Salvia triloba), 소르부스 아우쿠바리아(Sorbus aucubaria), 바시눔 미리틸러스(Vaccinium myrtillus), 바시니움 비티스
-이데아(Vaccinium vitis- idaea), 및 비부르넘 오풀러스 바. 오풀러스(Viburnum opulus var. opulus)로 구성된 군으로
부터 선택된 원소이다. 우르솔릭산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식물 공급원은 리구스트름 자포니컴(Ligustrum japonicum), 플
란타고 아시아티카(Plantago asiatica), 플란타고 메이저(Plantago major), 플루너스(Prunus) 종, 운카리아 토멘토사
(Uncaria tomentosa), 및 지지푸스 주주바(Zizyphus jujuba)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원소이다.

  올레아놀산의 바람직한 식물 공급원은 엘루테로코커스 센티코서스(Eleutherococcus senticosus), 리구스트럼 자포니쿰
(Ligustrum japonicum), 리구스트럼 루시덤(Ligustrum lucidum), 파낙스 진생(Panax ginseng), 파낙스 자포니커스
(Panax japonicus), 파낙스 퀸퀘폴리우스(Panax quinquefolius), 프란타고 메이저(Plantago major), 프루넬라 불가리스
(Prunella vulgaris), 비티스 비니페라(Vitis vinifera), 지지퍼스 주주바(Zizyphus jujuba), 아키란테스 비덴티아타
(Achyranthes bidentiata), 알리움 세파(Allium cepa), 알리움 사티붐(Allium sativum), 코르너스 오피시날리스(Cornus
officinalis), 데모노르옵스 드라코(Daemonorops draco), 포리시티아 서스펜사(Forsythia suspensa), 프루너스 세라서스
(Prunus cerasus), 퀴스쿠아리스 인디카(Quisqualis indica), 로즈마리너스 오피시날리스(Rosmarinus officinalis), 살비
아 트리로바(Salvia triloba), 시지기움 아로마티쿰(Syzygium aromaticum), 티무스 불가리스(Thymus vulgaris), 운카리
아 토멘토사(Uncaria tomentosa), 바시니움코림보섬(Vacciniumcorymbosum), 및 바시니움 미리틸러스로 구성된 군으
로부터 선택된 원소이다. 올레아놀산의 가장 바람직한 식물 공급원은 엘루테로코커스 센티코서스(Eleutherococcus
senticosus), 리구스트럼 자포니컴(Ligustrum japonicum), 리구스트럼 루시덤(Ligustrum lucidum), 파낙스 진생(Panax
ginseng), 파낙스 자포니커스(Panax japonicus), 파낙스 퀸쿠에폴리우스(Panax quinquefolius), 프란타고 메이저
(Plantago major), 프루넬라 불가리스(Prunella vulgaris), 비티스 빈페라(Vitis vinifera) 및 지지퍼스 주주바(Zizyphus
jujuba)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원소이다.

  도 5는 티테르펜 부류의 일반적인 화학 구조 및 그 부류의 종으로서 우르솔릭산 및 올레아놀산을 예시한다. 부류에 해당
하는 대표적인 테르페노이드는 18-a-글리시르헤틴산**, 18-β-글리시르헤틴산**, 2-a-3-a-디히드록옥시울스-12-3n-
28-온산*, 3-a-히드록시우르솔릭산*, 3-옥소-우르솔릭산*, 베툴린**, 베툴린산**, 셀라스트롤*, 에부리코산, 프리에델
린*, 글리시르히진, 지소제닌, 올레아놀산**, 올레아놀산-3-아세테이트, 파킴산, 피니콜산, 소포르아디올, 소야사포게놀
A, 소야사포게놀 B, 트립테린**, 트립토페놀라이드*, 튜물로스산, 우르솔릭산**, 우르솔릭산-3-아세테이트, 우바올*, 및
β-시토스테롤이다. 열거된 종들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별표(*)를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2개의 별표(**)를 함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디테르펜 락톤 종의 예는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드로그라포라이드, 디히드로안드로그라포라이드, 데옥시안드
라그라포라이드, 네오안드라그라포라이드, 셀레노안드라그라포라이드, 호모안드로그라포라이드, 안드로그라판, 암드로그
라폰, 안드로그라포스테린, 14-데옥시-11-옥소안드로그라포라이드, 14-데옥시-11, 12-디디히드로안드로그라포라이
드, 안드로그라피시드, 및 에데린 락톤을 포함한다.

  조성물 및 상승적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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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조성물은 COX-2 발현을 특이적으로 억제하고, NFκB 를 조절하고,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거나, 또는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호프로부터 분
리되거나 유래된 분획 또는 화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 또는 트립탄트린 및 그것의 접합체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 또는 화합물을 포함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의
예는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도로이소알파산, 헥산-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호프 찌꺼
기이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하기 대부류로 나타낼 수 있다.

  

  (대부류)

  상기식에서, R' 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은 알킬이고; R'' 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T, X, 및 Z 는 H, F, Cl, Br, I, 및 π 궤도로 구성

된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된다(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인 경우, 인접한 R, T, X, 또는 Z 는 또한 π궤도
이고, 이에 의해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의 다른 바람직한 화합물은 다음 부류로 나타낼 수 있다.

  

  (부류 A)

  상기식에서, R' 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은 알킬이고; R'' 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의 다른 바람직한 화합물은 다음 부류로 나타낼 수 있다.

  

  (부류 B)

  상기식에서, R' 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R 은 알킬이고; R'' 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성분의 바람직한 화합물의 예는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
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애드휴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
-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휴멀론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화합물은 상기 화학식에 나타난 치환기들을 가질 수 있
다.

  다른 구체예는 트립탄트린 및 그것의 접합체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포함한다.

  다른 구체예는 성분의 조합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상승작용을 포함하여, COX-2 발현을 특이적으로 저해하
거나, NFκB 를 조절하거나,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프로스타글라딘 합성을 저해하거나, 또는 표적 세포에서 염증 반응
을 저해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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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구체예는 제1의 성분으로서 호프 추출물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활성 성분 및 제2의 성분으로서 로즈마리, 로
즈마리로부터 유래된 추출물 또는 화합물, 트리테르펜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디테르펜 락톤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및 트립탄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원소를 포함하는 조성
물에 관한 것이다. 다른 구체예는 제1의 성분으로서 트립탄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 및 제2의 성분으로서 호프,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래된 추출물 또는 화합물, 트리테르펜 종 도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디테르펜 락톤 종 또는 그것
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를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투여량

  선택된 투여량 수준은 특정 조성물의 활성, 투여 경로, 치료되거나 예방되어지는 상태의 중증도, 및 치료대상인 환자의
상태 및 이전의 병력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치료 효과를 얻기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조성물 투여
를 시작하여 원하는 효과가 달성될 때까지 투여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당업계의 기술범위내이다. 바람직하게
는, 유효한 일일 투여량은 예를 들어, 일일당 2 내지 4 회 개별 투여와 같이 투여 목적에 따라 수회 투여량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 환자에 대한 특이적 투여량 수준은 체중, 일반적인 건강, 다이어트, 투여 시간 및 경로, 다른 조성
물과의 조합, 및 치료되거나 예방되어지는 특정 상태의 심각성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자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호프 분획, 호프 화합물, 또는 호프 유도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활성 성분과 조합하여 유효량을 송달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조성물의 일일 투여량은 일일당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또는 호프 찌꺼기의 약 0.5 내지 10,000mg 을 송달하도록 조
제될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조성물의 효과적인 일일 투여량은 일일당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
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또는 호프 찌꺼기의 약 50 내지 7500mg, 약 100 내지
5000mg, 약 200 내지 3000mg, 또는 약 500 내지 2000mg 을 송달하도록 조제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효과적인 일일
투여량은 하루에 1회 또는 2회 투여된다. 어떤 구체예는 일일당 이소알파산 또는 환원된 이소알파산의 약 0.5 내지
800mg, 더욱 바람직하게는 이소알파산 또는 환원된 이소알파산의 약 50 내지 400mg 또는 약 100 내지 200mg을 포함하
는 조성물을 제공한다. 다른 어떤 구체예는 일일당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또는 헥사-히드로이소
알파산의 약 10 내지 3000mg, 더욱 바람직하게는 일일당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또는 헥사-히드
로이소알파산의 약 50 내지 2000mg, 약 100 내지 1500mg, 또는 약 200 내지 1000mg 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제공한다.
그러나, 다른 어떤 구체예는 일일당 호프 찌꺼기의 약 50 내지 7500mg, 바람직하게는 일일당 호프 찌꺼기의 약 100 내지
6000mg, 약 200 내지 5000mg, 또는 약 500 내지 3000mg 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트립탄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의 유효량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활성 성분과 조합하여 송달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조성물의 일일 투여량은 일일당 약 0.005 내지 50mg 트립탄트린/kg 체중으로 송달
되도록 조제될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조성물의 유효한 일일 투여량은 일일당 약 0.01 내지 10mg 또는 약
0.1 내지 5mg 트립탄트린/kg 체중으로 송달되도록 조제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조성물의 일일 투여량은 일일
당 약 0.035 내지 3500mg 으로 송달되도록 조제될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조성물의 유효한 일일 투여량은
일일당 트립탄트린의 약 0.7 내지 700mg, 약 1 내지 500mg, 또는 약 10 내지 100mg 으로 송달되도록 조제될 것이다. 바
람직하게는, 유효한 일일 투여량은 하루에 1회 또는 2회 투여되는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다른 활성 성분과 조합하여 로즈마리 또는 로즈마리로부터 유래된 추출물 또는 화합물의 유효량을 송
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조성물의 일일 투여량은 일일당 로즈마리, 로즈마리 추출물, 또는 로즈
마리 유래 화합물의 약 0.5 내지 5000mg 을 송달하도록 조제될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조성물의 일일 유효
량은 일일당 로즈마리, 로즈마리 추출물, 또는 로즈마리 유래 화합물의 약 5 내지 2000mg 또는 약 100 내지 1000mg을
송달하도록 조제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투여량의 일일 유효량은 하루에 1회 또는 2회 투여되는 것이다. 어떤 구체예는
하루에 1회 또는 2회 투여되도록 로즈마리 추출물 또는 로즈마리-유래 화합물 또는 유도체의 약 75mg 을 포함하는 조성
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다른 활성 성분과 조합하여 트리테르펜 또는 디테르펜 락톤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의 유
효량을 송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조성물의 일일 투여량은 일일당 약 0.0005 내지 50mg 트리테
르펜 또는 디테르펜 락톤/kg 체중으로 송달되도록 조제될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조성물의 일일 유효량은
일일당 약 0.01 내지 10mg 또는 약 0.1 내지 1mg 트리테르펜 또는 디테르펜 락톤/kg 체중으로 송달되도록 조제될 것이
다.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조성물의 일일 투여량은 일일당 약 0.035 내지 3500mg 트리테르펜 또는 디테르펜 락톤/kg
체중으로 송달되도록 조제될 것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바람직한 조성물의 일일 유효량은 일일당 약 0.7 내지 700mg 의
트리테르펜 또는 디테르펜 락톤 종이 송달되도록 조제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일일 유효량은 하루에 1회 또는 2회 투여
된다.

  바람직하게는, 구체예는 호프 또는 트립탄트린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 또는 그것의 접합체와 같은 활성 성분과
함께 올레아놀산과 같은 로즈마리 및 트리테르펜의 추출물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구체예는 0.001
내지 500mg 의 로즈마리 추출물 및 0.01 내지 500mg 의 올레아놀산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구체
예는 표적 조직중에서 로즈마리 추출물의 0.1 내지 10㎍/g 조직 및 올레아놀산의 0.1 내지 25㎍/g 조직의 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조성물을 제공한다.

  국부 적용을 위한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성물은 호프 추출물 성분 또는 유도체 또는 트립탄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의 약
0.001 내지 10 중량%, 바람직하게는 약 0.1 내지 1중량% 를 포함할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호프 또는 트립탄트린 또
는 그것의 접합체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의 약 0.0001 내지 10μM,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1μM 범위내의 혈청
농축을 나타낼 것이다. 국부 적용을 위한 바람직한 구체예는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래된 추출물 또는 화합물, 트리
테르펜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디테르펜 락톤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호프 또는 트립탄트린으로
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 또는 그것의 접합체로부터 선택된 추가의 성분을 각 성분이 0.001 내지 10중량%, 바람직하
게는 0.1 내지 1중량%의 농도로 더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약 0.001 내지 50μM, 바람직하게는 약 0.1μM 내
지 5μM 의 범위내에서 추가 성분의 혈청 농축을 나타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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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분획으로부터 선택된 제1의 성분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래된 추출물 또는
화합물, 트리테르펜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디테르펜 락톤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또는 트립탄
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를 포함하는 제2의 성분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의 성분의 중량비, 즉 호프로부터 분리되
거나 유래된 분획 대 제2의 성분 즉, 로즈마리로부터 유래된 추출물 또는 화합물, 트리테르펜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디테르펜 락톤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또는 트립탄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는 약 100:1 내지 약
1:100; 바람직하게는 약 50:1 내지 약 1:5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0:1 내지 약 1:10의 범위내이다.

  어떤 조성물은 트립탄트린 및 그것의 접합체의 제1의 성분, 및 호프 분획, 호프 화합물, 호프 유도체, 로즈마리, 로즈마리
로부터 유래된 추출물 또는 화합물, 트리테르펜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또는 디테르펜 락톤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를 포함하는 제2의 성분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제1의 성분 즉, 트립탄트린 및 그것의 접합체 대 제
2의 성분 즉, 호프 분획, 호프 화합물, 호프 유도체,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래된 추출물 또는 화합물, 트리테르펜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또는 디테르펜 락톤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의 중량비는 약 100:1 내지 약
1:100; 바람직하게는 약 50:1 내지 약 1:50;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10:1 내지 약 10: 1; 더욱 더 바람직하게는 약 1:1 의 범
위내이다. 상기에 기재된 양 또는 바람직한 활성에 효과적인 중간량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업자에게 이해될
것이다.

  바람직한 조성물의 적용

  앞서 논의된 대로, 일반적으로 이해된 개념(COX 도그마)는 COX-1 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구성적으로 발현되는 것임에
반하여, COX-2 는 생체외의 세포 및 생체내 염증 부위중의 미토겐, 시토카인 및 박테리아 리포폴리사카라이드(LPS)를 포
함하는 염증촉진 자극에 의해서 유발된 유도 효소이다. 1차적으로 발현상의 차이에 기초하여, COX-1 은 하우스키핑 효소
로서 특징지워지고 위점막의 세포보호, 신장 혈류의 조절, 및 혈소판 응집의 제어와 같은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관여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COX-2 는 주로 염증을 조절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뇌, 신장 및 위장관에서 구성적 발현이 확인
된다. 따라서, COX-2 의 발현을 조직-특이적으로 또는 세포-특이적으로 하향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하
향-조절은 NFκB 를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표적 세포의 예는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염증 세포, 허파 세
포, 미세아교세포 및 종양 세포를 포함한다. 비표적 세포의 예는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점막, 신경, 및 신장 세포
를 포함한다.

  조성물은 광범위한 적용을 가진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암, 자가면역 질환, 염증 질환, 신경계 질환과 같은 상태를 치료하
는데 유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또한 HIV-1 감염, 리노바이러스 감염, 및 심혈관 질환과 같은 상태를 치료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염증 상태에 유용하고, NFκB 의 조직-특이적 활성과 연관된 상
태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통증 및 투통의 치료에서 진통제로서, 또는 발열 치료용 해열제와 같이 피험체에
서 염증 치료 및 다른 염증 관련 장애의 치료를 포함한다. 이러한 바람직한 구체예의 추가적인 예는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
니지만, 류마티스관절염, 척추관절병증, 통풍관절염, 뼈관절염, 전신홍반루푸스, 소아관절염 치료에 유용하다. 이러한 바
람직한 구체예는 천식, 기관지염, 월경통, 건염, 윤활낭염, 건선, 습진, 피부염과 같은 피부 관련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염증창자병, 크론병, 위염, 과민대장증후군, 및 궤양결장염과 같은 위장관질환 치료 및 직장결장암과
같은 암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혈관질환, 편두통, 결절동맥주위염, 갑상샘염, 무형성빈혈, 호지
킨 질환, 피부경화증, 류마티스열, I 형 당뇨병, 중증근육무력증, 다발경화증, 사르코이드증, 콩팥증후군, 베켓트증후군, 다
발근육염, 잇몸염, 과민, 수술후 발생하는 팽창, 심근허혈, 치주병, 췌도염등과 같은 질환에서의 염증 치료에 유용하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또한 망막병증, 결막염, 포도막염, 눈부심과 같은 눈질환, 및 눈조직에의 급성 손상의 치료에 유용할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또한 바이러스 감염 및 낭섬유증과 연관된 것과 같은 허파 염증치료에 유용할 것이다. 바람직
한 구체예는 또한 천식의 치료에 유용할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또한 알츠하이머 질환을 포함하는 겉질치매와 같은 어
떤 신경계 장애의 치료에 유용하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유의하게 덜 해로운 부작용을 갖는 추가의 잇점을 나타내며 관절염
의 치료와 같은 항염증제로서 유용하다. PGE2의 COX-2 매개 생합성의 억제제로서, 이들 화합물은 또한 알레르기성 비

염, 호흡곤란증후군, 내독소쇼크증후군, 죽상경화증, 및 중풍, 허혈 및 외상으로 초래된 중추신경계통 손상의 치료에 유용
할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또한 섬유근육통의 치료에 유용할 것이다.

  COX-2 는 또한 골형성 기능의 조절에 작용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구체예는 또한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에 유용할 수
있다. Kanematsu 등(J Bone Miner Res 1997 Nov; 12(11): 1789-96.)은 인터루킨 1(IL-1) 및 종양괴사인자 알파
(TNF-alpha)가 골다공증 발병기전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개시하고 있다. 이들 염증촉진 시토카인은 각각 PGE2 및 NO

를 각각 해리시키는 COX-2 및 산화질소 합성효소(iNOS) 모두를 포함한다. 그들은 COX 와 NOS 경로 및 MC3T3-E1 세
포중의 골형성 기능의 조절에서의 그들의 역활간의 상호작용을 밝혀냈다.

  바람직한 구체예에 따라서, 동물은 사람, 사람이 아닌 영장류, 개, 고양이, 새, 말, 반추동물, 또는 다른 온혈동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요소이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일차적으로 사람의 치료에 관한 것이다. 투여는 숙련자에게 이용가능한
어떤 방법, 예를 들어, 국부, 경피, 점막관통 또는 비경구 경로일 수 있다.

  사람 치료에의 유용성에 더하여, 바람직한 구체예는 또한 말, 개, 고양이, 새, 양, 돼지 등과 같은 다른 동물의 치료에 유용
하다. 어떤 염증 치료용 제제는 위점막에서의 PGE2 의 합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COX-2 의 유도 및 활성을 저

해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염증치료에 사용된 NSAID는 위점막 세포에서의 PGE2 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COX-2

를 저해하는 특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 약제는 장기간 사용되었을때, 위장관계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를 손
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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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조성물은 또한 NF-κB를 조절할 수 있다. NF-κB의 조절은 포유동물에서 병적상태를 치료하거나 저해하기 위
해서 NF-κB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NF-κB의 증강된 수준과 같은 비정상적인 수준은 질환 및 바람
직하지 않은 상태와 연관될 수 있다. NF-κB 는 신경세포 생존, 염증 반응, 암에 연관된다. 따라서, NF-κB 를 조절하는 바
람직한 조성물은 COX-2의 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원에 제시된 결과는 NF-κB 의 조절이 PG 경로를 갖는 COX-2 또는 다른 효소에는 어떤 유의한 직접적인 저해를 하지
않고, 표적 세포에서만 COX-2의 조절을 초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바람직한 조성물은 많은 현존하는
NSAID 에 존재하는 위점막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항염증 효과의 잇점을 제공한다. 로페콕시브 및 셀코비
브와 같은 현존하는 NSAID 는 COX-2 효소를 선택적으로 저해함으로써 프로스탄글란딘의 합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그러나, COX-2 의 전체적인 선택적 저해가 결여되기 때문에 이들 현존하는 NSAID 를 사용하는 경우에 부작용은 여
전히 발생한다. 현존하는 NSAID 는 여전히 불규칙적이고 COX-2 를 제외한 효소에 영향을 주어서 부작용을 유발한다.
NF-κB 를 조절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성물은 업스트림 위치에 작용하고 표적 세포에서 COX-2 의 합성을 선택
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 표적세포에서 COX-2 가 없다면, 염증 반응에 관련딘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은 또한 저해될 수 있
다. 따라서, 염증 반응은 예방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 표적 세포중의 COX-2 는 영향을 받지만, 비표적 세포중의 COX-1
및 COX-2 는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남아있고, 위점막의 세포보호, 신장 혈류 조절, 및 혈소판 응집의 제어와 같은 생리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NF-κB 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구체예는 또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가면
역, 염증, 신경계, 및 심장혈관 질환, 및 암을 포함하는 다양한 장애의 치료 및 예방에 유용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NF-κB 의 조직-특이적 활성과 관련된 병리상태의 치료 및 예방에 유용할 수 있다. NF-κB 는 많은
세포 형태에서 발견되고 다양한 유도제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활성화 및 핵으로의 전달시에, NF-κB 는
특정 유전자의 프로모터 또는 인핸서 영역에서 확인되는 모티프에 결합함으로써 초기-반응 유전자 전사를 개시하거나 조
절할 수 있다.

  NF-κB 반응은 다양한 보조활성제와 조합하여 실제로 모든 세포 형태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DNA 에 결합시, NF-κB 단
독으로는 그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활성화된 정확한 유전자는 세포 환경에 따라서 다양할 것이다. 보조활
성제는 NF-κB 와 같은 인핸서-결합된 전사 인자를 기본적인 전사 기구의 성분에 에 연결시키는 것에 의해서 유전자를
mRNA 카피를 생산하도록 전사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NF-κB 는 다양한 병리 상태를 치료 및/또는 저해하도록
조직- 또는 세포-특이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따라서, NF-κB 경로의 특정 표적을 저해하거나 활성화하는 조성물은 암 및 염증 장애를 포함하는 다양한 중증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한다. NF-κB 는 염증, 항원, 제시, 면역, 시토카인 생산, 아포프토시스 및 암을
포함하는 다양한 세포 현상에 관여하는 전사 인자이다. 예를 들어, NF-κB 가 허파 세포에 영향을 미칠 때, 병리상태는 천
식, 및/또는 다른 허파 질환으로 판명될 수있다. NF-κB 는 또한 PGE2 로 매개될 때, 암과 같은 직장결장, 유방, 및 전립샘

질환에 관여한다. NF-κB 는 세포와 세포 흡착으로 매개될 때, 이들 암 및 다른 암에 관여한다. NF-κB 는 HIV-1 복제, 감
기, 및 인풀루엔자에 관여한다. 상기에 언급된대로, NF-κB 는 자가면역, 염증, 신경계 및 심혈관 질환, 및 암과 같은 질환
과 관련되어진다.

  제제

  바람직한 조성물은 식이 보충물 또는 치료 조성물의 형태로 투여될 수 있다. 조성물은 경구, 국부, 경피, 점막관통 또는 비
경구 등으로 적당한 투여량 단위로 투여될 수 있다.

  식이적 적용을 위한 바람직한 조성물은 예를 들어, 중간 물질대사의 기타 천연 성분, 비타민 및 미네랄, 및 정제 및 캡슐의
제조에 있어서 표준 부형제인 활석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과 같은 비활성 성분과 같은 각종 첨가제를 포함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한 구체예는 글루코사민 또는 술페이트 콘드로친과 조합으로 바람직한 조성물의 활성 성분을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는 임의의 그리고 모든 용매, 분산 미디어, 코팅, 등장 및
흡수 지연제, 감미료 등을 포함한다. 이들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는 이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희석제, 결합제 및 접착
제, 윤활제, 붕괴제, 착색 제제, 팽창제, 향미제, 감미제 및 특히 치료적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완충제 및
흡수제와 같은 각종 물질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물질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약학적으로 활성 물질에 대한 이러한 미디어
및 제제는 당업계 잘 알려져 있다. 임의의 전통적인 미디어 또는 제제가 활성 성분과 조화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바
람직한 조성물에 있어서 그것의 사용이 고려된다. 한 구체예에 있어서, 활석, 및 스테아르산 마그네슘이 제형에 포함된다.
음식 바 또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이러한 조성물의 제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기타 성분은 향료, 당, 아미노-당,
단백질 및/또는 변형 녹말 그리고 지방 및 오일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의 식이 보충제, 로션 또는 치료적 조성물은 당업계 숙련자에 공지된 임의의 방식으로 제형될 수 있다.
일부 구체예에 있어서, 조성물은 당업계 숙련자에 이용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여 캡슐 또는 정제 속으로 제형된다. 캡슐 또
는 정제 형태에 있어서, 성인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권장된 매일 투여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6 캡슐 또는 정제로 함유될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조성물은 또한 예를 들어 주사가능 용액 또는 현탁액, 스프레이 용액 또는 현탁액, 로션, 점성 물
질, 정제(lozenge), 식품 또는 스낵과 같은 기타 편리한 형태로 제형될 수 있다. 음식, 스택, 점성물질 또는 정제 아이템은
감미료, 향료, 오일, 녹말, 단백질, 과일 또는 과일 추출물, 야채 또는 야채 추출물, 동물 지방질 또는 단백질을 포함하는 임
의의 섭취가능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조성물은 칩, 바, 캔디, 씹을 수 있는 캔디 또는 저속 분해 정제와
같은 시리얼, 스낵 아이템으로 제형될 수 있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만성 및 급성 모두의 모든 유형의 염증-기제 질병의 치
료를 고려한다. 바람직한 제형은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병에 걸린 조직의 치료를 촉진하거나, 또는 그것에 추가
적 손상을 방지한다.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는 또한 바람직한 조성물 및 제형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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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S 셀라인을 이용한 분석법

  선택적인 COX-2 약물을 확인하기 위해, [the Modified Whole Blood/Cell Assay of T. D. Warner et al., Nons테르
oid drug selectivities for cyclooxygenase-1 rather than cyclooxygenase-2 are associated with human
gastrointestinal toxicity :A full in vitro analysis, Proc. Natl. Sci. USA 96: 7563- 7568 (1999)]를 사용하는 것을 공
통 실행하였다. 호프 부분이 본 과정에 따라서 테스트되는 경우, 호프 추출물은 필요한 ㎍/mL 범위 내 IC50 값을 수득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COX-2의 직접 저해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COX-2의 직접 저해의 결핍은 순수한 COX-2 효소를 사
용하는 [Tobe, H. et al. 1997. (Bone resorption Inhibitors from hop extract. Biosci. Biotech. Biochem 61 (1) 158-
159)]에 의해 증명된다. 이와 유사하게, 본 출원의 실시예 4는 변경된 총 혈액/세포 분석법(the Modified Whole Blood/
Cell Assay)에 따라 테스트 되었을 때, 호프 화합물 및 유도체는 25 ㎍/mL보다 더 큰 중간 저해 농도를 생성한다. 이러한
높은 중간 저해 농도는 약리학적으로 부적합하다. 따라서, Warner에 의해 설명된 바와 같이 변형 총 혈액 분석법은 호프
또는 호프 유도체를 함유하는 장래 치료적으로 효험있는 조합물을 제형하는데 실효성이 없는 과정이다.

  COX-2의 발견은 COX-에 의해 제작된 위 및 신장 내 보호 PG를 제거하지 않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약물의 고안을 가능
케 만들었다. 우리의 접근법 중 하나는 종점으로서 세포보호 작용 및 위장 점막의 본래 모습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PGE2를 사용하는 COX-2 및 COX-1 저해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생체 외에서 동물 세포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성물을 스크리닝하는 것이다. 2차적으로, 다른 세포 타입이 결과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스크리닝 과정은 특이적
COX-2 활성 및 제한된 COX-1 저해를 갖는 조성물을 나타낼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성물은 2가지 세포 타입에 있
어서 테스트될 수 있다: 1) 하나의 성분 이상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대한 최적의 양 및 비율을 결정하고 확인하기 위한 사람
폐 세포 또는 기타 세포; 및 2) 상처 치료(예를 들어 궤양)에 필요한 COX-1의 저해와 전형적으로 관련된 옥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람 위 상피 세포(AGS 셀라인), 위장관 셀라인 및 모델 시스템. 따라서, COX-2 또는 COX-2 유도를 저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성물은 AGS 세포 내 낮은 활성 또는 불활성 및 사람 폐세포 또는 기타 셀라인 내 유효한 활성을 가지
는 조성물을 선택함으로써 스크리닝될 수 있다.

  특정 구체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1차 성분으로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 및 2차 성분으로서,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
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종,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된 군 중
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멤버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제공한다.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CO2로 추출될 수 있다. 호프

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또한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supragenus)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호프로
부터 유도된 분획을 함유할 수 있으며:

  ,

  상기 식에서

  R'는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H, F, Cl, Br, 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라면,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및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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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식에서

  R'은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및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애드휴멀
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 이
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휴멀론
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8-시네올, 19-알파-히드록시우르솔산, 2-β-히드록시올레아놀산, 3-O-아세
틸올레아놀산, 3-O-아세틸우르솔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드, 6-메톡시루테올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
코시드, 메톡시루테올린-7-메틸에테르, 7-에톡시-로즈마놀, 7-메톡시-로즈마놀, 알파-아미린, 알파-휴멀렌, 알파-히드
록시히드로카페인산, 알파-피넨, 알파-테르피넨, 알파-테르피넨일 아세테이트, 알파-테르피네올, 알파-투존, 아피제닌,
아피제닌-7-글루코시드, 쿠르쿠멘, 벤질-알콜, β-아미레논, β-아미린, β-엘레멘, β-피넨, 베튤린, 베튤린산, 보르네올,
보르닐-아세테이트, 카페인산, 캠펜, 캠퍼,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카르본, 카리오필렌, 카리오필렌-옥사이드,
클로로겐산, 디오스메틴, 감마-테르피넨, 헤스페리딘, 이소보르네올, 리모넨, 루테올린, 루테올린-3'-O-(3＂-O-아세
틸)-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4＂-O-아세틸)-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β-D-글루쿠로니드, 루
테올린-7-글루코시드, 메틸-유제놀, 미르센, 네오-클로로겐산, 네페틴, 옥탄산, 올레아놀산, p-시멘, 피페리테논, 로즈마
놀, 로즈마리산, 로즈마리신, 로즈마리디페놀, 로즈마린산, 로즈마리놀, 로즈마리퀴논, 사비넨, 사비닐 아세테이트, 살리실
레이트, 살리실산-2-β-D-글루코시드, 스쿠알렌, 테르피넨-4-올, 테르피놀렌, 티몰, 트랜스-아네톨, 트랜스-카르베올,
우르솔산, 버베논, 및 진지베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일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베튤린, 베튤린산,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클로로겐산, 디오스메틴, 리모
넨, 및 루테올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일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8-a-글리시르헤틴산, 18-β-글리시르헤틴산, 2-a-3-a-디히드로옥시우르스-12-3n-28-온산, 3-a-히드록시
우르솔산, 3-옥소-우르솔산, 베튤린, 베튤린산, 셀라스트롤, 에부리코산, 프리에델린, 글리시리진, 집소제닌, 올레아놀산,
올레아놀산-3-아세테이트, 킴산, 피니콜산, 소르포르아디올, 소야사포제놀 A, 소야사포제놀 B, 트립테린, 트립토페놀리
드, 튜물로스산, 우르솔산, 우르솔산-3-아세테이트, 우바올, 및 β-시토스테롤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트리테르펜
화학종일 수 있다. 또한, 2차 성분은 18-a-글리시르헤틴산, 18-β-글리시르헤틴산, 2-a-3-a-디히드로옥시우르스-12-
3n-28-온산, 3-a-히드록시우르솔산, 3-옥소-우르솔산, 베튤린, 베튤린산, 셀라스트롤, 프리에델린, 올레아놀산, 트립테
린, 트립토페놀리드, 우르솔산, 및 우바올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트리테르펜 화학종일 수 있다. 또한, 2차 성분은 모
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술페이트, 숙시네이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온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멤
버에 콘쥬게이트된 트립탄트린, 트리테르펜 화학종, 또는 디테르펜 락톤 종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또한 약 0.5 내지 10000 mg의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 또는 약 50 내지 7500 mg의 호프
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추가적으로 약 0.035 내지 3500 mg의 트립탄트린,
또는 약 0.7 내지 700 mg의 트립탄트린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서 2차 성분은 트립탄트린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또
한 2차 성분의 약 0.5 내지 5000 mg, 또는 2차 성분의 약 5 내지 2000 mg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때 2 차 성분은 로즈마
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추가적으로, 본 발
명의 조성물은 약 0.035 내지 3500 mg의 트리테르펜 화학종, 또는 약 0.7 내지 700 mg의 트리테르펜 화학종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2 차 성분은 트리테르펜 화학종이다.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조성물은 1차 성분의 약 0.001 내지 10 중량퍼센트, 또는 1차 성분의 약 0.1 내지 1 중량퍼센
트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조성물은 2차 성분의 약 0.001 내지 10 중량퍼센트, 또는 2차 성분의 약 0.1 to 1 중량퍼센트
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에 있어서, 1차 성분 대 2차 성분 비는 약 100: 1 내지 약 1: 100, 또는 약 50: 1 내지
약 1: 50의 범위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어떤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더 포함할 수 있고,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이러한 조성물은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1차 성분으로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 및 2차 성분으로서,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
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멤버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제공한다.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CO2로 추출될 수 있다.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알파

산,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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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및

  R, T, X, 및 Z는 H, F, Cl, Br, 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라면,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또한 포함할 수 있으며: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및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및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추가적으로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애드휴
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
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 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휴멀
론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성물의 2차 성분은 1,8-시네올, 19-알파-히드록시우르솔산, 2-β-히드록시올레아놀산, 3-O-아세틸올
레아놀산, 3-O-아세틸우르솔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드, 6-메톡시루테올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
드, 메톡시루테올린-7-메틸에테르, 7-에톡시-로즈마놀, 7-메톡시-로즈마놀, 알파-아미린, 알파-휴멀렌, 알파-히드록시
히드로카페인산, 알파-피넨, 알파-테르피넨, 알파-테르피넨일 아세테이트, 알파-테르피네올, 알파-투존, 아피제닌, 아피
제닌-7-글루코시드, 쿠르쿠멘, 벤질-알콜, β-아미레논, β-아미린, β-엘레멘, β-피넨, 베튤린, 베튤린산, 보르네올, 보르
닐-아세테이트, 카페인산, 캠펜, 캠퍼,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카르본, 카리오필렌, 카리오필렌-옥사이드, 클
로로겐산, 디오스메틴, 감마-테르피넨, 헤스페리딘, 이소보르네올, 리모넨, 루테올린, 루테올린-3'-O-(3＂-O-아세틸)-
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4＂-O-아세틸)-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
린-7-글루코시드, 메틸-유제놀, 미르센, 네오-클로로겐산, 네페틴, 옥탄산, 올레아놀산, p-시멘, 피페리테논, 로즈마놀,
로즈마리산, 로즈마리신, 로즈마리디페놀, 로즈마린산, 로즈마리놀, 로즈마리퀴논, 사비넨, 사비닐 아세테이트, 살리실레
이트, 살리신신-2-β-D-글루코시드, 스쿠알렌, 테르피넨-4-올, 테르피놀렌, 티몰, 트랜스-아네톨, 트랜스-카르베올, 우
르솔산, 버베논, 및 진지베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일 수 있다. 2차 성분은 또
한 베튤린, 베튤린산,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클로로겐산, 디오스메틴, 리모넨, 및 루테올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일 수 있다. 또한, 2차 성분은 모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술페이
트, 숙시네이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온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멤버에 콘쥬게이트된 트립탄트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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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구체예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의 약 0.5 내지 10000 mg 또는 약 50 내지 7500 mg
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조성물은 트립탄트린의 약 0.35 내지 3500 mg, 또는 트립탄트린의 약 0.7 내지 700 mg을 포함
할 수 있으며, 이 때 2차 성분은 트립탄트린이다. 더욱이, 조성물은 2차 성분의 약 0.5 내지 5000 mg, 또는 2차 성분의 약
5 내지 2000 mg을 포함할 수 있고, 이 때 2차 성분은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
된 화합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또한, 조성물은 1타 성분의 0.001 내지 10 중량퍼센트, 또는 1차 성분의 약 0.1
내지 1 중량퍼센트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조성물은 2차 성분의 약 0.001 내지 10 중량퍼센트, 2차 성분의 약 0.1 내지 1
중량퍼센트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1차 성분 대 2차 성분의 비는 약 100:1 내지 약 1: 100, 또는 약 50:1
내지 약 1:50의 범위 내일 수 있다.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세포 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세포를 본 발명의 조
성물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 및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
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종,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
서 선택된 2차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염증의 조직-특이적 활성과 관련된 포
유 동물 내 병리학적 상태를 치료 또는 저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유도 또는 단리된 부분 및 로
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종, 및 트립탄
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2차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병리학적 상태를 치료하거나 저해하는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
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는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을 함유할 수 있다. 본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
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며: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및

  R, T, X, 및 Z는 H, F, Cl, Br,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일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상기 방법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또한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또한 포함할 수
있으며:

  ,

  상기식에서

  R'는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및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추가
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고;및

공개특허 10-2005-0071605

- 21 -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
소코휴멀론, 이소애드휴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
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휴멀론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특정 구체예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
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의 약 0.5 내지 10000 mg 또는 약 50 내지 7500 mg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조성물은 호프
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의 약 0.001 내지 10 중량퍼센트 또는 약 0.1 내지 1 중량퍼센트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구
체예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로즈마리이다.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이다.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2차 성분은 트리테르펜 화학종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조성물은 2차 성분과 다른 3차 성분을 더
포함할 수 있는데, 3차 성분은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
종, 디테르펜 락톤 종,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특정 구체예에 있어서, 2차 및 3차 성분은 로즈마
리 및 트립탄트린 각각으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이다.

  본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8-시네올, 19-알파-히드록시우르솔산, 2-β-히드록시올레아놀산, 3-
O-아세틸올레아놀산, 3-O- 아세틸우르솔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드, 6-메톡시루테올린, 6-메톡시루테올린
-7-글루코시드, 메톡시루테올린-7-메틸에테르, 7-에톡시-로즈마놀, 7-메톡시-로즈마놀, 알파-아미린, 알파-휴멀렌,
알파-히드록시히드로카페인산, 알파-피넨, 알파-테르피넨, 알파-테르피넨일 아세테이트, 알파-테르피네올, 알파-투존,
아피제닌, 아피제닌-7-글루코시드, 쿠르쿠멘, 벤질-알콜, β-아미레논, β-아미린, β-엘레멘, β-피넨, 베튤린, 베튤린산,
보르네올, 보르닐-아세테이트, 카페인산, 캠펜, 캠퍼,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카르본, 카리오필렌, 카리오필렌
-옥사이드, 클로로겐산, 디오스메틴, 감마-테르피넨, 헤스페리딘, 이소보르네올, 리모넨, 루테올린, 루테올린-3'-O-(3＂
-O-아세틸)-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4＂-O-아세틸)-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β-D-글루쿠로
니드, 루테올린-7-글루코시드, 메틸-유제놀, 미르센, 네오-클로로겐산, 네페틴, 옥탄산, 올레아놀산, p-시멘, 피페리테
논, 로즈마놀, 로즈마리산, 로즈마리신, 로즈마리디페놀, 로즈마린산, 로즈마리놀, 로즈마리퀴논, 사비넨, 사비닐 아세테이
트, 살리실레이트, 살리실산-2-β-D-글루코시드, 스쿠알렌, 테르피넨-4-ol, 테르피놀렌, 티몰, 트랜스-아네톨, 트랜스-
카르베올, 우르솔산, 버베논, 및 진지베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또한 베튤린, 베튤린산,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클로로겐산, 디
오스메틴, 리모넨, 및 루테올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일 수 있다. 본 방법에 있어
서 사용된 조성물은 약 0.5 내지 5000 mg의 2차 성분, 또는 약 5 내지 2000 mg의 2차 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때 2
차 성분은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사용된 2차 성분은 모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환산, 숙시네
이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온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멤버에 콘쥬게이트된 트리테르펜 화학종 또는 디테르펜
락톤 종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8-a- 글리시르헤틴산, 18-β-글리시르헤틴산, 2-a-3-a-디히드로옥
시우르스-12-3n-28-온산, 3-a-히드록시우르솔산, 3-옥소-우르솔산, 베튤린, 베튤린산, 셀라스트롤, 에부리코산, 프리
에델린, 글리시리진, 집소제닌, 올레아놀산, 올레아놀산-3-아세테이트, 킴산, 피니콜산, 소르포르아디올, 소야사포제놀
A, 소야사포제놀 B, 트립테린, 트립토페놀리드, 튜물로스산, 우르솔산, 우르솔산-3-아세테이트, 우바올, 및 β-시토스테롤
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트리테르펜 화학종일 수 있다. 또한, 2차 성분은 18-a-글리시르헤틴산, 18-β-글리시르헤
틴산, 2-a-3-a-디히드로옥시우르스-12-3n-28-온산, 3-a-히드록시우르솔산, 3-옥소-우르솔산, 베튤린, 베튤린산, 셀
라스트롤, 프리에델린, 올레아놀산, 트립테린, 트립토페놀리드, 우르솔산, 및 우바올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트리테
르펜 화학종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구체예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035 내지 3500 mg의 트리테르펜 화학종 또는 약 0.7 내지 700 mg의 트
리테르펜 화학종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때 2차 성분은 트리테르펜 화학종이다. 본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2차 성
분은 모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술페이트, 숙시네이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온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
택된 멤버에 콘쥬게이트 된 트립탄트린이다. 본 발명의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035 내지 3500
mg의 트립탄트린, 또는 약 0.7 내지 700 mg의 트립탄트린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때 2차 성분은 트립탄트린이다. 또한,
방법에 있어서 사용된 조성물은 약 0.001 내지 10 중량퍼센트의 2차 성분 또는 약 0.1 내지 1 중량퍼센트의 2차 성분을 포
함할 수 있다. 또한, 1차 성분 대 2차 성분의 비는 약 100: 1 내지 약 1: 100 또는 약 50: 1 내지 약 1: 50의 범위 내일 수 있
다.

  병리학적 상태를 치료 또는 저해하는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병리학적 상태는 자가면역 질환, 염증 질환, 신경계 질환, 및
암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또한, 병리학적 상태는 염증, 염증-관련 장애,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월경통,
건염, 윤활낭염, 피부 관련 상태, 위장 상태, 암, 안질환, 폐 염증, 신경계 장해,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곤란 증후군, 내독소
쇽 증후군, 죽상경화증, 및 중추 신경 손상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있어서, 조성물은 경
구, 국소, 비경구, 또는 직장내를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투여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비표적 세포 내 COX-2 활성을 실질적으로 조절하지 않고 표적 세포 내 시클로옥시게나제-2(COX-2) 활성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더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 및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종,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
택된 2차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과 세포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비표적 세포는
또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과 접촉할 수 있다. 접촉 단계는 생체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있
어서, COX-2 활성은 COX-2 유전자의 저해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시클로옥시게나제-2(COX-2)의 유도성 또는 활성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유 동물의 병리학적 상
태를 치료 또는 저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본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 및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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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택된 2차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호프로
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
합물을 포함하며: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며;및

  R, T, X, 및 Z는 H, F, Cl, Br, 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라면,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벙법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또한 포
함할 수 있으며:

  ,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및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또한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포
함할 수 있으며:

  ,

  상기식에서

  R'는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및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
코휴멀론, 이소애드휴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테트라히드로-이소휴
멀론, 테트라히드로- 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 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휴멀론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2차 성분은 로즈마리로부터 유도
된 추출물일 수 있다. 또한, 2차 성분은 트리테르펜 화학종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조성물은 2차 성분과 다른 3차 성분을 더 포함할 수 있는데, 상기 3차 성분은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및 트립탄트린로 구성
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특정 구체예에 있어서, 2차 및 3차 성분은 각각 로즈마리 및 트립탄트린으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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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 8-시네올, 19-알파-히드록시우르솔산, 2-β-히드록
시올레아놀산, 3-O-아세틸올레아놀산, 3-O-아세틸우르솔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드, 6-메톡시루테올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드, 메톡시루테올린-7-메틸에테르, 7-에톡시-로즈마놀, 7-메톡시-로즈마놀, 알파-아미
린, 알파-휴멀렌, 알파-히드록시히드로카페인산, 알파-피넨, 알파-테르피넨, 알파-테르피넨일 아세테이트, 알파-테르피
네올, 알파-투존, 아피제닌, 아피제닌-7-글루코시드, 쿠르쿠멘, 벤질- 알콜, β-아미레논, β-아미린, β-엘레멘, β-피넨,
베튤린, 베튤린산, 보르네올, 보르닐-아세테이트, 카페인산, 캠펜, 캠퍼,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카르본, 카리
오필렌, 카리오필렌-옥사이드, 클로로겐산, 디오스메틴, 감마-테르피넨, 헤스페리딘, 이소보르네올, 리모넨, 루테올린,루
테올린-3'-O-(3＂-O-아세틸)-β-D- 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4＂-O-아세틸)-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
3'-O-β-D- 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7-글루코시드, 메틸-유제놀, 미르센, 네오-클로로겐산, 네페틴, 옥탄산, 올레아놀
산, p-시멘, 피페리테논, 로즈마놀, 로즈마리산, 로즈마리신, 로즈마리디페놀, 로즈마린산, 로즈마리놀, 로즈마리퀴논, 사
비넨, 사비닐 아세테이트, 살리실레이트, 살리실산-2-β-D-글루코시드, 스쿠알렌, 테르피넨-4-올, 테르피놀렌, 티몰, 트
랜스-트랜스톨,트랜스-카르베올, 우르솔산, 버베논, 및 진지베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모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술페이트, 숙시네이
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온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멤버에 콘쥬게이트된 트리테르펜 화학종 또는 디테르펜 락
톤 종 일 수 있다. 또한, 2차 성분 18-a-글리시르헤틴산, 18-β-글리시르헤틴산, 2-a-3-a-디히드로옥시우르스-12-3n-
28-온산, 3-a-히드록시우르솔산, 3-옥소-우르솔산, 베튤린, 베튤린산, 셀라스트롤, 에부리코산, 프리에델린, 글리시리
진, 집소제닌, 올레아놀산, 올레아놀산-3-아세테이트, 킴산, 피니콜산, 소르포르아디올, 소야사포제놀 A, 소야사포제놀
B, 트립테린, 트립토페놀리드, 튜물로스산, 우르솔산, 우르솔산-3-아세테이트, 우바올, 및 β-시토스테롤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트리테르펜일 수 있다. 또한, 2차 성분은 모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술페이트, 숙시네이트, 아세
테이트, 및 글루타티온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멤버에 콘쥬게이트된 트립탄트린일 수 있다.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
에 있어서 소망한다면, 1차 성분 대 2차 성분의 비는 약 100: 1 내지 약 1:100 또는 약 50: 1 내지 약 1: 50의 범위일 수 있
다.

  본 발명의 방법의 특정 구체예에 있어서, COX-2의 유도성 또는 활성을 저해하는 것과 관련된 병적 조건은 염증, 염증 관
련 장해,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월경통, 건염, 윤활낭염, 피부 관련 상태, 위장 상태, 암, 안질환, 폐 염증, 신경계 장해, 알
레르기성 비염, 호흡 곤란 증후군, 내독소 쇽 증후군, 죽상경화증, 및 중추 신경 손상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
다.

  또한, 본 발명은 표적 세포 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 및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2차 성분을 세포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
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
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및

  R, T, X, 및 Z는 H, F,Cl, Br,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라면,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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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및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
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애드휴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
히드로- 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론, 헥사히드로- 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
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휴멀론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적 구체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표적 세포내에서 선택적으로 염증 반응을 저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 및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
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2차 성분과 세포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
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
며: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며; 및

  R, T, X, 및 Z는 H, F, Cl, Br,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이면,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이러한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포
함할 수 있으며:

  ,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및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이러한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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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및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은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
코휴멀론, 이소애드휴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
멀론, 테트라히드로- 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 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휴멀론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세포 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
부터 단리 또는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조성물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추가적 구체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염증의
조직-특이적 활성과 관련된 포유 동물 내 병적 조건을 치료 또는 저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유
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된 부분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
며: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며; 및

  R, T, X, 및 Z는 H, F, Cl, Br,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라면,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포
함할 수 있으며: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및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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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및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
멀론, 이소애드휴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
드로-애드휴멀론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방법의 특정 구체예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
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의 약 0.5 내지 10000 mg 또는 약 50 내지 7500 mg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의 약 0.001 내지 10 중량퍼센트 또는 약 0.1 내지 1 중량퍼센트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병적 조건은 자가면역 질환, 염증 질환, 신경계 질환, 및 암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
택될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병적 조건은 염증, 염증 관련 장해,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월경통, 건염, 윤활낭염,
피부-관련 상태, 위장 상태, 암, 안질환, 폐 염증, 신경계 장해,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곤란 증후군, 내독소 쇽 증후군, 죽상
경화증, 및 중추 신경 손상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본 발명은 비표적 세포 내 COX-2 활성을 실질적으로 조절하지 않고 표적 세포 내 시클로옥시
게나제-2(COX-2) 활성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이러한 방법에 있어서, 비표적 세포는 또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과 접촉될 수 있다. 접촉 단
계는 생체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방법에 있어서, COX-2 활성은 COX-2 유전자를 저해함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시클로옥시게나제-2(COX-2)의 유도성 또는 활성을 저해하는 것을 수반하는 포유 동물
내 병리학적 상태의 치료 또는 저해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 동
물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한 방법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
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본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그러한 방법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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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휴멀론, 아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아드휴
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
멀론, 테트라히드로아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휴멀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그러한 방법에서, 병리학적 상태는 염증, 염증 관련 장해,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월경통, 건염, 윤활낭염, 피
부 관련 상태, 위장 상태, 암, 안과 질환, 폐 염증, 신경계 장해,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곤란 증후군, 내독소 쇽 증후군, 동맥
경화증 및 중추신경 손상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포적 세포 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선택성을 저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부
터 유도된 분획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한 방법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
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본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본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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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휴멀론, 아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아드휴
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
멀론, 테트라히드로아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휴멀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골 재흡수와 관련되지 않은 세포 내 NF-κB의 조절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부터 단
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NF-κB의 조직 특이적인 활성화와 관
련된 포유 동물의 골다공증 이외의 다른 병리학적 상태를 치료 또는 저해하는 방법을 더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
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화합물을 포유 동물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한 방법에서, 분획은 호프
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며,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본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본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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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방법의 또 다른 방법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휴멀론, 아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아드휴멀
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
론, 테트라히드로아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휴멀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방법의 특정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되는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약 0.5 내지 10000
mg 또는 약 50 내지 7500 mg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약 0.001 내지 10 중
량%를 포함할 수 있다.

  NFκB를 조절하는 본 발명의 방법에서, 병리학적 상태는 자가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 신경학적 질환, 심혈관 질환 및 암
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또한, NFκB의 조절 방법에서 병리학적 상태는 천식, HIV-1 복제, 감기 및 독감으
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비표적 세포에서 COX-2 활성을 실질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서 골 재흡수와 관련되지 않은
표적 세포 내 시클로옥시게나제-2(COX-2)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비표적 세포도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과 접촉할 수
있다. 접촉 단계는 생체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COX-2 활성은 COX-2 유전자의 저해에 의해 조절될 수 있
다.

  또한, 본 발명은 시클로옥시게나제-2(COX-2)의 유도성 또는 활성을 저해하는 단계를 수반하는 포유 동물의 골다공증
이외의 병리학적 상태를 치료 또는 저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 동물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특정 구체예에서, 분획은 호프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며,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본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본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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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방법의 특정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휴멀론, 아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아드휴멀
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
론, 테트라히드로아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휴멀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서, 병리학적 상태는 염증, 염증 관련 장해,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월경통, 건염, 윤활낭염, 피
부 관련 상태, 위장 상태, 암, 안과 질환, 폐 염증, 신경계 장해,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곤란 증후군, 내독소 쇽 증후군, 동맥
경화증 및 중추신경 손상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표적 세포 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선택성을 저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과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한 방법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알파산, 헥사히드로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본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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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휴멀론, 아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아드휴
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
멀론, 테트라히드로아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휴멀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발명은 표적 세포 내 염증성 반응 선택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부터 유도
된 분획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러한 방법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
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본 방법의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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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방법의 또 다른 구체예에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휴멀론, 아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아드휴
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
멀론, 테트라히드로아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휴멀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본 발명의 조성물은 개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여러 가지
방법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은 포유 동물의 비만을 치료 또는 저해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
획, 및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바와 같은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
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및 트립탄트린 또는 본 발명의 다른 조성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제2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 동물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실시예 1, 2 및 27에 개시된 바와 같이, AGS 위점막 세포주는 항염증제의 잠재적 위장 독소를 결정하기 위한 모델 시스
템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AGS 세포에서, COX-1은 COX-2보다 4 배 이상으로 발현된다. AGS 세포 내 PGE2의 낮은 저

해가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AGS 세포주가 COX-1을 더 발현하여 점막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항염증제의 잠재적 위장 독성을 결정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AGS 위점막 세포를 항염증제와 접촉시키는 단계;
표적 염증 세포, 예컨대 A549 세포를 항염증제와 접촉시키는 단계; AGS 세포 및 표적 염증 세포 각각에서 항염증제에 대
한 프로스타글란딘 E2(PGE2)의 50% 저해 농도(IC50)를 결정하는 단계; 및 표적 염증 세포의 IC50에 대한 AGS 세포의

IC50의 비율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1보다 큰 비율은 감소된 잠재적 위장 독성을 가리키고, 1 미만의 비율은

증가된 잠재적 위장 독성을 가리킨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바와 같이, 환원된 이성화 알파산 및 이성화 알파산은 직접적으로 PGE2에 대하기 보다는 COX-2 발

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실시예 25 참조). 또한,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바와 같이, 호프는 COX-1 또는 COX-2 효소 활
성에 유의적인 투여량 관련 효과를 갖지 않는데, 이는 호프 및/또는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이 COX-2 발현에
영향을 비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실시예 26 참조).

  바람직한 구체예를 설명하는 특정 실시예를 후술하고자 하며, 이는 본 발명의 범주를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시예

  실시예 1

  AGS 위점막 세포는 시클로옥시게나제-1과 시클로옥시게나제-2를 모두 구성적으로 발현한다

  요약 - 이 실험은 COX-1 및 COX-2의 구성적 발현을 지니는 AGS 사람 위점막 셀라인이 시클로옥시게나제-억제 화합
물의 위장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서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잠재성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실험에 사용된 장치는 OHAS 모델 #E01140 분석 저울, Forma 모델 #F1214 생물안전 캐비넷(Marietta, Ohio), 0.1
에서 100㎕까지 운반할 수 있는 다양한 피펫(VWR, Rochester, NY), 수동식 세포 계수기(VWR 카탈로그 #23609-102,
Rochester, NY), Forma 모델 #F3210 C02 인큐베이터(Marietta, Ohio), 혈구계수기(Hausser 모델 #1492, Horsham,

PA), Leica 모델 #DM IL 역상현미경(Wetzlar, Germany), PURELAB 플러스 워터 폴리싱 시스템(U. S. Filter, Lowell,
MA), 4℃ 냉장고(Forma 모델 # F3775, Marietta, Ohio), 와류혼합기(VWR 카탈로그 #33994-306, Rochester,NY), 그
리고 37℃ 수조(Shel Lab 모델 #1203, Cornelius, OR)이다.

  화학제품 및 시약 - 프로스타글란딘 E2 EIA 키트 모노클로날을 Cayman Chem-ical(Ann Arbor, MI)에서 구입했다. 항-

COX-1 및 항-COX-2 토끼 폴리클로날 항혈청을 Upstate Biotechnology(CITY,NY)에서, 당나귀 항-염소 IgG-HRP를
Santa Cruz Biotechnology(City, CA)에서 구입했다. 열 비활성화된 태아 소 혈청(FBS-HI 카탈로그 #35-011CV)과 이
글 배지 듈베코 변성물(DMEM 카탈로그 #10-013CV)은 Mediate-ch(Herndon, VA)에서 구입했다. 모든 표준 시약은
Sigma(St. Louis, MO)에서 구입했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것이었다.

  세포 배양 - 사람 위점막 셀라인 AGS를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번호 CRL-1739; Manassas, VA)
에서 입수하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하위 배양했다. 세포를 10% FBS, 50 유닛 페니실린/mL, 50㎍ 스트렙토마이신/mL,
5% 나트륨 피루베이트, 및 5% L-글루타민을 함유하는 RPIM 1640 중에서 5% CO2와 함께 37℃에서 통상대로 배양했다.

지수적으로 성장한 세포를 6-웰 플레이트에 접종하고 컨플루언스까지 성장시켰다. 상청액 배지의 20㎕ 알리쿼트를 샘플
링하여 PGE2 함량을 결정했다. 다음에, 세포를 PBS 중에서 세척하고 닦은 다음 용해시켜 면역블롯팅했다.

  단백질 분석 - 세포 용해액의 단백질 농도를 제조자가 제공한 과정에 따라 소 혈청 알부민(Molecular Probes, Eugene,
OE)을 표준물질로 하여 NanoOrange 단백질 정량 키트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Packard 플레이트리더 버전 3.0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는 485nm에 설정된 여기필터와 570nm에 설정된 방출필터를 갖는 Packard FluoroCount, 모델 BF 10000 형
광계를 사용하여 형광을 측정했다. Packard 플레이트리더와 함께 제공된 I-Smar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백질 농도를 계
산했다.

공개특허 10-2005-0071605

- 33 -



  면역블롯팅 - COX-1과 COX-2의 웨스턴 블롯팅을 PAGErTM 골드 프리캐스트 겔(Bio Whittaker Molecular
Applications(Rockland, ME))을 사용하여 수행했다. 대략 60㎍의 단백질을 함유하는 AGS 세포 용해액을 30㎕의 총부피
로 Laemmli 샘플 완충액과 함께 겔의 웰에 로딩했다. 수직 미니겔 전기영동 챔버를 Savant Instrume-nts Inc.(Holbrook,
NY), 모델 MV 120에 의해 제작했다. 브로모페놀 블루 염료가 겔의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실온에서 40mA/
플레이트(일정전류)로 겔을 작동시켰다. 다음에, 겔을 500mA 및 4℃에서 하룻밤 동안 폴리비닐 플루오리드 트랜스퍼 맴
브레인(Pall Corporation, Ann Arbor,MI) 상에서 블롯팅했다. 염색되지 않은 광범위한 정확한 단백질 표준 분자량 마커
(BioRad, Hercules, CA)를 사용했다. 웨스턴 블롯을 검출하기 위해서 BioWestTM 익스텐디드 듀레이션 화학발광 기질,
비-동위원소형 양고추냉이 퍼옥시다제 기질 키트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시각화했다. UVP Epi Chemi II
Darkroom(BioImaging Systems)을 사용하여 웨스턴 블롯의 이미지를 얻었고, LabWorksTM 이미지 획득 및 분석 소프트
웨어(BioImaging Systems)로 분석하고 증대시켰다.

  PGE2 분석 - PGE2의 정량에 대한 상업적인 비-방사성활성 과정을 사용했으며(Caymen Chemical, Ann Arbor,MI) 제

조자의 추천 과정을 변형 없이 사용했다. 간단히 말해서, 배지 25㎕를 연속하여 희석한 PGE2 표준 샘플과 함께 적합한 양

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표지 트레이서 및 PGE2 항혈청과 혼합하여 실온에서 18시간 동안 인큐베이션했다. 웰을 비운

후 세척 완충액으로 헹구고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에 대한 기질을 함유하는 엘먼 시약 200㎕를 가했다. 실온에서 1시간 동
안 슬로우 쉐이커에서 반응을 수행하고 415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했다. PEG2 농도는 105 세포 당 피코그램으로 나타냈

다.

  결과 - 도 6에 보여진 대로 AGS 셀라인은 COX-1과 COX-2를 모두 구성적으로 발현하며 COX-1의 발현의 COX-2 발
현의 대략 4배 이상이다. 18시간에 걸친 AGS 세포에서의 PGE2 합성은 660pg/105 세포였다. 따라서, 이 실험은 COX-1

및 COX-2의 구성적 발현을 지니는 AGS 사람 위점막 셀라인이 시크로옥시게나제-억제 화합물의 위장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서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잠재성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금까지 전형적인 COX-2 가설은 위장 점막에서의 COX-2 발현의 역할을 경시했었다. 이 실험 및 문헌에서 증명된 대
로 정상 위점막에서는 COX-1이 우세한 COX 이소짐이지만, 사람과 동물 모두 위점막의 특정한 장소에서 검출가능한 양
의 COX-2 mRNA와 단백질이 구성적으로 발현되고 유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Halter, F. 외,
(2001) Cyclooxygenase 2-implications onmaintenance of gastric rnucosal integrity and ulcer healing:
controversial issues and persp-ectives. Gut 49,443-453]. 래트에서의 최근 연구는 COX-1이나 COX-2의 선택적 억
제가 궤양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COX-1와 COX-2를 함께 억제하는 것은 인도메타신과 같은 NSAID의 효과와 비슷하게
위와 소장에서 중증의 병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찰은 위장 점막 보전에 대한 COX-2의 중요한 기여를 시
사한다.

  실시예 2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제에 의한 위점막 세포에서의 PGE2 합성의 억제

  요약 - 이 실험은 NSAID에 의한 AGS 위 세포에서의 PGE2 합성 억제가 이들의 관찰된 임상적 위 자극과 상호관련된다

는 것을 예시한다.

  화학제품 - 로페콕시브와 셀레콕시브를 구입했다. 디이소플루오로포스페이트(DIFP), 니멘술리드, 이부프로펜, 살리실
산, 아스피린, 인도메타신 및 아세타미노펜은 Sigma(St. Louis, MO)에서 구입했다. 모든 다른 화학제품은 실시예 1에 설
명된 공급자들로부터 구입했다.

  세포 - A549(사람 폐 상피; ATCC 번호 CCL-185) 및 AGS 세포(사람 위점막; ATCC 번호 CRL-1739)를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Manassas, VA)에서 입수하여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서 하위 배양했다. 세포를 10% FBS, 50 유
닛 페니실린/mL, 50㎍ 스트렙토마이신/mL, 5% 나트륨 피루베이트, 및 5% L-글루타민을 함유하는 RPIM 1640 중에서
5% CO2와 함께 37℃에서 통상대로 배양했다. 실험 당일 지수적으로 성장한 세포를 수집하여 혈청 없는 RPMI 1640으로

세척했다.

  로그 상 A549 및 AGS 세포를 96-웰 조직배양 플레이트에 웰 당 0.2mL 성장배지 중에 웰 당 8x104 세포로 평판했다.
A549 세포에서 시험 화합물에 의한 PGE2 억제의 측정을 위해 WHMA-COX-2 프로토콜이라고도 알려진 Warner 등의

과정[Warner, T. D. 외(1999) Nonsteroid drugselectivities for cyclo-oxygenase-1 rather than cyclo-oxygenase-
2 are associated with human gastrointestinal toxicity: a full in vitro analysis. Proc Natl Acad Sci U S A 96,7563-
7568.]을 변형시키지 않고 따라했다. 간단히 말해서, A549 세포의 평판 24시간 후에 인터류킨 1β(10ng/mL)를 가하여
COX-2의 발현을 유도했다. 24시간 후 세포를 혈청 없는 RPMI 1640로 세척하고 DMSO와 혈청 없는 RPMI에 용해된 시
험 물질을 25, 5.0, 0.5 및 0.05㎍/mL의 최종 농도로 웰에 가했다. 각 농도는 두번씩 진행했다. DMSO를 시험 웰에 함유된
것과 동일한 부피로 대조표준 웰에 가했다. 60분 후 A23187(50μM)을 웰에 가하여 아라키돈산을 방출시켰다. 30분 후 웰
로부터 배지 25㎕를 샘플링하여 PGE2를 측정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자극 AGS 세포를 사용했다. 96-웰 마이크로 플레이터에 평판한지 24시간 후에 세포를 혈청 없는
RPMI 1640로 세척하고 DMSO 및 혈청 없는RPMI에 용해된 시험 물질을 25, 5.0, 0.5, 및 0.05㎍/mL의 최종 농도로 웰에
가했다. 각 농도는 두번씩 진행했다. DMSO를 시험 웰에 함유된 것과 동일한 부피로 대조표준 웰에 가했다. 60분 후 아라
키돈산을 100μM의 최종 농도로 웰에 가했다. 아라키돈산을 첨가한지 30분 후에 웰로부터 배지 25㎕를 샘플링하여 PGE2

를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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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생육성 - 세포 생육성을 3-(4,5-디메틸티아졸-2-일)-2,5- 디페닐테트라졸륨 브로마이드(MTT)-기제 색채 분석
법(Sigma, St. Louis, MO)에 의해 평가했다. PGE2 측정을 위한 샘플링 후에 MTT 용액을 직접 웰에 가했다. ELISA 플레

이트 리더를 사용하여 580nm에서 각 웰의 흡광도를 읽었다. 어떤 화합물에 대해서도 시험된 최고 농도에서 독성이 관찰되
지 않았다.

  계산 - PGE2 합성의 중간억제농도(IC50)을 CalcuSyn(BIOSOFT, Ferguson, MO)을 사용하여 계산했다. 이 통계 패키지

는 본원에 참고자료로 포함된 T-C Chou 및 P. Talaly[(1984) Quantitative analysis ofdose-effect relationships: the
comb-ined effects of multiple drugs or enzyme inhibitors. Adv Enzyme Regul 22, 27-55.]에 의해 설명된 중위효과
법을 사용하여 다중 약물 용량-효과 계산을 수행한다.

  간단히 말해서, 분석은 가능한 가장 단순한 형태: fa/fu = (C/Cm)m로 "용량"과 "효과"를 상호관련시키며, 여기서 C는 화
합물의 농도 또는 용량이고, Cm은 효능을 나타내는 중위-효과 용량이다. Cm은 중간-효과 곡선의 x-인터셉트로부터 결
정된다. 시험 물질의 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은 fa이고, 농도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부분은 fu(fu = 1-fa)이다. 지수
m은 시그모이시티 또는 용량-효과 곡선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이것은 중위-효과 곡선의 기울기에 의해 추정된다.

  중위-효과 곡선은 x=log(C) 대 y=log(fa/fu)의 그래프이며 Chou의 중위-효과 식의 로그 형태를 기초로 한다. 중위-효과
식에 대한 데이타 피팅의 우수성은 중위-효과 곡선의 선형상관계수 r에 의해 나타난다. 통상 효소나 수용체 시스템으로부
터의 실험 데이타는 r>0.96을, 조직 배양물로부터는 r>0.90를 그리고 동물 시스템으로부터는 r>0.85를 가진다. 여기 기록
된 세포-기제 연구에서 모든 선형상관계수는 0.90 이상이었다. 실험은 세 개의 상이한 데이타에 대해 3회 반복되었다.

  각 용량에서의 억제 퍼센트는 3회의 독립적 실험을 평균냈으며 이것을 사용하여 기록된 중간억제농도를 계산했다.

  결과 - 고도로 특이적인 COX-2 억제제인 디이소플루오로포스페이트는 1.19㎍/mL의 A549 세포에서 중간억제농도를
나타냈으며, 25㎍/mL의 시험된 최고 농도에서는 AGS 세포에서 PGE2 합성을 억제하지 않았다(표 3). 선택적 COX-2 악

물인 로페콕시브와 셀레콕시브는 비-표적 AGS 위점막 세포보다 표적 A549 세포에서 각각 27배 및 14배 더 효능있는
PGE2 합성 억제제였다. 이런 발견은 COX-2 선택성 뿐만 아니라 이들의 낮은 위장 독성과 일치되는 표적-조직 선택성을
증명한다. 다른 새로운 선택적 COX-2 억제제인 니멘술리드는 양쪽 셀라인에서 PGE2 합성 억제 효능이 동등했다.

COX(COX-3)의 미확인 이소짐을 억제한다고 하는 낮은 위장 독성을 갖는 항염제인 아세타미노펜은 A549 세포에서
PGE2의 생합성을 억제했지만 AGS 위점막 세포에서는 PGE2 합성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

  또는 달리, 그리고 이들의 증명된 임상적 위 독성과 일치되게도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및 인도메타신은 모두 표적 A549
세포보다 AGS 셀라인에서 PGE2 합성을 더 잘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COX-2의 발현

을 억제하는 항염제인 살리실산은 양쪽 세포 모델에서 모두 비활성이었다.

  

표 3.

  이들 결과는 PGE2의 합성을 억제할 수 있는 항염제의 잠재적인 위장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AGS 위점막 셀라인의 사용

을 확인시켜 준다. 또한, 이들은 COX-억제 화합물 작용에서의 세포 특이성을 증명한다. IC50 AGS/IC50 A549의 비가 1인

것은 AGS 세포와 A549 세포에서 IC50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IC50 AGS/IC50 A549의 비가 1 이상이라면, PGE2의 억제는

AGS 세포에 대해서 더 낮을 것이다. AGS 세포에서의 더 낮은 PGE2 억제는 AGS 셀라인이 점막 항상성을 유지하는 더 많

은 COX-1을 발현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

  실시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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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프(Humulus lupulus) 화합물 및 유도체에 의한 자극 및 비자극 뮤린 마크로파지에서 PGE2 합성의 억제

  요약 - 이 실험은 뮤린 마크로파지 모델에서 PGE2의 COX-1 합성에 비해 PGE2의 COX-2 합성을 우선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호프 단편 및 유도체의 잠재성을 예시한다.

  화학제품 및 시약 - 박테리아 지질다당류(LPS; B E. coli 055:B5) Sigma(St. Louis, MO)로부터 입수했다. 호프 단편 (1)
알파 호프(1% 알파 산; AA), (2) 아로마호프 OE(10% 베타 산 및 2% 이성체화 알파 산), (3) 이소호프(이성체화 알파 산;
IAA), (4) 베타 산 용액(베타 산 BA), (5) 헥사호프 골드(헥사히드로 이성체화 알파 산; HHIAA), (6) 레디호프(환원 이성
체화-알파 산; RIAA), (7) 테트라호프(테르라히드로-이소-알파 산; THIAA) 및 (8) 스펜트 호프를 Betatech Hops
Products(Wa-shington, D. C. , U.S.A.)에서 입수했다. 스펜트 호프는 동일한 부피의 무수 에탄올로 2번 추출했다. 에탄
올을 농후한 갈색 잔류물이 남을 때까지 40℃에서 가열하여 제거했다. 이 잔류물을 DMSO에 용해하여 RAW 264.7 세포
에서 시험했다. 다른 언급이 없다면 모든 표준 시약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Sigma(St. Louis,
MO)로부터 입수했다. 모든 다른 화학제품과 장치들은 실시예 1과 2에 설명된 것과 같다.

  세포 배양 -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카탈로그 #TIB-71, Manassas VA)로부터 입수한 RAW 264.7 세포를
이글 배지 듈베코 변성물(DMEM, Mediatech, Herndon, VA)에서 성장시키고 로그 상에 유지시켰다. DMEM 성장배지를
500mL DMEM 병에 열 비활성화 PBS 50mL와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 5mL를 가하여 제조하고 4℃에서 저장했다. 성
장배지는 사용하기 전에 수조에서 37℃로 가온했다.

  실험 1일째 아침에 로그 상 RAW 264.7 세포를 96-웰 조직배양 플레이트에 웰 당 0.2mL 성장배지 중에 웰 당 8x104 세
포로 평판했다. 1일재 마지막에(평판한지 6-8시간 후) 각 웰로부터 성장배지 100㎕를 제거하고 신선한 배지 100㎕로 교
체했다.

  RAW 264.7 세포에서 COX-2의 발현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LPS 1.0mg/mL 스톡 용액을 1mL DMSO에 LPS 1.0mg
을 용해하여 제조했다. 이것을 용해될 때까지 와류시키고 4℃에서 저장했다. 이것은 사용하기 전에 실온이나 37℃에서 녹
였다.

  실험 2일째 시험 물질을 DMSO 중의 1000x 스톡으로서 제조했다. 1.7mL 마이크로퓨즈 튜브에 FBS 없는 1mL DMEM
을 0.05, 0.10, 0.5, 및 1.0㎍/mL의 시험 농도에 대해 가했다. 시험 물질 1000x 스톡 2㎕를 FBS 없는 배지 1mL에 가했
다. 튜브는 2배 농축된 최종 농도의 시험 물질을 함유했으며, 10분간 인큐베이터에 두어 37℃와 평형을 이루었다.

  COX-2 관련 PGE2 합성에 대해서, 1일째 제조된 세포 플레이트의 각 웰로부터 배지 100㎕를 제거하고 평형화된 2x 최

종 농도의 시험 화합물 100㎕로 교체했다. 다음에 세포를 90분간 인큐베이션했다. LPS 20㎕를 1㎍ LPS/mL의 최종 농도
로 세포의 각 웰에 가하여 자극시키고 세포를 4시간 동안 인큐베이션했다.

  세포를 5μM 아라키돈산과 함게 15분간 더 인큐베이션했다. 각 웰로부터 상청액 배지 25㎕를 깨끗한 마이크로퓨즈 튜브
에 옮겨서 배지에 방출된 PGE2를 측정했다.

  LPS 자극 후 실시예 2에 설명된 대로 세포의 모양을 관찰하고 생육성을 측정했다. 어떤 화합물에 대해서도 시험된 최고
농도에서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각 웰로부터 상청액 배지 25㎕를 깨끗한 마이크로퓨즈 튜브에 옮겨서 배지에 방출된
PGE2를 측정했다. 실시예 1에 이미 설명된 대로 PGE2 측정하고 기록했다.

  COX-1 관련 PGE2 합성에 대해서, 1일째 제조된 세포 플레이트의 각 웰로부터 배지 100㎕를 제거하고 평형화된 2x 최

종 농도의 시험 화합물 100㎕로 교체했다. 다음에 세포를 90분간 인큐베이션했다. 다음에, LPS 자극 대신에 세포를
100μM 아라키돈산과 함께 15분간 인큐베이션했다. 각 웰로부터 상청액 배지 25㎕를 깨끗한 마이크로퓨즈 튜브에 옮겨서
배지에 방출된 PGE2를 측정했다. 실시예 2에 설명된 대로 세포의 모양을 관찰하고 생육성을 측정했다. 어떤 화합물에 대

해서도 시험된 최고 농도에서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각 웰로부터 상청액 배지 25㎕를 깨끗한 마이크로퓨즈 튜브에 옮겨
서 배지에 방출된 PGE2를 측정했다. 실시예 1에 이미 설명된 대로 PGE2 측정하고 기록했다. COX-2 및 COX-1의 PGE2

합성에 대한 중간억제농도(IC50)을 실시예 2에 설명된 대로 계산했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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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에 보여진 대로, 모든 호프 단편 및 유도체는 이 표적 마크로파지 모델에서 COX-1에 비해 COX-2를 선택적으로 억
제했다. 이것은 새로운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다. 호프 유도체 IAA 및 RIAA에서 COX-2 선택성의 정도는 각각 144배 및
87배였으며 예상 이외였다. 낮은 중간억제농도와 조합된 그러한 높은 COX-2 선택성은 다른 공급자로부터의 천연 제품에
대해 이전에는 보고된 바 없었다.

  실시예 4

  호프 화합물 및 유도체는 시클로옥시게나제 효소 억제제를 지휘하지 않는다

  요약 - 이 실험은 호프 화합물 및 유도체가 WHMA-COX-2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시험했을 때 생리학적 관련 농도에서
A549 폐 상피 세포에서 PGE2 합성을 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시한다.

  화학제품 - 이 실시예에 사용된 호프 및 호프 유도체는 실시예 3에 이미 설명되었다. 모든 다른 화학제품은 실시예 1과 2
에 설명된 공급자로부터 입수했다.

  세포 - A549(사람 폐 상피)를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Manassas, VA)로부터 입수하여 공급자의 지침에 따
라 하위 배양했다. 세포를 10% FBS, 50 유닛 페니실린/mL, 50㎍ 스트렙토마이신/mL, 5% 나트륨 피루베이트, 및 5% L-
글루타민을 함유하는 RPIM 1640 중에서 5% CO2와 함께 37℃에서 통상대로 배양했다. 실험 당일 지수적으로 성장한 세

포를 수집하여 혈청 없는 RPMI 1640으로 세척했다.

  로그 상 A549 세포를 96-웰 조직배양 플레이트에 웰 당 0.2mL 성장배지 중에 웰 당 8x104 세포로 평판했다. 시험 화합
물에 의한 PGE2 억제의 측정을 위해 WHMA-COX-2 프로토콜이라고도 알려진 Warner 등의 과정[Warner, T. D. 외

(1999) Nonste-roid drugselectivities for cyclooxygenase-1 rather than cyclooxygenase-2 are associated with
human gastrointestinal toxicity: a full in vitro analysis. Proc Natl Acad Sci U S A 96,7563-7568.]을 변형시키지 않
고 따라했다. 간단히 말해서, A549 세포의 평판 24시간 후에 인터류킨 1β(10ng/mL)를 가하여 COX-2의 발현을 유도했
다. 24시간 후 세포를 혈청 없는 RPMI 1640로 세척하고 DMSO와 혈청 없는 RPMI에 용해된 시험 물질을 25, 5.0, 0.5 및
0.05㎍/mL의 최종 농도로 웰에 가했다. 각 농도는 두번씩 진행했다. DMSO를 시험 웰에 함유된 것과 동일한 부피로 대조
표준 웰에 가했다. 60분 후 A23187(50μM)을 웰에 가하여 아라키돈산을 방출시켰다. 30분 후 웰로부터 배지 25㎕를 샘플
링하여 PGE2를 측정했다.

  세포 생육성을 실시예 2에 이미 설명된 대로 평가했다. 어떤 화합물에 대해서도 시험된 최고 농도에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1에 이미 설명된 대로 상청액 배지에서 PGE2를 측정했고 기록했다.

  실시예 2에 이미 설명된 대로 PGE2 합성에 대한 중간억제농도(IC50)을 계산했다.

  결과 - 시험된 용량들에서 실험 프로토콜은 어떤 호프 추출물 또는 유도체에 대해서도 중위 효과 농도를 얻을 수 없었다.
이 프로토콜은 시험 화합물을 첨가하기 전에 COX-2 발현을 자극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험 화합물이 PGE2 합

성의 억제에 실패한 것에 대한 적당한 답은, 이들의 작용 메카니즘이 COX-2 이소짐의 발현은 억제하지만 활성을 직접 억
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WHMA-COX-2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일부 직접적인 억제가 관찰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호
프 화합물이나 호프 화합물 유도체의 항염성을 평가하는데는 부적합하다.

  실시예 5

  호프(Humulus lupulus) 화합물 및 유도체에 의한 위점막 세포에서 PGE2 합성의 억제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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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이 실험은 AGS 사람 위점막 세포에서 호프 단편에 의한 PGE2 억제의 부족을 예시하며, 이는 이들 화합물의 낮은
위 자극 잠재성을 의미한다.

  화학제품 및 시약들은 실시예 3에 설명된 것들을 사용했다. 실시예 2에 AGS 세포를 성장시켜 실시예 2에 설명된 대로 호
프 화합물 및 유도체를 시험하는데 사용했다. 실시예 1에 이미 설명된 대로 PGE2를 측정하고 기록했다. AGS 세포에서

PGS2 합성에 대한 중간억제농도(IC50)을 실시예 2에 설명된 대로 계산했다.

  

표 5.

  표 5에 보여진 대로, 모든 호프 단편 및 유도체는 AGS 위점막 셀라인에서 시험된 최고 농도에서 50% 이상까지 PGE2 합

성을 억제할 수 있었다. 표적 마크로파지에서 이들 단편들에 의해 나타난 항염 효능을 토대로 하면 이것은 새로운 예기치
못한 발견이었다.

  실시예 6

  로즈마리 추출물 및 로즈마리에서 발견된 화합물에 의한 PGE2 합성의 억제

  요약 - 이 실험은 로즈마리 추출물 및 로즈마리에서 통상 발견되는 화합물, 카르노스산, 우르솔산 및 올레아놀산의 표적
세포에서의 항염 효과와 위장 세포에서 PGE2 합성에 대한 로즈마리 추출물 및 올레아놀산의 효과를 예시한다.

  사용된 장치, 화학제품, 세포 취급 및 중간억제농도의 계산은 실시예 1, 2 및 3에 이미 설명된 대로 수행했다. 카르노스
산, 우르솔산 및 올레아놀산은 Sigma (St. Louis, MO)에서 입수했다. 로즈마리 추출물은 미국의 규정(21 CFR 101-22)에
따른 수단(95%+/-3% 로즈마리 추출물)에 의해 Rosmarinus officinalis의 정선된 잎들로부터 얻은 헥산 추출물이었다.
HPLC 분석에 의해 추출물은 최소 11%의 페놀 디테르펜(카르노스산, 카르노솔, 메틸 카르노세이트, 로즈마디알, 로즈마린
산으로 구성됨), 최소 4.9%의 카르노스산, 그리고 합하여 최소 7.6%의 카르노솔과 카르노스산을 함유한 것으로 측정되었
다. 카르노스산은 Sigma(St. Louis, MO)에서 구입했고, 올레아놀산(80%)은 Sabinsa(121 Ethel Road West,
Piscataway, NJ)에서 구입했다.

  

표 6.

  결과 - 모든 시험 물질은 LPS-자극된 RAW 264.7 세포에서 PGE2 합성을 효능 있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
은 COX-2 이소짐의 억제를 의미한다(표 6). 놀랍게도 로즈마리 추출물은 우르솔산과 올레아놀산보다 더욱 효능 있었고,
순수한 카르노스산과는 0.5㎍ 시험 물질/mL 배지의 중간억제농도로 효능에 있어서 동등했다. 로즈마리 추출물은 단지
11%의 카르노스산 또는 유도체를 함유하므로, 로즈마리 추출물에 있는 카르노스산 유도체들이나 많은 다른 화합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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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이 COX-2의 그러한 효능 있는 억제를 협조하여 또는 상승작용적으로 제공하도록 작용했다고 추측된다. 또는 달
리, 로즈마리에서 이미 확인된 초기 리스트에 있는 화합물들 중 하나가 COX-2 매개된 PGE2의 합성을 억제하는데 극히
높은 효능을 가진다.

  비-자극된 RAW 264.7 세포에서 순수한 화합물은 비교적 비활성이었으며, 카르노스산, 우르솔산 및 올레아놀산에 대해
각각 231, 33 및 19㎍/mL의 IC50 값을 나타냈다. 이것은 RAW 264.7 세포 모델에서의 PGE2 합성에서 COX-1에 비해

COX-2 억제에 대한 강한 선호를 의미한다. 이런 정도의 COX 이소짐 선택성은 문헌에 전혀 보고된 적 없었으며 예상치 못
한 결과였다. 그러나, AGS 위점막 셀라인에서는 로즈마리 추출물과 올레아놀산이 모두 PGE2 합성의 효능 있는 억제를 나

타냈다.

  실시예 7

  트리테르페노이드 올레아놀산 및 우르솔산과 조합된 호프 CO2-추출물에 의한 표적 세포에서의 PGE2 합성의 상승작용

적 억제

  사용된 장치, 화학제품, 세포 취급 및 중간억제농도의 계산은 실시예 1, 2 및 3에 이미 설명된 대로 수행했다. 호프 CO2-
추출물은 Hopunion(Yakama, WA)에서 구입했으며 30 내지 60% 알파-산과 15 내지 45% 베타-산을 함유했다. 올레아놀
산과 우르솔산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최고 순도(>98%)로 Sigma(St. Louis, MO)에서 입수했다.

  시험 화합물들의 상승작용은 조합지수(CI) 변수를 사용하여 정량했다. Chou -Talaly의 CI는 다중 약물-효과에 기초한
것이며 효소 동력학 모델로부터 유도된다(Chou,T.-C. 및 Talalay,P.(1977)A simple generalized equation for the
analysis of multiple inhibitions of Michaelis-Menten kinetic systems. J. Biol. Chem. 252:6438-6442). 이 식은 상승
작용 또는 길항작용보다는 단지 추가 효과만을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Chou와 Talaly에 의해 제안된 예상된 추가 효과
이상으로서 상승작용을, 그리고 예상된 추가 효과 미만으로서 길항작용을 정의한다. 추가 효과로서 CI=1을 지정하여, 우
리는 동일한 방식의 작용을 갖는 서로 배타적인 화합물에 대해서 또는 전체적으로 독립적인 방식의 작용을 갖는 서로 비-
배타적인 화합물에 대해서 다음의 관계, 즉 CI < 1, = 1, 및 > 1을 얻었으며, 이들은 각각 상승작용, 추가작용 및 길항작용
을 나타낸다.

  결과 - RAW 264.7 세포에서 시험된 4:1(CO2-추출물:트리테르페노이드) 조합은 전체 용량-반응 곡선에 걸쳐 효능 있는

상승작용을 나타냈다. IC50, IC75 및 IC90의 두 시험 물질에 대해 계산된 조합지수를 표 7에 나타낸다. 이 실시예에서 설명

된 대로 이들 조합의 상승작용은 조합의 각 성분에 대해 0.001 내지 50㎍/mL의 농도 범위를 커버했다.

  

표 7.

  실시예 8

  표적 및 비표적 세포에서 로즈마리 추출물과 조합된 호프에 의한 PGE2 합성의 상승작용적 억제

  요약 - 이 실험은 표적 A549 세포에 대한 환원 이성체화 알파 산과 로즈마리 추출물 조합의 상승작용과 AGS 위점막 세
포에서 PGE2 합성에 대한 로즈마리 억제의 상승작용적 길항작용을 예시한다.

  사용된 장치, 화학제품, 세포 취급 및 중간억제농도의 계산은 실시예 1, 2, 3 및 4에 이미 설명된 대로 수행했다. A549 세
포에서의 시험을 위한 프로토콜에서의 몇 가지 차이점이 이 실험에 포함되었다. 첫째, 시험 물질을 IL-1β로 자극하기 60
분 전에 배지에 가했다. 둘째, 용량-반응 곡선의 결정에서 5μM 아라키돈산을 칼슘 이오노포 A23187 대신에 사용했다. 이
조합의 상승작용은 실시예 7에 나타낸 대로 계산되었다.

  결과 - 표 8은 IL-1β 자극된 A549 세포에서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 로즈마리 추출물 및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 로즈
마리 추출물의 2:1 조합에 의한 PGE2의 억제를 나타낸다. 이 셀라인은 항염 효능에 대한 표적 세포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 로즈마리 추출물에 대한 중간억제농도는 독립적으로 각각 0.84 및 1.3㎍/mL였다. 환원 이성체
화 알파-산과 로즈마리 추출물 2:1 조합은 이 조합의 중간억제농도에서와 그 이하에서 상승작용을 나타냈다.

  표 9는 사람 위 AGS 세포에서 PGE2 합성 억제를 나타낸다. 이들 세포는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의 위장 독성에 대한 대

표적인 모델이다. 이들 세포에서 PGE2 합성의 억제를 나타내는 시험 물질은 만성적으로 사용했을 때 위 자극과 궤양을 나

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로즈마리 추출물에 의한 PGE2 합성의 억제는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 로즈마리 추출물 2:1 조합

에 의해 상승작용적으로 길항작용되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는 상승작용적 길항작용의 새로운 발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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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표 9.

  이 실시예는 호프 유도체 중 하나인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 로즈마리 추출물의 조합만을 나타내지만, 25㎍/mL 만큼
고용량에서 AGS 세포에서 PGE2 억제를 나타내지 않는 다른 호프 추출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예상하여 생각하는

것이 당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실시예 9

  비표적 세포에서는 PGE2 합성에 대한 효과 없는 표적 세포에서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 올레아놀산에 의한 PGE2 합성

의 상승작용적 억제

  요약 - 이 실험은 PGE2 합성의 억제에서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이 표적 A549 세포에서의 PGE2 합성 억제에서 트리페

르펜 올레아놀산과 강한 상승작용을 나타내고, 위 세포에서의 PGE2 합성의 올레아놀산 억제를 상승작용적으로 길항작용

한다는 것을 예시한다.

  사용된 장치, 화학제품, 세포 취급 및 중간억제농도의 계산은 실시예 1, 2, 3 및 4에 이미 설명된 대로 수행했다. A549 세
포에서의 시험을 위한 프로토콜에서의 몇 가지 차이점이 이 실시예에 포함되었다. 첫째, 시험 물질을 IL-1β로 자극하기
60분 전에 배지에 가했다. 둘째, 용량-반응 곡선 결정에서 A549 세포를 PGE2 측정을 위한 배지의 샘플링 전에 하룻밤 동

안 시험 물질의 존재하에 유지시켰다. 이 조합의 상승작용은 실시예 7에 설명된 대로 계산되었다.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
은 John Haas, Inc.(Yakima, WA)에서 1% 수용액으로 입수했고, 올레아놀산은 80% 순수한 것으로 Sabinsa(Piscataway,
NJ)에서 입수했다. 이 조합의 상승작용은 실시예 7에 설명된 대로 계산했다.

  결과 - 표 10은 A549 세포에서 올레아놀산,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 및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 올레아놀산의 다양한
조합에 의한 PGE2 억제를 나타낸다. 이 셀라인은 항염 효능에 대한 표적 세포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환원 이성체화 알파-

산 및 올레아놀산의 중간억제농도는 각각 0.03 및 0.39㎍/mL이었다.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 올레아놀산의 조합은 각각
10:1, 5:1 및 1:5로 구성되며, 0.11, 0.38 및 0.76㎍/mL의 조합 농도에서 용량-반응 곡선상에 상승작용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두 성분의 합이 0.11, 0.38 또는 0.76㎍/mL과 동일하거나 그 미만일 때, PGE2 합성을 억제하는 이들의 능력은 이들

의 개별 활성의 합보다 컸다.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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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은 사람 위 AGS 세포에서 PGE2 합성의 억제를 나타낸다. 이들 세포는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의 위장 독성에 대한

대표 모델이다. 이들 세포에서 PGE2 합성의 억제를 나타내는 시험 물질은 만성적으로 사용했을 때 위 자극과 궤양을 나타

낼 것으로 예상된다. 올레아놀산에 의한 PGE2 합성의 억제는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의 모든 조합에 의해 상승작용적으

로 길항작용되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는 상승작용적 길항작용의 새로운 발견이다.

  

표 11.

  이 실시예는 호프 유도체 중 하나인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 올레아놀산의 조합만을 나타내지만, 25㎍/mL 만큼 고용량
에서 AGS 세포에서 PGE2 억제를 나타내지 않는 다른 호프 추출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예상하여 생각하는 것이 당

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이들 호프 유도체의 예들은 이성체화-알파 산, 헥사히드로-이성체화 알파 산, 테트라히드로-이
소-알파 산 및 스펜트 호프의 추출물을 포함한다.

  실시예 10

  비표적 세포에서는 PGE2 합성에 대한 효과 없는 표적 세포에서 환원 이성체와 알파 산과 트립탄트린 조합에 의한 PGE2

합성의 상승작용적 억제

  요약 - 이 실시예는 표적 A549 세포에 대한 환원 이성체화 알파 산과 트립탄트린의 1:1 조합의 효능 있는 상승작용과
AGS 위점막 세포에서 PGE2 합성의 트립탄트린 억제에 대한 상승작용적 길항작용을 예시한다.

  사용된 장치, 화학제품, 세포 취급 및 중간억제농도의 계산은 실시예 1, 2, 3, 4, 및 9에 이미 설명된 대로 수행했다.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은 1% 수용액으로 John Haas,Inc.(Yakima, WA)에서 입수했고, 트립탄트린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최고 순도를 Waco Chemicals(Richmond, VA)에서 입수했다. A549 세포에서의 시험을 위한 프로토콜에서의 몇 가지 차
이점이 이 실시예에 포함되었다. 첫째, 시험 물질을 IL-1β로 자극하기 60분 전에 배지에 가했다. 둘째, 용량-반응 곡선 결
정에서 A549 세포를 PGE2 측정을 위한 배지의 샘플링 전에 하룻밤 동안 시험 물질의 존재하에 유지시켰다. 이 조합의 상

승작용은 실시예 7에 설명된 대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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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표 12는 IL-1β 자극된 A549 세포에서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 트립탄트린 및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 트립탄
트린의 1:1 조합에 의한 PGE2 억제를 나타낸다. 이 셀라인은 항염 효과에 대한 표적 세포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환원 이성

체화 알파-산과 트립탄트린의 중간억제농도는 각각 0.0.028 및 0.30㎍/mL이었다.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 트립탄트린
의 1:1 조합은 전체 용량-반응 곡선에 걸쳐 상승작용을 나타냈다.

  표 13은 사람 위 AGS 세포에서 PGE2 합성의 억제를 나타낸다. 이들 세포는 프로스타글란딘 억제제의 위장 독성에 대한

대표 모델이다. 이들 세포에서 PGE2 합성의 억제를 나타내는 시험 물질은 만성적으로 사용했을 때 위 자극과 궤양을 나타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트립탄트린에 의한 PGE2 합성의 억제는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 트립탄트린 또는 이들의 콘쥬게이

트의 1:1 조합에 의해 상승작용적으로 길항작용되었다.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는 상승작용적 길항작용의 새로운 발견이
다.

  

표 12.

  

표 13.

  이 실시예는 호프 유도체 중 하나인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과 트립탄트린의 조합만을 나타내지만, 25㎍/mL 만큼 고용량
에서 AGS 세포에서 PGE2 억제를 나타내지 않는 다른 호프 추출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예상하여 생각하는 것이 당

업자에게 자명할 것이다. 이들 호프 유도체의 예들은 이성체화-알파 산, 헥사히드로-이성체화 알파 산, 테트라히드로-이
소-알파 산 및 스펜트 호프의 추출물을 포함한다.

  실시예 11

  호프 유도체, 로즈마리 추출물 및 올레아놀산을 함유하는 조합을 받은 사람으로부터의 혈장 샘플에 의한 PGE2 합성의 생

체외 억제

  요약 - 이 실시예는 환원 이성체화 알파 산, 로즈마리 추출물 및 올레아놀산의 5:5:1 조합을 5일 동안 하루 3회씩 섭취한
후 사람 피험자에서 PGE2 억제 물질의 존재를 증명한다.

  사용된 장치, 화학제품, RAW 264.7 세포 취급 및 PGE2 농도의 계산은 실시예 1, 2 및 3에 이미 설명된 대로 수행했다.

환원 이성체화 알파 산, 로즈마리 추출물 및 올레아놀산은 각각 실시예 3, 6 및 7에 설명된 대로였다. 오일 베이스 중에
200mg 환원 이성체화 알파 산, 200mg 로즈마리 및 40mg 올레아놀산을 함유하는 겔 캡슐을 제조했다. 5일간 하루 3개의
캡슐을 소비하기 전과 그 후에 사람 지원자로부터 혈장 샘플을 얻었다. 캡슐은 하루 종일 대략 8시간 간격으로 복용했다. 5
일째에 마지막 캡슐을 복용하기 1시간 전과 복용 후 1, 2, 4 및 7시간 후에 혈액을 채취했다. 혈장 샘플의 모든 PGE2 분석

은 8회 반복했다. 아웃라이어를 정의하고, 만일 그 값이 인지된 아웃라이어 없이 계산된 그룹 평균으로부터의 3회의 표준
편차 이상이라면 제거했다. 로우 데이터를 아웃라이어와 같이 그리고 아웃라이어 없이 그래프로 그렸다. PGE2 억제 퍼센

트에 관련된 혈장에서의 시험 물질의 농도를 상업용 혈장(Gibco, Grand Island,NY)에서의 이 조합의 표준 곡선을 사용하
여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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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A]는 나타낸 시간에서 혈장 샘플에 의한 PGE2 합성의 억제를 예시한다. PGE2 억제의 9- 내지 3-배 증가가 1차

투약-후 시간 동안 관찰되었다. 시험 물질의 유효 반감기(PGE2 합성을 억제하는 능력을 반으로 감소시키는데 걸린 시간)

는 대략 4시간이었다.

  RAW 264.7 세포에서 PGE2 합성의 관찰된 억제 퍼센트에 관련된 시험 물질의 추정치를 도 7[B]에 나타낸다. 아웃라이
어가 제거된 데이타만을 사용하여 최초 시간 동안 시험 물질 농도가 12.5-배 증가한 것이 주목되었다. 880ng/mL의 최대
농도는 1차 및 2차 투약 후 시간에서 모두 보여졌다. 농도 반감기는 대략 2.2시간이었다. 유효 반감기와 농도 반감기 간의
일관성의 결여는 제제에서 성분들의 상승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본 출원의 실시예에 의해 증명된 대로, 이성체
화 알파 산, 로즈마리 추출물내의 많은 화합물 및 올레아놀산의 양성적 그리고 상승작용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효능이 확대
된다.

  실시예 12

  외상 후 관절 기능의 정상화

  보충식으로 바람직한 구체예의 대표적인 조성물은 경구 제제의 형태, 즉 다음의 조합 중 하나를 제공하는 정제나 겔 캡슐
이다: 70kg의 사람에 대해 1일 당 0.1 내지 10mg 이소코휴멀론/kg; 1일 당 0.01 내지 10mg 디히드로애드휴멀론/kg; 1일
당 0.01 내지 10mg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kg; 1일 당 0.01 내지 10mg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운동이나 반복된 움직임 스트레스로 인한 물리적 외상 후 관절 움직임의 정상화는 2 내지 10회 투약 후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런 결과는 모든 동물에서 예상된다.

  실시예 13

  외상 후 관절 기능의 정상화

  보충식으로 바람직한 구체예의 대표적인 조성물은 경구 제제의 형태, 즉 다음의 조합 중 하나를 제공하는 정제나 겔 캡슐
이다.

  70kg 사람에 대해

  1일 당 17mg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kg, 1일 당 17mg 우르솔산/kg;

  1일 당 17mg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kg, 1일 당 17mg 로즈마리 추출물/kg;

  1일 당 34mg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kg, 1일 당 34mg 로즈마리 추출물/kg;

  1일 당 340mg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kg, 340mg 로즈마리 추출물/kg;

  1일 당 17mg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kg, 17mg 로즈마리 추출물/kg;

  1일 당 17mg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kg, 1일 당 17mg 로즈마리 추출물/kg 및 1일 당 170mg 우르솔산/kg; 또는

  1일 당 17mg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kg, 1일 당 17mg 로즈마리 추출물/kg 및1일 당 1700mg 우르솔산/kg.

  운동이나 반복된 움직임 스트레스로 인한 물리적 외상 후 관절 움직임의 정상화는 2 내지 10회 투약 후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런 결과는 모든 동물에서 예상된다.

  실시예 14

  장미 여드름의 치료에서 로션 제제의 임상적 효과

  다음중 하나를 함유하도록 디자인된 로션을:

  1. 0.1% wt의 이성체화 알파-산 이소코휴멀론;

  2. 0.1% wt의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 디히드로-애드휴멀론;

  3. 0.1% wt의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또는

  4. 0.1 % wt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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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건강 의료인에 의해 진단되고 독립 공인 인증 피부과전문의에 의해 확인된 장미 여드름이 나타난 환자의 환부에
도포한다.

  자가-평가 테스트 및 연구 1주일 전에 투여되어 환부 표면적과 발적을 정량한다. 게다가, 환자 치료 상태를 모르는 전문
임상 스태프에 의해 유사한 점수를 점수매긴다. 이들 평가는 0,7, 14 및 21일에 반복된다.

  환자는 무작위로 연구 개시시에 테스트 제제 또는 플라시보를 할당받는다. 테스트 제제와 플라시보는 환부에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도포된다.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건강 상태의 치료가 연구하는동안 허용된다. 점수는 각각 4개의 관찰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시험 제제와 플라시보 사이에서 비교된다. 로션 제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성물로 치료된 환자
는 환자의 점수가 평가된 각각의 부류내에서 미리테스트 점수로부터 20% 이상만큼 개선될 때 개선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
선을 나타내는 사람의 백분율은 조합 제제와 플라시보 대조군 사이에서 비교된다. 두개의 군 사이의 차이는 참일 때 무효
가정을 거절할 가능성이 5%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시예 15

  장미 여드름의 치료에 있어서 로션 제제의 임상적 효과

  다음중 하나를 함유하도록 디자인된 로션을:

  1. 0.1% wt의 알파-산 휴멀론;

  2. 0.1% wt의 이성체화 알파-산 이소코휴멀론;

  3. 0.1% wt의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디히드로-애드휴멀론 ;

  4. 0.1% wt의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 또는

  5. 0.1% wt의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그들의 건강 의료인에 의해 진단되고 독립 공인 인증 피부과전문의에 의해 확인된 장미 여드름이 나타난 환자의 환부에
도포한다.

  자가-평가 테스트 및 연구 1주일 전에 투여되어 환부 표면적과 발적을 정량한다. 게다가, 환자 치료 상태를 모르는 전문
임상 스태프에 의해 유사한 점수를 점수매긴다. 이들 평가는 0,7, 14 및 21일에 반복된다.

  환자는 무작위로 연구 개시시에 테스트 제제 또는 플라시보를 할당받는다. 테스트 제제와 플라시보는 환부에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도포된다.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건강 상태의 치료가 연구하는동안 허용된다. 점수는 각각 4개의 관찰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시험 제제와 플라시보 사이에서 비교된다. 로션 제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성물로 치료된 환자
는 환자의 점수가 평가된 각각의 부류내에서 미리테스트 점수로부터 20% 이상만큼 개선될 때 개선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
선을 나타내는 사람의 백분율은 조합 제제와 플라시보 대조군 사이에서 비교된다. 두개의 군 사이의 차이는 참일 때 무효
가정을 거절할 가능성이 5%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시예 16

  장미 여드름의 치료에 있어서 로션 제제의 임상적 효과

  다음중 하나를 함유하도록 디자인된 로션을:

  1. 0.1% wt의 알파-산 휴멀론 및 0.1 % 트리판트린 ;

  2. 0.1% wt의 이성체화 알파-산 이소코휴멀론 및 0.1% 트리판트린;

  3. 0.1% wt의 환원 이성체화 알파-산 디히드로-애드휴멀론 및 0.1% 트립탄트린 ;

  4. 0.1% wt의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0.1% 트립탄트린 ; 또는

  5. 0.1% wt의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및 O. 1% 트립탄트린

  그들의 건강 의료인에 의해 진단되고 독립 공인 인증 피부과전문의에 의해 확인된 장미 여드름이 나타난 환자의 환부에
도포한다.

  자가-평가 테스트 및 연구 1주일 전에 투여되어 환부 표면적과 발적을 정량한다. 게다가, 환자 치료 상태를 모르는 전문
임상 스태프에 의해 유사한 점수를 점수매긴다. 이들 평가는 0,7, 14 및 21일에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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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는 무작위로 연구 개시시에 테스트 제제 또는 플라시보를 할당받는다. 테스트 제제와 플라시보는 환부에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도포된다.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건강 상태의 치료가 연구하는동안 허용된다. 점수는 각각 4개의 관찰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시험 제제와 플라시보 사이에서 비교된다. 로션 제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성물로 치료된 환자
는 환자의 점수가 평가된 각각의 부류내에서 미리테스트 점수로부터 20% 이상만큼 개선될 때 개선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
선을 나타내는 사람의 백분율은 조합 제제와 플라시보 대조군 사이에서 비교된다. 두개의 군 사이의 차이는 참일 때 무효
가정을 거절할 가능성이 5%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시예 17

  건선의 치료에 있어서 로션 제제의 임상적 효과

  이 실시예는 그들 소유의 의료인에 의해 진단되고 독립 공인 인증 피부과전문의에 의해 확인된 건선이 나타난 환자의 환
부에 도포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4,15 및 16에서 기술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자가-평가 테스트 및
연구 1주일 전에 투여되어 환부 표면적과 피부 상태를 정량한다. 게다가, 환자 치료 상태를 모르는 전문 임상 스태프에 의
해 유사한 점수를 점수매긴다. 이들 평가는 0,7, 30 및 60일에 반복된다.

  환자는 무작위로 연구 개시시에 테스트 제제 또는 플라시보를 할당받는다. 테스트 제제와 플라시보는 환부에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도포된다.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건강 상태의 치료가 연구하는동안 허용된다. 점수는 각각 4개의 관찰 기간
동안 통계적으로 시험 제제와 플라시보 사이에서 비교된다. 로션 제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성물로 치료된 환자
는 환자의 점수가 평가된 각각의 부류내에서 미리테스트 점수로부터 20% 이상만큼 개선될 때 개선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
선을 나타내는 사람의 백분율은 조합 제제와 플라시보 대조군 사이에서 비교된다. 두개의 군 사이의 차이는 참일 때 무효
가정을 거절할 가능성이 5%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시예 18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있어서 제제의 임상적 효과

  실시예 12 및 13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경구용 제제를 그들의 의료인에 의해 진단되고 독립 공인 인증 피부과전문의에
의해 확인된 알츠하이머병(AD)의 초기단계가 나타난 환자에게 투여한다. 임상 시험 2주전에, 환자는 Mini Mental Status
Exam(MMSE), Alzheimer Disease Assessment Scale (ADAS), Boston Naming Test (BNT), 및 Token Test (TT)와
같은 적절한 정신신경학상 테스트를 받는다. 신경정신학상 테스트는 0일, 6주 및 3 개읠의 임상 실험에 반복된다. 테스트
는 환자의 치료 요법을 모르는 신경정신분석가에 의해 수행된다.

  환자는 무작위로 연구 개시시에 테스트 제제 또는 플라시보를 할당받는다. 테스트 제제와 플라시보는 환부에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경구 복용된다.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건강 상태의 치료가 연구하는동안 허용된다. 점수는 3개의 관찰 기간
의 각각동안 통계적으로 시험 제제와 플라시보 사이에서 비교된다. 치료없이, AD의 자연 경과는 임상 시험의 과정 동안에
테스트 점수에서 유의적 악화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성물로 치료된 환자는 임상 실험의 과정 동안에 환자의 점수가 동
일하게 남아있거나 개선될 때 개선된 것으로 간주한다.

  실시예 19

  결장암의 치료 및 예방에 잇어서 경구용 제제

  실시예 12 및 13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경구용 제제를 그들의 고유 의료인에 의해 진단되고 독립 공인 인증 피부과전문
의에 의해 확인된 결장암의 초기단계가 나타난 환자에게 투여한다.

  환자는 무작위로 연구 개시시에 테스트 제제 또는 플라시보를 할당받는다. 테스트 제제와 플라시보는 환부에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경구 복용된다. 당뇨, 고혈압 등과 같은 건강 상태의 치료가 연구하는 동안 허용된다. 내시경 평가가 1,2,6
및 12개월에 이루어진다. 4개의 추적 임상 방문중 어떤 하나 동안에 종양의 재발현의 증거는 치료 실패로 간주한다. 치료
실패의 백분율은 시험 제제와 플라시보 사이에서 비교된다. 기술된 실험 조건하에서, 테스트 물질은 대조군에 비해서 종양
발병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두개의 군 사이의 차이는 참일 때 무효 가정을 거절할 가능성이 5%미만이면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실시예 20

  민감성 장 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경구용 제제

  실시예 12 및 13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경구용 제제는 그들의 고유 의료인에 의해 진단된 민감성 장 증후군을 나타낸 환
자에게 투여된다. 정상 장 기능이 48시간내에 회복된다.

  실시예 21

  골관절염의 관절 기능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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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12 및 13에서 기술된 조성물을 사용하여 골관절염으로 인한 관절경직의 정상화가 글루코사민 또는 콘드로이틴
술페이트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서 5 내지 20 복용량 후에 일어난다. 게다가, 조성물은 종래의 비-스테로이드계항염증제와
는 달리, 이들 두가지 프로테오글리칸 구성성분의 정상 관절 재건 효과와 상충하지 않는다.

  실시예 22

  A549 폐 세포에서 진드기 먼지 알레르겐은 PGE2 생합성을 활성화한다

  요약-본 실시예는 집 진드기 먼지 알레르겐이 폐 상피 세포에서 PGE2 생합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배경기술

  알레르겐에의 민감성은 증가하는 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논점은 과거 몇년에 걸쳐 천식의 놀라운 증가
에 의해 복잡하게 되었다. 천식 고통은 특히 공기매개 알레르겐에 민감하다. 알레르기 율은 또한 등귀하는 경향이다. 이는
알레르기 증상의 원인 및 관련된 불편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증가시킨다. 대략 인구의 10%는 다양한 환경 근원로부
터의 항원에 노출시 과민(알레르기)하게 된다. 즉각 및/또는 지연된 타입의 과민성을 유발하는 그러한 항원은 알레르겐으
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잔디, 나무, 잡초, 동물비듬, 곤충, 음식물, 약물,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개개인의 유전학적 소인
이 증상에 고초열, 천식, 및 두드러기를 포함하는 증상을 갖는 아토피 및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즉각 알레르기 반응의 발달
에 한 역할을 한다고 믿어진다.

  많은 알레르겐은 단백질-기반 분자이고, 이들 단백질 알레르겐은 많은 근원으로부터 기원한다. 집에서 알레르겐의 가장
통상적인 근원중 하나가 먼지 진드기라고 알려져왔다. 물론, 모든 알레르겐의 경우와 같이, 단지 특정한 사람들만이 먼지
진드기알레르겐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그룹의 사람은 많은 지역, 특히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매우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년중 많은 시간이 고온 다습한 미국 남동부에서는, 일반적인 인구에서 집 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의 발생이
25%만큼 높을 수 있다. 집 먼지 진드기는 플러시 카페트, 속을 꽉 채운 실내 장식류, 편한 침대 두꺼운 이불등에서 자란다.

  방법

  진드기먼지 알레르겐 분리-Dermatophagoides farinae는 미국 집 먼지 진드기이다. D. farinae를 실온에서 75% 습도에
서 Purina Laboratory Chow (Ralston Purina, Co, St. Louis, MO)와 Fleischmann의 과립화 건조 효모 (표준 Brands,
Inc. New York, NY) 의 1: 1 비율로 배양하였다. 살아있는 진드기가 배지로부터 이동할때 그것들을 배양 용기로부터 흡
입하고, 냉동하여 죽이고, 건조시키고 0% 습도에서 저장하였다. 진드기먼지의 알레르겐 성분은 주위 온도에서 물로 추출
되었다. 500mg의 진드기 분말을 15 mL 원뿔형 원심분리 튜브 (VWR, Rochester, NY)에서 5 mL 의 물 (1: 10 w/v)에 첨
가하고, 1분동안 진탕하고 주위 온도에서 밤새 방치하였다. 다음날, 수성상을 0.2μm 1회용 주사기 필터 (Nalgene,
Rochester, NY)를 사용하여 여과시켯다. 여과액을 진드기먼지 알레르겐이라 명명하고 A549 폐 상피 세포에서 PGE2 생

합성의 유도를 위한 테스트에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및 처리-이 실험은 사람 기도 상피 세포주, A549을 수반하였다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Bethesda, MD). 세포를 배양하고 이전에 실시예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처리하였다. 진드기알레르겐을 배양 배지에 첨
가하여 1000 ng/mL의 최종 농도를 얻었다. 24시간후에, 배양 배지는 PGE2 농도를 위해 샘플링되었다.

  PGE2 분석-배양 배지에서 PGE2의 결정은 실시예 1에서 이전에 기술된 바와같이 수행되었다.

  통계적 분석-처리당 8번 반복의 평균은 Excel 스프레드시트(Microsoft, Redmond, WA)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진드기 알레르겐 처리는 용매 처리된 대조군에 비해서 A549 세포에서 PGE2 생합성을 6-배 증가시켰다. (도 8).

  실시예 23

  호프 유도체가 A549 폐 세포에서 PIGE2생합성의 진드기먼지 알레르겐 활성화를 억제한다

  요약-본 실시예는 호프의 유도체가 A549 폐 세포에서 진드기먼지 알레르겐의 PGE2 자극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방법

  세포주와 시험 과정은 실시예 22에서 기술된 바와 같다. 진드기먼지 알레르겐에 더하여, 시험 물질은 호프 단편 (1) 알파
호프 (1% 알파 산; AA), (2) 아로마호프 OE (10% 베타 산 및 2% 이성체화 알파 산, (3) 이소호프 (이성체화 알파 산;IAA),
(4) 베타 산 용액 (베타 산 BA), (5) 헥사호프 골드 (헥사히드로 이성체화 알파 산;HHIAA), (6) 레디호프(환원 이성체화-
알파 산;RIAA), 및 (7) 테트라호프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 산 THIAA)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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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물질은 10㎍/mL의 최종 농도에서 진드기먼지 알레르겐을 첨가하기 60분전에 첨가하였다.

  결과

  표 15는 진드기먼지 알레르겐에 의해 자극된 A549 폐 세포에서 호프 유도체에 의한 PGE2 생합성의 범위를 보여준다. 모

든 호프 유도체는 진드기먼지 알레르겐의 자극 효과를 상당히 저해할 수 있었다.

  

표 15.

  결론적으로, 또한 COX-2의 발현을 억제하고,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고, 또는 표적 세
포에서 선택적으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화합물의 처연 제제를 확인하는것이 유용할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호프(Humulus lupulus)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된 하나 이상의 단편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포함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된 단편의 예는 알파 산, 이소알파 산, 환원 이소알파 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 산, 헥사-히
드로이소알파 산, 베타 산, 및 스펜트 호프이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된 단편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이것으로 한정
되지는 않지만,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애드휴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
로-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 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
멀론, 헥사히드로- 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휴멀론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화합물은 또
한 할로겐, 에테르, 및 에스테르와 같은 치환기를 가질 수 있다.

  또다른 구체예는 트립탄트린 및 그것의 접합체를 포함한다.

  다른 구체예는 화합물의 조합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구체예는 제 1 성분으로서, 호프의 추출로부터 분리 혹은 유도된 활
성 성분을 포함하고, 제 2 성분으로서 로즈마리 (Rosmarinusojf cinalis L.),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또는 화합물,
트리테르펜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및 트립탄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구체예는 제 1 성분으로서 트립탄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 그리
고 제 2 성분으로서 호프의 추출로부터 분리 혹은 유도된 활성 성분,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또는 화합
물, 및 트리테르펜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구성원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24

  NF-kB 에 대한 변형된 호프 성분의 효과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NF-kB, 헤테로다이머의 단백질 p50 및 ReIA,는 널리 발현되고 포유류 세포에서 염증 및 면역

반응과 같은 다중 생물학적 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도성 진핵 DNA 결합 단백질 복합체이다. NF-kB의
타겟은 간의 IL-2, IL-2 수용체, 급성-상 단백질을 포함한다. 게다가 염증 반응에서의 그것의 역할에 더하여, NF-kB 활성
화는 TNF 및 Fas에 대한 아포토틱 반응보다 우위이고, 대신에 증식을 허용한다. NF-kB는 비활성이고 거기서 I-KB에 의
해 유지될 때 세포질이다. 도 9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다양한 자극은 IKK (IKB 키나아제)의 활성화를 초래하고, 이는 I-
kB를 포스포릴화하고, 기작 및 저하에 대해 그것을 마킹한다. 일단 IkB가 저하되면, NF-kB는 전사를 초기화하기 위해 프
리딩된다. 유전자의 전사 활성화 후에, NF-kB는 또한 신속하게 저하된다.

  활성화 또는 비저하 NF-kB를 검출하는 능력은 시간의 함수이다. 세포의 사이토킨 자극 후에, 활성화 NF-kB는 30 분 내
에 검출될 수 있다. 시간내에, 활성화된 NF-kB는 저하되고 오직 비활성화되고, 복합화된 NF-kB가 남아있다. 이러한 실시
예에서, 전체 세포 NF-kB를 인터루켄-1β (IL-1β), γ-인터페론 (IFN), 및 TNFα의 3가 자극 24 시간 후에 결정되었다. 이
시간까지, 활성화 NF-kB 는 저하되고 오직 비활성화되고, 결합된 NF-kB이 남아잇다. IkB 저해제가 세포용해 완충액으로
제거되고 NF-kB는 NF-kB 반응 요소를 함유하는 dsDNA 에 의해 포획후에 효소 면역분석에 의해 정량화된다. NF-kB 활
성화를 억제하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은 세포 리세이트에서 NF-kB-관련된 색상 발달에서의 증가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
될 수 있다. 암세포 성장과 HIV-1와 같은 다양한 바이러스의 증가된 복제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유류 세포에서 염
증과 면역 반응 모두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NF-kB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NF-kB 활성화 또는 기능을 손상시키는
약제의 개발이 중요한 치료 응용을 가질 수 있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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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NF-kB EIA 키트는 Active Motif (Carlsbad, CA)으로부터 얻었다.

  열 비활성화 태아 소 혈청(FBS-HI Cat. &num;35-011CV), 및 Dulbeco's Modification of Eagle's 배지 (DMEM Cat
&num;10-013CV)는 Mediatech (Herndon, VA)으로부터 구입하였다. 환원 이성체화-알파 산(RIAA)은 John.Haas,Inc.
Yakima, WA으로부터 얻었다. 인터루켄-1β (IL-1β), γ-인터페론 (IFN), TNFα, 비타민 D3 (VD3) 및 모든 표준 화학물질
은 Sigma (St Louis, MO)로부터 얻었고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가장 높은 순도의 것이었다.

  세포 배양 및 세포의 처리-사람 단핵세포 세포주 U937를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as, VA)으로부터
얻었고 공급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계대배양하였다. 세포는 37℃에서 50 유닛 페니실린/mL, 50 μg 스트렙토마이신/mL,
5% 나트륨 피루베이트, 및 5% L-글루타민 (Life Technologies)과 함께, 10% FBS을 함유하는 RPMI 1640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중의 5% C02 로 배양되었다. 실험을 위해서, U937 세포는 37℃에서 6-웰 플레이트에

서 5% C02로 습윤 배양기에서 테스트제로 처리 24시간전에 배양되었다. VD3 (100nM) 또는 VD3 및 사이토킨혼합물 (25
ngIL-113, 150 ng IFN, 및 20 ngTNFa/mL)으로 자극하기 전에 디메틸술폭시드 (10μL)에서의 RIAA를 세포에 첨가하여
최종 농도의 10ggRIAA/mL를 달성하였다. 24시간후에, 세포를 세척하고 TransAMNFkB Chemi 키트에서 공급한 시약으
로 용해하였다.

  단백질 검정-세포 리세이트의 단백질 농도는 제조업체에 의해 공급된 과정에 따라 표준으로서 소 혈청 알부민을 갖는
NanoOrange Protein Quantitation Kit를 사용하여 결정되었다(Molecular Probes, Eugene, OE). Packard PlateReader
버전 3.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485 nm 에서의 여기 필터 세트와 570 nm에서 방출 세트를 갖는 Packard FluoroCount,
모델 BF 10000 플루오로미터를 사용하여 형광성을 결정하였다. Packard PlateReader이 제공된 I-Smart 프로그램은 단
백질 농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되었다.

  NF-kB 분석법- TransAMNFkB Chemi 키트 (Active Motiff)를 사용하여 U937 세포에서 분해되지 않은 NF-kB p50를
검출하였다. 공급업체의 지시사항은 수정없이 따랐다. Bio-tek Instruments ELISA 플레이트 판독기를 사용하여 405 nm
에서 광학 밀도를 기록하였다. NF-kB를 정량하고 mOD405 유닛으로 표로 만들었다.

  통계적 분석- 처리당 4 내지 8 복제의 평균 및 95% 신뢰 구간을 엑셀 스프레드시트(Microsoft, Redmond, WA)에서 표
준 통계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사이토킨혼합물로 자극의 24시간후에, U937 세포에서 비분해 NF-kB의 양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6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대조군 (330 mOD 단위) 및 VD3 처리는 사이토킨혼합물 또는 VD3 플러스 사이토킨혼합물으로 자극된 세
포의 NF-kB의 양의 대략 2배를 함유하였다. 그러나, RIAA의 추가는 NF-kB (281 vs 122 mOD 유닛)의 활성화와 뒤이은
저하를 방지하였다. 이는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다. NF-kB의 활성화의 부족은 NF-kB 활성화가 TNF 및 Fas에 대
한 아포토틱 반응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다양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표 16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RIAA 단독일때는, NF-kB 복합체의 활성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RIAA와 같은 호프 성분들 또는 변형된 호프 성분
들은, NF-kB를 활성화하지 않거나 NF-kB의 활성화를 예방하기 때문에 NF-kB 활성화와 관련된 장애에 영향을 주는 역
할을 할 수 있다.

  

표 16.

  결론적으로, NF-kB를 조절하는 화합물의 천연 제제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한 제제는 넓은 용도를 가진다. 또한
COX-2의 발현을 억제하고,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억제하고, 또는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화합물의 천연 제제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하다.

  실시예 25

  LPS-자극 RAW 264.7 세포에서 환원 이성체화 알파 산 또는 이성체화 알파 산에 의한 직접 PCF2 억제의 부족

  본 실시예는 A23187 아라키돈 산 방출을 갖는 후 COX-2 (시클로옥시게나아제-2) 유도의 테스트를 기술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염증의 RAW 264.7 세포 모델에서 COX-2 매개된 PGE2 생합성의 직접적인 저해제로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호프 유도체 RIAA (환원 이성체화 알파 산) (레디호프 (rho-이소-알파 산(RIAA), 29.5- 30.5%, < 0.2% 이소-
알파 산) 및 IAA (이성체화 알파 산)(이소호프 ; 이소-알파 산(IAA), 29.5-30. 5%)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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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의 방법과 과정이 사용되었다.

  세포 배양 및 시험 물질로의 처리- RAW 264.7 세포 (ATCC 수 TIB-71)를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으로부터 얻고 공급업체의 지시사항에 따라 계대배양하였다. 시험을 위한 제조에서, 세포는 10% 태아 소
혈청을 갖는 Dulbecco's Modification of Eagle's 배지 (DMEM)에서 성장되었고,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으로 열 비활
성화 (FBS-HI)되고 실험 설정 전에 로그 상으로 유지되었다. 실험의 2일째에, 세포는 웰당 200μL 성장 배지를 갖는 96-
웰 조직 배양 플레이트에서 웰당 8 x104 세포에서 플레이팅되었다.

  37℃에서 5% CO2로 밤새 배양한 후에, 성장 배지를 FBS 또는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이 없는 200μL DMEM 으로 대

체하였다. RAW 264.7 세포를 리포폴리사카리드 (LPS) (10 ng/ml 최종 농도)로 자극하였고 밤새 배양하여 COX-2 발현
을 유도하였다. LPS-자극 18시간 후에, 시험 물질을 A23187의 첨가 60 분 후에 첨가하였다. 시험 물질을 250-배 스톡 용
액으로서 디메틸술폭시드 (DMSO)에 용해하였다. 4 μL의 이 250-배 스톡 시험 물질 제제를 1 mL의 DMEM에 첨가하고,
200 μL 의 이 용액을 시험 물질의 각각의 용량에 대해 8 웰에 첨가하였다. 상청액 배지는 30분후에 프로스타글란딘 E2

(PGE2) 결정을 위해 샘플링하였다. 중간 저해 농도는 2가지 독립 실험에 걸쳐서 4 농도의 최소값으로부터 계산되었다. 조

합 지수 (CIs)는 통계적인 방법에서 아래 기술된 바와 같이 계산되었다.

  표 17은 수행된 두개의 독립적 분석법의 각각에서 사용된 시험 물질을 기술한다.

  

표 17.

  PGE2의 결정- PGE2의 결정을 위해서 PGE2의 정량화를 위한 상업적, 비-방사능 과정을 채택하였고 (Caymen

Chemical, Ann Arbor, MI) 수정없이 제조업체의 권장된 과정을 사용하였다. 요약하면, 50μL의 상청액 배양 배지를 적절
한 양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표지화 트레이서 및 PGE2 항혈청으로 희석시키고, 실온에서 18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그후에, PGE2-분석법 마이크로타이터 플레이트의 웰을 비우고 세척 완충액으로 헹구고;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를 위한

기질을 함유하는 200 μL 의 Ellman의 시약을 그후 첨가하였다.

  반응은 느린 셰이커에서 실온에서 1 시간동안 유지하고 415 nm에서 흡광도를 Bio-tek Instruments (모델 #800,
Winooski, VT) 효소-연결 면역상청 분석 (ELISA) 플레이트 판독기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분석법을 위한 제조업체의
명세사항은 < 10%의 변이의 인트라-분석법 계수, 1% 미만의 PGD2 및 PGF2 와의 교차 반응성 및 10-1000 pg mL-1의

범위를 넘는 선형성을 포함한다. PGE2 농도는 105 세포당 pg PGE2 로서 계산되었다.

  세포 생활력- 세포 생활력은 PGE2 분석법에 대한 배지의 샘플링 전 또는 직후에 세포의 현미경 검사에 의해 평가되었다.

세포 사망률은 관찰될 때 주목되었다.

  하기의 물질이 사용되었고 지시된 제조업체에 의해 얻어졌다. 박테리아 리포폴리사카리드(LPS ; B E. coli 055 :B5)는
Sigma (St. Louis, MO)로부터 얻었다. 프로스타글란딘 E2 단일클론 항체 키트는 Cayman Chemical (Ann Arbor, MI)로

부터 구입하였다. 열 비활성화 태아 소 혈청(FBS-HI #35-011CV) 및 Dulbecco's Modificationof Eagle's 배지 (DMEM
#10- 1013CV)을 Mediatech (Herndon, VA)로부터 구입하였다. 달리 명시되지 않으면, 모든 표준 시약은 Sigma (St.
Louis, MO)로부터 얻어졌고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가장 순수한 것이다. 시험 물질은 Betatech Hops Products
(Washington, DC)로부터 얻어진 RIAA 및 IAA를 포함하였다.

  하기의 통계학적 방법이 사용되었다. 4 농도중 최소값(표 1)을 사용하여 95% 신뢰 간격을 갖는 PGE2에 대해 용량-반응

곡선과 배지 저해 농도(IC50)를 CalcuSyn (BIOSOFT, Ferguson, MO)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이러한 통계 패키지는 T-

C Chou 및 P. Talaly, 용량-효과 관계의 정량적 분석: 다중 약물 또는 효소 저해제의 조합된 효과. Adv Enzyme Regul
22,27-55 (1984)에 의해 기술된 중간 효과 방법을 사용하여 다중 약물 복용 효과 계산을 수행한다. 간단히 말하면, 분석은
가장 간단한 가능한 형태: fa/fu=(C/Cm)m로 "용량"과 "효과"를 상호관련짓는데, 이때 C는 용량 화합물의 농도이고 Cm은
효능을 단순화하는 중간-효과-용량이다. Cm은 중간-효과 도면의 x-중간차단으로부터 결정된다. 시험 물질의 농도에 의
해 영향받는 분율은 fa이고 농도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분율은 fu (fu= 1-fa)이다. 성분 m은 용량-효과 곡선의 S자형 또는
형태를 단순화하는 매개변수이다. 그것은 중간-효과-도면의 기울기에 의해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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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효과 도면은 x= log (C) vs. y = log(fa/fu)의 그래프이고 Chou의 중간-효과 식의 대수 형태에 기반한다. 중간-효
과식에 대한 데이타에 대한 피트의 우수함은 중간-효과 도면의 선형 상호관계 계수 r에 의해 나타낸다. 보통, 효소 또는 수
용체 시스템으로부터의 실험 데이타는 r > 0.96, 조직 배양으로부터 r > 0.90 및 동물 시스템으로부터 r > 0.85을 가진다.
여기서 보고된 세포-기반 연구에서, 모든 선형 상호관계 계수는 0.90보다 더 컸다. 대부분의 강한 결과를 위해서, 실험을
3개의 다른 데이타에 대해서 최소 3번 반복한다. 각각의 용량에서 퍼센트 억제는 3개의 독립 실험에 걸쳐서 평균이고 보고
된 중간 저해 농도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테스트 성분의 시너지는 조합 지수 (CI)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정량화된다. Chou-Talaly의 CI는 다중 약물-효과에 기반
하고 효소 동역학 모델로부터 유도된다( Chou, T. -C. 및 Talalay, P. Michaelis-Menten kinetic 시스템의 다중 억제의
분석을 위한 간단한 일반식. J. Biol. Chem. 252: 6438-6442 (1977). 식은 공동작용 또는 반작용이라기 보다는 오직 추가
적인 효과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동작용은 이러한 경우에 예상된 추가 효과이상으로 정의되고, 반작용은 Cho 및 Talalay
에 의해 제안된 예상된 추가 효과 미만으로 정의된다. 추가 효과로서 CI = 1의 지정을 사용하여, 하기 관계는 동일한 모드
의 작용을 갖는 상호 배제 화합물 또는 작용의 전체 독립 모드를 갖는 상호 비-배제 약물에 대해서 얻어졌다: CI < 1, = 1,
및>1 각각 공동작용, 추가성 및 반작용을 나타낸다.

  두개의 데이타 변형은 보장되는 곳에서 적용된다. 제 1 변형은 이들 낮은 용량의 PGE2 제조가 LPS-자극 대조군의 PGE2

제조를 초과할때 가장 낮은 테스트 농도로부터 제조된 가장 높은 PGE2 제조로부터의 퍼센트 억제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

루어졌다. 이 공정은 플레이트 전체를 통해서 반응 변이성과 구배에 대해 제어한다. 두번째 데이타 변형은 등급화된 용량
의 변이를 위해 조절되었다. 웰들 사이에서 역사적 변이를 사용하는 Monte Carlo 자극은 농도당 복제 웰이 4점 용량-반응
곡선에서 사용될때 용량-반응 곡선은 시간의 40%만을 등급화하는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IC50 을 계산하기 전에 농도

에 의해 반응을 분류하는 것은 반응이 등급화되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행되었다.

  위에서 약술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PGE2 제조의 RAW 264.7 세포에서 LPS-자극은 1.4-배 내지 2.1-배 비자극 세포

범위이고 PGE2 분석법을 위한 배지를 희석에 다소 의존적이다. 아스피린 양성 대조군에 대해 계산된 8.7μg/mL의 IC50 값

(95% CL (신뢰 제한) = 3.9-19)은 1.4 내지 50μg/mL 범위인 직접적인 COX-2 억제에 대한 공개값(Mitchell, J. A. et al.
구성적 및 유도성 시클로옥시게나아제의 저해제로서 비스테로이드 항- 염증성 약물의 선택성. Proc. Natl. Acad. Sci.
USA 90: 11693-11697 (1994); Warner, T. D. et al. 시클로-옥시게나아제-2라기 보다는 시클로-옥시게나아제-1 에
대한 비스테로이드 약물 선택성은 사람 위장관 독성과 관계된다 : 전체 시험관내 분석. Proc. Natl. Acad. Sci. USA 96:
7563-7568 (1999))과 A549 세포주에서 3.2μg/mL의 이전의 결과(95% CL = 0.55-19)와 일치하였다.

  RAW 264.7 세포는 LPS으로 자극하였고 밤새 배양하여 COX-2 발현을 유도하였다(도 10). LPS-자극 18시간후에, 시
험 물질을 첨가하고 60분 후에 A23187을 첨가한다. 상청액 배지는 30분 후에 PGE2 결정에 대해 샘플링하였다. 평균 퍼센

트 PGE2 억제 값은 4 농도와 2 독립 실험에 걸쳐 8개의 복제의 최소값으로부터 계산하였다 (도 10).

  RIAA 및 IAA 둘다 LPS-자극된 RAW 264.7 세포에서 PGE2의 적당하고, 용량-관련된 억제를 제조하였다(도 10). 시험

물질의 농도에서 1000-배 증가에 걸쳐서, 억제의 단지 14 및 10 퍼센트 증가는 각각 RIAA 및 IAA에 대해 주목되었다. 용
량-반응 기울기의 낮음은 RIAA (36 mg/mL) 및 IAA ( > 1000mg/mL)에 대한 mg/mL 범위에서 IC50 값을 (표 18)초래하

였다. 용량의 3-로그 단위에 걸쳐 반응에서의 그러한 최소 변화는 이러한 세포-기반 분석법에서 호프 유도체의 관찰된 저
해 효과가 세포에 대한 2차 효과인 듯하고 COX의 직접적인 억제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호프
유도체가 세포막으로부터 A23187-매개된 아라키돈 산 방출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RAW 264.7 세포는 LPS으로 자극하고 밤새 배양하여 COX-2 발현을 유도하였다. LPS-자극 18시간후, 시험 물질은
A23187의 첨가 60분 후에 첨가하였다. 상청액 배지는 30분 후에 PGE2 결정을 위해 샘플링되었다. 중간 저해 농도는 두
개의 독립 실험에 대해 4개의 농도에서 8 복제중 최소값으로부터 계산되었다 (표 18).

  

표 18.

  COX-2으로부터의 PGE2 생합성을 직접 억제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RIAA와 IAA의 시험 결과는 LPS-자극 RAW

264.7 세포에서 단지 적당한, 용량-관련 억제의 PGE2를 생산하였다. 용량-반응 기울기의 완만함은 RIAA (36 mg/mL) 및

IAA ( > 1000 mg/mL)에 대한 mg/mL 범위로 IC50 값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세포-기반 분석법에서 호프 유도체의 관찰된

저해 효과는 세포에서 2차 효과인 듯하고 COX의 직접적인 억제가 아니다.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호프 유도체가 세포막으
로부터의 A23187-매개된 아라키돈 산 방출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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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26

  세포 없는 COX 분석법 시스템에서의 호프 활성의 분석

  본 실시예는 COX 효소 활성에 대한 호프의 효과를 설명한다.

  세포-없는 COX 분석법 시스템에서 COX 효소 활성에 대한 호프의 효과를 테스트하였다. Cayman Chemical COX
Inhibitor Screening 분석법 키트를 사용하여 분석법을 수행하였다 (Catalog # 560131 ; Cayman Chemical Co.; Ann
ArborMI).

  간략히, 효소는 10분동안 37℃에서 저해제로 미리배양되었고, 그후 반응을 아라키돈 산의 첨가로 시작하였다. 2분후에,
반응은 HCl의 첨가에 의해 멈췄다. PGH2는 PGA2 알파로 환원되었고, 이것은 그후 경쟁 효소 면역분석법 (EIA)을 사용하

여 정량되었다. 각각의 농도는 두개의 개별 반응으로 테스트되었고, 이것은 그후 EIA 단계 동안에 중복으로 테스트되었다.

  COX 효소 분석법의 결과를 표 19에 나타낸다. 볼수 있듯이, IAA 및 RIAA 는 본질적으로 COX-1 또는 COX-2 효소 활성
에 대해 아무 효과가 없다. 대조적으로, COX 저해제 인도메타신은 COX-1 및 COX-2을 억제하였다.

  

표 19.

  이들 결과는 호프가 어떠한 유의한 COX 효소 활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호프는 COX-2의 발현의 수
준에서 작용할 듯하다.

  실시예 27

  NSAID의 상대적 위장관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두힘살 점막 세포 모델

  본 실시예는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 약물의 잠재적인 위장관 독성을 결정하기 위한 두힘살 점막 세포주 (AGS 세포)의
사용을 기술한다.

  실시예 1 및 2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AGS 세포는 잠재적인 위장관 독성을 결정하기 위한 모델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연
구의 목적은 COX-저해 화합물의 상대적 GI 독성 (위질환)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서 AGS 사람 두힘살 점막 세포주를 더
욱 특성화하는 것이었다.

  AGS 세포는 본질적으로 실시예 2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위장관 독성을 위한 모델로서 더욱 특성화되었다. 간략히는, 분
석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이 얻어졌다. 레페콕시브 정제 및 셀레콕시브 캡슐의 상업적 제제가 사용되었다.
PGE2 EIA 키트는 Cayman Chemical (Ann Arbor, MI)으로부터 얻었다. 항-COX-1 및 항-COX-2 토끼 다클론 안티세라

는 Upstate Biotechnology (Waltham, MA)로부터 얻었고, 당나위 항-염소 IgG-HRP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로부터 입수하였다. 열 비활성화 태아 소 혈청 (FBS-HI Cat. # 35-01 lCV) 및 Dulbecco's
Modification of Eagle's Medium (DMEM Cat.#10-013CV)는 Mediatech (Herndon, VA)로부터 구입하였다. 인터류킨-
1β (IL-1β) 및 모든 표준 화학물질과 비-스테로이드계항-염증 약물 (NSAID)은, 달리 명시되지 않으면, Sigma (St Louis,
MO)으로부터 입수하였고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가장 높은 순도의 것이었다.

  세포 배양을 위해서, 사람 기도 상피 세포 A549를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으로부터 얻었
고 공급업자의 지시에 따라 계대배양하였다. 세포는 일상적으로 50 유닛 페니실린/mL, 50 μg 스트렙토마이신/mL, 5% 나
트륨 피루베이트, 및 5% L-글루타민과 함께 10% FBS 을 함유하는 RPMI 1640 중의 5% C02로 37℃에서 배양되었다. 테

스트 화합물로 세포를 치료하기 위해서, William Harvey Modified 분석법(WHMA)은 수정없이 COX-2 억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고 [Warner TD, Giuliano F, VojnovicI, Bukasa A, Mitchell JA, Vane JR. (1999) 시클로옥시게나사제-2보
다는 시클로옥시게나아제-1에 대한 비-스테로이드계 약물 선택성은 사람 위장관 독성과 관련된다: 전체 시험관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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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Natl. Acad. Sci. USA. 96: 7563-7568]. 간략히는, A549 세포는 IL-16에 24시간동안 노출되었고, 배지를 제거하
고 사람 혈장 (100μL)을 테스트 시약 또는 DMSO 부형제와 함께 첨가되었다. 초기 실험을 위해, 테스트제 농도는 25,5,
0.5, 및 0. 05μg/mL였다. 각각의 마이크로타이터 웰에서의 DMSO는 200μL 부피의 1%미만이었고; 60분 나중에, A23187
(50μM)을 첨가하였다; 30분 후에, 50μL의 배양 상청액 배지를 샘플링하고 다른곳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PGE2에 대

해서 즉시 분석하였다. AGS 사람 두힘살 점막 세포주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를 또한 배양
하였고 추천된 ATCC 방법론에 의해 유지되었다. 계대배양된 AGS 세포는 50 유닛 페니실린/mL 및 50ug 스트렙토마이신
/mL와 함께 20% FBS를 갖는 IMDM에서 성장시켰고; 세포는 각각의 실험에 앞서 로그 상으로 유지되었다. PGE2 분석법
을 위해, 대략 웰당 105 세포를 웰당 200μL 성장 배지에서 96-웰 플레이트안으로 접종하였다. 세포는 80% 군집으로 성장
시켰고 테스트제를 첨가하기 전에 IMDA 배지로 3회 세척하였다. NSAID를 FBS 또는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을 함유하
지 않는 200μL의 IMDA 배지에 첨가하였다. 시험 물질의 첨가 60분 후에, 아라키돈 산 (AA)은 칼슘 이온운반체 A23187
로 유도되거나, 또는 외인성으로 DMSO중의 100 또는 5μM AA 에서 첨가하였다. 추가의 30분동안 37℃에서 배양을 수행
하였다. 50 마이크로리터 의 배지를 PGE2 결정을 위해 샘플링하였다.

  PGE2의 결정을 위해서, PGE2의 정량화를 위한 시중의, 비-방사능 과정이 PGE2의 결정을 위해 (Cayman Chemical,

Ann Arbor,MI) 채택되었고 제조업체의 추천된 과정이 수정없이 사용되었다. 간략히는, PGE2 표준 샘플의 연속 희석과 함

께, 50μL의 상청액 배양 배지를 적절한 양의 아세틸콜린에스테라아제-표지화 트레이서 및 PGE2 항혈청과 혼합하였고 실

온에서 18시간동안 배양하였다. 그후에, PGE2-분석법 마이크로타이터 플레이트의 웰을 비우고 완충액으로 헹구고, 아세

틸콜린에스테라아제를 위한 기질을 함유하는 200μL의 Ellman의 시약을 그후 첨가하였다. 반응은 실온에서 1 시간동안 느
린 셰이커에서 수행하였고, 그후에 415 nm 에서의 흡광도를 Bio-Tek Instrument ELISA 플레이트 판독기 (모델 #Elx
800, Winooski, VT)에서 결정하였다. 이 분석법을 위한 제조업체의 명세사항은 < 10%의 변이의 인트라-분석법 계수,
1%미만의 PGD2 및 PGF2a와의 교차 반응성, 및 10-1000 pg/mL의 범위에 걸친 선형성을 포함한다. PGE2 농도는 105 세

포 당 pg PGE2 로 기록되었다.

  분석법 계산을 위해서, 4개 농도의 최소값 각각은, 3 독립 실험에 걸친 농도당 2 복제와 함께 사용되어 중간 저해 농도
(IC50) 및 PGE2 생합성의 억제에 대한 95% 신뢰 한도를 계산하였다 (CalcuSyn, BIOSOFT, Ferguson, MO). 결정 > 0.9

의 계수를 갖는 완전한 용량-반응 곡선은 A549 및 AGS 세포에 대한 살리실산 및 100 μM AA로 AGS 세포에 대해 아세타
미노펜 디이소프로필플루오로포스페이트를 제외하고, 모든 테스트 화합물에 대해 얻어졌다. 위장관 안전에 대한 치료 치
수 (TI)는 로그 (AGSIC50/A549IC50)로서 계산되었다. TI의 계산에서 IC80은 효능 성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즉, A549 세

포에서의 PGE2 합성의 억제)는 것이 권장되지만, 큰 오차가 용량-반응 곡선의 극단에서 추정치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들
추정치가 사용되는 비율에서 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포지티브 TI는 GI 독성에 대한 낮은 포텐셜을 가리키고, 네거티
브 TI는 GI 독성에 대한 더높은 포텐셜을 가리킨다. Spearman의 등급 상호관련 계수 rs는 비표적 세포와 AGS/A549 모델
을 사용하여 이전에 공개된 TI의 등급 사이에 연합의 정도를 정량하기 위해서 계산되었다. 파라미터 rs는 또한 시험관내
TI의 등급과 임상저긍로 평가된 NSAID 위질환의 등급 사이에 연합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사용되었다. 타입 I 오차의 가능
성은 공칭 5% 수준에서 설정되었다.

  ASG 사람 위 세포주는 24시간동안 습윤 배양기에서 5% CO2로 37℃에서 6웰 플레이트에서 배양되었다. 세포는 용해 완

충액에서 얼음위에서 용해되었고 단백질 농도가 결정되었다. 50 마이크로그램의 세포 리세이트를 용해하고 나트륨 도데
실술페이트를 함유하는 10% 폴리아크릴아미드 겔에서 분별하였다. 면역블로팅을 위해서, PAGErTM 골드 Precast Gels
(Bio Whittaker Molecular Applications, Rockland, ME)을 사용하여 COX-1과 COX-2의 웨스턴 블로팅을 수행하였다.
대략 60μg 단백질을 함유하는 RAW 264.7 세포 리세이트는 laemmli 샘플 완충액으로 웰 안으로 총 30 μL의 총 부피로 로
딩하였다. 사용된 수직 미니겔 이온영동 챔버는 Savant Instruments, Inc. (모델 MV 120; Holbrook,NY)에 의해 만들어
졌다. 겔은 브로모페놀 블루 염료가 겔의 바닥에 도달할때까지, 실온에서 40 mA/플레이트 (일정 흐름)에서 수행되었고 이
것은 약 1시간이 걸렸다. 겔은 그후 밤새, 500 mA 및 4℃에서 폴리비닐 플루오라이드 이동막 (PVDF)위에 블로팅하였다
(Pall Corporation, Ann Arbor,MI). 사용된 분자량 마커 는 염색되지 않았고, 넓은 범위 Precision Protein Standard(Bio
Rad, Hercules, CA). BioWestTM 는 지속기간 화학발광 기질 을 확장하였고(BioImaging Systems, Upland, CA), 웨스턴
블롯 검출을 위한 비-동위원소, 호스라디쉬 퍼옥시다제 기질 키트가 단백질 시각화에 사용되었다. 웨스턴 블롯의 이미지
는 UVP Epi Chemi II Darkroom(BioImaging Systems)을 사용하여 얻어졌고, 분석되었고 LabWorksTM Image
Acquisition 분석 Software(BioImaging Systems)에 의해 강화되었다. 밴드 강도는 밀도 분석을 통해 평가되었고,

ScanAnalsis 소프트웨어 (BIOSOFT, Ferguson, MO)를 사용하여 계산되었고, 임의의 Density Units (DU)로서 기록되
었다.

  AGS 세포주는 구조적으로 COX-1 와 COX-2 둘다를 발현하였고, COX-1 발현 COX-2 발현보다 대략 4배 더 컸다(실
시예 1 참조). 이들 결과는 AGS 세포주를 사용하여 최근에 공개된 작업과 일치하고 (Fan et al.,두힘살 암 세포에서 인터
류킨-1베타 인듀세시클로-옥시게나아제-2 발현 p38과 p44/42 미토겐-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 신호화 경로. J
Gastroenterol Hepatol. 16: 1098-104 (2001) ), 여기서 시클로옥시게나아제 효소 모두의 구성적 발현이 증명되었다.

  표 20은 A549 및 AGS 세포 모델에서 NSAID의 PGE2 생합성을 위한 중간 저해 농도 (IC50)를 나타낸다.

  

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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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입 값은 IC50 추정치의 95% 신뢰 구간이다.

  ++ DIFP= 디이소플루오로포스페이트.

  도 11는 잠재적인 위질환의 LogIC50 비와 등급의 비교를 보여준다. William Harvey Modified 분석법(WHMA)을 사용하

는 LogIC50 비는 Warner, et al.(시클로-옥시게나아제-2 보다 시클로-옥시게나아제-1에 대한 비스테로이드계 약물 선

택성은 사람 위장관 독성과 연관된다: 전체 시험관내 분석. Proc. Natl. Acad. Sci. USA. 96: 7563-7568 (1999)) (흰색
막대) 및 Mitchell, et al. (구성적 및 유도성 시클로옥시게나아제의 저해제로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 약물의 선택성.
Proc. Natl. Acad. Sci. USA. 90: 11693-11697 (1994))(청색 막대)로부터 WHMACOX-1/WHMA COX-2로 표현되고
도11A에 나타나며, A23187 (도11B), 100μM 아라키돈 산 (도 11C), 또는 5 μM 아라키돈 산 (도11 D)으로 처리된 AGS
세포에 대해서 logIC50 비율(AGS/WHMA COX-2)을 가진다. 0의 오른쪽에 대한 값은 위질환이 증가하는 확률을 나타내

고, 반면 0의 왼쪽으로의 값은 위질환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도 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이전에 공개된 데이타와 3개의 AGS 프로토콜 사이의 관계를 검사하였다. log [IC50 비

(WHMA COX-1/WHMA COX-2)]는 공개된 데이타(도11A)로부터 계산되었고 A23187 (도11B), 100 μM 아라키돈 산
(도 11C), 및 5 μM 아라키돈 산 (도11D) 프로토콜에 대해 log[IC50 비(AGS/WHMA COX-2)]에 비교되었다.

  가장 낮은 것에서부터 가장 높은 GI 독성 잠재력의 화합물의 등급은 모델 사이에 AGS 프로토콜내에서 두드러지게 유사
하였다. 흥미롭게, 오직 레페콕시브과 인도메타신은 모든 AGS 프로토콜에서 각각 가장 작고 가장 큰 잠재적인 GI 독성을
나타냈다. TI의 등급 추정치는 cA23187 에 대한 rs=0. 903, p < 0.01 ; 100 μM AA에 대한 0.733, p=0. 02 ; 및 5 μM AA

에 대해 0.77, p < 0.02와 함께 혈소판 (COX-1) 및 A549 세포 (COX-2)를 사용하여 계산된 등급 TI에 유사하였다. 그러
나, 정량적으로, AGS/A549 모델은 혈소판/A549 모델보다 더 낮은 TI를 나타냈다. A23187- 매개된 AA 방출, 100μM
AA 첨가, 및 5μM AA 첨가는 각각 NSAID 위질환의 임상적인 등급과 유의적으로 관련된 GI 독성의 등급 추정치를 제공하
였다(rs=0.0933, p<0.01; 0.783, p<0.01; 0.683, p=0.05). GI 독성에 대해 가장 낮은 잠재력에서부터 가장 큰 잠재력까지

NSAID의 A23187 등급은 레페콕시브 < 아세타미노펜 < 니멘술리드 < 셀레콕시브 < 살리실 산 < 이부프로펜 < 아스피린
< 나프록센 < 인도메타신이었다.

  실시예 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그리고 정상 위 점막 세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AGS 세포주는 구조적으로 COX-1과
COX-2 모두를 발현한다. AGS와 A549 세포의 사용은 A23187에 대해서 rs=0.903, p<0.01; 100μM에 대해서 0.783,

p<0.02; 및 5μM AA에 대해서 0.770, p=0.02)를 갖는 혈소판(COX-1)과 A549 세포를 사용하여 계산된 등급 TI와 정량
적으로 유사한 TI의 등급 추정치를 제공하였다. 정량적으로, AGS/A549 모델은 혈소판/A549 모델보다 더 낮은 TI를 나타
냈다. 100μM와 5μM AA-첨가 프로토콜은 물론이고 A23187-매개된 AA 방출은, rs=0.0933, p<0.01; 0.783, p<0.01; 및

0.683, p=0.05에서 각각 NSAID 위질환의 임상적인 등급과 유의적으로 관련된 GI 독성의 등급 추정치를 제공하였다. GI
독성에 대해 가장 낮은 잠재력에서부터 가장 큰 잠재력까지 NSAID의 A23187 등급은 레페콕시브 < 아세타미노펜 < 니멘
술리드 < 셀레콕시브 < 살리실 산 < 이부프로펜 < 아스피린 < 나프록센 < 인도메타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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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결과는 더욱 AGS 사람 두힘살 점막 세포주가 COX-저해 화합물의 위장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AGS 유도된 데이타는 두힘살 PGE2 생합성의 억제는 NSAID의 사람 위질환에 잠재되어 있다

는 것을 암시한다.

  바람직한 구체예는 호프(Humulus lupulus)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된 하나 이상의 분율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포함한다.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된 단편의 예는 알파 산, 이소알파 산, 환원 이소알파 산, 테트라- 히드로이소알파 산, 헥사-히
드로이소알파 산, 베타 산, 및 스펜트 호프이다. 호프로 분리되거나 유도된 단편의 바람직한 화합물은, 이것으로 제한되지
는 않지만,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애드휴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
이소코휴멀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론,
헥사히드로- 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휴멀론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화합물은 또한 할
로겐, 에테르, 및 에스테르와 같은 구성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또다른 구체예는 트립탄트린 및 그것의 접합체를 함유하는 조성물을 포함한다.

  다른 구체예는 성분들의 조합에 관한 것이다. 한가지 구체예는 제 1 성분으로서, 호프의 추출물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
된 활성 성분과 제 2 성분으로서, 로즈마리(Rosmarinusocinalis L.),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또는 추출물, 트리테
르펜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 및 그것의 트립탄트린 또는 접합체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구체예는 제 1 성분으로서, 트립탄트린 또는 그것의 접합체와 제 2 성분
으로서 호프의 추출물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된 활성 성분,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또는 추출물, 및 트
리테르펜 종 또는 그것의 유도체 또는 접합체로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명백한 성질의 다양한 변화와 수정이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고, 모든 그러한 변화와 수정은 첨
부된 청구항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당업자들에게는 쉽게 명백할 것이
다. 그러한 변화와 수정은 이것으로 제한되지는 않지만, 비타민, 허브, 향료 및 담체는 물론이고 캡슐, 정제, 로션, 푸드 또
는 바 제조 공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첨가된 초기 성분을 포함할 것이다. 다른 그러한 변화 또는 수정은 다른 허브 또는 위
에서 개시된 바람직한 구체예의 조합을 함유하는 식물 제품의 사용을 포함할 것이다. 본원에서 기술된 구체예의 많은 추가
적인 수정과 변형은 당업자들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다. 본원에서 기술된 특정 구
체예는 오직 예로서 제공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차 성분으로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및 2차 성분으로서,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
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종,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
나의 멤버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CO2로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조성물.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
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조성물:

  ,

  [상기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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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및

  R, T, X, 및 Z는 H, F, Cl, Br, 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라면,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함].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조성물:

  ,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및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조성물:

  ,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및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후물론, 코후물론, 애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소
애드후물론, 디히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물론, 디히드로-애드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후물론, 테트라히
드로- 이소코후물론, 테트라히드로-애드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애
드후물론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8-시네올, 19-알파-히드록시우르솔산, 2-β-히드록시올레아놀산, 3-O-아세틸올레아
놀산, 3-O-아세틸우르솔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드, 6-메톡시루테올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드,
메톡시루테올린-7-메틸에테르, 7-에톡시-로즈마놀, 7-메톡시-로즈마놀, 알파-아미린, 알파-휴멀렌, 알파-히드록시히
드로카페인산, 알파-피넨, 알파-테르피넨, 알파-테르피넨일 아세테이트, 알파-테르피네올, 알파-투존, 아피제닌, 아피제
닌-7-글루코시드, 쿠르쿠멘, 벤질-알콜, β-아미레논, β-아미린, β-엘레멘, β-피넨, 베튤린, 베튤린산, 보르네올, 보르닐
-아세테이트, 카페인산, 캠펜, 캠퍼,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카르본, 카리오필렌, 카리오필렌-옥사이드, 클로
로겐산, 디오스메틴, 감마-테르피넨, 헤스페리딘, 이소보르네올, 리모넨, 루테올린, 루테올린-3'-O-(3＂-O-아세틸)-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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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4＂-O-아세틸)-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
7-글루코시드, 메틸-유제놀, 미르센, 네오-클로로겐산, 네페틴, 옥탄산, 올레아놀산, p-시멘, 피페리테논, 로즈마놀, 로즈
마리산, 로즈마리신, 로즈마리디페놀, 로즈마린산, 로즈마리놀, 로즈마리퀴논, 사비넨, 사비닐 아세테이트, 살리실레이트,
살리실산-2-β-D-글루코시드, 스쿠알렌, 테르피넨-4-올, 테르피놀렌, 티몰, 트랜스-살리실레이트톨, 트랜스-카르베올,
우르솔산, 버베논, 및 진지베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
성물.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베튤린, 베튤린산,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클로로겐산, 디오스메틴, 리모넨, 및
루테올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8-a-글리시르헤틴산, 18-β-글리시르헤틴산, 2-a-3-a-디히드로옥시우르스-12-3n-
28-온산, 3-a-히드록시우르솔산, 3-옥소-우르솔산, 베튤린, 베튤린산, 셀라스트롤, 에부리코산, 프리에델린, 글리시리
진, 집소제닌, 올레아놀산, 올레아논산-3-아세테이트, 파킴산, 피니콜산, 소르포르아디올, 소야사포제놀 A, 소야사포제놀
B, 트립테린, 트립토페놀리드, 튜물로스산, 우르솔산, 우르솔산-3-아세테이트, 우바올, 및 β-시토스테롤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트리테르펜 화학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8-a-글리시르헤틴산, 18-β-글리시르헤틴산, 2-a-3-a-디히드로옥시우르스-12-3n-
28-온산, 3-a-히드록시우르솔산, 3-옥소-우르솔산, 베튤린, 베튤린산, 셀라스트롤, 프리에델린, 올레아놀산, 트립테린,
트립토페놀리드, 우르솔산, 및 우바올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트리테르펜 화학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모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술페이트, 숙시네이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온
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멤버에 콘쥬게이트된 트립탄트린, 트리테르펜 화학종, 또는 디테르펜 락톤 종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약 0.5 내지 10000 m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약 50 내지 7500 mg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
성물.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035 내지 3500 mg의 트립탄트린을 포함하며, 2차 성분은 트립탄트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7 내지 700 mg의 트립탄트린을 포함하며, 2차 성분은 트립탄트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조성물.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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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5 내지 5000 mg의 2차 성분으로 포함하며, 2 차 성분은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
도된 추출물,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5 내지 2000 mg의 2차 성분을 포함하며, 2 차 성분은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035 내지 3500 mg의 트리테르펜 화학종을 포함하며, 2차 성분은 트리테르펜 화학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7 내지 700 mg의 트리테르펜 화학종을 포함하며, 2 차 성분은 트리테르펜 화학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1차 성분의 약 0.001 내지 10 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1차 성분의 약 0.1 내지 1 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2차 성분의 약 0.001 내지 10 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2차 성분의 약 0.1 to 1 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1차 성분 대 2차 성분의 비는 약 100: 1 내지 약 1: 100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1차 성분 대 2차 성분의 비는 약 50: 1 내지 약 1: 50의 범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7.

  제 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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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이 CO2,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

물로 추출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2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환원 이소알파산,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31.

  세포 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및 로즈마리, 로즈마
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종,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
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2차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이 CO2,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

출물로 추출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환원 이소알파산,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 3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염증의 조직-특이적 활성과 관련된 포유 동물 내 병리학적 상태를 치료 또는 저해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호프로
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부분 및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
학종, 디테르펜 락톤 종,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2차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 동물에 투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
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5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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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H, F, Cl, Br, 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라면,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함].

청구항 38.

  제 35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39.

  제 35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40.

  제 35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후물론, 코후물론, 애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소
애드후물론, 디히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물론, 디히드로-애드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후물론, 테트라히
드로-이소코후물론, 테트라히드로-애드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 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애
드후물론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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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1.

  제 35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약 0.5 내지 10000 m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약 50 내지 7500 m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43.

  제 35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의 약 0.001 내지 10 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의 약 0.1 내지 1 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35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로즈마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 35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 35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트리테르펜 화학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8.

  제 35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2차 성분과 다른 3차 성분을 더 포함하는데, 상기 3차 성분은 로즈말, 로즈마리로부터 유도
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종,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2차 및 3차 성분은 각각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및 트립탄트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0.

  제 35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8-시네올, 19-알파-히드록시우르솔산, 2-β-히드록시올레아놀산, 3-O-아세틸올레아
놀산, 3-O-아세틸우르솔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드, 6-메톡시루테올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드,
메톡시루테올린-7-메틸에테르, 7-에톡시-로즈마놀, 7- 메톡시-로즈마놀, 알파-아미린, 알파-휴멀렌, 알파-히드록시히
드로카페인산, 알파-피넨, 알파-테르피넨, 알파-테르피넨일 아세테이트, 알파-테르피네올, 알파-투존, 아피제닌, 아피제
닌-7-글루코시드, 쿠르쿠멘, 벤질-알콜, β-아미레논, β-아미린, β-엘레멘, β-피넨, 베튤린, 베튤린산, 보르네올, 보르닐
-아세테이트, 카페인산, 캠펜, 캠퍼,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카르본, 카리오필렌, 카리오필렌-옥사이드, 클로
로겐산, 디오스메틴, 감마-테르피넨, 헤스페리딘, 이소보르네올, 리모넨, 루테올린, 루테올린-3'-O-(3＂-O-아세틸)-β-
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4＂-O-아세틸)-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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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글루코시드, 메틸-유제놀, 미르센, 네오-클로로겐산, 네페틴, 옥탄산, 올레아놀산, p-시멘, 피페리테논, 로즈마놀, 로즈
마리산, 로즈마리신, 로즈마리디페놀, 로즈마린산, 로즈마리놀, 로즈마리퀴논, 사비넨, 사비닐 아세테이트, 살리실레이트,
살리신신-2-β-D-글루코시드, 스쿠알렌, 테르피넨-4-올, 테르피놀렌, 티몰, 트랜스-살리실레이트톨, 트랜스-카르베올,
우르솔산, 버베논, 및 진지베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51.

  제 50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베튤린, 베튤린산,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클로로겐산, 디오스메틴, 리모넨,
및 루테올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 35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2차 성분의 약 0.5 내지 5000 mg을 포함하며, 2차 성분은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
된 추출물,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 52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2차 성분의 약 5 내지 2000 mg을 포함하며, 2차 성분은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4.

  제 35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모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환산, 숙시네이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온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멤버에 콘쥬게이트된 트리테르펜 화학종 또는 디테르펜 락톤 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5.

  제 35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8-a- 글리시르헤틴산, 18-β-글리시르헤틴산, 2-a-3-a-디히드로옥시우르스-12-3n-
28-온산, 3-a-히드록시우르솔산, 3-옥소-우르솔산, 베튤린, 베튤린산, 셀라스트롤, 에부리코산, 프리에델린, 글리시리
진, 집소제닌, 올레아놀산, 올레아놀산-3-아세테이트, 파킴산, 피니콜산, 소르포르아디올, 소야사포제놀 A, 소야사포제놀
B, 트립테린, 트립토페놀리드, 튜물로스산, 우르솔산, 우르솔산-3-아세테이트, 우바올, 및 β-시토스테롤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트리테르펜 화학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6.

  제 55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8-a-글리시르헤틴산, 18-β-글리시르헤틴산, 2-a-3-a-디히드로옥시우르스-12-3n-
28-온산, 3-a-히드록시우르솔산, 3-옥소-우르솔산, 베튤린, 베튤린산, 셀라스트롤, 프리에델린, 올레아놀산, 트립테린,
트립토페놀리드, 우르솔산, 및 우바올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트리테르펜 화학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7.

  제 35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035 내지 3500 mg의 트리테르펜 화학종을 포함하며, 2차 성분은 트리테르펜 화학종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7 내지 700 mg의 트리테르펜 화학종을 포함하며, 2차 성분은 트리테르펜 화학종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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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5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모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술페이트, 숙시네이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온
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멤버에 콘쥬게이트 된 트립탄트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0.

  제 35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035 내지 3500 mg의 트립탄트린을 포함하며, 2차 성분은 트립탄트린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61.

  제 60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7 내지 700 mg의 트립탄트린을 포함하며, 2차 성분은 트립탄트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62.

  제 35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001 내지 10 중량%의 2차 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3.

  제 62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 0.1 내지 1 중량%의 2차 성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4.

  제 35 항에 있어서, 1차 성분 대 2차 성분의 비는 약 100: 1 내지 약 1: 1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5.

  제 64 항에 있어서, 1차 성분 대 2차 성분의 비는 약 50: 1 내지 약 1: 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6.

  제 35 항에 있어서, 병리학적 상태는 자가면역 질환, 염증 질환, 신경계 질환, 및 암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7.

  제 35 항에 있어서, 병리학적 상태는 염증, 염증-관련 장애,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월경통, 건염, 윤활낭염, 피부 관련
상태, 위장 상태, 암, 안질환, 폐 염증, 신경계 장해,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곤란 증후군, 내독소 쇽 증후군, 죽상경화증, 및
중추 신경 손상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8.

  제 35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9.

  제 35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경구, 국소, 비경구, 또는 직장내로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공개특허 10-2005-0071605

- 62 -



청구항 70.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CO2,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로 추출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1.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환원 이소알파산,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72.

  제 35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3.

  비표적 세포 내 COX-2 활성을 실질적으로 조절하지 않고 표적 세포 내 시클로옥시게나제-2(COX-2) 활성의 양을 조절
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및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
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종,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2차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과 세포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4.

  제 73 항에 있어서, 비표적 세포는 또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과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5.

  제 73 항에 있어서, 접촉 단계는 생체 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6.

  제 73 항에 있어서, COX-2 활성은 COX-2 유전자의 저해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7.

  제 73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CO2,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로 추출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8.

  제 73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환원 이소알파산,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9.

  제 73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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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0.

  시클로옥시게나제-2(COX-2)의 유도성 또는 활성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유 동물의 병리학적 상태를 치료 또는
저해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및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
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2차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1.

  제 80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
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2.

  제 80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며;

  R, T, X, 및 Z는 H, F, Cl, Br, 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라면,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함].

청구항 83.

  제 80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84.

  제 80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또한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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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식에서

  R'는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및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됨].

청구항 85.

  제 80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후물론, 코후물론, 애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소
애드후물론, 디히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물론, 디히드로-애드후물론,테트라히드로-이소후물론, 테트라히
드로- 이소코후물론, 테트라히드로-애드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 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애
드후물론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6.

  제 80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7.

  제 80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트리테르펜 화학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8.

  제 80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2차 성분과 다른 3차 성분을 더 포함할 수 있는데, 상기 3차 성분은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
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및 트립탄트린로 구성되는 군 중에
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9.

  제 88 항에 있어서, 2차 및 3차 성분은 각각 로즈마리 및 트립탄트린으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
물.

청구항 90.

  제 80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 8-시네올, 19-알파-히드록시우르솔산, 2-β-히드록시올레아놀산, 3-O-아세틸올레
아놀산, 3-O-아세틸우르솔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드, 6-메톡시루테올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
드, 메톡시루테올린-7-메틸에테르, 7-에톡시-로즈마놀, 7-메톡시-로즈마놀, 알파-아미린, 알파-휴멀렌, 알파-히드록시
히드로카페인산, 알파-피넨, 알파-테르피넨, 알파-테르피넨일 아세테이트, 알파-테르피네올, 알파-투존, 아피제닌, 아피
제닌-7-글루코시드, 쿠르쿠멘, 벤질- 알콜, β-아미레논, β-아미린, β-엘레멘, β-피넨, 베튤린, 베튤린산, 보르네올, 보르
닐-아세테이트, 카페인산, 캠펜, 캠퍼,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카르본, 카리오필렌, 카리오필렌-옥사이드, 클
로로겐산, 디오스메틴, 감마-테르피넨, 헤스페리딘, 이소보르네올, 리모넨, 루테올린,루테올린-3'-O-(3＂-O-아세틸)-
β-D- 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4＂-O-아세틸)-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β-D- 글루쿠로니드, 루테올
린-7-글루코시드, 메틸-유제놀, 미르센, 네오-클로로겐산, 네페틴, 옥탄산, 올레아놀산, p-시멘, 피페리테논, 로즈마놀,
로즈마리산, 로즈마리신, 로즈마리디페놀, 로즈마린산, 로즈마리놀, 로즈마리퀴논, 사비넨, 사비닐 아세테이트, 살리실레
이트, 살리실산-2-β-D-글루코시드, 스쿠알렌, 테르피넨-4-올, 테르피놀렌, 티몰, 트랜스-트랜스톨,트랜스-카르베올, 우
르솔산, 버베논, 및 진지베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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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0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모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술페이트, 숙시네이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온
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멤버에 콘쥬게이트된 트리테르펜 화학종 또는 디테르펜 락톤 종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2.

  제 80 항에 있어서, 2차 성분 18-a-글리시르헤틴산, 18-β-글리시르헤틴산, 2-a-3-a-디히드로옥시우르스-12-3n-
28-온산, 3-a-히드록시우르솔산, 3-옥소-우르솔산, 베튤린, 베튤린산, 셀라스트롤, 에부리코산, 프리에델린, 글리시리
진, 집소제닌, 올레아놀산, 올레아놀산-3-아세테이트, 파킴산, 피니콜산, 소르포르아디올, 소야사포제놀 A, 소야사포제놀
B, 트립테린, 트립토페놀리드, 튜물로스산, 우르솔산, 우르솔산-3-아세테이트, 우바올, 및 β-시토스테롤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트리테르펜 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3.

  제 80 항에 잇어서, 2차 성분은 모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술페이트, 숙시네이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온
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멤버에 콘쥬게이트된 트립탄트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4.

  제 80 항에 있어서, 1차 성분 대 2차 성분의 비는 약 100: 1 내지 약 1:1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5.

  제 94 항에 있어서, 1차 성분 대 2차 성분의 비는 약 50: 1 내지 약 1: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6.

  제 80 항에 있어서, 병리학적 상태는 염증, 염증 관련 장해,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월경통, 건염, 윤활낭염, 피부 관련 상
태, 위장 상태, 암, 안질환, 폐 염증, 신경계 장해,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곤란 증후군, 내독소 쇽 증후군, 죽상경화증, 및 중
추 신경 손상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7.

  제 80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8.

  제 80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경구, 국소, 비경구, 또는 직장내로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99.

  제 80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CO2,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로 추출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0.

  제 80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환원 이소알파산,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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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1.

  제 80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2.

  표적 세포 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및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및 트립
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2차 성분을 세포와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3.

  제 102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
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4.

  제 102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및

  R, T, X, 및 Z는 H, F,Cl, Br,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라면,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함].

청구항 105.

  제 102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및

  R＂는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106.

  제 102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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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및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107.

  제 102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후물론, 코후물론, 애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
소애드후물론, 디히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물론, 디히드로-애드후물론, 테트라히드로- 이소후물론, 테트라
히드로-이소코후물론, 테트라히드로-애드후물론, 헥사히드로- 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
애드후물론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8.

  제 102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CO2,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로 추출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9.

  제 102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환원 이소알파산,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0.

  제 102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1.

  표적 세포내에서 선택적으로 염증 반응을 저해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및 로즈
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화학종, 디테르펜 락톤, 및 트립탄트린
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2차 성분과 세포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2.

  제 11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알파산,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
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3.

  제 11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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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며;

  R, T, X, 및 Z는 H, F, Cl, Br,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이면,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함].

청구항 114.

  제 11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115.

  제 11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및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116.

  제 11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은 후물론, 코후물론, 애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
소애드후물론, 디히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물론, 디히드로-애드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후물론, 테트라
히드로- 이소코후물론, 테트라히드로-애드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 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
애드후물론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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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7.

  제 11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CO2,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로 추출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8.

  제 11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환원 이소알파산,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9.

  제 11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0.

  세포 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조성
물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1.

  염증의 조직-특이적 활성과 관련된 포유 동물 내 병리학적 상태을 치료 또는 저해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호프로
부터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 동물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2.

  제 12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이소알파산, 환원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
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3.

  제 12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단리된 부분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며; 및

  R, T, X, 및 Z는 H, F, Cl, Br,I, 및 π 궤도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되, 단,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
궤도라면, 인접 R, T, X, 또는 Z는 또한 π 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함].

청구항 124.

  제 12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A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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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125.

  제 12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화학종 B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상기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고, R은 알킬이며; 및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126.

  제 12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후물론, 애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소애드후물론, 디히
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물론, 디히드로-애드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후물론,테트라히드로-이소코후물
론, 테트라히드로-애드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후물론으로 구성
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7.

  제 12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의 약 0.5 내지 10000 m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8.

  제 127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의 약 50 내지 7500 m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9.

  제 12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의 약 0.001 내지 10 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0.

  제 129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의 약 0.1 내지 1 중량%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공개특허 10-2005-0071605

- 71 -



청구항 131.

  제 121 항에 있어서, 병리학적 상태는 자가면역 질환, 염증 질환, 신경계 질환, 및 암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2.

  제 121 항에 있어서, 병리학적 상태는 염증, 염증 관련 장해,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월경통, 건염, 윤활낭염, 피부-관련
상태, 위장 상태, 암, 안질환, 폐 염증, 신경계 장해,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곤란 증후군, 내독소 쇽 증후군, 죽상경화증, 및
중추 신경 손상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3.

  제 12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4.

  제 12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경구, 국소, 비경구, 또는 직장내로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5.

  제 12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6.

  비표적 세포 내 COX-2 활성을 실질적으로 조절하지 않고 표적 세포 내 시클로옥시게나제-2(COX-2) 활성의 양을 조절
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7.

  제 136 항에 있어서, 비표적 세포는 또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과 접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8.

  제 136 항에 있어서, 접촉 단계는 생체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9.

  제 136 항에 있어서, COX-2 활성은 COX-2 유전자를 저해함으로써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0.

  제 136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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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클로옥시게나제-2(COX-2)의 유도성 또는 활성을 저해하는 것을 수반하는 포유 동물 내 병리학적 상태의 치료 또는
저해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 동물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2.

  제 14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
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3.

  제 14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함].

청구항 144.

  제 14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145.

  제 14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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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146.

  제 14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후물론, 아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소아드후물론, 디히
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후물론, 테트
라히드로아드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후물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
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7.

  제 141 항에 있어서, 병리학적 상태는 염증, 염증 관련 장해,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월경통, 건염, 윤활낭염, 피부 관련
상태, 위장 상태, 암, 안과 질환, 폐 염증, 신경계 장해,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곤란 증후군, 내독소 쇽 증후군, 동맥경화증
및 중추신경 손상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8.

  제 14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9.

  제 14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경구, 국소, 비경구, 또는 직장내로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0.

  제 14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1.

  표적 세포 내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선택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에 접촉
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2.

  제 15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
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3.

  제 15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상기 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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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함].

청구항 154.

  제 15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155.

  제 15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156.

  제 151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후물론, 아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소아드후물론, 디히
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후물론, 테트
라히드로아드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후물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
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7.

  제 151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8.

  골 재흡수와 관련되지 않은 세포 내 NF-κB의 조절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조성물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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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9.

  NF-κB의 조직 특이적인 활성화와 관련된 포유 동물의 골다공증 이외의 다른 병리학적 상태를 치료 또는 저해하는 방법
으로서,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화합물을 포유 동물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0.

  제 159 항에 있어서, 분획은 호프로부터 유도될 수 있으며,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이소알파산, 헥사히드
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1.

  제 159 항에 있어서,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함].

청구항 162.

  제 159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163.

  제 159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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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됨].

청구항 164.

  제 159 항에 잇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후물론, 아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소아드후물론, 디히
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후물론, 테트
라히드로아드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후물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
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5.

  제 159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약 0.5 내지 10000 m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66.

  제 165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약 50 내지 7500 mg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7.

  제 159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약 0.001 내지 10 중량%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8.

  제 167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 약 0.1 내지 1 중량%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169.

  제 159 항에 있어서, 병리학적 상태는 자가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 신경학적 질환, 심혈관 질환 및 암으로 구성된 군 중
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0.

  제 159 항에 있어서, 병리학적 상태는 천식, HIV-1 복제, 감기 및 독감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171.

  제 159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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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72.

  제 159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경구, 국소, 비경구, 또는 직장내로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3.

  제 159 항에 잇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4.

  비표적 세포에서 COX-2 활성을 실질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서 골 재흡수와 관련되지 않은 표적 세포 내 시클로옥시게
나제-2(COX-2)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세포를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에 접촉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5.

  제 174 항에 있어서, 비표적 세포도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과 접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6.

  제 174 항에 있어서, 접촉 단계는 생체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7.

  제 174 항에 있어서, COX-2 활성은 COX-2 유전자의 저해에 의해 조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8.

  제 174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9.

  시클로옥시게나제-2(COX-2)의 유도성 또는 활성을 저해하는 단계를 수반하는 포유 동물의 골다공증 이외의 병리학적
상태를 치료 또는 저해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 동물에
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0.

  제 179항에 있어서, 분획은 호프로부터 유도되고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
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1.

  제 179항에 있어서, 분획은 호르로부터 유도되고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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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청구항 182.

  제 179항에 있어서, 분획은 호프로부터 유도되고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청구항 183.

  제 179항에 있어서, 분획은 호프로부터 유도되고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청구항 184.

  제 179항에 있어서, 분획은 호프로부터 유도되고 코후물론, 아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소아드후물론, 디
히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후물론, 테
트라히드로아드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후물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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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5.

  제 179항에 있어서, 병리학적 상태는 염증, 염증 관련 장해,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월경통, 건염, 윤활낭염, 피부 관련
상태, 위장 상태, 암, 안과 질환, 폐 염증, 신경계 장해,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곤란 증후군, 내독소 쇽 증후군, 동맥경화증
및 중추신경 손상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6.

  제 179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7.

  제 179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경구, 국소, 비경구 또는 직장내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8.

  제 179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더욱 글루코사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9.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으로 세포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
하는 방법.

청구항 190.

  제 189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
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1.

  제 189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청구항 192.

  제 189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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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청구항 193.

  제 189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청구항 194.

  제 189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후물론, 아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소아드후물론, 디히
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후물론, 테트
라히드로아드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후물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
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5.

  제 194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6.

  세포를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과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적 세포에서 염증 반응을 저해하
는 방법.

청구항 197.

  제 196항에 잇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
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8.

  제 196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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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청구항 199.

  제 196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청구항 200.

  제 196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청구항 201.

  제 196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코후물론, 아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소아드후물론, 디히
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후물론, 테트
라히드로아드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후물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
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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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 동물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포유 동물의 골다공
증 이외의 염증을 치료 또는 저해하는 방법.

청구항 203.

  제 202항에 있어서, 분획은 호프로부터 유도되며,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
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소모된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4.

  제 202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CO2로 추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5.

  제 202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청구항 206.

  제 202항에 있어서, 분획은 호프로부터 유도되고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청구항 207.

  제 202항에 있어서, 분획은 호프로부터 유도되고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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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청구항 208.

  제 202항에 있어서, 분획은 호프로부터 유도되고 코후물론, 아드후물론, 이소후물론, 이소코후물론, 이소아드후물론, 디
히드로이소후물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아드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후물론, 테트라히드로이소코후물론, 테
트라히드로아드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후물론, 헥사히드로이소코후물론 및 헥사히드로아드후물론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9.

  제 202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더욱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0.

  제 202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경구, 국소, 비경구 또는 직장내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1.

  제 202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2.

  (a) AGS 위점막 세포와 항염제를 접촉시키는 단계;

  (b) 표적 염증 세포와 상기 항염제를 접촉시키는 단계;

  (c) 상기 AGS 세포와 상기 표적 염증 세포의 각각에서 상기 항염제에 대한 프로스타글란딘 E2(PGE2)의 50% 억제 농도

(IC50)을 측정하는 단계;

  (d) 상기 AGS 세포의 IC50 값 대 상기 표적 염증 세포의 IC50 값의 비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1 이상의 비는

감소된 잠재적 위장 독성을 나타내고 1 미만의 비는 증가된 잠재적 위장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염제의 잠
재적 위장 독성을 측정하는 방법.

청구항 213.

  제 212 항에 있어서, 표적 염증 세포는 A549 세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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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된 분획과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
르펜 종들, 디테르펜 락톤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태된 2차 성분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유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유동물에서 비만을 치료 또는 억제하는 방법.

청구항 215.

  제 214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된 분획은 이소알파산, 환원된 이소알파산, 테트라히드로이소알파산,
헥사히드로이소알파산, 베타산 및 스펜트 호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6.

  제 214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상위 화학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R, T, X 및 Z는 독립적으로 H, F, Cl, Br, I 및 π궤도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며, 다만, R, T, X 또는 Z 중 하나가 π궤도
인 경우, 인접 R, T, X 또는 Z도 π궤도이어서 이중 결합을 형성한다.

청구항 217.

  제 214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A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청구항 218.

  제 214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된 분획은 하기 화학식을 가진 B 속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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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에서,

  R'은 카르보닐, 히드록실, OR 및 OCOR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고, 여기서 R은 알킬이며;

  R"은 CH(CH3)2, CH2CH(CH3)2 및 CH(CH3)CH2CH3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된다.

청구항 219.

  제 214 항에 있어서,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도된 분획은 휴멀론, 코휴멀론, 애드휴멀론, 이소휴멀론, 이소코휴멀론,
이소애드휴멀론, 디히드로이소휴멀론, 디히드로이소코후무론, 디히드로애드휴멀론, 테트라히드로이소휴멀론, 테트라히드
로이소코휴멀론, 테트라히드로애드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휴멀론, 헥사히드로이소코휴멀론 및 헥사히드로애드휴멀론으
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화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0.

  제 214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1.

  제 214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트리테르펜 종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2.

  제 214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2차 성분과는 상이한 3차 성분을 더 포함하며, 3차 성분은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
된 추출물,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 트리테르펜 종들, 디테르펜 락톤, 및 트립탄트린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
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3.

  제 214 항에 있어서, 2차 및 3차 성분은 각각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및 트립탄트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4.

  제 214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1,8-시네올, 19-알파-히드록시우르솔산, 2-β-히드록시올레아놀산, 3-O-아세틸올레
아놀산, 3-O-아세틸우르솔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드, 6-메톡시루테올린, 6-메톡시루테올린-7-글루코시
드, 메톡시루테올린-7-메틸에테르, 7-에톡시-로즈마놀, 7-메톡시-로즈마놀, 알파-아미린, 알파-휴멀렌, 알파-히드록시
히드로카페인산, 알파-피넨, 알파-테르피넨, 알파-테르피넨일 아세테이트, 알파-테르피네올, 알파-투존, 아피제닌, 아피
제닌-7-글루코시드, 쿠르쿠멘, 벤질- 알콜, β-아미레논, β-아미린, β-엘레멘, β-피넨, 베튤린, 베튤린산, 보르네올, 보르
닐-아세테이트, 카페인산, 캠펜, 캠퍼, 카르노스산, 카르노솔, 카르바크롤, 카르본, 카리오필렌, 카리오필렌-옥사이드, 클
로로겐산, 디오스메틴, 감마-테르피넨, 헤스페리딘, 이소보르네올, 리모넨, 루테올린,루테올린-3'-O-(3＂-O-아세틸)-
β-D- 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4＂-O-아세틸)-β-D-글루쿠로니드, 루테올린-3'-O-β-D- 글루쿠로니드, 루테올
린-7-글루코시드, 메틸-유제놀, 미르센, 네오-클로로겐산, 네페틴, 옥탄산, 올레아놀산, p-시멘, 피페리테논, 로즈마놀,
로즈마리산, 로즈마리신, 로즈마리디페놀, 로즈마린산, 로즈마리놀, 로즈마리퀴논, 사비넨, 사비닐 아세테이트, 살리실레
이트, 살리실산-2-β-D-글루코시드, 스쿠알렌, 테르피넨-4-올, 테르피놀렌, 티몰, 트랜스-트랜스톨,트랜스-카르베올, 우
르솔산, 버베논, 및 진지베린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화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5.

  제 214 항에 있어서, 2차 성분은 모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술페이트, 숙시네이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
온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멤버에 콘쥬게이트된 트리테르펜 화학종 또는 디테르펜 락톤 종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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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14 항에 있어서, 2차 성분 18-a-글리시르헤틴산, 18-β-글리시르헤틴산, 2-a-3-a-디히드로옥시우르스-12-3n-
28-온산, 3-a-히드록시우르솔산, 3-옥소-우르솔산, 베튤린, 베튤린산, 셀라스트롤, 에부리코산, 프리에델린, 글리시리
진, 집소제닌, 올레아놀산, 올레아놀산-3-아세테이트, 파킴산, 피니콜산, 소르포르아디올, 소야사포제놀 A, 소야사포제놀
B, 트립테린, 트립토페놀리드, 튜물로스산, 우르솔산, 우르솔산-3-아세테이트, 우바올, 및 β-시토스테롤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트리테르펜 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7.

  제 214 항에 잇어서, 2차 성분은 모노- 또는 디-사카라이드, 아미노산, 술페이트, 숙시네이트, 아세테이트, 및 글루타티
온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된 멤버에 콘쥬게이트된 트립탄트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8.

  제 214 항에 있어서, 1차 성분 대 2차 성분의 비는 약 100: 1 내지 약 1:1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9.

  제 228 항에 있어서, 1차 성분 대 2차 성분의 비는 약 50: 1 내지 약 1: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0.

  제 214 항에 있어서, 병리학적 상태는 염증, 염증 관련 장해, 관절염, 천식, 기관지염, 월경통, 건염, 윤활낭염, 피부 관련
상태, 위장 상태, 암, 안질환, 폐 염증, 신경계 장해,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곤란 증후군, 내독소 쇽 증후군, 죽상경화증, 및
중추 신경 손상으로 구성되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1.

  제 214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2.

  제 214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경구, 국소, 비경구, 또는 직장내로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233.

  제 214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CO2,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로 추출된 호프로부터 단리 또는

유도된 분획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4.

  제 214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환원 이소알파산, 올레아놀산 및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5.

  제 214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글루코사민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요약

공개특허 10-2005-0071605

- 87 -



  염증을 조절하는 화합물의 천연 제제가 개시된다. 이 제제는 또한 COX-2의 발현을 억제하고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의 합성을 억제하며 표적 세포에서 선택적으로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조성물은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
도된 적어도 한 단편을 함유한다. 다른 구체예들은 호프로부터 분리되거나 유래된 적어도 한 단편, 트립탄트린 및 이들의
콘쥬게이트, 로즈마리, 로즈마리로부터 유도된 추출물 또는 화합물, 트리페르펜 종들, 또는 디테르펜 락톤이나 이들의 유
도체 또는 콘쥬게이트를 포함하는 성분들의 조합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색인어

염증, 로즈마리, 트리테르펜, 트립탄트린, 호프, 시클로옥시게나제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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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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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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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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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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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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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a

도면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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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c

도면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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