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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세포보호제, 신경외상 치료제로서 유용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
산물 또는 그들의 염, 예컨대 홍삼 분말 또는 그의 성분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 투여용 제제를 제공한다. 보다 상세하
게는, 바람직하게는 저농도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
함하는,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억제용 의약조성물 또는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1-xL 의 발현을 촉
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또는 경구투여용 제제 또는 정맥투여용 제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 투여
용 제제는 저농도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약제는 특히 뇌·신경질환, 심장질환 등의 치료, 예방 또는 처치를 위해 유용하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세포보호제 등으로서 유용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
한다. 세포자멸(apoptosis)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억제용 의약조성물 또는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1-x L 단
백질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는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세포보호를 위한 의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뇌부종, 뇌신경조직의 부종, 또는 척수조직의 부종의 예방, 치료, 처치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
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척수손상에 동반되는 욕창을 예방, 치료, 처치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
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신경조직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1-x L 의 발현을 촉
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oligo
dendrocyte)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1-x 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보호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심근세포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1-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억제를 위한 의약조
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정맥
내 투여용 제제, 보다 상세하게는 저농도, 저용량의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질환이나 병변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한 유효성분, 또는 뇌세포 보호제 또는 신경세포 보호
제를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의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을 리드 화합물로서 제조할 수 있는 신규화학적 유도체, 즉, 세포보호제로서 유용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에 관한 것이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한다. 뇌경색 또는 뇌졸중의 예방, 치료, 처리를 위한 의약조성물 또는 신경세포의 괴사(necrosis), 세포자멸, 또
는 세포자멸성 신경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인 의약조성물, 즉, 저농도, 저용량의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또는 단회 정맥내주입제제인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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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이나 신경변성 질환 등의 난치성 신경질환에 있어서는, 공통으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가 죽게되는데, 그 결과 
비가역적인 고차 신경기능장해를 가져온다. 일단 이와 같은 기능장해가 발생하면, 그의 개선, 치료, 처리는 곤란이 극심
한 환자의 QOL(quality of life, 생활의 질)이 장기간에 걸쳐 현저히 손상된다. 따라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가 죽음
에 도달하기 전에 이들의 세포를 유효하게 보호하는 우수한 경구투여제제가 특히 필요하지만, 이제까지 이러한 의약조
성물이 발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약용인삼의 중에도 홍삼 분말은 한방처방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되고, 순환개선 작용이나 자율신경-내분비계의 
부활작용 등, 다양한 약효를 갖는 생약의 일종으로서 위치를 갖고 있다. 만성기 뇌혈관 장해환자에 대하여도, 홍삼분말
을 경구투여하는 것에 의해, 환자의 사지의 냉감, 마비감을 개선하고, 심부피부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이 
효과는 주로, 홍삼 분말의 순환 개선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山口武典, 뇌혈관장해후 유증(遺症)에 대한 약용
인삼의 효과, 약용인삼 95, pp6∼18, 態谷 朗編 共立出版). 그러나, 홍삼 분말을 만성기 뇌혈관 장해환자(만성기 뇌졸
중환자)에 경구투여하여서도, 뇌졸중 병소가 개선되는 것에 대한 보고는 있지 않다. 또한 홍삼 분말이 급성기 뇌혈관장
해(급성기 뇌졸중)의 예방, 치료, 처리를 위해서 일반 임상의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나타나 있지 않다. 게다가 
홍삼 분말이 신경세포사멸을 수반되는 기타의 신경변성질환, 두부외상, 척수손상 등에 임상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실험 의학적 근거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본 발명자의 한사람(사카나카)은 스나 마우스에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前腦虛血)을 부하하기 전에 홍삼 분말을 0.
9g/kg/일 또는 1.5g/kg/일의 용량으로 1일 단회 7일간 경구투여하여 두면, 뇌허혈후의 학습행동장해가 유의성있게 개
선되고 해마 CA1 영역의 신경세포 사멸도 유의성있게 예방되는 것을 증명하였다(Wen 등, Acta Neuropathol. 91, 1
5∼22, 1996). 이를테면,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시킨 스나 마우스는 인간의 일과성 뇌허혈 발작의 모델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후의 1주일간 홍삼 분말을 같은 용량으로 경구투여하여도, 스나 마우스 해마 CA1 영
역의 신경세포사멸은 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에 의한 신경세포 보호효과는 이만큼 강력하지는 
않고, 홍삼 분말을 일과성 뇌허혈 발작에 의해서도 휠씬 위독한 뇌경색환자 즉, 뇌혈관이 영구적으로 폐식된 뇌경색 환
자에 응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가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해마 CA1 영역의 
지발성 신경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그 작용 메카니즘이 해명되면, 홍삼 분말의 신규한 효과, 효
능이 발명될 것이 기대된다.
    

    
또한 원래 뇌졸중(뇌혈관 장해)의 치료법은, 뇌경색ㆍ뇌색전ㆍ뇌출혈ㆍ일과성 뇌허혈 발작ㆍ거미막하출혈에서 각각 다
르고, 엄밀하게는 뇌의 CT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혈전 용해
제 등은 뇌경색ㆍ뇌색전에만 사용되고, 뇌출혈에는 금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뇌졸중은 가급적 신속하게 병소 부위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처치가 행해지지 않으면, 이후 영구적으로 고차 기능장해를 가져오거나 생명 예후에 영향을 주는 
중독(重篤)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개시해야 하는 질환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뇌의 CT 검사
를 실시하는 시간조차도, 뇌졸중 환자에게 있어서는 회복할 가능성을 적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실로 급성기 뇌
졸중의 치료는, 뇌졸중 병변 뿐만 아니라 발증 후에 있어서의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유감스럽
게도, 현재 뇌졸중 병태(뇌경색ㆍ뇌출혈ㆍ뇌색전ㆍ거미막하출혈ㆍ일과성 뇌허혈 발작)의 여하를 막론하고, 뇌졸중이 
발증되었다고 여겨지는 환자에게 신속히 투여되어, 현저한 효과를 발휘하는 약물이 거의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한편, 진세노사이드 Rb1 은, 하기 구조식 (I)로 나타내어지는 화합물이고, 진세노사이드 Rb 1 은 시바타 등(Shibata S., 
et al., Economic and medicinal plant research, World Scientific, Philadelphia, pp 217-284, 1985) 등에 의해 
공지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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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노사이드 Rb1 의 복강내 투여에 의해 지금까지 향신경작용인 정온 작용만이 보고되어 있지만(Yoshimura H. et a
l., Eur. J. Pharmacol., 146, 291-297, 1988), 그 작용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되어 있지 않다. 또, 중추신
경계에 있어서는, 진세노사이드 Rb1 과 진세노사이드 Rg1 의 혼합물(혹은 농도가 10-6 M 내지 10-7 M 인 진세노사이
드 Rb1 또는 진세노사이드 Rg1 )이, 아세틸콜린 함유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알츠하이머병에 효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만(미국특허 : US, A, 5,137,878 : Composition and method for treatment of senile 
dementia), 아세틸콜린 세포의 기능장해가 바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가설에
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적되어 있다. 또한 상기 미국특허문헌은 진세노사이드 Rb1 이 아세틸콜린 함유 신경세포의 
생존을 연장하는가, 아닌가, 즉 아세틸콜린 세포를 보호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과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진세노사이드 Rb1 단독에 의한 신경세포 보호작용에 대해서는, 본 발명자들이 진세노사이드 Rb1 에 대한 연구
를 착수하기 전까지는 거의 해명되어 있지 않았다. 본 발명자들은 지금까지 진세노사이드 Rb1 이 아세틸콜린 함유 신경
세포 이외에 있어서도 보호 효과를 발휘하는지의 여부를 게르빌루스쥐(gerbils)의 일과성 전뇌 허혈 모델을 사용하여 
조사하여 왔다. 이 뇌 허혈 모델 동물에서는, 뇌의 온도를 37℃로 유지한 상태에서 3분 내지 5분간 총경동맥 혈류를 차
단하면 혈류 차단 시간에 따라 허혈 후 일주일 이내에 해마 CA1 추체 신경세포(아세틸콜린 비함유)가 변성 탈락하고(
이것을 지발성 신경세포사라 한다), 이 동물의 학습행동 기능도 저하됨이 증명되었다(Wen T.-C. et al., Acta Neur
opathol., 91, 15-22, 1996). 즉, 게르빌루스쥐의 일과성 전뇌 허혈 모델은 인간의 일과성 뇌 허혈 발작의 병태를 반
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발명자중 한사람(사카나카)는 스나 마우스의 복강내에 미리 진세노사이드 Rb1 (10 ㎎/㎏ 또는 20 ㎎/㎏)을 하루 1
회씩 1주일간 주입해 놓으면, 5분간의 총경동맥 혈류 차단에 따른 지발성 신경세포사멸과 학습행동 장해가 유의적으로 
경감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Wen T.-C. et al., Acta Neuropathol., 91, 15-22, 1996). 그러나, 5분간 혹은 3분간
의 총경동맥 혈류 차단 직후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복강내에 주입했을 때에는 그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Wen 
T.-C. et al., Acta Neuropathol., 91, 15-22, 1996 ; Lim J.-H. et al., Neurosci. Res., 28, 191-200, 1997). 
따라서, 이 시점에서 말초(복강내)에 투여된 진세노사이드 Rb1 의 뇌내 이행율 및 이행 속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b1 은 해마 CA1 추체 신경세포의 보호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임상응용의 가능성
은 전무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상기와 같은 말초(복강내) 투여 대신, 진세노사이드 Rb1 을 3분 혹은 3.5분 동안 총경동맥 혈류를 차단한 직후에 직접 
뇌실내로 지속적으로 주입하면 지발성 신경세포사와 학습행동 장해가 억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Lim J.-H. et 
al., Neurosci. Res., 28, 191-200, 1997). 또한, 뇌졸중 이발증 고혈압 자연발증(spontaneous hypertensive str
oke-prone, SH-SP) 래트의 중대뇌동맥 피질지(MCA) 영구폐색 모델(뇌경색 래트)에 있어서도, 진세노사이드 Rb 1

을 MCA의 영구폐색 직후부터 뇌실내로 지속적으로 주입하면, 대뇌피질 경색소가 유의적으로 축소되고 이 동물의 장소
학습 장해도 경감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Zhang B. et al., J. Stroke Cerebrovasc. Dis., 7, 1-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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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외의 펩티드성 성장 인자와 마찬가지로(Sakanaka M.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5, 4635-4
640, 1998 ; 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 가령 진세노사이드 Rb 1 이 뇌실내로의 직접 
투여에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도 투여 경로의 문제에서 보면 역시 사람의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나 뇌경색 증예에 진세
노사이드 Rb1 을 응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만약, 뇌경색의 치료, 예방, 처치를 위해 사용되는 화합물을 검색할 목적으로 최근의 스나 마우스나 래트의 뇌허혈 재관
류 모델을 사용하여, 뇌경색의 예방, 치료, 처치를 위한 후보 물질을 스크리닝 방법을 자주 채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에 
주의할 것은 스나 마우스나 래트의 뇌허혈 재관류 장해모델은 후술하는 것처럼, 인간의 뇌경색의 병태를 반드시 반영하
지 않고 있다. 상술한 것처럼, 본 발명자의 한사람(사카나카)는 이미 스나 마우스의 뇌허혈 재관류 모델을 이용하여, 뇌
허혈 부하전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10mg/kg/일 또는 20mg/kg/일의 용량으로 복강내 투여하면, 해마 CA1 영역의 신
경세포중 30% 정도가 구제되는 것을 보고하였다(Wen T.-C. 등, Acta Neuropathol., 91, 15∼22, 1996). 또한 Zh
ang Y. G.와 Liu T.P.는 10∼40mg/kg의 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을 래트의 중대뇌동맥허혈재관류 모델에 단회 정액
내투여하면, 허혈전 투여에서 폐색 사이즈가 대조군에 비하여 20%∼49% 정도 감소하고, 재관류직후의 투여에서 폐색 
사이즈가 대조군에 비하여 12%∼35% 정도 축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Zhang Y. G.와 Liu T.P., Chung Kuo Yao L
i Hsuech Pao, 중국약리학보, 17, 44∼48, 1996). 그러나, 그 효과는 지금까지 개발된 뇌허혈 재관류 치료약의 후보
물질(예컨대, 글루타민산 길항약이나 프리라디칼 소거제)의 효과에 비하여 반드시 우수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오히려 
열등하다(Slusher B.S. 등, Nature Med. 5, 1396∼1402, 1999). 그러나, 상술한 Zhang Y.G.와 Liu T.P.의 논문에
서, 뇌허혈 재관류 장해의 예방, 치료에 비교적 양호한 효과, 효능을 나타낸 40mg/kg인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투
여량은 정맥내 투여된 진세노사이드 Rb1 의 LD50이 448mg.kg 전후인 것을 고려하면(S aito H., 등, Shoyakugaku Z
asshi, 생약학잡지 34, 177∼181, 1980), 단회 정맥내 투여만으로도 부작용이 발현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정도
의 고용량이라고 말해진다. 이와 같은 고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단회 투여가 한도이고, 연일 정맥내 투여나 정맥내
의 지속주입은 아직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제의 인간 뇌경색(뇌혈전, 뇌색전) 증례에서는 폐색된 뇌혈관 근방에 카테터를 봉입한 후에, 혈전용해요법을 실
시하여 혈관을 재 개통시킨 일부의 병례를 제하고는, 뇌혈관이 영구적으로 폐색한 경우가 특히 많다고 생각된다. 즉, 매
우 유용한 뇌경색치료약은 뇌혈관의 일부(예, 중대뇌동맥)가 영구 폐색된 후에 정맥내 투여가능하고, 또한 뇌경색(뇌혈
전, 뇌색전) 병소가 거의 안정기인 발병후 1개월의 기간까지, 즉, 일단 파탄된 뇌혈관망이 재생, 재구축되기까지, 허혈
소 주변부(ischemic penumbra)영역의 뇌세포나 신경세포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약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뇌
경색 치료약의 후보물질의 약효해석은 뇌혈관이 영구적으로 폐색된 동물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Zhang Y.
G.과 Liu T.P.의 상술한 논문에 의하면 중대뇌동맥을 영구폐색하기 전에 래트에 진세노사이드 Rb 1 을 10mg/kg의 용량
으로 정맥내 투여하는 것도 전혀 효과는 없고, 진세노사이드 Rb 1 을 40mg/kg의 용량으로 중대뇌동맥 영구폐색전에 정
맥내 투여한 때만 경색 사이즈가 대조군에 비하여 약 14% 정도 축소된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즉, 중대뇌동맥을 영구 
폐색한 래트에 고용량(40mg/kg)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을 미리 단회 정맥내 투여를 하여도, 중대뇌동맥허혈 재관류 래
트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 투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명확하게 효과가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그래도 중대뇌동맥
을 영구폐색시킨 래트에 대하여 뇌경색 전투여에서 다소 효과를 나타낸 진세노사이드 Rb1 투여량은 40mg/kg인 고용량
이기 때문에 역시 정맥내 투여된 진세노사이드 Rb1 의 LD50이 448m/kg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고용량의 진
세노사이드 Rb1 을 연일 또는 지속적으로 정맥내 투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본 발명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뇌혈관의 일부(예컨대, 중대뇌동맥)가 영구 폐색된 실험동물에 1회 내지 2회 정도 뇌경색 치료약의 후보물질을 정맥내 
투여하여 뇌경색 발증후 1∼2일 정도는 효과를 나타내지도, 그 후 같은 후보물질이 지속적으로 투여된다면 뇌경색 병변
은 확실하게 확대하고, 뇌혈관 영구폐색후 1개월(즉, 뇌경색 병변이 거의 안정기에 들어간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
다고 생각된다. 즉, 뇌경색 치료약의 중요한 조건으로서는 장기 정맥내 투여 또는 연일 정맥내 투여 가능한 화합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Zhang Y.G.과 Liu T.P.가 발표한 상술한 논문에서만 판단하면, 고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
맥내 지속투여를 뇌경색이나 뇌졸중의 치료·예방·처치에 응용하는 것은 사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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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를 뇌경색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해 실용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종래 거듭 생각되온 
발명은 그 후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에 의해서이다. 그 상세한 것은,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
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및 일본특허출원 평11-340850호, PCT/
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 기술된다. 
즉, 뇌졸중이 쉽게 발증하는 고혈압 자연발명 래트(SH-SP 래트)의 중대뇌동맥피질지(MCA)를 영구 폐색한 후에, 진
세노사이드 Rb1 을 60μg/일 또는 6μg/일의 용량으로 28일간 정맥내에 지속 주입하면, 뇌경색(뇌색전) 병소체적이 생
리식염수(비히클) 주입 뇌경색군의 약 4분의 1정도로 축소되는 것을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은 상술한 기출원 
특허에서 발견하였다. 즉, MCA를 영구 폐색한 후에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에 지속투여하는 것에 의해, 
뇌경색 병소체적이 대조군에 비하여 75% 정도 축소되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을 28일간 정
맥내에 지속주입하는 것에 의해 MCA 영구 폐색후 일단 파탄된 뇌혈관이 재생·재구축되고,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
내 투여를 이후 중지하여도, 이미 뇌경색병변은 악화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이 이
용한 SH-SP 래트의 체중은 약 300g이고, 1일씩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의 투여량은 200㎍/kg 또는 20㎍/kg이었다. 따
라서, Zhang Y.G.과 Liu T.P.의 논문(Chung Kuo Yao Li Hsuech Pao, 중국약리학보, 17, 44∼48, 1996)에서 이용
된 40mg/kg의 진세노사이드 Rb 1 단회 정맥내 투여와 비교하여, SH-SP 래트의 1일씩의 투여량은 그 200분의 1 또는 
2000분의 1이 된다. 즉,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 일본특허출원 평11-340850호, PCT
/JP99/06804호에 있어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은 소량(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장기간 정맥내 지속 
투여에서 매우 우수한 뇌경색(뇌혈전, 뇌색전), 뇌졸중, 뇌혈관 장해의 치료법을 발명하였다. 물론, 소량의 진세노사이
드 Rb1 을 뇌졸중 발병후, 연일 정맥내에 단회 주입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연일 점적용 조성물에 소량의 진세노
사이드 Rb1 을 혼합한 후에 정맥내 일정 시간을 걸쳐 투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구나, 진세노사이드 Rb 1 의 뇌실내 투
여나 복강내 투여가 허혈신경조직의 2차 변성을 억제하는 것을 본 발명자들의 기 발표 논문(Wen T.-C. 등, Acta Ne
uropathol,, 91, 15∼22, 1996; Zhang B. 등, J. Stroke Cerebrovasc. Dis., 7, 1∼9, 1998)에 추가로, 상술한 기출
원 특허에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은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 투여가 신경조직의 2차 변성
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상술한 기출원 특허에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는 소량
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신경외상, 두부외상, 척수손상의 예방·치료·처치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뇌졸중, 신경외상, 두부외상, 척수손상, 두개내출혈, 심정지, 저산소뇌증, 뇌염 등의 병태에 있어, 뇌신경 조직
에 큰 침습이 가해지면, 뇌부종이 발현되고, 그 결과 뇌압이 현저하게 항진하여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자주이다. 
임상현장에서는 이 뇌부종·뇌압항진에 수반되는 뇌조직의 헤르니아(hernia)를 예방·치료·처치하기 위해서, 만니톨, 
글리세롤, 스테로이드제가 자주 사용되지만, 투약을 중지한 후, 리바운드 현상이나 부작용의 문제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지 않다. 따라서,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투여가능한 뇌부종의 치료약이 장래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제까지 그와 
같은 의약조성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진세노사이드 Rb1 의 말초(복강내) 투여에 따른 신경세포 보호작용의 메카니즘에 대해서, 본 발명자들은 지금까지 
저농도(0.1∼100fg/㎖)의 이 약물을 미리 배양액에 혼합해 두면 하이드록시 라디칼 유발제(황산 제1철)에 의해서 신
경세포의 괴사(네크로시스, necrosis)가 경감됨을 보고하였다(Lim J.-H. et al., Neurosci. Res., 28, 191-200, 1
997 ; Zhang B., et al., J. Stroke Cerebrovasc. Dis., 7, 1-9, 1998). 본 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 Rb 1 이 하이드
록시 라디칼을 소거함으로써, 세포막의 과산화지질을 감소시키고 배양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측하였지만, 지금
까지 이 가설을 증명했다는 보고는 없다.

또한, 고농도(0.11∼11㎍/㎖)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이 글루타민산의 신경 독성을 경감시켜 신경세포사멸를 예방한다는 
것(Kim Y.-C., et al., J. Neurosci. Res., 53, 426-432, 1998), 혹은 500μM(550㎍/㎖)이라는 고농도의 진세노
사이드 Rb1 이 세포자멸성 신경세포사멸를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Tanaka T. et al., The Ginseng Review, 24, 
61-65, 1998)이 배양 실험을 통해 보고되었지만, 고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은 본 발명자들의 배양 실험에 의하면 
오히려 신경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Lim J.-H. et al., Neurosci. Res, 28, 191-200, 1997 : Zhang 
B., et al., J. Stroke Cerebrovasc. Dis., 7, 1-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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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와 같이 고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을 생체내의 세포 외액에서 재현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 면이나 부작용 출현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도 대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생체에 투여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본 발명자들의 실험 결과에서도 고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이 생체에 있어서 반드시 바람직한 
효과 및 효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Zhang B., et al., J. Stroke Cerebrovasc. Dis., 7, 1-9, 
1998).

즉, 진세노사이드 Rb1 에 의한 신경세포 보호작용의 메카니즘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해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 Rb1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에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는 진세노사이드 Rb 1 이 1 ng/㎖ 이하, 바람직하게는 1 fg/㎖ 전후에서 100 fg/㎖ 
전후라고 하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저농도 범위에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 증가를 
촉진함으로써 세포자멸성 신경세포사멸을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상술한 기출원 특허에서 진세노사이드 Rb

1 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비펩티드성의 Bcl-xL 발현 증가제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농도 100 fg/㎖에서는 진세노
사이드 Rb1 의 과산화지질 생성억제 효과가 미미하게 관찰되었지만, 그보다 낮은 농도 범위에서는 그와 같은 효과는 관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 Rb1 의 작용 메카니즘에 관한 종래의 가설(즉, 진세노사이드 Rb1 은 세포막 지질
의 과산화를 강력하게 억제한다는 반설)은 타당하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생체내에 있어서도 진세노사이드 Rb1 이 
세포자멸성 신경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Bcl-xL 은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말초조직의 세포나 글리아 세포에서도 발현하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b1 은 신경세포의 Bcl-xL 발현을 증강하는 사실은 진세노사이드 Rb1 이 기타 세포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작용을 갖는 
것이 주측된다. 그중에서도, 심근세포는 Bcl-xL 을 농후하게 발현하기 때문에, 저농도,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이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표적세포로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은 기출원특허에서 기재
하였다(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
호제); 일본특허출원 평11-340850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
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은 약용인삼에 포함된 정제 사포닌의 일종이지만, 단독 경구투여에 의해 혈중에서는 거의 검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진세노사이드 Rb1 의 경구투여 자체가 약리작용은 부정되었다. 따라서, 일본특허출원 평10-
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및 일본특허출원 평11
-340850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은 소량 정맥내 투여된 진세노사이드 Rb 1 이 약용인삼으로서는 독립한 효
과·효능·용도를 갖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또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은 진세노사이드 Rb1 추가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화학구조가 유사한 정제 사포닌이 적
어도 30종류 전후 존재한다(莊司 , 약용인삼' 95, pp251∼261, 態谷 朗編 共立出版주식회사).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 
진세노사이드 Rb1 이외의 정제 사포닌도 본 발명자들의 선출원(일본특허출원 평11-243378호, 약용인삼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 기재된 것처럼,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과 동일한 효과·효능을 나
타내는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을 시작으로 하는 약용인삼 성분을 리드화합물로서 신규의 유용한 화
합물을 제조할 수 있는 것도 본 발명의 선출원(일본특허출원 평11-243378호)에서 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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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약용인삼 경구투여의 작용 메카니즘의 심층 연구의 필요성, 소량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 지속투여의 획기적 효
과, 뇌부종의 예방·치료·처치제의 중요성, 진세노사이드 Rb1 의Bcl-xL 발현증강작용,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
는 그 성분의 생리작용 추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스나 마우스의 일과성 전뇌허혈 모델에서도 또한 인간 
뇌경색의 병태에 가까운 중대뇌동맥피질지 영구 폐색 래트에 있어서, 생각지도 않게 우수한 뇌경색 억제 작용, 뇌부종
개선효과, 및 장소학습 장해 개선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는 세포사멸 억제 유전
자산물 Bcl-xL 단백질의 신경조직에 관한 발현을 증강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소량 또는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뇌부종의 발현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0.01∼10 4 fg/ml 또는 1∼10 4 fg/ml의 농
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이 심근 세포의 Bcl-xL 발현을 증강하고,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
제하는 것과, 약용인삼(홍삼 분말)의 조 사포닌 분획의 소량 정맥내 지속투여가,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지속투여와 동일하게 척수손상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신규 화학적 유도체 즉,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가 우수한 뇌경색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시

본 발명의 목적은 우수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고, 또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 L 단백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세포를 보호하는 약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자는 뇌부종, 뇌신경 조직의 부종 또
는 척수조직의 부종을 예방·치료·처치하기 위한 소량 정맥내 투여용 제제를 제공하는 것과, 척수손상에 따른 욕창을 
예방·치료·처치하기 위한 저용량 정맥내 투여용 제제를 제공하는 것과, 신경조직의 세포사멸 억제유전자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정맥내 투여용 제제를 제공하는 것과,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공하는 것과,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보호제를 제공하는 것과, 심근 세포의 세
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공하는 것과,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
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외상에 의한 질환의 예방, 처리, 또는 치료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를 제공하는 것과, 신경조직 또는 척
수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외상에 의해 기인하는 탈수,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신경조직의 2차 변성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뇌경색 또는 뇌졸중의 예방·치료·처치하기 위한 소량 정맥내 지속투여제제를 제공하는 것과, 신경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공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
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서 이용하는 것에 의한 신규의 유용한 뇌세포 보호제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을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발명은 세포보호제로서 유용한 약용인삼 또는 그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의 유효한 경구투여용 
제제를 제공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을 포함하는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억제용 의약조성물 또는 약용인삼 또는 그 엑기스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
사산물을 포함하는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 Bcl-xL 단백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공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는 약용인삼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을 포함하는 뇌·신경질환 또는 뇌부종의 치료, 예
방 등을 위해 유용한 경구투여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제공하는 것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뇌부종, 뇌신경조직의 
부종 또는 척수조직의 부종을 예방·치료·처치하기 위한 저용량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척수손상에 수반되는 욕창을 예방·치료·처치하기 위한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한다. 신경조직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 Bcl-x 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보호
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심근세포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 Bcl-x L 의 발
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저농도로 포함하는 심근세포
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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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
하는 신경세포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외상에 의한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을 제공한다. 보다 상세
하게는 본 발명은 신경조직의 손상에 의한 신경세포의 2차 변성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 척수손상, 두부
외상,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외상에 의한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성분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
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신경세포 2차변성 억
제제로서 유용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성분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도 제공한
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질환이나 병변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해 유효성분, 또는 뇌세포 보호제 또는 신경세포 보호
제를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 약용인삼의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사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의 성분 물질의 하나인 진세노사이드 Rb1 을 리드화합물로서 제조할 수 있는 신규 진세노사이
드 Rb1 유도체, 즉, 세포보화제로서 유용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제공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디하이드로진세
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한다. 뇌경색 또는 뇌졸중의 예방, 치료 또는 처치를 위한 의약
조성물 또는 신경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디하이드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인 의약조성물 즉, 저농도, 저용량
의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또는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인 의약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상술한 것과 같이, 본 발명은 약용인삼의 경구투여실험, 저용량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지속투여 실험, 진세
노사이드 Rb1 을 이용한 배양실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의 소량 정맥내 지속투여 실험,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신규 
화학적 유도체 즉,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 실험 등에 기초한 상술하거나, 이하 기술되는 선출원(
일본특허출원 평11-243378호, 약용인삼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서 밝힌 약용인삼의 경구투여 실
험에서 우선 설명한다. 이후, 조 사포닌 분획의 정맥내 투여 실험을 행하면서,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 지속
투여 실험 및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이용한 배양실험에 의해 기술된 것이다. 또한 마지막에는 진세노사이드 R
b1 의 신규 화학적 유도체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이용한 시험결과를 설명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도는, MCA 영구 폐색 전후의 증류수 또는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시킨 래트의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의 결과를 나타
내는 도면이다. 제 1도의 위측은 2주 째의 결과이고, 아래측은 4주 째의 결과이다. 또 제 1도 중의 흰색 동그라미 표시
는 증류수 투여 허혈군, 검은 동그라미 표시는 허위 수술군, 흰색의 네모 표시는 홍삼 분말 0.6g/kg/일 투여 허혈군, 검
은 네모 표시는 홍삼 분말 0.75g/kg/일 투여 허혈군, 백색 삼각 표시는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 허혈군, 검은 삼각 
표시는 홍삼 분말 1.2g/kg/일 투여 허혈군를 나타낸다.
    

제 2도는, MCA 영구 폐색 전후의 증류수 또는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시킨 동물의 대뇌피질 경색 비율을 나타내는 도면
이다.

제 3도는, 대뇌피질 경색소의 사진이다. 상단은 증류수 투여 허혈군 4예, 하단은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 허혈군 4
예이다.

제 4도는, 실시예 1의 결과를 종합한 모식도이다.

제 5도는, MCA 영구 폐색 전후의 증류수 또는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시킨 래트의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의 결과를 나타
내는 도면이다. 또한 제 5도의 위측은 2주 째의 결과이고, 아래측은 4주 째의 결과이다. 또 제 1도 중의 흰색 동그라미 
표시는 증류수 투여 허혈군, 검은 네모 표시는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 허혈군을 나타낸다. 참고로, 제1도에서 사용
된 허위 수술군의 실험치를 검은 동그라미 표시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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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도는, MCA 영구 폐색 전후의 증류수 또는 홍삼 분말 0.9g/kg/일을 경구투여시킨 동물의 대뇌피질 경색 비율을 나
타내는 도면이다.

제 7도는, 스나 마우스에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하기 전에 1주간 1일 단회 홍삼 분말 또는 증류수를 투여한 
경우의, 반응 시간과 해마 CA1 영역 신경세포 밀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단 (A)는 수동적 회피 학습 실험의 반응 시
간을, 하단 (B)은 신경세포 밀도를 나타낸다. 허위 수술은 흰색 그래프, 증류수 투여 허혈군을 회색 그래프, 홍삼 분말 
투여 허혈군을 검은 그래프로 나타낸다.

제 8도는, 허위 수술 동물, 증류수 경구투여 허혈 동물, 홍삼 분말 경구투여 허혈동물(1.5g/kg/일)의 해마 CA1 영역에
서의 Bc1-xL 단백질 발현량을 해석한 웨스턴 블롯팅(Western blotting)의 결과를 나타낸다.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9도는 제 8도의 웨스턴 블롯팅의 결과를 덴시토미터로 정량화한 그래프이다.

제 10도 (A)는 증류수 투여 동물과 홍삼 분말(200mg/kg/일)의 간장에서의 Bcl-x L 의 단백질 발현량을 해석한 웨스
턴 블롯팅 결과를 나타낸다.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10도 (B)는 제 10도 (A)의 웨스턴 블롯팅의 결과를 덴시토미터로 정량화한 그래프이다.

제 11도 (A)는 증류수 투여 동물과 홍삼 분말(200mg/kg/일)의 췌장에서의 Bcl-x L 의 단백질 발현량을 해석한 웨스
턴 블롯팅 결과를 나타낸다.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11도 (B)는 제 11도 (A)의 웨스턴 블롯팅의 결과를 덴시토미터로 정량화한 그래프이다.

제 12도는 스나 마우스에 3분간의 전뇌허혈을 부하시킨 후에, 28일간 1일 단회 홍삼 분말 또는 증류수를 투여한 때의, 
반응 시간과 해마 CA1 영역 신경세포 밀도를 나타낸 도면이다. 상단 (A)는 수동적 회피 학습 실험의 반응 시간을, 하
단 (B)은 신경세포 밀도를 나타낸다. 허위 수술은 흰색 그래프, 증류수 투여 허혈군을 회색 그래프, 홍삼 분말 투여 허
혈군을 검은 그래프로 나타낸다.

제 13도의 (A)는 허위 수술 동물, (B)는 증류수 투여 3분 허혈 동물, (C)는 홍삼 분말 투여 3분 허혈동물의 해마 CA
1 영역 광학 현미경상을 각각 나타낸다. 막대는 100㎛를 나타낸다.

제 14도는 대뇌피질경색소의 사진이다. 상단은 생리식염수 정맥내 투여 허혈군 8예, 하단은 진세노사이드 Rb 1 (6㎍/일) 
정맥내 투여 허혈군 8예이다.

제 15도는, 약용인삼에 포함된 대표적 사포닌의 화학구조를 나타낸다.

제 16도는 척수손상 당일과 익일의 생리식염수 정맥내 투여 래트 및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 투여 래트(6㎍/일)를 나
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17도는 척수손상후 7일째에 있어, 생리식염수 정맥내 투여 래트, 진세노사이드 Rb 1 60㎍/일) 정맥내 투여 래트의 
BBB 스코어를 나타낸다.

제 18도는 척수손상 당일에서 7일째의 조 사포닌 분획(870㎍/일) 정맥내 투여 래트를 나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19도는 척수손상 당일에서 7일째의 생리식연수 정맥내 투여한 래트를 나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20도는 진세노사이드 Rb1 의 화학적 유도체를 나타낸다.

 - 10 -



공개특허 특2002-0035855

 
제 21도는 척수손상 2시간 후에 생리식염수 또는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 투여한 래트를 나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
이다. 또한 제 21도는 척수손상 후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래트가 욕창을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또한 제 21도는 척수손상 후에 진세노사이드 Rb 1 (60㎍/일)을 정맥내 투여한 래트가 욕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나타
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22도는 신경세포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공배양계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Rb1 세포생존 촉진효과를 해석한 웨스턴 블
롯팅의 결과를 나타낸다.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1∼100fg/ml의 진세노사이드 Rb 1 처치에 의해, 신경세포의 마커인 
MAP2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마커인 CNPase가 명확하게 진하다. 즉,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 1 에 의해 신경세포 
및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생존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제 23도 상단의 RT-PCR 실험결과는 100fg/ml의 진세노사이드 Rb 1 처치에 의한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Bcl-xL mRN
A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23도 하단의 웨스턴 블롯(이뮤노 블롯팅) 실험결과는 1∼1
00fg/ml의 진세노사이드 Rb 1 처치에 의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Bcl-xL 단백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도면을 대신
한 사진이다.

제 24도의 RT-PCR 실험결과는 진세노사이드 Rb 1 (60㎍/일)을 정맥내 투여에 의한 뇌조직에서의 Bcl-x L mRNA 발
현이 상승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25도의 상단은 1∼100fg/ml 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 1 에 의한 심근세포의 Bcl-xL mRNA 발현이 상승하는 것을 나
타내는 도면을 대신한 RT-PCR 사진이다. 제 25도의 중단은 1∼10 4 fg/ml의 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에 의한 심근세
포의 Bcl-xL 단백 발현이 상승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면을 대신한 이뮤노블롯 사진이다. 제 25도의 하단은 이뮤노블롯
팅의 결과를 덴시토미터로 정량화한 그래프이다.

제26도의 상단은 1∼104 fg/ml의 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처치에 의한 심근세포의 생존이 촉진되는 것을 나타내는 도
면을 대신한 α-악티닌의 웨스턴 블롯팅의 사진이다. 제 26도의 하단은 웨스턴블롯팅(이뮤노블롯팅)의 결과를 덴시토
미터로 정량화한 그래프이다. 예를든 수가 n=3보다 약긴 적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b 1 0.01fg/ml의 농도에서는 유
의차가 얻어지지 않지만, 예를든 수를 증가하면, 진세노사이드 Rb 1 0.01fg/ml의 농도에서도 유의있는 심근세포 보호효
과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제 27도는 MCA 영구 폐색후(즉, 뇌경색 발병후)에 생리식염수를 정맥내 투여한 래트 뇌(2예)의 TTC 염색 결과를 나
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28도는 MCA 영구 폐색후(즉, 뇌경색 발병후)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총 6㎍/일)을 정맥내 투여한 래트 
뇌(2예)의 TTC 염색 결과를 나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29도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NMR 챠트를 나타낸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

본 발명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및 제제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
45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ng/ml 이하 또는 1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45000fg/ml, 보다 더 바
람직하게는 1∼145000fg/ml가 되도록 조정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 Bcl-x 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에 의한 예방, 치료 또는 처치할 수 있는 질환을 갖
는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한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45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45000fg
/ml,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45000fg/ml가 되는 양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에 의한 예방, 
치료 또는 처치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 치료 또는 처치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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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약용인삼 또는 그
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는 조직에서는, 뇌신경조직, 척수조직, 간장, 췌장 등을 열거
할 수 있고, 뇌혈관성 치매, 뇌경색, 뇌졸중 등의 뇌·신경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에 유용하다.

본 발명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은 경구투여용 제제 또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가능
한 담체를 포함하는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억제용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약용
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45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ng/ml 이하 또는 1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45000fg/ml,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45000fg/ml가 되도록 조정한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억제용 의약조성물에 관
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에 의한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하는 것이 가능
한 질환을 갖는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45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
ng/ml 이하 또는 1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45000fg/ml,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45000fg/ml가 되
는 양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
는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에 의한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 처
치 또는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억제용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
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세포로서는 뇌세포, 신경세포, 신경간(幹)세포, 글리아세포, 혈관내피세포, 혈관평활근세포, 간(肝)세
포, 쿠퍼(Kupper)세포, 유동내피세포, 선유아세포, 담관상피세포, 지방축적세포, 림파구, 백혈구, 세망세포, 대식세포, 
형질세포 등을 열거할 수 있고, 이들의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초래하는 질환의 치료·예방·처
치에 유용하다.

본 발명의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억제용 의약조성물은 경구투여용 제제 또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
로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뇌·신경 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약용인삼 또는 그
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45ng/ml 이
하, 바람직하게는 14.5ng/ml 이하 또는 1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45000fg/ml,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45000fg/ml가 되도록 조정되는 뇌·신경 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뇌·신경 질환을 갖는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45ng/ml 이
하, 바람직하게는 14.5ng/ml 이하 또는 1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45000fg/ml,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45000fg/ml이 되는 양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뇌·신경 질환의 예방, 치료 또는 처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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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뇌·신경 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
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뇌·신경 질환은 척수손상 등의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 두부외상이나 신경외상 등의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외상;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에 의한 질환; 뇌졸중, 뇌경색, 뇌출
혈, 거미막하출혈, 두부외상, 두개내 출혈, 척수손상 또는 신경외상 등에 의한 뇌부종, 뇌신경 조직의 부종 또는 척수조
직의 부종; 뇌혈관성 치매; 뇌경색;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발작;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 또는 외상 등에 의한 
상지 또는 하지의 마비, 배뇨장해, 자율신경장해, 성기능 장해 또는 배변장해, 신경원인성 방광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뇌·신경 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은 경구투여용 제제 또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로서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뇌·
신경 질환 또는 뇌부종의 치료·예방·처치제 또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심장 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45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ng/ml 이하 또는 1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45000fg/ml,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
145000fg/ml가 되도록 조정되는 뇌·신경 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심장질환을 갖는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45ng/ml 이하, 바
람직하게는 14.5ng/ml 이하 또는 1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45000fg/ml,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
45000fg/ml이 되는 양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투
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심장질환의 예방, 치료 또는 처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심장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
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심장질환으로서는,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심장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은 경구투여용 제제 또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에 관한 것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척수손상, 두부외상, 신경외상, 뇌혈관성 치매, 
뇌경색, 뇌졸중 또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 등의 뇌·신경 질환, 또는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동반하는 심장질환 등의 심장질환의 치료, 예방 또는 처치를 위한 정맥내 투여용 제제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약
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45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ng/ml 이하 또는 1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45000fg/ml,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45000fg/ml가 되도록 조정되는 저농도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정맥내 투
여용 제제는 단회 정맥내 주입 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 제제중 어느 하나라도 좋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한 본 발명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를 포함하는 뇌세포, 신경세포 또는 심근세포의 보호제를 제공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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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뇌·신경 질환 및/또는 심장질환을 갖는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
도가 145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ng/ml 이하 또는 1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45000fg/ml, 보
다 더 바람직하게는 1∼145000fg/ml이 되는 양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
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를 투여하는 뇌·신경 질환 및/또는 심장질환의 예
방, 치료 또는 처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뇌·신경 질환 및/또는 심장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정맥내 투여용 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약용
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생체조직
의 부종을 예방·치료·처치 또는 경감을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 4 fg/ml(약 
0.9∼9000fM)이 되도록 조정되는 생체조직의 부종을 예방·치료·처치 또는 경감을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생체조직의 부종을 갖는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
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
09∼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 4 fg/ml(약 0.9∼9000fM)가 되는 양의,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
물 또는 그들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생체조직의 부종을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생체조직의 부종을 예방·치료·처치 또는 경감을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생체조직의 부종으로서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거미막하출혈, 두부외상, 두개내출혈, 척수손상, 신경외상 
등에 의한 뇌부종, 뇌신경세포의 부종 또는 척수조직의 부종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생체조직의 부종을 예방·치료·처치 또는 경감을 위한 의약조성물은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 또는 정맥내 지
속투여용 제제 등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욕창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
부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 4 fg/ml(약 0.9∼9000fM)이 되도록 
조정되는 욕창을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욕창의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4 fg/ml(약 0.9∼9000fM)가 되는 양의,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욕창을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욕창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
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욕창으로서는 척수손상 등에 의한 욕창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욕창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은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등의 정맥
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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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신경마비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 4 fg/ml(약 0.9∼9000fM)이 되
도록 조정되는 신경마비를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신경마비의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4 fg/ml(약 0.9∼9000fM)가 되는 양의,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
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신경마비를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신경마비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신경마비로서는 척수손상후의 상지 또는 하지의 마비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신경마비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은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등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배뇨장해, 성
기능장해 또는 배변 장해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는 1ng/m
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 4 f
g/ml(약 0.9∼9000fM)이 되도록 조정되는 배뇨장해, 성기능장해 또는 배변 장해를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
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배뇨장해, 성기능장해 또는 배변 장해의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
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
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 4 fg/ml(약 0.9∼9000fM)가 되는 양의,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배뇨장해, 성기능장해 또는 배변 장해를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배뇨장해, 성기능장해 또는 배변 장해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진세노사
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배뇨장해, 성기능장해 또는 배변 장해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은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 또는 정
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등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신경원인성 
방광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
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 4 fg/ml(약 0.9∼9000
fM)이 되도록 조정되는 신경원인성 방광을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신경원인성 방광의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
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 4 fg/ml(약 0.9∼9000fM)가 되는 양의,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
는 그들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신경원인성 방광을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신경원인성 방광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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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신경원인성 방광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은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
제 등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
사이트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진세
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
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
직하게는 1∼104 fg/ml(약 0.9∼9000fM)이 되도록 조정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
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것에 의해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갖는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
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
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 4 fg/ml(약 0.9∼9000fM)가 되는 양의,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
는 그들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시키
는 것에 의해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조
하기 위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약조성물은 단회 정
맥내 주입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등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는 1ng/m
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 4 f
g/ml(약 0.9∼9000fM)이 되도록 조정되는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
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에 의해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갖는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
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직
하게는 1∼104 fg/ml(약 0.9∼9000fM)가 되는 양의,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투여하
는 것을 포함하는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에 의해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할 수 있
는 질환을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진세노
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은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등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심근세포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하, 바람직하게
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4 fg/ml(약 0.9∼9000fM)이 되도록 조정되는 심근세포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 L 의 발현을 촉진하
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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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심근세포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갖는 환자에, 유효량의, 바람직하게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또는 약 9nM 이
하, 바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또는 약 0.9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00fg/ml(약 0.009∼90f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104 fg/ml(약 0.9∼9000fM)가 되는 양의,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심근세포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심근세포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심근세포 보호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심근세포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위한 의약조성물은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등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하기 구조식 (II)로 나타나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은 상기 구조식 (II)로 나타나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또는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예의해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
을 갖는 환자에, 유효량의 상기 구조식 (II)로 나타나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에 의해 예방, 처치 또는 치료
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하는 방법에 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상기 구조식 
(II)로 나타나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상기 세포로서는 허혈소 주변부(ischemic penumbra)의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은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 또는 정맥
내 지속투여용 제제 등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상기 구조식 (II)로 나타나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및 제약상 허
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뇌·신경 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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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뇌·신경 질환을 갖는 환자에, 유효량의 상기 구조식 (II)로 나타나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또
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뇌·신경 질환의 예방, 치료 또는 처치하는 방법에 관한 것
이다.

또한 본 발명은 뇌·신경 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상기 구조식 (II)로 나타나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뇌·신경 질환은 척수손상 등의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 두부외상이나 신경외상 등의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외상;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에 의한 질환; 뇌졸중, 뇌경색, 뇌출
혈, 거미막하출혈, 두부외상, 두개내 출혈, 척수손상 또는 신경외상 등에 의한 뇌부종, 뇌신경 조직의 부종 또는 척수조
직의 부종; 뇌혈관성 치매; 뇌경색;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발작;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 또는 외상 등에 의한 
상지 또는 하지의 마비, 배뇨장해, 자율신경장해, 성기능 장해 또는 배변장해, 신경원인성 방광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뇌·신경 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은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등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리드 화합물로
서,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질환에 대한 예방,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한 유효성분을 탐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은 홍삼 분말 또는 그의 
엑기스,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비 사포닌 분획, 정제 사포닌류, 또는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 또는 그의 염 등이지만, 
약용인삼의 사포닌 분획 함유성분으로서는 진세노사이드 Rb1 이 바람직하다. 또는 상기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질환
으로서는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에 의한 질환 또는 뇌경색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이들중 어느 하나에 기재 방법에 의해 얻은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질환에 대한 예방, 처치 또는 치
료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질환에 대한 예방,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한 유효성분, 신경외상치료제, 척수손
상치료제, 두부외상치료제, 뇌세포보호제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또는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에 의한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의 약용인삼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 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에 포함되는 성분을 리드 화합물로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작용를 갖는 화합물을 탐색
하는 방법 또는 그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으로서는, 후술하
는 약용인삼 그 자체; 약용인삼의 엑기스 ; 상기 엑기스를 포함하는 엑기스; 이들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제제; 조 사
포닌 분획; 사포닌 분획; 정제 사포닌 분획 등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를 포함하는 분획; 약용인삼 성분; 사포닌 
분획 등의 분획 구성성분; 그들의 대사산물; 그들의 염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또는 그의 일부를 편의상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염」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다. 이들의 용어에 의한 본 발명을 설명하면 이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신경조직 2차 변성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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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서 유용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도 관한 것이다. 이들의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소량 정맥내 투여용 제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상세하게는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등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 또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를 포함하는 생리활성물질 또는 활성물질의 하나인 진세노사
이드 Rb1 을 리드 화합물로서 제조할 수 있는 신규 진세노사이드 Rb1 유도체, 즉, 세포보호제로서 유용한 디하이드로진
세노사이드 Rb1 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한다. 뇌경색 또는 뇌졸중의 예방, 치료, 처리를 위한 의약조성물 또는 신경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신경
세포사멸, 또는 신경세포의 괴사를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인 의약조성물, 즉, 저농도, 저용량의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또는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인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신경외상·척수손상 치료효과,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작용을 갖는 화합물로서 약용인삼에 포함된 성분
이 활성이 있는 것을 최초로 제공하는 것이고, 본 발명의 이 신규한 발명에 기초하면, 본 발명은 약용인삼에 포함된 활
성성분을 리드 화합물로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작용을 갖는 화합물을 검색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며, 또한 
본 발명은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작용을 갖는 화합물을 검색하기 위한 약용인삼에 포함된 활성성분의 리드 화합
물로서의 사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이 제공하는 것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뇌부종, 뇌신경 조직
의 부종 또는 척수조직의 부종을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하기 위한 저용량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척수손상에 따른 욕창을 예방, 처치 또는 치료하기 위한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신경조직의 세포사멸 억제유전자 Bcl-xL 의 발
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의 보호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심근 세포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저농도로 포함하
는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이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성분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외상에 의한 질환의 예방, 처리, 또는 치료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를 제공한다. 보다 상
세하게는 본 발명은 신경조직의 손상에 의한 신경조직의 2차 변성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 척수손상, 두
부외상,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외상에 의한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 탈수(脫髓)에 수반되는 신
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에 의한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
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성분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신경세포 2차변성 억제제로서 
유용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성분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질환이나 병변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해 유효성분, 또는 뇌세포 보호제 또는 신경세포 보호
제를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 약용인삼의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사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의 성분 또는 생리활성물질의 하나인 진세노사이드 Rb1 을 리드화합물로서 제조할 수 있는 신
규 진세노사이드 Rb1 유도체, 즉, 세포보화제로서 유용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제공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한다. 뇌경색 또는 뇌졸중의 예방, 치료 또는 처
치를 위한 의약조성물 또는 신경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을 제공한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인 의약조성물 즉, 
저농도, 저용량의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또는 단회 정맥내 주입제제인 의약조성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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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로서는, 약용인삼, 그의 건조물, 그의 
일부, 그들의 분말 또는 과립물, 홍삼 엑기스들의 그들의 엑기스, 조 사포닌 분획이나 정제 사포닌 분획이나 비 사포닌 
분획 등의 이들의 분획, 이들에서 분획된 정제 사포닌 류 또는 진세노사이드류 등의 성분 이들의 성분의 활성인 대사산
물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로서는 홍
삼 분말을 열거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홍삼 분말은 한국연초인삼공사가 Panax ginseng C.A. Meyer(일본명 오타네 닌징)의 6년근을 이
용하여 조정된 공지의 것이고, 그의 품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이 이전에 공표한 논문에 확인하였다(Wen, T.
-C. 등, Acta Neuropathol. 91, 15∼22, 1996). 또한, 본방(本邦)에서는 이들을 판매회사의 이름으로 정관장 홍삼 
분말로 불리운다.

이하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로서 홍삼 분말 또는 
그의 엑기스를 예로서 사용한다.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단
일 제제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다른 뇌졸중 위험인자 경감용 약제(예컨대, 비타민제, 뇌순환대사개선제, 활성
산소·프리 라디칼 소거제, 고지혈증 치료약 등)와 혼합제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제약상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의 담체로서는, 부형제, 활택제, 결합제, 붕
해제 등의 의약의 제약에 통상 사용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의 담체를 사용하여, 정제, 산제, 분제, 서방제, 과립
제, 캅셀제, 좌제 등의 제형에 제제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 코팅 제제로 할 수 있다. 또한 비경구투여제로
서 제제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홍삼 분말 또는 그의 엑기스는 경구투여로 허혈소 주변부에서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
는 것에 의한 뇌경색소를 유의있게 축소하고, 또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 L 단백 발현 증강하는 특이한 작용 
특성을 갖고,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급성기·만성기의 뇌경색뿐만 아니라 뇌출혈·거미막하출혈의 급성기나 만성
기 또는 일과성 뇌허혈발작에 대하여도, 신경세포 보호제로서 이용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홍삼 분말 또는 그의 엑기스는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의식과 연하 기능이 유지되는 한
은, 자정에서도 경구투여 가능한 약물이다. 또한 당뇨병, 고혈압증, 뇌동맥경화증, 심방세동, 뇌동맥류, 등의 기초 질환
을 갖는 뇌졸중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 또는 뇌졸중의 이전 경험이 있는 환자가 미리 홍삼 분말을 복용하여 두
면, 만일 불행하게 뇌졸중 발작에 문병에서도, 홍삼 분말을 복용을 계속하는 것에 의해 뇌졸중 병소나 고차신경기능장
해가 홍삼 분말 비복용 환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개선된다.
    

    
뇌허혈이라는 병태는 뇌경색뿐만 아니라, 심부전, 중증빈혈, 쇼크, 호흡장해, 심정지, 심실세동, 강압제 투여, 저혈압 등
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질환에서 되는 지킨 환자의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본 발명의 홍
삼 분말 또는 그의 엑기스를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은 매우 우수하다. 또한 홍삼 분말 또는 그의 엑기스는 역사적으로 보
아도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본 발명자들은 이번에 각 실험예에서,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한 동
물을 주의 깊게 관찰한 범위내에서도 부작용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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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바람직하게는 홍삼 분말을 경구
투여하는 것에 의해 신경조직에서의 세포사멸 억제유전자 Bcl-xL 단백의 발현이 촉진되는 것과, 또한 홍삼 분말의 경
구투여가 허혈소 주변주에서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에서 판단하면, 본 발명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바람직하게는 홍삼 분말 또는 그의 엑기스를 포함하는 의
약조성물은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동반하는 일과성 및 2차성 신경변성 질환(알츠하이머병, 피크병(Pi
ck's diseases), 척수소뇌 변성증, 파킨슨씨병, 탈수질환, 무답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녹내장, 노인성 황반 변성증, 
당뇨병성 망막증, 망막중심 동정맥폐색증, 망막탈리, 망막색소 변성증, 에이즈 뇌증(AIDS encephalopathy), 간성뇌증, 
뇌염, 뇌성마비, 두부외상, 척수손상, 일산화탄소 중독, 신생아가사, 말초신경장해, 경성대(痙性對)마비, 진행성 핵상성
(核上性) 마비, 척수혈관장해, 미토콘드리아 뇌근증, 수막염, 등)에 대하여도 효능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또한 체중 60kg의 성인에 투여되는 약물의 양을 1로 하면, 체중 3kg의 신생아에 투여되는 같은 약물투여량은 일반적으
로 이것의 7분의 1 정도가 된다. 즉, 체충 1kg당의 약물 투여량은 신생아의 경우, 성인의 약 3배가 된다. 이것에서 유추
하면, 신생아보다 더욱 체중이 적은 래트(체중 250∼300g)나 스나 마우스(체중 70∼80g)에서는 체중 1kg당의 약물
투여량은 적어도 인간의 4배 정도로 증가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약물의 혈중농도는 신 사구체 여과량(GFR)에 의존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GFR은 체표면적과 상관이 있다
고 생각되기 때문에, 체 표면적에서 산출된 약물투여량산정법으로서 Crawford 식, 즉 성인량 ×체표면적(㎡)/1.73을 
이용할 수 있다. 체중 60kg 신장 170cm의 인간의 체표면적은 약 1.7㎡, 체중 2kg 신장 45cm의 신생아의 체표면적은 
약 0.16㎥이기 때문에, 이 계산식에 의하면, 체중 60kg 신장 170cm의 인간의 약물투여량을 1로 할 때 체중 2kg 신장 
45cm의 신생아의 약물투여량은 약 10분의 1이 된다. wrm, 체중 1kg당 약물투여량은 체중 60kg 신장 170cm의 인간
의 60분의 1, 체중 2kg 신장 45cm의 신생아의 20분의 1(즉, 성인의 3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체표면적을 가지고 약
물투여량을 산출하여도, 상술한 것처럼 체중 1kg당의 약물투여량은 체중이 적게 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kg의 신생아보다도 더욱 체중이 적은 SH-SP 래트나 스나 마우스에서는 체중 1kg당의 약물투여량은 인간 성
인(체중 60kg)의 체중 1kg당의 약물투여량과 비교하여 적어도 4배 정도는 크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본 발명의 홍삼 분말은 중대뇌동맥피질지(MCA)를 영구폐색한 SH-SP 래트(체중 2510∼300g)에서, 0.75∼
1.2g/kg/일의 용량으로 MCA 영구폐색전후 5주간 경구투여하는 것에 의해 뇌경색소를 축소시켜 장소학습장해(뇌혈관
성 치매)를 개선한다고 본 실험결과에 기초하면, 체중 60kg의 인간 뇌졸중 환자 또는 척수동물(팻트, 가축 등)에 투여
한 량은, 체중당 그의 4분의 1로서 계산되고, 1일 총량은 11.25g에서 18g이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홍삼 
분말)의 인간 뇌졸중 환자에서의 경구투여량으로서는 환자 개인차나 증상에 의하지만, 1일당 2.0g∼90g, 바람직하게
는 5.625g∼36g, 보다 바람직하게는 11.25∼18g이다. 신경조직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증강제로서, 홍삼 분말을 기
술한 1차성 및 2차성 신경변성질환의 예방·치료·처치에 사용하는 경우도, 같은 용량으로 환자에 경구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홍삼 분말의 엑기스(홍삼 엑기스, 조 사포닌 분획, 비사포닌 분획, 각종 정제 사포닌)를 경구투여할 
때도, 상기 용량의 홍삼 분말에서 추출한 량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마도 더 바람직한 약용인삼(홍삼 분말) 또
는 그의 엑기스 의 경구투여법은 체중 60kg의 포유동물에서 1일당 10g∼30g을 3∼4회로 나누어 투여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뇌신경질환의 치료·예방·처치를 위한 비교적 고용량의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할 필요가 있지만, 말초장기에
서의 Bcl-xL 발현 증강체로서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할 때는 비교적 저용량에서 충분한 것을 본 발명에서 발견하였다. 
즉, 200mg/kg/일의 용량에서 스나 마우스에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는 것에 의해 간장·췌장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 
증강이 확인되다고 하는 본 실험결과에 기초하면, 체중 60kg의 인간의 말초장기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을 촉진하기
에 필요한 량은 체중당 그의 4분의 1로서 계산하면, 50mg/kg/일이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홍삼 분말)을 
인간의 말초장기에서의 Bcl-xL 발현 증강체로서 사용하는 경우는, 1일당 경구투여량으로서는 환자의 개인차나 증상에 
의하지만, 0.6∼15g, 바람직하게는 1.5∼6g, 보다 바람직하게는 2∼4g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것과 같은 양의 홍삼 
분말에서 추출한 홍삼 엑기스 및 조 사포닌 분획을 경구투여하여도 동일하게 말초장기에서의 Bcl-xL 단백 발현량이 증
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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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은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도 말할만한 단백질로서, 뇌신경 조직만이 
아니라 간장, 비장, 면역계 조직, 순환계 조직, 피부를 비롯한 모든 말초장기·조직에 분포하여, 세포의 생존을 지지하
고 있다. 따라서, 저용량의 홍삼분말의 경구투여가 강장, 비장 등의 말초장기에 있어서 Bcl-x L 단백 발현량을 증가시킨
다는 본 실험의 결과는 저용량의 홍삼분말이 세포사멸에 따른 말초장기·조직의 질병이나 노화에 따라서 모든 증상의 
치료·예방·처치에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세포사멸에 따른 말초장기·조직의 질병 중에는, 심근·간장
·신장의 허혈재관류장해, 심근증, 심부전, 심근경색, 말초순환부전, 욕창, 창상, 역상, 피부궤양, 구강내 아프타(apht
hae), 구내염, 화분증, 계절 카타르(catarrh), 아포피성 피부염, 에이즈, 자기면역증, 면역부전증, 장기 이식 후의 거부
반응, 근디스트로피, 가막손상, 폐경색, 골절, 근염, 건초염, 폴리오, 괴사성 근막염, 저혈성 구축(拘縮), 이분척추, 방
사선 장해, 자외선 장해, 감염증, 교원병, 대동액염증후군, 급성동맥폐색증, 근·건부착부염, 근구획증후군, 수막염, 교
액륜증후군, 위관절, 폐색성혈전혈관염, 폐색성 동맥경화증, 레이노병, 레이노증후군, 혈전성정맥염, 골단선리개, 골단
증, 식중독, 장관출혈성 대장균감염증, 췌장염, 간염, 신장염, 당뇨병성신증, 당뇨병성심근증, 설통등 들을 포함한다. 또
한 광범위하게는 욕창, 열상, 피부궤양 등도 창상 중에 포함된다. 그 외의 세포사멸에 따른 기질적 질환이나 병태에 있
어서는, 성서(成書)(오늘의 치료지침 ; 감수, 日野原重明, 阿部正和, 의학서원; 1995)에 기재되어 있지만, 상술한 모든 
질환이나 병태의 예방·치료·처리를 위해 홍삼분말 또는 그 성분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홍삼분말, 엑기스, 조사포닌 분획 혹은 그 구성성분은, 세포보호작용을 통해서, 어개류(魚介類)·갑각류의 양식, 농
작물의 재배·육성, 화장품 조성물, 욕제, 건강식품, 건강약, 세안액, 담배 재배, 수재배에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내분비
교란물질, 외상, 독소, 미생물, 바이오해저드, 환경오염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부작용이 적고, 투여량의 상한으로는 상당히 다량으로 할 수 있지만, 1일에 180g이하, 바람직
하게는 100g 이하이다.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1 으로 이루어지는 의약조성물은 진세노사이드 Rb1 혹은 그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을 저농
도로 함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혹은 그 대사산물 또는 이들의 염을 바람
직하게는 저농도로 함유하여 이루어지는 비경구투여제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지만, 환부에 있어서 세포외액농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
는 것이면, 병변부 국소외용제, 병변부 국소주사제, 경구투여제제, 점비약, 점안약, 점이약, 좌약, 피하주사약, 피내주사
약, 근육주사약, 흡입약, 설하약, 경피흡수약 등,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진세노사이드 Rb1 에 관한 본 발명은 상기 정맥내 투여용 제제 또는 병변부 국소외용제 등을 포함한다. 부종을 수반
하는 뇌·신경질환의 장기간에 걸친 치료, 예방 혹은 처치제,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보호제, Bcl-xL 발현증강제, 또는 
심방세포보호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혹은 그 대사산물을 신경조직 또는 척수손상에 의한 질환 혹은 뇌경색·뇌졸중의 예
방, 처치 또는 치료용의 다른 유효성분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화합물로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화학구조의 일부를 수식하여 프로드럭을 작성한 것 중에서,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는 것
도 가능하다. 더욱이, 진세노사이드 Rb1 혹은 그 대사산물의 표적분자를 동정하는 것에 의해, 표적분자의 기능을 수식하
는 신규화합물도 합성하여 뇌경색·뇌졸중·척수손상·신경외상·외상치료약의 개발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들 질환의 새로운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의 유효성분을 검색하기 위한 리드화합물로서의 진세노
사이드 Rb1 혹은 그 대사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상기 구조식(I)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진세노사이드 Rb 1 는, 예를 들어 시바타 등(Shi
bata S. et al., Economic and medicinal Plant research. World Scientific, Philadelphia, pp 217-284, 1985)의 
방법에 준하여 분리·정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정제된 것은 그 순도가 98% 이상인 것이, 박층 크로마토
그래피 또는 핵자기 공명 스펙트럼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Kawashima Y. and Samukawa K., J. Med. Phamacol. S
oc. Wakan-Yaku, 3, 235-236, 1986).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유리(遊離)한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들을 적당한 염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의 수화물과 같은 용매화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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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농도는 저농도가 바람직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포외액 농도가 1ng/ml 이하, 바람
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인 농도이다.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을 정맥내 투여
용 제제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환자의 환부에서의 세포 외액의 농도가 상기 농도가 되도록 제제를 조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이나 제제는 환부조직의 세포외액 농도가 0.01∼100fg/ml 또는 1∼10000fg/ml 정도로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량 정맥내 투여한 진세노사이드 Rb1 은 종래의 말초(복강내) 투여에 의한 것과는 다르며, 뇌·신경계에 빠르게 도달
하는 것이 이미 발견되었다(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본 발명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는 혈관내, 바람직하게는 정맥으로 직접 투여할 수 있으면 좋고, 
생리식염수, 증류수, 인산 완충액, 포도당액, 리포솜, 지방유제 등으로 용해한 후에, 단회 정맥내 주입용 제제 또는 정맥
내 지속 투여용 제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점적용 조성물 등의 정맥내 투여 제제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형
으로도 좋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화학 구조의 일부를 수식한 프로드럭을 제조하고, 임의의 투여경로, 투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수산기를 에스테르화하여 프로드럭을 제조하고, 뇌혈액관문을 통과시킨
후, 내인성 에스테레이즈로 가수분해하여 뇌내에서의 진세노사이드 Rb1 이행량을 증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은 정맥내 지속투여로 뇌경색소를 투여군의 1/4 정도까지 축소시키고, 
또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발현 증강이라는 독특한 작용기전을 갖고,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이고, 
급성기·만성기의 뇌경색(뇌혈전·뇌색전)뿐만 아니라 뇌출혈, 거미막하출혈의 급성기나 만성기 또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에 대해서도, 신경보호약으로서 이용할 수 있다. 즉, 출혈경향을 조장하지 않는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
b1 은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구급차중에서도 점적주사가 가능한 의약조성물이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을 
혈전 용해요법을 실시한 뇌경색 환자에 투여하는 것에 의해 환자의 예후가 개선된다.

이것에 더하여, 진세노사이드 Rb1 은 일본특허출원 평11-340850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
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 기술된 것과 같이, 최장 28일간의 정맥내 지속 투
여에 의해 뇌경색 병변을 1/4 정도로 축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 허혈소 주변부에서 파탄·감소한 혈관망을 거의 정상상
태까지 복원할 수 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는 뇌졸중 후에 파탄 또는 감소한 뇌혈관을 재생·재
구축을 진행하는 것에 의해, 동 약제의 정맥내 투여 종료후에도 일단 구제한 뇌조직이 시간을 경과하여도 정상으로 기
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은 Bcl-xL 단백의 발현 증강 및 세포사멸성 신경세포사멸 
억제라는 신경세포에서의 직접적인 보호효과에 더불어, 뇌혈관망의 재생·재구축이라는 간접적 또는 장기적으로 일어
나는 방어기전을 통하여 장해를 받은 뇌를 보호하는 것이 기대된다. 이와 같이, 뇌경색 발병후 즉, 뇌혈관 영구 폐색후
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급성기뿐만 아니라 발병 후 1개월째에 있어서도 뇌경색 병변을 4분의 1정도까지 축소시키는 화
합물로서는 진세노사이드 Rb1 이 인류역사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
물을 리드 화합물로서, 다양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를 검색, 작성 제조할 수 있다.

일반 임상의 장에서는, 뇌졸중후에 신규한 발작이 없는 것에 관계없이, 고차 신경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즉, 뇌졸
중후 유증상이 악화의 일로를 걷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의 하나로서, 뇌졸중 발작으로 파탄·축소된 뇌혈관
망의 재생이나 재구축이 시간이 불충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뇌졸중후 유증상의 개선을 위해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투여, 설하투여, 삽항(揷肛)투여 또는 점비투여가 현저히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정맥내 투여는 일본특허출원 평11-340850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
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 발명한 것과 같이, 혈관의 재생·재구축과 같은 
신규한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오래된, 혈관장해를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대동맥 염증후군, 급성 말초동맥폐색증, 폐
색성 혈전혈관염, 폐색성 동맥경화증, 레이노증, 치질, 레이노 증후군, 등에 효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들의 
혈관장해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에 있어서, 혈관장해에 더불어 상기 조직에서의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도 진세노사이
드 Rb1 의 기대되지 않았던 효능이다. 따라서, 말초조직의 혈관장해서도 진세노사이드 Rb1 은 적어도 2개의 작용기전을 
통해서, 조직장해를 경감하는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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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은 일본특허출원 평11-340850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 발명한 것과 같이, 정맥내 지속투여에 의
해 2차 신경병변과 시냅스 연락을 포함하는 뇌의 영역에서의 2차 병변을 억제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변성 질환이나 탈
수질환(알츠하이머병, 피크병, 척수소뇌변성증, 파키슨병, 무답증, 폴리글루타민병,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다발성 경화
증 등)의 2차 변성에서도 효능을 나타내고, 이들의 지환에 의한 고차신경기능장해의 진행을 느리게 하여 환자의 QOL
(생활의 질, Quality of life)를 높힐 수 있다고 기대된다. 물론,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
(진세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 기술된 것과 같이,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억제 효과, 
Bcl-xL 발현 증강 효과를 통해서, 이들 신경변성 질환의 1차 병변에서도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기대된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는 일본특허출원 평11-340850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 발명한 것과 같이, 척수손상 동물에 대마비를 
현저하게 개선한다. 주지와 같이, 신경조직은 다른 말초조직에 비하여 외상에 대하여 매우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진세
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이 척수손상의 치료·예방·처치에 현저히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진세노사
이드 Rb1 이 중추신경조직 이외의 말초신경의 외상·창상·열상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해준다. 후술하는 실시예에 나
타낸 것과 같이, 하위흉수에 압력 부하를 가한 척수손상 래트는 손상후에 진세노사이드 Rb 1 을 정맥내 투여하는 것에 
의해 하위마비(대(對)마비)가 개선되고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다. 생리식염수(즉, 비히클, 담체)만을 투여한 척수손상 
래트는 양 하지의 마비를 발생한 채로 전혀 일어설 수 없었다. 또한 현재 척수손상 치료약으로서 이용되는 솔메드롤(메
틸프레드니졸론)을 정맥내 투여하여도, 척수 손상 래트의 양하지 마비(대마비)를 개선할 수 없었다. 이들의 것에서 판
단하면, 진세노사이드 Rb1 의 척수손상 치료효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더욱 다양한 척수손상 및 신경외상·외상치료약이 개발
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본 발명의 저용량 진세노사이드 Rb1 은 정맥내 지속 투여에 의해, 뇌부종, 뇌신경조직의 부종 또는 척수조직의 부종을 
개선하는 신규한 효과·효능을 갖는다. 따라서, 뇌출혈, 뇌경색, 뇌색전, 거미막하출혈, 두부외상, 두개내 출혈, 척수손
상, 경련 발작시, 경련발작후, 뇌신경외과수술증, 뇌신경외과수술전후, 척추외과수술중, 척수외과수술전후, 척수외과수
술중, 척수외과수술전후에 있어, 진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 투여하면, 상술한 질환, 질병, 증상, 증후에 수반되는 뇌
신경조직·척수조직의 부종을 예방·치료·처치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저용량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는 욕창의 예방·치료·처치에도 유용하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
하였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 Rb1 은 누워만 있는 환자의 욕창, 특히 신경외상, 두부외상, 뇌졸중, 척수손상, 말초신경
장해, 신경통, 신경변성질환, 탈수질환 등에 유효한 누워만 있는 환자의 욕창에 대하여 우수한 효과·효능을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104 fg/ml 이하의 농도영역에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상승할 수 있는 새로운 작용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사멸을 동반하는 진환(예컨
대, 다발성 경화증, 빈스윈가병, 뇌의 만성 저관류장해, 백질뇌염(leuko-encephalitis), 아드레노류코디스트로피(ad
renoleukodystropy) 등)에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 투여하는 것에 의해, 뇌신경 조직에서도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 L 의 
발현이 상승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뇌신경조직에서는 신경세포, 글리아세포(아스트로사이트, 미크로글리아, 올
리고덴드로사이트), 신경간세포, 혈관내피세포, 혈관평활근 세포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투여가 뇌신경조직에서의 세포 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상승시킨다는 사실은, 상술한 뇌신경 조직구성 
세포중 어느 1개 또는 다수세포종이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Bcl-xL 의 발현을 상승시킨다고 생각된
다. 즉, 진세노사이드 Rb1 은 상술한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에 따른 질환이나 증후(예컨대, 교원증, 
동맥경화증, 신장염, 간염, 혈관손상 등)에 유효하다. 또한 최근 신경간세포 이식이 난치성 신경질환의 치료법의 하나로
서 주목을 받지만, 진세노사이드 Rb1 을 신경간세포의 보호제로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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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중추신경조직이나 뇌·신경세포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바람직한 효과·효능에 추가로 본 발명의 진세노
사이드 Rb1 은 1ng 이하의 저농도 역역에서, 보다 상세하게는 10pg/ml 이하의 저농도 영역에서,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심근세포에서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1-xL 의 발현을 상승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저용량,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심근세포의 세포사멸을 동반하는 지환(예컨대, 심근경색, 심
부전, 심근증, 협심증, 부정맥 등)에 효과·효능을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약제로서의 특징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렇다 할 부작용이 없는 점이다. 예
컨대,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에 기술된 것처럼, 일산화 산소 공여체인 니트로프루시트나트륨(SNP) 처리를 하지 않아도 통상의 배양신경세포에 진
세노사이드 Rb1 을 첨가하여도 대사활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SNP 처리를 하여 손상을 받은 신경세포만을 저농도
(1∼100fg/ml)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이 보호하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b1 은 정상의 신경조직의 기능에서는 아직 영
향을 받지 않고, 신경부만 바람직하게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 점은 신경보호약으로서 개발중에 있는 글루타민산 
수용체 길항약보다도 우수한 특성이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뇌실내투여로서, 뇌온, 뇌혈류, 뇌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도 보고되었다(Lim J.-H. 
et al., Neurosci. Res., 28, 191-200, 1997, Zhang B. et al., J. Stroke Cerebrovasc. Dis., 7, 1-9, 1998).발명
자들은 진세노사이드 Rb1 의 60㎍/일의 정맥내 주입에 의해서도, 뇌혈관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진세노사이드 Rb1 저용량, 저농도의 것을 사용하는 한 출혈경향을 조장하지 않는 것도 알려졌다. 물론, 본 발명자들
은, 이번의 각 실험예에서,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투여한 동물을 주의 깊게 관찰한 범위내에서도, 부작용은 검
출되지 않았다.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및 
본 발명에 기술된 것처럼, 진세노사이드 Rb 1 은 중대뇌동맥피질지(MCA) 영구폐색 래트(체중 약 300g)에서 1일량 6
㎍ 및 60㎍의 정맥내 지속투여에서 뇌경색소를 비투여군의 4분의 1 정도로 축소할 수 있고, 장소학습장해(뇌혈관성 치
매)를 개선할 수 있고, 또한 뇌부종도 현저하게 경감한다. 또한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은 동일한 정맥내 투여량에
서 MCA 영구폐색 래트의 허혈소주변주에서 뇌혈관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고, 대뇌피질 경색소(일차병변)의 축소에 
추가적으로 시상의 2차 병변(변성)을 현저히 억제한다. 또한 척수손상 래트(하위 흉수 손상 래트)에 대해서는 1일량 
60㎍ 및 12㎍의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 지속투여에서 대마비 또는 신경마비의 정도가 현저하게 개선된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에 기초하면, 체중 60kg의 인간 뇌졸중 환자의 정맥내에서의 최적 약물투여량은 체중당으로 계산하
면 1일당 1.2mg에서 12mg이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의 인간 뇌졸중 환자 또는 척수손상 환자에서의 1일
당 투여량으로는 환자의 개인차나 병증상에 의하지만, 0.1 ㎎ 이상, 바람직하게는 1 ㎎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체중당의 필요한 약물투여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인간에서는 이 용
량의 1/10 이하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진세노사이드 Rb 1 을 뇌신경 질환 이외의 질병의 예방·치
료·처치에 사용하는 때는 상술한 투여량과 동등 또는 1/10에서 1/10000 정도의 투여량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사다.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부작용이 적으며 투여량의 상한을 상당히 다량으로 할 수도 있지만, 1일 당 1 g 이하, 바람직
하게는 0.1 g 이하이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투여 방법으로서는 정맥 투여가 바람직하고, 상기한 투여량을 단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유효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b1 은 사포닌의 일종으로 통상의 방법에 따라 제제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에 따른 수용성 의약 조성물은, 동결 건조 결정을 생리 식염수, 증류수, 인산 완충액, 포도당액 등에 용해
시킴으로써 정맥 투여 제제로 만들 수 있다. 또한 지방 유제, 리포솜 제제로서도 사용가능하다. 정맥 투여로 할 경우 제
제의 농도로서는, 그다지 고농도가 아닌 한 임의의 농도로 조정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0.01∼10 ㎎/㎖, 바람직하게
는 0.1∼1 ㎎/㎖ 정도로 하여 투여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동물 실험에 있어서는, 좌중대뇌동맥 피질지(MCA)의 영구 폐색후 28일 간에 걸쳐서 진세노사이드 R
b1 을 정맥내에 지속적으로 주입했지만, 실제의 급성기 뇌졸중의 증례에서는 발증 후 2주일 이내에 허혈소 주변부에서 
뇌혈관의 파쇄·탈락·퇴축이 급속하게 진행한 결과 뇌경색소가 확대하고, 그 외에 뇌부종 도 이따금 출현하여 일차 병
변에 계속하는 2차 변병도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내만이라도 진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 투여하면, 
뇌경색 병소의 축소, 파쇄된 허혈소 주변주 혈관망의 재생·재구축, 2차 병변 억제, 및 뇌부종의 개선이 될 수 있다.

 - 25 -



공개특허 특2002-0035855

 
본 발명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및 그의 성분 또는 그의 대
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저농도로 포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정맥내 투여나 점막투여 
등의 비경구 투여형태의 것도 바람직하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및 그
의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저농도로 포함하는 비경구 투여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및 그의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저농도로 포함하는 신경
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에 의한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비경구투여제제, 바람직하게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
에 관한 것이다.

이들의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지만, 혼부조직에서의 농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으면, 
병변부 국소외용제, 병변부 국소주소제, 경구투여제제, 도포제, 점비약, 점안약, 점이약, 좌제, 피하주사약, 피내주사약, 
근육주사약, 흡입제, 설하약, 경피투여약 등, 임의의 투여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 또는 병변부 국소 외용제 등을 포함하는 척수손상, 두부외상, 신경외상의 장
기에 걸친 치료, 예방, 또는 처치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및 그의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이 저용량의 정맥내 투여에 의해 우수
한 척수손상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따라서, 본 발명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및 그의 성
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에 의한 질환 또는 뇌졸중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다른 유효
성분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에 함유
된 성분의 화학구조의 일부를 수식한 프로드럭을 작성한 후에,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또한 약
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및 그의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표적 분자를 동정하는 것에 의해, 표적 분자의 기능을 수
식한 신규 화합물을 합성하여 척수손상·신경외상·외상치료약의 개발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들의 질환의 신규한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의 유효성분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의 약용
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은 홍삼을 메탄올 추출하고, 그의 엑기스를 물로 현탁하고, 에테르로 세정후, 물포
화 1-부탄올로 진출하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 얻은 것이고, 수율은 약 8%이다. 또한 후술의 실시예에서 사용한 조 사포
닌 분획은 본 발명자의 한명(사카나카)의 기발표 논문(Wen T.-C. et al., Acta Neuropathol., 91, 15-22, 1996)에
서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본 발명의 조 사포닌 분획 및 그의 성분은 유리(遊離)의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들을 적당한 염으로 사용할 수도 있
다. 또한 이들의 수화물과 같은 용매화 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의 농도는 저농도가 바람직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포외액 농도가 145ng/m
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ng/ml 이하 또는 1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0.01∼145000fg/ml, 보다 더 바람직하
게는 1∼145000fg/ml가 되는 농도이다. 본 발명의 조 사포닌 분획을 정맥내 투여용 제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환
자의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상기의 농도가 되도록 제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조 사포닌 
분획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이나 제제는 환부 조직의 세포외 농도가 14.5ng/m∼1450fg/ml 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성분의 농도도 저농도가 바람직하고,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세
포외액 농도가 10ng/ml 이하, 보람직하게는 1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
00fg/ml가 되는 농도이다. 본 발명의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을 정맥내 투여용 제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상기의 농도가 되도록 제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조 사포닌 분획중 
어느 하나가 포함되는 의약조성물이나 제제는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0.1∼100fg/ml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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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는 혈관내, 바람직하게는 정맥내에 직접 투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하고, 생리식염수, 증류
수, 인산완충액, 리포솜, 지방유제 등에 용해한 후에, 단회 정맥내 주입용 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 투여용 제제로서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점적용 조성물 등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형도 좋다. 또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성분의 화학구조의 일부를 수식하여 프로트럭을 작성하고, 임의의 투여 경로, 투여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의 정맥내 투여는 척수손상 동물의 마비를 현저하게 개선한다. 주지의 것과 
같이 신경세포는 다른 말초조직에 비하여 외상에 대하여 매우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이 척수손상의 치료·처치에 현저히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이 중추신경조직 이외
의 말초신경의 외상·창상·열상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해준다. 후술하는 실시예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하위흉수
에 압력 부하를 가한 척수손상 래트는 손상후에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을 정맥내 투여하는 것에 의해 양 하지마배(대마
비)가 개선되고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다. 이 효과는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투여의 효과에 필적하는 것이다. 한편, 
생리식염수(즉, 비히클, 담체)만을 투여한 척수손상 래트는 양 하지의 마비를 발생한 채로 전혀 일어설 수 없었다. 또한 
현재 척수손상 치료약으로서 이용되는 솔메드롤(메틸프레드니졸론)을 정맥내 투여하여도, 척수 손상 래트의 양하지 마
비(대마비)를 개선할 수 없었다. 이들의 것에서 판단하면,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성분은 진세노사이드 
Rb1 과 마찬가지로, 우수한 척수손상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의 구성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더욱 다양한 척수손상 및 신경외상·외상치료약이 개
발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을 저용량으로 정맥내에 지속 주입하면,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
맥내 지속 투여와 같이, 우수한 척수손상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판단하면,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
획 또는 그의 성분의 정맥내 투여는 다른 뇌신경질환(예컨대, 뇌출혈, 뇌경색)에서도 저농도,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과 같은 효과·효능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
이드 Rb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및 일본특허출원 평11-340850호, PCT/JP99/06804호(진세노
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도, 본 발명자들이 발견한 진세
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작용은 이미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성분이 겸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성분중 어느 하나가, 저용량, 저농도로, 우수한 뇌신경 세포 보호작용, 세포
사멸 억제유전자 Bcl-xL 의 발현 증강작용, 뇌경색·뇌졸중 치료효과, 척수손상·척수외상 치료효과, 심근세포 보호작
용, 욕창의 치료효과, 뇌부종 개선효과 등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발명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의 약제로서의 특징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이렇다 할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점이다.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및 
후술하는 실시예 8에서 기재된 것과 같이, 진세노사이드 Rb1 은 중대뇌동맥피질지(MCA) 영구폐색 래트(체중 약 300
g)에서 1일량 6㎍ 및 60㎍의 정맥내 지속투여에서 뇌경색소를 비투여군의 4분의 1 정도로 축소할 수 있고, 장소학습장
해(뇌혈관성 치매)를 개선할 수 있고, 또한 뇌부종도 현저하게 경감한다. 또한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은 동일한 
정맥내 투여량에서 MCA 영구폐색 래트의 허혈소주변주에서 뇌혈관의 재생·재구축을 촉진하고, 대뇌피질 경색소(일
차병변)의 축소에 추가적으로 시상의 2차 병변(변성)을 현저히 억제한다. 또한 척수손상 래트(하위 흉수 손상 래트)에 
대해서는 1일량 60㎍ 및 12㎍의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 지속투여에서 대마비 또는 신경마비의 정도가 현저하게 개
선된다. 또한 본 발명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870㎍/일)의 정맥내 투여가 진세노사이드 Rb 1 (60㎍/일)의 정맥내 
투여와 거의 동등한 척수손상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에 기초하면, 인간 뇌졸중 환자의 정맥내에서의 조 사포닌의 최적 투여량은, 체중 1kg당 계산하면 
1일당 0.29mg/kg에서 2.9mg/kg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체중당의 필요한 약물투여
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인간에서는 이 용량의 2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조 사포닌 분획
의 정맥내 투여를 뇌신경 질환의 예방·치료·처치에 사용하는 때는 환자의 병상태나 개인차에 의하지만, 1일당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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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1450㎍/kg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을 뇌신경 질환 이외의 질병의 예방·치료·처
치에 사용하는 때는 상술한 투여량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의 1/10에서 1/10000 정도의 투여량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를 정맥내 투여하는 때의 투여량은 상술한 양의 1/10 정도로 하면 좋
다.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부작용이 없고, 투여량의 상한에서는 꽤 다량으로 할 수 있지만, 체중 60kg의 인간에 대한 
1일당 1g 이하, 바람직하게는 0.1g 이하이다.
    

    
본 발명의 조 사포닌 분획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의 투여 방법으로서는 혈관내 투여, 특히 정맥내 투여가 바람직하고, 
상기한 투여량을 단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 
제제화할 수 있다. 예컨대, 본 발명의 수용성의 의약조성물은 동결건조 결정을 생리식염수, 증류수, 인산완충액, 포도당
액 등에 용해하는 것에 의해 정맥내 투여용 제제로 할 수 있다. 지방유제, 리포솜 제제로서도 사용가능하다. 정맥내 투
여할 때의 제제의 농도로서는 . 고농도가 아닌 한, 임의의 농도로 조정할 수 있고, 예컨대, 0.1∼100mg/ml, 바람직하게
는 1∼10mg/ml 정도로서 투여할 수 있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도, 상술한 방법으로 제
제화할 수 있고, 제제의 농도는 조 사포닌 분획의 농도의 10분의 1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은 본 발명자가 알고있는 한은 신규한 화합물이다. 본 발명의 진세
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저농도로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이 의약조성물은 정맥내 투여나 점막 투여 등의 비경구 투여형태가 바람직하다. 보다 상
세하게는 본 발명의 이 의약조성물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저농도로 포함하는 비경
구 투여 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바람직하게는 저농도로 포함하는 뇌신경질환 
또는 세포사멸은 동반하는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비경구투여 제제, 바람직하게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에 관한 
것이다.

이들의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바람직하지만, 병변부 국소외용제, 병변부 국소주사제, 경구투여
제제, 점비약, 점안약, 안연고, 점이약, 좌제, 피하주사약, 피내주사약, 근육주사약, 흡입제, 설하약, 경피투여약 등, 임
의의 투여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 또는 병변부 국소 외용제 등을 포함하는 뇌·신경질환의 장기에 걸친 치료, 
예방, 또는 처치제, 또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 Rb1 을 환원하는 것에 의해 신규하게 얻을 수 있는 신규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이 우수한 뇌경색소 축소작용을 갖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고, 따라서 본 발
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에 의한 질환 또는 뇌졸중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의 다른 유효성분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화학구조의 일부를 수식한 프로드럭을 작성한 후에,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진세노사
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표적 분자를 동정하는 것에 의해, 표적 분자의 기능을 수식한 신규 화합물을 합성하여 
척수손상·신경외상·외상치료약의 개발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들의 질환의 신규한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의 유효성분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의 약용
인삼의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상기한 구조식 (II)로 나타낸 것이고,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은 본 발
명자가 소유한 고순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에 수소 첨가하는 것에 의해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조한 디
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그의 순도가 98% 이상인 것이 핵자기공명 스펙트럼(NMR)에 의해 확인되었다.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유리(遊離)의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들을 적당한 염으로 사용할 수도 있
다. 또한 이들의 수화물과 같은 용매화 물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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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농도는 저농도가 바람직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세포외액 농도가 100ng/
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인 농도이다.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
이드 Rb1 을 정맥내 투여용 제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상기의 농도가 되도
록 제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이나 제제는 환부 
조직의 세포외액 농도가 0.01∼100fg/ml 또는 1∼10000fg/ml 정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염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는 혈관내, 바람직하게는 정맥내에 
직접 투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하고, 생리식염수, 증류수, 인산완충액, 리포솜, 지방유제 등에 용해한 후에, 단회 정맥내 
주입용 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 투여용 제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점적용 조성물 등의 정맥내 투여용 제제에 첨가하
여 사용할 수 있는 제형도 좋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의 화학구조의 일부를 수식하여 프로트럭을 작성하
고, 임의의 투여 경로, 투여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수산기를 에스테르화하여 프로드럭
을 제조하여 뇌혈액관문을 통과시킨 후에, 내인성 에스테레이즈로 가수분해하여 뇌내에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이행량을 증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발명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진세노사이드 Rb1 과 같이, 정맥내 투여에서 뇌경색 병소체적을 비투여군의 1/4 정도까
지 축소시키고, 급성기ㆍ만성기(뇌경색· 뇌색전)뿐만 아니라 뇌출혈ㆍ거미막하출혈의 급성기나 만성기 혹은 일과성의 
뇌허혈 발작에 대해서도 신경 보호약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즉,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
자에 대해서 구급차 내에서도 점적 정주(drip infusion)가 가능한 약물이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을 혈전 
용해요법을 실시하기 전에 뇌경색 환자에 투여하는 것에 의해 예후가 개선된다.

이것에 더불어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이들을 소량 정맥내 지속 투여하는 것에 의해 뇌경색 병변을 
1/4 정로도 축소할뿐만 아니라 허혈소 주변주에서의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고, 또한 허혈소 중심부에서의 신경
세포, 글리아세포, 혈관내피세포의 괴사(네트로시스)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본 발명의 디하이
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는 진세노사이드 Rb1 과 거의 같은 뇌경색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디하이
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량은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량과 거의 근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디하이
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진세노사이드 Rb1 과 거의 같은 약리작용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일본특허출원 평11-
340850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
제제) 또는 일본특허출원 제2000-163026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피부조직 재생 촉진제)에서 본 발명자들
이 발견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효과·효능·용도·작용은 이미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
산물이 겸비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본 발명에서의 새롭게 발견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작용에 관
해서도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이 겸비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디하이드로진
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은 우수한 뇌신경세포 보호작용, 세포사멸 
억제유전자 Bcl-xL 의 발현 증강작용, 뇌경색·뇌졸중 치료효과, 척수손상·척수외상 치료효과, 신경조직 2차 변성 억
제작용, 뇌혈관재생·재구축 촉진작용, 심근세포 보호작용, 욕창의 치료효과, 뇌부종 개선효과 등을 나타낸다고 생각된
다.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은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신
경세포의 세포자멸, 글리아 세포의 세포자멸을 억제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변성 질환(알츠하이머병, 피크병, 척수소뇌
변성증, 파키슨병, 무답증, 폴리글루타민병, 근위축성측삭경화증 등)이나, 탈수질환(백질뇌염, 빈스완가병, 뇌의 만성
저관류장해, 다발성 경화증 등)에서도 효능을 나타내고, 이들의 질환에 의해 고차 신경기능장해의 진행을 환화시켜 환
자의 QOL(생활의 질, Quality of life)를 높힐 수 있다고 기대된다.

또한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약제로서의 특징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진세노사이드 Rb 1 과 마찬
가지로 이렇다 할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점이다.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
서 기재된 것과 같이, 진세노사이드 Rb 1 은 중대뇌동맥피질지(MCA) 영구폐색 래트(체중 약 300g)에서 1일량 6㎍ 및 
60㎍의 정맥내 지속투여에서 뇌경색소를 비투여군의 4분의 1 정도로 축소할 수 있고, 장소학습장해(뇌혈관성 치매)를 
개선한다. 한편,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1일당 6㎍의 투여량으로 MCA 영구폐색 래트의 대뇌피질경
색소(1차 병변)을 현저하게 축소할 수 있고, 이 효과는 진세노사이드 Rb 1 (6㎍/일)의 효과에 필적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1일당 60㎍/일의 용량으로 정맥내 투여한 때와 같은 효과가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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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실험결과에 기초하면, 체중 60kg의 인간 뇌졸중 환자의 정맥내에서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의 최적 
투여량은, 체중당 계산하면 1일당 1.2mg/kg에서 12mg/kg이 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의 인간 뇌졸중 환자
에서의 1일당 투여량으로서는 환자의 개인차나 증상에 의하지만, 0.1mg 이하, 바람직하게는 1mg 이하, 보다 바람직하
게는 10mg 이하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물의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체중당의 필요한 약물투여량은 감소하기 때문
에 인간에서는 이 용량의 1/10 이하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뇌혈관관문의 파탄의 정도가 
경미한 뇌신경환자(예컨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폴리글루타민병을 유발하는 신경변성질환, 
탈수질환, 신경외상, 일과성 뇌허혈발작, 척수손상, 두부외상)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투여하면, 상술한 투
여량과 같은 양 또는 이것보다 5∼10배 정도 용량을 증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
드 Rb1 을 뇌신경 질환 이외의 질병의 예방·치료·처치에 사용하는 때는 상술한 투여량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의 1/10
에서 1/10000 정도의 투여량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은 부작용이 없고, 투여량의 상한에서
는 꽤 다량으로 할 수 있지만, 1일당 1g 이하, 바람직하게는 0.1g 이하이다.

본 발명의 의약조성물의 투여 방법으로서는 혈관내 투여, 특히 정맥내 투여가 바람직하고, 상기한 투여량을 단속적 또
는 연속적으로 투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유효성분의 하나인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통상의 방법에 의해 제제
화할 수 있다. 예컨대, 본 발명의 수용성의 의약조성물은 동결건조 결정을 생리식염수, 증류수, 인산완충액, 포도당액 
등에 용해하는 것에 의해 정맥내 투여용 제제로 할 수 있다. 지방유제, 리포솜 제제로서도 사용가능하다. 정맥내 투여할 
때의 제제의 농도로서는 고농도가 아닌 한, 임의의 농도로 조정할 수 있고, 예컨대, 0.1∼10mg/ml, 바람직하게는 0.1
∼1mg/ml 정도로서 투여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의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진세노사이드 
Rb1 ,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및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의 작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우선 발명자들은 
홍삼 분말(한국연초인삼공사 제조의 6년근을 원재료로 하여 홍삼 분말 즉, 본방(本邦)에서정관장 홍삼 분말)의 경구투
여에 의한 작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예컨대 12∼13 주령의 수컷 SH-SP 래트(체중 250∼300g)를 사용하였다. 
이 동물은 12시간 주기의 명암 사이클실에서 사육하였고, 물이나 먹이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이 동물의 좌중 
대뇌동맥 피질지(MCA)를 발명자들의 논문에 개재한 방법을 사용하여 흡입마취하에 응고ㆍ절리하였다(Igase, K., 등, 
J. Cereb. Blood Flow Metab., 19, 298∼306, 1999; Sadamoto, Y., 등, Biochem, Biophys. Res. Commun., 253, 
26∼32, 1998), 홍삼 분말을 증류수에 혼입하고, MCA 영구폐색 전 1주간, MCA 영구 폐색 후 32일간, 1일 단회 경구
투여하였다(0.6g/kg/일, 0.75g/kg/일, 0.9g/kg/일, 또는 1.2g/kg/일).

또한 MCA를 폐색한 대조동물(허혈 콘트롤 동물)과 허위수술을 한 동물에는 동량의 증류수만을 경구투여하였다.

MCA 영구폐색후, 발명자들의 방법에 따라서(Zhang B., et al., J. Stroke Cerebrovasc. Dis., 7, 1-9, 1998; Igas
e, K., 등, J. Cereb. Blood Flow Metab., 19, 298∼306, 1999; Sadamoto, Y., 등, Biochem, Biophys. Res. Com
mun., 253, 26∼32, 1998), 2주째와 4주째에 각각 4일간 연속하여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를 실시하여, SH-SP 래트
의 장소학습 능력을 판정하였다.

    
그 결과를 제 1도에 나타내었다. 통계 해석법은 ANOVA + Fisher의 PLSD에 따르고, 데이터는 평균 값±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 표시는 P< 0.05를, ** 표시는 P< 0.01인 것을 나타낸다. 제 1도 중의 흰색 동그라미 표시는 증류
수 투여 허혈군, 검은 동그라미 표시는 허위 수술군, 흰색의 네모 표시는 홍삼 분말 0.6g/kg/일 투여 허혈군, 검은 네모 
표시는 홍삼 분말 0.75g/kg/일 투여 허혈군, 백색 삼각 표시는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 허혈군, 검은 삼각 표시는 
홍삼 분말 1.2g/kg/일 투여 허혈군를 나타낸다.
    

제 1도와 같이 MCA 영구폐색후(뇌경색후)의 장소학습장해가 증류수 투여허혈군에 비하여 홍삼 분말 0.75g∼1.2g/k
g/일 투여 허혈군에서 유의성있게 개선되었다. 특히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 허혈군에서 특히 양호한 효과를 나타냈
다. 또한, SH-SP 래트의 수영 속도에는 각 군에서 유의차가 관찰되지 않았다.

    
4주 째의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의 종료 후에, SH-SP 래트를 포수 클로랄로 마취하고, 4%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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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0.1몰 인산 완충액으로 경심적으로 관류 고정하였다. 그 후, 이 동물의 뇌를 적출하여 대뇌피질 경색소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좌대뇌반구 면적과 좌대뇌피질 경색 면적을 사진상에서 화상해석장치를 사용하여 계측하고, 좌대뇌피질 경
색면적을 좌대뇌반구 면적으로 제하는 것에 의해 대뇌피질 경색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제 2도에 나타내었
다. 통계 해석법은 Mann-Whitney U 테스트에 따랐다. * 표시는 P< 0.05를, ** 표시는 P< 0.01인 것을 나타낸
다. 좌측은 증류수를 이용한 콘트롤이고, 그의 우측의 4종은 홍삼 분말을 이용한 것이고, 좌에서 0.6g/kg/일 투여군(검
은 사선), 0.75g/kg/일 투여군(황선), 0.9g/kg/일 투여군(사선), 1.2g/kg/일 투여군(백색 막대)를 각각 나타낸다.
    

제 2도에서 나타낸 것처럼, 홍삼 분말 0.75∼1.2g/kg/일 투여허혈군에서 증류수 투여 허혈군에 비하여, 대뇌피질 경색 
비율도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특히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 허혈군에서, 최고 효과가 강하고, 대뇌피질 경색비율
의 평균값이 증류수 투여 허혈군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것에서부터, 실제의 뇌경색 체적은 홍삼 분말 0.9g/
kg/일의 경구투여에 의해 약 4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다.

제 3도의 상단에 증류수 투여 허혈군의 뇌경색소(4예)의 사진을, 제 3도의 하단에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 허혈군
의 뇌경색소(4예)의 사진을 도면을 대신한 사진으로 나타낸다.

또한 제 4도에 본 실험결과를 정리한 도식도를 나타낸다. 우선 시험 래트의 중대뇌종맥을 영구폐색하고, 이들을 2군으
로 나투고, 1군에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고(제 4도의 하단), 다른 1군에는 증류수를 경구투여(제 4도의 상단)한다. 
그 후,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에서 목적의 플랫폼에 도달하기 까지의 시간을 특정하였다.

증류수 투여 허혈군에서는 뇌경색 병소부가 크고, 뇌부종도 확인되었고,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에서 목적의 플랫폼에 
도달하기 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반면에, 홍삼 분말 투여 허혈군에서는 뇌경색병소부가 축소되고, 뇌부종도 경감되며, 
그 결과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에서 목적의 플랫폼에 단시간에 도달하였다.

이 실험에 이용된 MCA 영구폐색 동물(뇌 경색 래트)은 명백하게, 스나 마우스의 일과성 전뇌허혈모델(인간 일과성 뇌
허혈발작의 모델)보다도 매우 인간의 뇌경색의 병상태에 가까운 모델이다. 따라서, 이 MCA 영구폐색 동물에서,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가 현저한 효과를 나태낸다는 것은 홍삼 분말이 뇌경색이나 뇌부종의 예방·치료·처치에 유용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구투여에 의해, 이와 같은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은 홍삼 분말이 세계에서 최초라고 생각된
다.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서, 본 발명자들(사카
나카, 타나카)은 홍삼 분말을 주성분으로 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소량 정맥내 지속투여가 MCA 영구폐색 래트의 뇌경
색소를 현저히 축소시키는 것을 발명하였다. 그러나, 진세노사이드 Rb1 그 자체를 경구투여하여도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최근 발명자는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하 홍삼 분말이 급성기 뇌경색 및 그에 따르는 학습행동장해
의 예방·치료·처치에 이용된 경구용 의약조성물로서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진세노사이드 Rb1 이나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여도 혈중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이 검출되면, 진세노사이드 Rb1 자체의 단독으로 경구투여하여도 어
떠한 생리작용은 획인되지 않는 것을 보고하였다(赤尾光昭, The Ginseng Review, 22, 97∼102, 1996).

홍삼 분말의 성분은 크게 구분하면, 조 사포닌 분획과 비 사포닌 분획을 포함하지만, 조 사포닌 분획은 또한 프로토파낙
사디올계 사포닌, 프로토파낙사트리올계 사포닌, 올레아놀산계 사포닌으로 구성된다. 프로토파낙사디올계 사포닌의 대
표적인 진세노사이드 Rb1 , 프로토파낙사트리올계 사포닌의 대표적인 진세노사이드 Rb1 , 올레아놀산계 사포닌의 대표
인 진세노사이드 Ro가 있다(Shibata S., et al., Economic and medicinal plant research, World Scientific, Phila
delphia, pp 217-284, 1985). 이들에서 이들 3개의 대표적 정제 사포닌 외에, 30종류 전후의 정제 사포닌의 화학구
조가 결정되어 있다.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는 명확하게 신경세포 보호작용(신경세포 사멸 억제효과)를 나타내고, 진세
노사이드 Rb1 자체의 경구투여에서는 이와 같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홍삼 분말중에는 진세노사이드 Rb1 이외
에도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이 농후하게 포함된다고 우선 생각된다.

    
단, MCA가 영구 폐색되면, MCA만으로 영양을 받는 부위, 즉, 허혈중심부(ischemic core)의 신경세포는 MAC가 재
개통되지 않는 한, 빠르게 괴사(네크로시스)에 이르러 뇌경색 병변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떠한 약물이라도 허혈중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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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뇌조직을 도와 주는 것은 아직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즉, 세포사멸은 그의 형태학적 특성에 의한 네크로시스(괴사)
와 세포자멸로 대별된다. 대개는 신경세포 사멸에 관해서는 네크로시스라는 개념은 정착된 것이고, 한편 세포자멸에 관
해서는 병적 성숙뇌에 유사한 현상은 관찰되었고, 임파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전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매우 
적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서는 네크로시스에서는 다르게 완만하게 진행하는 신경세포의 죽음을 " 신경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로 정의한다. 그러나, 신경세포사멸을 괴사(네크로시스)와 세포자멸성 세포사멸로 구별하
는 것은 곤란한 예도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신경세포가 죽음에 도달하는 때에, 당연히 세포자멸성의 형태
를 나타내는, 소위 post-apoptotic necrosis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본 명세서에서는 이와 같
이 구별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순하게 신경세포 사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신경세포의 괴사(네크로시스)가 일어나는 허혈중심부(ischemic core)와는 다르게 허혈소주변부(ischemic pe
numbra)에서는 MCA에서의 혈액공급이 아직 없어도, 조금 전대뇌동맥이나 후대뇌동맥의 피질지에서 혈액공급이 있기 
때문에 같은 부위의 신경세포는 MCA 폐색후 조금은 빈사 상태에서 산다고 생각된다. 물론 아무런 처치라도 가하지 않
으면 허혈소 주변부에서 그래도 세포자멸성 신경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같은 부위에서 완전히 뇌경색 병변에 양변(樣變)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임상적으로는 이 허혈소 주변부의 신경세포를 구제하는 것이 제일 큰일이지만, 이것을 가
능하게 하는 매우 강력한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내는 경구투여용 의약조성물은 발명자가 알고 있는 한은 지금까지 
전무하다.
    

본 발명자들은 SH-SP 래트의 MCA를 영구 폐색한 1주일 전에서, MCA 영구폐색후 4주간 까지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
하여 두면, 같은 래트의 대뇌피질경색체적이 후에, 진세노사이드 Rb 1 을 60μg/일 또는 6μg/일의 용량으로 28일간 정
맥내에 지속 비투여군의 약 4분의 1 정도로 축소되고, 장소학습장해도 유의성있게 개선되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당뇨병, 뇌종맥경화증, 고혈압증, 심방세동, 등의 기초질환을 갖는 환자 즉, 뇌경색예비군이라고 총칭되는 환자나 고령
자 또는 뇌졸중 기왕력을 갖는 환자가 미리 홍삼 분말을 복용하여 두면, 불행하게 뇌경색 발작이 일어난 경우에도 연속
하여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는 것에 의해, 뇌경색 병변이 현저하게 개선된 뇌혈관성 치매증도 억제하는 것을 언급한다. 
또한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에 의한 뇌경색 병소체적이 비투여군의 4분의 1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동 약제의 경구투여가 
허혈소 주변부에서의 신경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현저하게 억제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경세포 보호제나 보호인자는 뇌실내 또는 뇌질피내에 직접 투여하는 경우에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고, 
정맥내 투여나 복강내 투여를 한 경우에는, 뇌혈액관문에 차단되어 그 효과·효능이 격감 또는 발휘하지 않는 것이 대
부분이다. 하물며 신경세포 보호제나 보호인자를 경구투여하면, 소화관에서의 분해·흡수, 혈중으로의 이행량·이행속
도, 혈중에서의 분해, 뇌혈액관문에서의 장벽 등, 넘어야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최근에서야,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는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진세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 기재한 것
과 같이, 우수한 정맥내 투여용 신경세포 보호제를 발명할 수 있고, 이 정맥내 투여용 신경세포 보호제(즉, 진세노사이
드 Rb1 )에서 조차도, 단독 경구투여만에서는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최근 발명자들은 확인하였다. 
물론, 진세노사이드 Rb1 에서도 소화관에서의 분해를 저지하는 담체(예컨대, 젤라틴, 유층, 세락 등) 또는 소화관에서
의 흡수를 촉진하는 담체에 혼입·봉입 또는 결합한 후에, 경구투여제로서 사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제까지 경
구투여용 신경세포 보호제로서는 홍삼 분말이 그 효과·효능을 참작한 경우,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것이라고 생각도니
다. 발명자들이 알고 있는 한, 홍삼 분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수한 경구투여용 신경세포 보호제이다.

    
이하, 본 발명자들은 MCA를 영구폐색한 후에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를 개시하여,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MCA 영구 폐
색 전후에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한 상술한 실험에서의 0.9g/kg/일의 용량으로 홍삼 분말을 투여한 때에 역시 양호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이 용량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12∼13 주령의 수컷 SH-SP 래트(체중 
250∼300g)의 좌중 대뇌동맥 피질지(MCA)를 흡입마취하에 응고ㆍ절리한 후에, 마취를 종료하였다. 같은 동물이 마
취에서 깨어난 후에, 홍삼 분말을 0.9g/kg/일의 용량으로 1일 단회 32일간 경구투여하였다. 또한 MCA를 폐색한 대조
동물(허혈 콘트롤 동물)에서는 증류수만을 경구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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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 영구폐색후, 발명자들의 방법에 따라서(Zhang B., et al., J. Stroke Cerebrovasc. Dis., 7, 1-9, 1998; Igas
e, K., 등, J. Cereb. Blood Flow Metab., 19, 298∼306, 1999; Sadamoto, Y., 등, Biochem, Biophys. Res. Com
mun., 253, 26∼32, 1998), 2주째와 4주째에 각각 4일간 연속하여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를 실시하여, SH-SP 래트
의 장소학습 능력을 판정하였다.

그 결과를 제 5도에 나타내었다. 제 5도의 위측은 2주 째의 결과이고, 아래측은 4주 째의 결과이다. 통계 해석법은 AN
OVA + Fisher의 PLSD에 따르고, 데이터는 평균 값±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 표시는 P< 0.05인 것을 나타낸다. 
또한 제 5도 중의 흰색 동그라미 표시는 증류수 투여 허혈군, 검은 네모 표시는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 허혈군을 
나타낸다. 참고로, 제1도에서 사용된 허위 수술군의 실험치를 검은 동그라미 표시로 나타낸다.

제 5도와 같이, MCA 영구폐색후(뇌경색후)의 장소학습장해가 홍삼 분말 0.9g/kg/일의 허혈후 경구투여에서 증류수 
주입 허혈군에 비히여 유의성있게 개선되었다. 특히 MCA 폐색후 4주째에 양호한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SH-SP 래트
의 수영속도는 가군에서 유의 차가 보이지 않았다.

    
4주 째의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의 종료 후에, SH-SP 래트를 포수 클로랄로 마취하고, 4%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함유
하는 0.1몰 인산 완충액으로 경심적으로 관류 고정하였다. 그 후, 이 동물의 뇌를 적출하여 대뇌피질 경색소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좌대뇌반구 면적과 좌대뇌피질 경색 면적을 사진상에서 화상해석장치를 사용하여 계측하고, 좌대뇌피질 경
색면적을 좌대뇌반구 면적으로 제하는 것에 의해 대뇌피질 경색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제 6도에 나타내었
다. 통계 해석법은 Mann-Whitney U 테스트에 따랐고, 데이터는 평균치±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 표시는 P< 0.
05인 것을 나타낸다. 좌측은 증류수를 이용한 콘트롤이고, 그의 우측의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군(검은 사선)을 나
타낸다.
    

제 6도에서 나타낸 것처럼,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허혈군에서 증류수 투여 허혈군에 비하여, 대뇌피질 경색 비율도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MCA 영구폐색 전후에 홍삼 분말을 0.9g/kg/일의 용량으로 투여한 경우에 
비하여 약한 것이다. 따라서, 홍삼 분말은 뇌경색이 일어나기 전부터, 복용(경구투여)하기 시작하여, 불행하게 뇌경색
이 일어나도 경구투여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홍삼 분말을 MCA 영구폐색후에 경구투여한 경우
의 효과는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MCA 영구폐색후에 정맥내 지속투여한 경우의 효과에 비하여(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불충분한 것이지만, 진세노사이드 Rb

1 과 같은 속효성인 정맥내 투여제제가 보급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를 뇌경색 발병후에 개시하
는 것도 차선책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약물의 정맥내 투여나 점적 정맥주사에 비하여, 적어도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는 어느 곳에서도 
뇌경색 환자의 의식과 연하기능이 유지되는 한 실시가능하다는 이점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또한 뇌경색 환자의 의식이
나 연하기능이 현저하게 없는 때에는 위관을 삽입하는 것에 의해 장기적으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재택으로도 홍삼 분
말을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용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홍삼 분말은 이미 인류가 수천 년 오래 복용하
여 온 약물이기 때문에, 이 안전성도 확립되었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투여가 일반 임상의 
장에 적용되기까지는 급성기 뇌경색 환자에 홍삼 분말을 빨리 경구투여하는 것은 중요하고, 또한 필수의 치료상의 선택
이라는 것을 본 발명은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자들은 홍삼분말의 경구투여가 어떠한 메카니즘으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만일 이 작용 
메카니즘이 해명된다면, 홍삼 분말의 신규한 효과·효능이 발명될 것이 기대된다. 이것을 위해 본 발명자들은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 산물인 Bcl-xL 단백에 주목하였다. Bcl-xL 단백은 신경조직, 면역계조직, 피부조직, 순환계 조직을 시작
으로 하여 모든 조직에 발견되고, 세포가 생존하는 이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증명되었다(Adams, J.M.and C
ory, S.Science, 281, 1322∼1326, 1998; Boise, L.H. 등, Cell, 74, 597∼608, 1993; Gottschlk, A,R 등, Proc. 
Natl. Acad. Sci. USA, 91, 7350∼7354, 1994; Gonzaletz-Garcia, M 등, Proc. Natl, Acad. Sci, USA, 92, 430
4∼4308,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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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본 발명자들은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가 신경조직에서의 Bcl-xL 단백의 발현을 증강시키는가, 스나 마우스의 일
과성 전뇌허혈 모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발명자들의 기발표 논문에서(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 본 발명자들은 일과성 전뇌허혈후의 해마 CA1 영역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량을 조사한 실험계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그 계를 사용하여 홍삼 분말 경구투여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 7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스나 마우스에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한 1주간 전부터 1일 단회, 7일간 
홍삼 분말을 0.9g/kg/일 또는 1.5g/kg/일의 용량으로 경구투여하면, 증류수 투여허혈군에 비하여 해마 CA1 영역의 신
경세포사멸이 유의성있게 예방되고, 수동적 회피학습 실험의 반응 시간도 연장되는 것을 본 발명자의 1인(사카나카)은 
이미 논문에서 발표하였다(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

제 7도의 상단은 반응시간(초)를 나타내고, 하단은 신경세포밀도(수/mm)를 나타낸다. 좌측의 흰색 막내의 2개는 허위
수술한 것을 나타내고, 그 좌측은 허위수술에서 무처리군을, 우측은 허위수술로 증류수 투여군을 나타낸다. 우측의 흑
색의 막대의 4개는 좌측에서 증류수 투여허혈군, 홍삼 분말 0.6g/kg/일 투여 허헐군, 홍삼 분말 1.5g/kg/일 투여 허혈
군을 각각 나타낸다.

특히 스나 마우스에서는 홍삼 분말 1.5g/kg/일 투여 허혈군에서 0.9g/kg/일 투여 허혈군보다도 양호한 효과는 나타내
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홍삼 분말을 1.5g/kg/일의 용량으로,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한 1주일 전부터 1일 
단회 7일간 경구투여하고, 5분간 허혈후 추가로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였다. 최후의 홍삼 분말 투여로부터 24시간째
에 해마 CA1 영역의 조직을 채취하였다. 그후 전기영동용 샘플 완충액으로 세포를 용해시켜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영동에 의해 분리된 단백을 또한 니트로셀룰로오스막에 전사하고, 항 Bcl-xL 단백 항체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롯팅을 
행하였다. 허위 수술군 및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시킨 대조동물(허혈 콘트롤 동물)에서는 같은 양의 증류수
만을 경구투여하였다. 또한 1.5g/kg/일와 같은 고용량의 홍삼 분말 경구투여는 말초장기의 Bcl-x L 단백발현에 영항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간장과 췌장을 채취하고, 같은 수순으로 웨스턴 블롯팅을 실시하였다. 이하의 실험수순의 상
세한 것은 발명자들의 기발표 논문(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에 기술하였다. 결과를 
제 8도에 나타낸다. 제 8도는 홍삼 분말 1.5g/kg/일 투여에 의한, 해마 CA1 영역에서의 Bcl-x L 단백의 발현 결과를 나
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좌측의 4개는 허위수술의 것이고, 중앙의 4개는 홍삼 분말 투여한 것이고, 우측의 4개는 
증류수 투여한 것이다.

또한 각 4검체에서의 항 Bcl-xL 단백항체와 반응한 밴드를 화상해석장치로 정량화하였다. 결과를 제 9도에 나타낸다. 
제 9도의 종축은 Bcl-x L 단백 발현량을 나타내고, 그래프의 좌측부터 허위수술(검은색), 홍삼 분말 투여군(검은 사선), 
증류수 투여군(파선 사선)을 각각 나타낸다. 통계 해석법은 ANOVA + Fisher의 PLSD에 따르고, ** 표시는 P< 0.0
1인 것을 나타낸다.

제 8도에 나타낸 것처럼, 홍삼 분말을 1.5g/kg/일의 용량으로 스나 마우스에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한 1주간
전부터 1일 단회, 7일간 경구투여하고, 허혈부하칙후에도 같은 양의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면, 24시간 후 해마 CA1
에서의 Bcl-xL 단백 발현양은 허위수술 및 증류수 투여 허혈군에 비하여 전 예가 증가하였다. 이 항 Bcl-x L 단백항체
와 반응한 밴드를 화상해석장치로 정량화한 결과, 제 9도에 나타낸 것처럼,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가 해마 CA1 영역에
서의 Bcl-xL 단백 발현량을 유의성있게 증가시키는 것을 판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용량의 홍삼 분말을 경구투
여하여도 간장이나 췌장에서의 Bcl-xL 단백 발현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본 발명자들은 이하에 저용량의 홍삼 분말을 1주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경구투여하면 해마 CA1 영역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량이 증가시키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것을 위해 예컨대, 200mg/kg/일의 용량으로 스나 마우스에 5분
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한 4주간 전부터 1일 단회 경구투여하고, 5분간 허혈 직후에 추가로 단회 경구투여하였다. 
24시간 후에 해마 CA1 영역을 채취하고, 제 8도에 나타낸 실험과 같이, 항 Bcl-x L 단백 항체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로
트를 행하였다. 허위 수술군 및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시킨 대조동물(허혈 콘트롤 동물)에서는 같은 양의 증
류수만을 경구투여하였다. 또한 200mg/kg/일의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가 말초장기의 Bcl-x L 단백발현에 영항을 미치
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간장과 췌장을 채취하고, 같은 수순으로 웨스턴 블롯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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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도에, 200mg/kg/일의 홍삼 분말 경구투여에 의한 간장에서의 Bcl-x L 단백의 발현의 결과를 나타낸다. 제 10도
의 A(상단)는 웨스턴 블롯팅 결과를 나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고, 좌측의 4개는 증류수 투여군을, 우측의 4개는 홍
삼 분말 투여군을 각각 나타낸다. 제 10도의 B(하단)는 각 4 검체에서의 항Bcl-x L 단백항체와 반응한 밴드를 영상해
석장치로 정량화한 결과를 나타낸다. 제 10도의 B의 종축은 Bcl-x L 단백 발현량을 나타낸고, 그래프의 좌측은 증류수 
투여군(파선사선)을, 우측은 홍삼 분말 투여군(검은 사선)을 각각 나타낸다. 통계 해석법은 ANOVA + Fisher의 PLS
D에 따르고, * 표시는 P< 0.05인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홍삼 분말을 200mg/kg/일의 용량으로 4주간 경구투여하여도 해마 CA1 영역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량은 유
의한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00mg/kg/일의 용량으로 홍삼 분말을 5분 허혈전 4주간, 1일 단회 경구투여하고, 
또한 5분 허혈후 같은 용량으로 일주간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여도, 스나 마우스의 수동적 회피학습장해 및 해마 CA
1 영역의 신경세포사멸은 경감되지 않았다. 이것은 저용량의 홍삼 분말 경구투여에서 Bcl-x L 단백 발현량의 증가가 유
도되지 않으면,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다. 환언하면, 1.5g/kg/일이라는 고용량의 홍삼 분
말을 스나 마우스에 1주일 정도 경구투여한 결과, 제 8도와 같이 해마 CA1 영역에서의 Bcl-x L 단백의 발현량이 증가
되고, 제 7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동 영역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생리활성 물질로서 본 발명자들은 인터루킨 3을 동
정하였지만(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 경구투여에 의한 동일한 작용을 갖는 약제는 
본 발명자가 알고 있는 한은 홍삼 분말이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아마도, MCA를 영구폐색시킨 동물의 허혈소 주변부
에서도 고용량의 홍삼 분말을 미리 경구투여한 것에 의해 같은 부위에서의 Bcl-xL 단백 발현량이 증가하고, 뇌경색소
가 축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 MCA를 영구폐색한 래트의 허혈소 주변부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량을 증가시키는 데
에 필요한 홍삼 분말 투여는 스나 마우스의 경우보다 소량으로, 제 2도의 결과에서 추측하면 0.75∼1.2g/kg/일으로 생
각된다.

    
상술한 것처럼, 스나 마우스와 SH-SP 래트에서는, 신경세포사멸을 억제하기에 필요한 홍삼분말 투여량은 다른 것에도 
주의 할 필요가 있다. 체중 75g 정도의 스나 마우스에서는 명확하게 1.5g/kg/일의 홍삼 분말 경구투여가, 신경세포를 
허혈침습에서 보호하려고 생각하면, 체중 300g 정도의 SH-SP 래트에서는 명백하게 0.9g/kg/일의 홍삼 분말 경구투
여량이 1.2g/kg/일의 홍삼 분말 투여량보다도, 양호한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제 23도에서 판독할 수 있
다. 따라서, 동물의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역비례하여,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홍삼 분말의 적정 투
여량은 감소한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인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체중 60kg의 성인에 투여한 약물의 량
을 1로 하면, 체중 3kg의 신생아에 투여한 같은 약물의 양은 일반적으로 이것의 7분의 1 정도가 된다. 즉, 체충 1kg당
의 약물 투여량은 신생아의 경우, 성인의 약 3배가 된다. 이것에서 유추하면, 신생아보다 더욱 체중이 적은 SH-SP 래
트나 스나 마우스에서는 체중 1kg당의 약물투여량은 신생아의 1.5배 정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체중 1kg당의 홍삼 
분말 투여량은 SH-SP 래트나 스나 마우스의 경우 적어도 인간의 4배 정도로 증가해야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제 2도의 결과에 의하면, MCA를 영구폐색한 SH-SP 래트의 대뇌피질 경색소는 홍삼 분말을 0.75∼1.2g/kg
/일의 용량으로 MCA 영구폐색 전후 투여하는 것에 의해 유의성있게 개선된다. 따라서, 체중 60kg의 인간에 대해서는, 
홍삼 분말로서 0.185∼0.3/kg/일의 용량으로, 동일한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아마도 체중 60kg의 인간의 뇌세포(글
리아 세포 포함)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홍삼 분말의 투여량으로서는, 환자의 개인차나 증상에 의하지만, 
1일당 2.0g∼90g, 바람직하게는 5.625g∼36g, 보다 바람직하게는 11.25∼18g이다. 또한 이것과 같은 량의 홍삼 분
말에서 추출한 홍삼 엑기스 및 조 사포닌 분획을 경구투여하여도 같은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효과가 기대된다. 또
한 조 사포닌 분획에 관해서는 경구투여제로서뿐만 아니라, 정맥내투여제, 서방제, 점비약, 흡입약, 설하정, 좌약, 국소
주입제, 피부외용제, 국소도포제, 근육주사약, 피내주사약, 피하주사약으로서도 사용가능하다. 특히 정맥내 투여제로서 
조 사포닌 분획을 사용할 때에는, 후술하는 실시예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경구투여의 경우보다도 양을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한 홍삼 분말로서는 한국연초인삼공사제조의 오타네닌징 6년근에서 조정한 것이 바람직하지만, 성
분이 유사한 것이면 또는 일정량 이상의 신경세포 보호성분을 함유한 것이라면, 기타 임의의 산지유래의 홍삼 분말이나 
백삼을 경구투여하여도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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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것과 같이, 200mg/kg/일의 용량으로 홍삼 분말을 스나 마우스의 뇌허혈을 부하하기 전에 4주간 경구투여하여
도, 해마 CA1 영역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량은 증가되지 않지만, 동량의 홍삼 분말을 같은 스나 마우스에 경구투여하
면, 제 10도 및 제11도에 나타낸 것처럼 간장이나 췌장에서의 Bcl-x L 단백 발형량이 유의있게 증가되었다. 스나 마우
스에서 200mg/kg/일의 홍삼 분말에 의한 간장이나 췌장에서 Bcl-x L 단백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이 예상된다. 즉, 체중 
60kg의 인간의 간장 및 췌장의 Bcl-x L 단백 발현을 증강하기 위해 필요한 홍삼 분말의 투여량으로는 개인차가 있지만, 
1일당 0.6∼15g, 바람직하게는 1.5∼6g, 보다 바람직하게는 2∼4g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것과 같은 양의 홍삼 분말
에서 추출한 홍삼 엑기스 및 조 사포닌 분획, 비사포닌 분획을 경구투여하여도 동일하게 말초장기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이나 비 사포닌 분호기에 관하여는 경구투여제로서 뿐만 아니
라, 정맥내 투여제, 점비약, 흡입약, 설하정, 좌약, 국소주입제, 서방제, 피부외용제, 국소도포제, 근육주사약, 피내주사
약, 피하주사약으로서도 사용가능하다. 특히 정맥내 투여제로서 조 사포닌 분획을 사용할 때에는, 후술하는 경구투여의 
경우보다도 양을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고용량의 홍삼 분말 경구투여에 의해 뇌신경조직에서의 Bcl-xL 단백의 발현량이 증가하고,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발휘되고, 저용량의 홍삼 분말 경구투여에 의한 간장, 췌장을 시작으로 하는 말초장기에 Bcl-x L 단백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이 본 발명의 특징이다. 신경조직에서는 신경세포, 신경간세포, 글리아 세포, 혈관내피세포, 혈관평활근세
포가 포함되고, 간장이나 췌장에서는 간세포, 면역담당세포, 백혈구, 임파구, 적혈구, 쿠퍼(Kupper)세포, 선유아세포, 
지방축적세포,담관상피세포, 림파구, 유동내피세포,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의 세포중 어느 하나에서도 홍삼 분말(
약용인삼) 경구투여에 의해 Bcl-xL 단백의 발현 증강이 일어난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신경조직에서의 Bcl-xL 단백
의 발현량을 증가시키는 물질로서는, 인터루킨 3과 진세노사이드 Rb1 을 본 발명자들은 동정하였지만(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
는 신경세포보호제), 경구투여에 의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Bcl-x L 단백 발현량을 증가시키는 약제로서는 고용량의 
홍삼 분말이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다. 약용인삼 성분 진세노사이드 Rb1 그 자체의 경구투여는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나
타내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b1 단독 투여에서도 뇌의 Bcl-xL 단백 발현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우선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뇌실내 투여한 때의 뇌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량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내는 인터
루킨 3도 펩티드이지만 예로부터, 소화관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또한 뇌혈액관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경구 투여
에 의한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즉, 진세노사이드 Rb 1 과 프로사포신 관련 펩티드(일본특
허 평 11-185155호)는 거의 뇌실 내 투여에 의해 모두 뇌실내 투여에 의해 MCA 영구 폐색 래트의 뇌경색을 현저하
게 축소시키고, 더구나 극히 저농도에서 Bcl-x L 단백 발현 증강 작용을 통해 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낸다. 이것에서 판단
하면, 다른 성장인자류, 사이토카인류, 케모카인류, 비펩티드성 화합물질(예컨대, 프로스타그란딘류, 이소카루바사이클
린류) 등 중에서도 만일 뇌실내투여에 의한 뇌경색소 축소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면, 같은 저 몰농도 영역에서 Bcl
-2 단백군의 발현 조절을 통하여 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과 프로사포신 관련 펩
티드의 효과·효능·용도는 공통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고용량의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가 간장·췌장의 Bcl-xL 단백 발현량에 영향을 주는 가 하는 것은 생체의 항상성
을 유지하는 한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고용량의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는 것에 의해 홍삼 분말 중에 포함된 
Bcl-xL 단백 발현 촉진 성분이 과량으로 소화관에서 흡수되고, 혈액순환을 통해 간장·췌장을 시작으로 말초장기에 도
달되지만, 이와 같은 말초장기에서는 가령 일시기 Bcl-xL 단백 발현량이 증가하여도, 그 후 빨르게 Bcl-x L 단백 발현
량이 다운 레귤레이션(down-regulation)받아서 Bcl-x L 단백량이 콘트롤 값으로 돌아온다고 생각된다. 또는 고용량의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여도, 말초장기에서의 Bcl-xL 단백 발현증가는 모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
된다. 따라서, 생체에서 일정량의 홍삼 분말 경구투여에 대하여만, 반응한다는 것은, 홍삼 분말을 인간에 대량 투여 또
는 장기 투여하여도 부작용이 거의 확인되지않는 다고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홍삼 분말을 저용량이나 고용량으로, 경
구투여한 때에는 소화관의 상피조직은 고농도의 Bcl-xL 단백 발현 촉진 성분에 폭로되지만, 이것에서, 홍삼 분말을 경
구투여한 인간에서 소화기 암 등이 고빈도로 발병한다고 보고도 없고, 물론 소화관계 부작용 출현의 보고도 거의 보이
지 않는다. 한편, 고용량의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는 것에 의해 혈중에 과량의 Bcl-x L 단백 발현촉진 성분이 흘러도, 
뇌혈액관문을 통과하는 Bcl-xL 단백 발현 촉진 성분은 이중의 일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뇌에 관하여는 고용량의 홍
삼 분말을 경구투여한 때의 적정량의 Bcl-xL 단백 발현 촉진 성분이 신경세포 또는 뇌세포에 도달하고, 동 세포에서의 
Bcl-xL 단백의 발현량이 증가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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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역으로 저용량의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한 때에는 Bcl-xL 단백 발현 촉진 성분은 고용량의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
한 경우에 비하여, 소량 혈중에 이행하기 때문에, 대개 그 적정농도의 Bcl-x L 발현 촉진 성분이 간장·췌장을 시작으로 
말초장기의 Bcl-xL 단백을 증가시킨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저용량의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여도, Bcl-x L 단백 발현
촉진 성분의 혈중농도는 이것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뇌혈액관문을 통과하여 뇌에 도달한 동일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뇌내의 Bcl-xL 단백량은 증가하지 않아 신경세포 보호효과도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생리활성 물질 또는 약제가 일정한 세포외액농도로 존재하는 때에, 세포에 작용한다는 개념은 이미 생명과학 
영역에서 정착된 것이라고 발명자들은 생각한다. 에리스로포에틴을 예로 하여 이것을 보다 약간 상세하게 설명하면, 발
명자의 한사람(사카나카)은 뇌실내투여한 에리스로포에틴의 1일량이 2.5유니트에서 25유니트의 범위내에 있으면, 해
마 CA1 추체 신경세포의 보호작용을 발휘하고, 에리스로포에틴의 1일 투여량중 어느 하나보다도 많아도 또한 적어도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공표하였다(Sakanaka M.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5, 4635
-4640, 1998).
    

홍삼 분말중에 함유된 Bcl-xL 단백 발현 촉진성분의 후보로서는 조 사포닌 분획의 각종 정제 사포닌 또는 진세노사이
드류, 비 사포닌 분획이 고려된다.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정제 사포닌(프로토파낙스디올계 사포닌, 프로토파낙스트
리올계 사포닌, 올레아놀산계 사포닌)에 관해서는 莊司의 저서(莊司順三, 약용인삼 사포닌의 화학, pp 251∼261, 약용
인삼', 95, 態谷 朗編, 1994, 共立出版)에 기술되어 있다. 프로토파낙스디올계 사포닌의 대표인 진세노사이드 Rb 1 은 
홍삼 분말 1g중에 약 4mg 전후 포함되어 있지만, 물론 홍삼 분말로서 경구투여하는 것에 의해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소
화관에서의 분해가 억제되거나, 또는 진세노사이드 Rb1 의 소화관에서의 흡수가 촉진된 결과, 측정감도 이하의 진세노
사이드 Rb1 이 조금도 혈중에 이행하면, 진세노사이드 Rb 1 도 Bcl-xL 단백 발현촉진 성분의 하나로서 열거할 수 있다. 
단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여도 진세노사이드 Rb1 은 형중에 검출되지 않고,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자체를 경구투여하
여도 혈청중이나 각 장기에 진세노사이드 Rb1 은 검출되지 않는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赤尾光照, The Ginseng R
eview, 22, 97∼102). 진세노사이드 Rb 1 단독의 경구투여가 신경조직이나 말초장기에서 Bcl-xL 단백 발현을 촉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사실,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진세노사이드 Rb 1 자체를 경구투여하여도, 어떠한 생리작용
은 확인되지 않고, 본 발명자들도 진세노사이드 Rb1 의 경구투여에서는 신경세포 보호작용도 확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진세노사이드 Rb1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서도 
기술한 것과 같이, 진세노사이드 Rb1 이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혈중에 어떤 일정 농도 이상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미토콘드리아 관련 단백질인 Bcl-xL 은 Apaf1과 결합하는 것에 의해, Apaf1과 프로카스파제 9(procaspase 9)와의 
결합을 저해한다(Adams, J. M. 및 Cory, S., Science, 281, 1322∼1326, 1998). Bcl-x L 단백의 감소 또는 기능저
하가 일어나면, Apaf1이 Bcl-x L 단백에서 분해되고,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시토크롬 C의 유출과 맞추어 프로카스파제 
9가 활성화된다고 생각된다(Adams, J. M. 및 Cory, S., Science, 281, 1322∼1326, 1998). 일단, 카스파제 9 및 
카스파제 3가 활성화되고, 이들이 단백 분해 효소에 의해 세포는 자기 분해하고, 사멸(세포자멸)에 도달하는 과정이 가
속된다. 아마도 프로카스파제 9가 활성화된 단계에서, 세포가 죽음에 도달할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구
투여용 Bcl-xL 단백 발현 증강체(홍삼 분말)에 의한 프로카스파제 9의 활성화를 중지하여, 세포사멸을 방해한다고 생
각된다.

    
또한 발명자의 한사람(사카나카)는 스나 마우스에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시킨 후에 1주간, 홍삼분말을 경구
투여하여도 해마 CA1 영역의 신경세포는 보호되지 않는 것을 발표하였기 때문에(Wen T.-C. 등, Acta Neuropatho
l,, 91, 15∼22, 1996), 홍삼 분말을 인간 일과성 전뇌허혈 발작의 치료나 처치에 실용화하는 것을 곤란하다고 1996
년 당시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스나 마우스에 일과성 전뇌허혈 발작에서도 중첩하여 또한 인간 뇌경색의 
병상태를 반영한 MCA 영구 폐색 SH-SP 래트에서, 홍삼 분말을 MCA 영구 폐색후부터 4주간 정도 경구투여하면, 제 
5도, 제6도에 나타낸 것처럼 장소학습장해의 개선과 뇌경색소의 축소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해, 뇌경색 후
에 홍삼 분말을 4주간 정도 경구투여하면, 뇌경색 치료효과가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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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나 마우스의 일과성 전뇌허혈 모델에서도, 허혈 후, 4주간 정도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면, 해마 CA1 영역의 
신경세포 보호효과가 확인되는 것도 알수 없다고 본 발명자들은 추측하였다. 그러나, 스나 마우스의 5분간 전뇌허혈 모
뎅에서는 허혈후 1주간 이내에 해마 CA1 영역의 신경세포가 거의 완전히 죽음에 도달하기 때문에 4주간에 걸친 홍삼 
분말 경구투여의 효과를 판정하는 것은 이 모델은 부적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본 발명자들은 스나 마우스의 3분간 
전뇌허혈 모델을 이용하여 홍삼분말을 4주간 경구투여한때의 효과를 판정하였다.
    

    
스나 마우스의 뇌 온도를 37±0.2℃로 유지한 상태에서 3분간 양측 총 동맥의 혈류를 차단하고, 재관류시키고, 1주간 
후에 해마 CA1 영역의 신경세포가 약 반수가 사멸된 것을 본 발명자의 한사람이 이미 발표하였다(Sakanaka M. et a
l., Proc. Natl. Acad. Sci. USA, 95, 4635-4640, 1998). 또한 이 시점에서 생존한다고 생각되는 해마 CA1 영역의 
신경세포에서,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의 지표인 핵의 단편화가 더욱 진행중인 것이 TUNEL 염색법에 의해 발명자들은 
확인하였다(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 Peng H. et al., J. Cereb. Blood Flow Met
ab., 18, 349-360, 1998). 따라서, 3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시킨 스나 마우스의 해마 CA1 영역에서는 5분간 
허혈을 부하시킨 경우와 달리, 허혈후 1주째 이하에서도 신경세포변성이 진행되는 것을 명확하였다. 발명자들은 이와 
같이 비교적 장기에 걸쳐 신경세포 사멸이 진행되는 3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 모델을 이용하여 홍삼 분말을 허혈후 4
주간 경구투여한 때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발명자들의 방법에 따라(Sakanaka M.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5, 4635-4640, 1998, Wen T.-C. e
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 Peng H. et al., J. Cereb. Blood Flow Metab., 18, 349-360, 1998), 
흡입마취하에 스나 마우스의 뇌 온도를 37±0.2℃로 유지하면서, 양측 총 동맥의 혈류를 3분간 차단하였다. 같은 동물
을 마취에서 깨어난 후에, 홍삼 분말을 1.5g/kg/일의 용량으로 1일 단회 28일간 경구투여하였다. 허위 수술군과 3분간
의 전뇌허혈을 부하시킨 대조동물(허혈 콘트롤 동물)에서는 같은 양의 증류수만을 경구투여하였다. 그후, 스텝 다운형 
수동적 회피학습실험을 실시하고, 같은 동물을 펜토바르비탈 마취하에 4% 파라포름알데히드 및 2.5% 글르타르알데히
드 함유 인산완충액을 이용하여 경심(經心)적으로 관류 고정하였다. 뇌를 적출한 후, 파라핀으로 포매한 후에 5 ㎛ 두
께의 파라핀 절편을 작성하였다. 각 동물의 해마 CA1 영역 1mm당의 신경세포 밀도를 발명자들의 방법에 의해 계측하
였다(Sakanaka M.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5, 4635-4640, 1998, 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 Peng H. et al., J. Cereb. Blood Flow Metab., 18, 349-360, 1998). 이하에 상기한 논문
으로 기술한 스텝다운형 수동적 회피학습 실험의 간단히 약술한다.
    

3분 허혈후 28일째에 스나 마우스를 수동적 회피학습 실험 장치의 안전역(플랫폼)에 두고, 당초 스나 마우스는 몇 번
이나 아래의 글릿부에 내려가는 가, 그의 도도(都度) 전극자극을 받고 안전역으로 돌아왔다. 5분간의 훈련실시중에, 많
은 스나 마우스는 안전역에 도달하게 되었다. 24시간후에 글릿부의 전원을 끊은 상태에서 다시 스나 마우스를 안전역에 
두고, 글릿부에 내려오기 까지의 시간(반응시간)을 측정하여, 같은 동물의 학습능력을 지표로 하였다.

    
결과를 제12도, 제13도에 나타내었다. 제12도의 A(상단)는 수동적 회피 학습 실험의 반응 시간(초)을, 제12도의 B(
하단)는 해마 CA1 영역 1mm당의 신경세포 밀도(수/mm)를 나타낸다. 각 그래프의 좌측(백색 막대)는 허위수술을, 중
앙(흑색)은 증류수 투여군을, 좌측(흑색)은 홍삼 분말 1.5g/kg/일 투여군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제12도의 (A)에 나
타낸 것과 같이, 홍삼 분말을 3분 허혈후 4주간 경구투여하면, 수동적 학습실험의 반응시간이 증류수 투여허혈군에 비
하여 유의성있게 연장된다. 또한 제12도의 (B)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에 의해, 해마 CA1 영역의 
신경세포 밀도도 증류수 투여허혈군에 비하여 유의성있게 증가된다.
    

    
제 13도의 A(상단)는 허위 수술 동물, B(중단)는 증류수 투여 허혈 동물, C(하단)는 홍삼 분말 투여 허혈동물의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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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1 영역 광학 현미경상을 각각 나타낸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13도에 나타낸 것처럼, 허위 수술 동물(A)에 비하
여, 증류수 투여 허혈 동물(B)에서는 3분허혈후, 1주일째 이후도 신경세포가 또한 변성탈락되고(죽음에 도달함), 허혈
후 1주째에 생존한 정상의 2분의 1 정도의 해마 CA1 신경세포가 허혈후 28일째에는 더욱 정상의 4분의 1 전후까지 감
소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홍삼 분말을 3분 허혈부하 후부터 28일간 경구투여하면(C), 허혈후 일주일째에서 28일째
까지의 생기는 신경세포의 사명이 유의성있게 억제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3분 허혈에서 비교적 경한 뇌허혈 부하하여도 뇌의 신경세포는 서서히 죽움에 도달하고, 생체의 고차신경기능
이 손실되는 것을 본 모델 동물은 나타낸다. 이 모델 동물과 유사한 신경세포의 장기 변성에서도 말할 수 있는 현상은 
경증의 일과성 전뇌허혈 발작·뇌경색·뇌출혈, 거미막하출혈 발작을 경험한 환자, 일산화탄소중독환자, 신경변성질환
을 갖는 환자에서도 보여진다. 이들의 환자에 공통적인 특징은, 당초 고차신경기능 장해가 비교적 경미하여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뇌에서의 신경세포 사멸이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고차 신경기능장해가 중증화하는 것이다. Bcl-x L 단
백 발현 증간작용을 갖는 홍삼 분말을 3분 허혈후 경구투여하여 두면, 서서히 진행하는 해마 CA1 신경세포 변성이 억
제되는 실험 사실은 고용량의 홍삼 분말 경구투여가 상기 환자의 치료에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홍삼 분
말의 경구투여는 Bcl-xL 단백의 발현상승을 통해서, 세포사멸을 동반하는 모든 질환이나 병상태의 효과·효능을 발휘
한다. 따라서, 이후, 신규한 세포사멸을 동반하는 질환이 동정된 경우에도 홍삼 분말, 홍삼 엑기스, 조 사포닌 분획, 진
세노사이드류를 제일 선택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술한 약용인삼(홍삼분말)의 경구투여 실험의 다음으로, 본 발명자는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에
서 뇌경색(뇌색전) 후의 뇌부종이 개선되는 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예컨대 12∼13 주령의 수컷 SH-SP 래트(체중 250∼300g)를 사용하였다. 이 동물은 12시간 주기의 명암 
사이클실에서 사육하였고, 물이나 먹이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흡입 마취하에서 상기 동물의 좌중 대뇌동맥 피
질지(MCA)를 응고ㆍ절리하였다. 진세노사이드 Rb1 을 MCA 영구 폐색의 직후에 단회 정맥내 주입하고(6㎍ 또는 60
㎍), 그후 알자 미니 침투압 펌프를 이용하여 28일간 정맥내 지속 주입(6㎍/일 또는 60㎍/일)하였다.

또한 MCA를 영구 폐색한 대조 동물(허혈 콘트롤 동물)과 허위 수술 동물에게는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비히클, 담체)
만을 투여하였다.

MCA 영구 폐색후 32일째에 SH-SP 래트를 함수 클로랄로 마취하고, 4%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포함하는 0.1M 인산 
완충액으로 경심적으로 관류 고정하였다. 그 후, 이 동물의 뇌를 적출하여 대뇌피질 경색소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결과를 제 14도에 나타내었다.

제 14도의 상단은 생리식염수 투여 뇌경색(뇌색전) 예 8 개체의 뇌를 뒤쪽에서 촬영한 실체 현미경사진이다. 제 14도
의 하단은 진세노사이드 Rb1 (6㎍/일) 정맥내 투여 뇌경색(뇌색전) 예 8 개체의 뇌를 뒤쪽에서 촬영한 실체 현미경사
진이다. 뇌의 선단이 사진의 좌측을 향하도록 배열하였기 때문에, 검은 뇌경색 병변을 갖는 좌대뇌반구는 대뇌종열(縱
裂)의 상측에서 보인다. 대뇌종열의 하단에서 보이는 정상의 좌대뇌반구는 일부분만 실체 현미경사진에 포함되었다. 제 
14도의 상단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생리식염수 투여 뇌경색예에서는, 뇌경색(뇌색전) 발병후 32일째에서는 좌대뇌 반
구의 검게 보이는 뇌경색 병소가 크게 확대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게 예에서는 좌대뇌반구가 우대뇌반구보다 
크게 되었다. 특히 상단의 생리식염수 투여 뇌경색 예중, 1단째의 우측의 뇌 및 우단째의 좌부터 2번째의 뇌에서, 좌대
뇌반구가 우대뇌반구보다 명확하게 크게 되었다. 이것은 MCA가 영구 폐색된 좌대뇌반구에 뇌부종이 출현되고, 아마도 
뇌압도 항진되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제 14도의 하단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진세노사이드 Rb 1 (6㎍/일) 정맥내 투여 뇌경색(뇌색전) 예에서는 전체 예
에 있어 명백하게 뇌경색 병소가 축소되었고, 좌대뇌반구와 우대뇌반구의 크기도 거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진
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에 의해 뇌부종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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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
제) 및 일본특허출원 평11-340850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
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는 좌대뇌 반구면적과 좌대뇌피질 경색면적을 사
진상에서 화상해석장치를 사용하여 계측하여, 좌대뇌피질 경색 면적을 좌대뇌 반구 면적으로 빼는 것에 의해 대뇌피질
경색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 투여 뇌경색군에서 생리식염수 투여 뇌경색군에 비하
여 대뇌피질 경색 비율이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이 대뇌피질 경색 비율은 경색 면적을 후에 산출한 것이지만, 그의 비
율의 평균값이 진세노사이드 Rb1 정맥내 투여군에서 생리식염수 투여군의 50% 정도 또는 그 이하로 감소되기 때문에, 
실제의 뇌경색 체적은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보다 생리식염수 투여군의 약 4분의 1 정도로 축소하게 된다. 
바꿔 말할 것까지도 없이, 뇌혈관의 일부(예컨대 MCA)가 영구 폐색된 후에, 정맥내에 소량 지속 투여하는 것에 의해, 
뇌경색 병소체적을 MCA 영구폐색후 32일에서도 생리식염수투여 뇌경색예의 4분의 1 정도로 축소시키는 화합물로서
는 진세노사이드 Rb1 이 역사상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세포자멸성 신경세포 
사멸 억제작용, Bcl-xL 단백 발현 촉진 작용, 뇌혈관재생·재구축 촉진작용 등 복수의 매우 우수한 작용기구를 통해서, 
허혈소 주변부의 뇌세포(글리아세포)나 신경세포를 장기에 걸쳐 허혈 침습에서 보호한다고 생각된다일본특허출원 평1
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및 일본특허출원 평
11-340850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
성 억제제). 또한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을 정맥내 투여하는 한에 있어서는, 진세노사이드 Rb1 은 출혈경향을 조장
하지 않기 때문에 뇌경색뿐만 아니라 뇌출혈이나 거미막하출혈을 발병한 환자에 대해서도, CT검사에서 뇌졸중의 병상 
진단을 받기 전에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빠르게 정맥내 투여할 수 있다. 즉, 진세노사이드 Rb 1 은 종래의 혈전 용
해제보다도 넓은 용도·효과·효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이 갖는 상술한 바람직한 작용기구에 첨가하여,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이 우수한 뇌
부종의 예방, 치료 처치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뇌부종 또는 신경조직의 부종이라고 하는 병상은 뇌출
혈, 뇌경색, 뇌색전, 거미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두부외상, 신경외상, 중독, 뇌염, 뇌중상, 척수염, 척수손상, 경련발작시, 
경련발작후, 뇌신경외과수술증, 뇌신경외과수술전후, 척추외과수술중, 척수외과수술전후,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후에 
소생한 때 등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환자의 생명 예후나 신경증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 투여가 뇌부종(뇌경색) 발증후의 뇌부종을 치료하는 것을 발견한 본 실험 결과는 진
세노사이드 Rb1 이 전술의 병증, 질환, 병상, 병후에 따른 뇌신경조직의 부종의 예방·치료·처치에도 유용한 것을 말할 
수 있다.

또한 생체조직의 부종이라는 병상태는 뇌혈관이 영구폐색된 뇌조직뿐만 아니라, 말초의 혈관이 폐색된 경우나 말초장기
·조직의 혈관이 장해된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뇌혈관(MCA)가 영구폐색된 후에 소량의 진
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 투여하여 뇌부종이 개선·치료되는 것을 본 실험 결과에 기초하면, 진세노사이드 Rb1 은 말
초조직이나 말초장기의 순환장해(예컨대, 대동맥염증후군, 교원증, 급성말초동맥폐색증, 폐색성 혈전혈관염, 폐색성 동
맥경화증, 혈전성 정맥염, 당뇨병성망막증, 당뇨병성 신염, 망막중심동정맥 폐핵증, 레이노증, 레이노 증후군, 외상, 치
질, 심근경색, 욕창, 당뇨병성 피부궤양, 말초순환부전, 협심증, 간·신·심 허혈재관류 장해 등)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생각된다. 물론, 상기의 질병중 피매나 욕창에 동반되는 병변조직의 부종에 대하여는 진세노사이드 Rb 1 을 적당한 
기제에 혼입하여 위에 외용도포 또는 삽항투여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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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
제)에서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종래 보고된 고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말초(복강내) 투
여, 고용량 진세노사이드 Rb1 의 단회 정맥내 투여 및 진세노사이드 Rb1 의 뇌실내투여의 허혈뇌 보호작용에서는 모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뇌경색소 축소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가 이미 발명하였다. 
즉,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6∼60㎍/일)을 SH-SP 래트의 중대뇌동맥피질지 영구폐색후(즉, 뇌색전 발병후)에 2
8일간 정맥내 투여하는 것 의해 뇌색전 발병후 약 1개월에 있어서도 뇌경색(뇌색전)소가 대조군(생리식염수 투여 뇌경
색 래트)의 약 4분의 1정도로 축소되는 것은, 상술한 발명에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뇌색전 발병후에 정맥내 투여할 
수 있고, 뇌경색(뇌색전) 병소체적을 발증후 약 1개월째에 있어서도 대조군의 4분의 1 정도로 축소시키는 의약조성물
로서는 진세노사이드 Rb1 이 역사상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진세노사이드 Rb 1 은 약용인삼중에 포함된 
정제 사포닌 분획 중의 하나의 성분이지만, 경구투여에 의한 혈중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고, 본 발명자들의 경험에서
도 진세노사이드 Rb1 단독의 경구투여에서는 허혈뇌 보호작용은 거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
나카)가 상술한 특허(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
는 신경세포 보호제)를 출원하기 가지는 진세노사이드 Rb1 자체, 특히 그의 경구투여의 약리작용은 부정되고 있었다(小
橋, 약용인삼', 95, pp 213∼221, 態谷 朗編, 共立出版주식회사). 따라서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
/02550호(진세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서 최초로 정맥내에의 지속투여시킨 진세노
사이드 Rb1 이 약용인삼과는 독립하여 우수한 효과·효능·용도를 갖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진세노사이드 Rb1 단독의 경구투여가 그다지 허혈뇌 보호작용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
가 본 발명과 같이,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투여에서는 열등한 것의 우수한 허혈뇌 보호작용을 발휘한다는 실험결
과는 홍삼 분말의 가운데서 진세노사이드 Rb1 이외의 신경세포 보호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또한 일
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는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우수한 척수손상·신경외상의 치
료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발명하였으나, 진세노사이드 Rb1 과 구조가 유사한 다른 정제 사포닌도 같은 효과를 갖는 가능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이것을 검정하기 위해서, 본 발명자들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지속투여의 효
과를 조사하였다.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에서는, 제 15도에 나타낸 것과 같은 진세노사이드 
Rb1 에 추가되는 적어도 30종류 전후의 유사 화학구조를 갖는 정제 사포닌류 또는 진세노사이드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莊司, 약용인삼', 95, pp 251∼261, 態谷 朗編, 共立出版주식회사). 만일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crude ginse
ng saponin, CGS)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진세노사이드 Rb 1 과 동일한 척수손상 치료효과를 나타내면, 조 사포닌 분획
에 함유된 정제 사포닌중 어느 하나도 신경외상이나 척수손상의 예방·치료·처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제 15도에는 조 사포닌 분획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류를 나타낸다. 제15도의 진세노사이드 Ra 1 ; 진세노사이드 Ra2 , 
진세노사이드 Ra3 ; 노토진세노사이드 R4 ; 다음으로 진세노사이드 Rb1 (R=H), 킨케노사이드 R 1 (R=CH3 CO-), 말로
닐진세노사이드 Rb1 (R=HOOC-CH2 CO-); 또한 진세노사이드 Rb 2 , 진세노사이드 RS1 *(R=CH3 CO-), 말로닐진세
노사이드 Rb2 (R=HOOC-CH2 CO-); 좌측에서 3번째 가 진세노사이드 Rc(R=H), 진세노사이드 RS 2 *(R=CH3 CO-), 
말로닐진세노사이드 Rc(R=HOOC-CH2 CO-), 진세노사이드 Rd(R=H), 말로닐진세노사이드 Rd(R=HOOC-CH 2 C
O-), 진세노사이드 Rb3 , (20S)진세노사이드 Rg 3 *; 진세노사이드 Rg3 , 진세노사이드 Rh2 *, 20-글루코진세노사이
드 Rf, 진세노사이드 Re, 노토진세노사이드 Ri, 진세노사이드 Rf, 진세노사이드 Rg 1 , 진세노사이드 Rg2 , (20R)-진세
노사이드 Rg2 *, (20R)-진세노사이드 Rg 2 *, 진세노사이드 Rh1 , (20R)-진세노사이드 Rg 2 *, 진세노사이드 Rh1 , (2
0R)-진세노사이드 Rh1 *, 칙세츠사포닌 V(진세노사이드 Ro)이다.

여기서 우선 본 발명자들은 척수손상 래트를 이용하여 진세노사이드 Rb1 정맥내 지속 투여의 효과를 조사하고, 그 효과
를 조 사포닌 분획 정맥내 투여의 효과와 비교하였다. 척수의 어느 분절 예컨대 하위 흉수(胸髓)에 압력 부하를 가하면, 
같은 부위의 회백질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같은 부위의 백질전도로가 장해를 받는다. 백질전도로의 장해는 또한 원위부
(尾側)에서도 진전되고, 또한 전도로의 기시세포 즉, 전도로에 섬유를 투사하여 상위의 신경세포체(즉, 起始세포)의 2
차 변성을 유도한다. 이와 같이 하여, 압력 부하를 받은 하위 흉수의 백질 전도로의 장해는 전도로의 기시세포체(신경
세포체) 및 하위 흉수 이하(즉, 요추, 선추)의 전도로의 2차 변성을 야기하는 것에 의해, 양하지의 대마비를 유발한다. 
또한 하위 흉수의 손상에 의해 요추·선추에 대한 상위의 뇌로부터의 신경지배가 멈추기 때문에, 또한 요추·선추의 회
백질에서도 신경세포의 2차 변성이 진행되고, 양 하지의 대마비가 회복 불능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발명자들은 이
와 같은 척추손상의 모델에서, 하위 흉수에 20g의 압력을 20분간 부하시킨 수컷 위스타 래트(체중 약 300g)을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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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센, 소기에 의해 흡입 마취하에서 래트의 하위흉수에 20g의 압력을 20분간 부하시킨 후, 30분 이상 경과한 후에 
좌대퇴정맥에 진세노사이드 Rb1 (12㎍ 또는 60㎍)을 단회 주입하고, 추가로 같은 정맥에 진세노사이드 Rb 1 (12㎍/일 
또는 60㎍/일)을 알자 미니 침투압 펌프를 이용하여 7일간 정맥내 지속 투여하였다. 대조 동물과 허위 수술 동물에게는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비히클, 담체)만을 투여하였다. 척수손상전, 척수손상후 1일째부터 7일째까지, 각 래트의 Open 
field locomotor scores(Basso, Bettie and Bresnakan(BBB) scores)를 계측하고 운동능력의 지표로 하였다(Bas
so D.M. 등, J.Neurotrauma, 13, 343∼359, 1996). 이를테면, 허위 수술 래트(정상 래트)의 BBB 스코어는 20내지 
21이다.

제 16도는 척수손상 당일과 익일의 생리식염수 정맥내 투여 래트 및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 투여 래트(6㎍/일)를 나
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16도의 하단의 2마리의 래트가 찍힌 사진은 척수손상 당일의 사진이고, 좌측의 래트
는 생이식염수 투여의 것이고, 우측의 래트는 진세노사이드 Rb1 투여 래트(정맥내 60㎍/일)이다. 제 16도의 상단의 우
측의 사진은 척수손상 익일의 진세노사이드 Rb1 투여 래트의 것이고, 우측은 생리식염수 투여 래트의 것이다.

제 16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위 흉수에 20g의 압력을 20분간 부하시킨 래트는 명백하게 양 하지의 대마취를 나타냈
다. 그러나 하위 흉수에 20분간 부하시킨 후에 30분 이상 경과한 후, 진세노사이드 Rb 1 (60㎍/일)을 정맥내 투여하면, 
제 16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1∼2일 후에는, 양하지의 대마취가 현저하게 개선되고, 래트는 물건을 잡으면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리식염수 투여 래트의 하지대마취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척수손상후 7일째의 BBB 스코어에서 래트의 운동능력을 정량화한 그래프만을 제 17도에 나타내었다. 제17도에 나타
난 것과 같이, 척수손상 래트의 운동능력은 진세노사이드 Rb1 정맥내 투여의 용량에 의존하여 유의성있게 개선되었다. 
통계 해석법은 Mann-Whitney U 테스트에 따랐고, 데이터는 평균치±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 표시는 P< 0.05를, 
** 표시는 P< 0.01인 것을 나타낸다.

제 17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척수손상 래트의 운동능력은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투여의 용량에 의존하여 유의성있
게 개선된다.

또한 척수손상 치료약으로서는 현재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솔메드롤(메틸프레드니졸론)을 30mg/kg의 용량으로 
발명자들이 작성한 척수손상 래트의 대퇴정맥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투여하는 경우와 같은 스케쥴로 정맥내 투여하여
도 유의성있는 신경마비 개선효과는 보이지 않고, 대개 40%(10마리중 4마리)의 실험동물이 척수손상 후 7일 이내에 
사망한다. 또한 솔메드롤 투여 래트에서는 등부의 수술창의 치유가 생리식염수 투여 래트에 비하여 명확하게 지연되지
만, 진세노사이드 Rb1 투여 래트에서는 그와 같은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은 진세노사이드 Rb1 이 척수손상·
신경외상 치료약으로서는 솔메드롤보다도 우수한 특성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투여량은 
솔메드롤과 같은 면역기능억제작용이나 소화성 궤양 유발작용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척수손상·신경외상 치
료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척수손상 래트를 이용한 본 실험결과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제제의 척수손상 치료효과는 역사
상 최강의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은 극히 강력한 척수손상치료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이 척수손상·신경외상치료를 위한 리드 화합물로 되
는 것도 기대된다. 본 실험결과는 또한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이 척수손상후의 신경세포 2차 변성을 억제하는 것
을 기대한다.

또한 주지와 같이, 신경조직은 다른 말초조직에 비하여 외상에 대하여 매우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이 척수손상의 치료·예방·처치에 현저히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진세노사이드 Rb1 이 중추
신경조직 이외의 말초신경의 외상·창상·열상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세노사이드 Rb1 의 척수손상·신경외상치료 효과는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서 신규 척수손상·척수외상치료약을 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
의 대사산물의 표적분자를 동정하는 것에 의해, 표적분자의 기능을 수식한 신규한 화합물을 합성하여 척수손상·신경외
상·외상치료약의 개발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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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척수손상에서는, 글리아세포중에서도 특히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손상을 받아 세포자멸한 결과, 탈수현상이 일어
나고 신경증상이 악화·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rowe, M,J 등, Nature Med. 3, 73∼76, 1997; Emery, E 
등, J. Neurosurg. 89, 911∼920, 1998).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투여가 현저하게 척수손상 래트의 양 하지 마
비를 개선한다고 하는 실험결과는 진세노사이드 Rb1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에 의해, 촉수손상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
드 Rb1 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보호하는 것에 의해, 탈수를 유발하는 뇌신경질환(다발성 경화증, 빈스윈가병, 백질뇌
염, 뇌의 만성저관류장해 등)의 예방·치료·처치에도 래트의 양 하지마비(대마비)를 개선한다고 하는 실험결과는 손
상을 받은 신경 섬유 또는 신경조직이 진세노사이드 Rb1 의 투여에 의해 재생되는 것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이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는 나타
내는 가를 조사하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상술한 척수손상의 모델 동물의 정맥내 조 사포닌 분획을 저용량으로 지속투
여하였다. 즉, 조 사포닌 분획은 본 발명자의 한사람(사카나카)의 논문(Wen 등, Acta Neuropathol. 91, 15∼22, 19
96)에서 사용된 것을 투여하였다.

    
할로센, 소기에 의해 흡입 마취하에서 래트의 하위흉수에 20g의 압력을 20분간 부하시킨 후, 30분 이상 경과한 후에 
좌대퇴동맥에 조 사포닌 분획(870㎍)의 생리식염수 용해액을 단회 주입하고, 추가로 같은 정맥에 조 사포닌 분획(87
0㎍/일)을 알자 미니 침투압 펌프를 이용하여 7일간 정맥내 지속 투여하였다. 대조 동물과 허위 수술 동물에게는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비히클, 담체)만을 투여하였다. 결과를 제 18도, 제19도에 나타내었다. 제 18도는 조 사포닌 분획 투
여예를, 제 19도는 생리식염수(비히클, 담채) 투여예를 나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18도의 좌중단은 척수손상
을 부하시킨 당일의 것이고, 좌하단은 그의 익일의 것이고, 하단우측은 2일후의 것이고, 우중단은 4일후의 것이고, 상
단의 큰 사진이 7일후의 것이다. 제 19도에서는, 좌하단이 척수손상을 부하시킨 당일의 것이고, 우하단은 그의 익일의 
것이고, 중단우측은 2일후의 것이고, 우상단은 4일 후의 것이며, 좌상단의 큰 사진이 7일후의 것이다.
    

    
제 18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척수손상을 부하한 당일에는 래트는 양 하지의 대마취를 나타냈고, 조 사포닌 분획을 정
맥내 투여하여도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익일부터 조 사포닌 분획을 정맥내 투여한 래트의 하지 대마취가 개선
이 시작하고, 척수손상후 7일째에는 오픈 필드의 외벽(높이 8cm)을 지탱하고 있는 동 래트는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였
다. 한편, 척수손상 부하후에 생리식염수만을 투여한 래트에서는 제 19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척수손상후 1주간을 
경과하여도 계속 하지대마비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척수손상 치료약으로서 현재 사용되는 솔메드롤(메틸프레드니졸론)을 30mg/kg의 용량으로 발명자들이 작성한 
상술한 척수손상 래트의 대퇴정맥에 조 사포닌 분획을 투여하는 경우와 같은 스케쥴로 정맥내 투여하여도 모두 마비개
선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솔메드롤 투여 래트는 등부의 수술창의 치유가 생리식염수 투여 래트에 비하여 명확
하게 지연되지만, 조 사포닌 분획 투여 래트에서는 그와 같은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은 조 사포닌 분획이 척수
손상·신경외상 치료약으로서는 솔메드롤보다도 우수한 특성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의 투여량
은 솔메드롤의 투여량보다도 적고, 또한 조 사포닌 분획은 솔메드롤과 같은 면역기능억제작용이나 소화성 궤양 유발작
용을 갖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척수손상·신경외상 치료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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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 래트를 이용한 본 실험결과에서,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제제의 척수손상 치료효과
는 진세노사이드 Rb1 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이 우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정제 사포
닌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대사산물이 매우 강력한 척수손상 치료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조 사
포닌 분획에 포함된 정제 사포닌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대사산물이 척수손상·신경외상치료를 위한 리드 화합물로 
되는 것도 기대된다. 본 실험결과는 또한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정제 사포닌(제 15도)중 어느 하나가 척수손상후의 
신경세포 2차 변성을 억제하는 것을 기대한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오타네닌징(Panax ginseng C.A. Meyer)의 조 사
포닌 분획을 이용하지만, 다른 약용인삼(예컨대, 삼칠인삼, 인삼전칠, 히말라야 인삼, 아메리카인삼, 칙세츠닌징 등)의 
조 사포닌 분획을 이용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상술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
된 성분중 어느 하나가 척수손상·신경외상·두부외상의 예방·치료·처치에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지와 같이, 신경조직은 다른 말초조직에 비하여 외상에 대하여 매우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 사포닌 분획을 포
함하는 의약조성물이 척수손상의 치료·예방·처치에 현저히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저용량·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이 중추신경조직 이외의 말초신경의 외상·창상·열상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척수손상에서 글리아 세포중에서도 특히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손상을 받아 세포자멸한 결과, 탈수현상이 일어나
고 신경증상이 악화·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rowe, M,J 등, Nature Med. 3, 73∼76, 1997; Emery, E 등, 
J. Neurosurg. 89, 911∼920, 1998).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의 정맥내 투여가 현저하게 척수손상 래트의 양 하지 
마비를 개선한다고 하는 실험결과는 조 사포닌 분획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
제하는 것에 의해, 척수손상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조 사포닌 분획에 함유된 정제 사
포닌중 어느 하나가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보호하는 것에 의해, 탈수를 유발하는 뇌신경질환(다발성 경화증, 빈스윈가
병, 백질뇌염, 뇌의 만성저관류장해 등)의 예방·치료·처치에도 래트의 양 하지마비(대마비)를 개선한다고 하는 실험
결과는 손상을 받은 신경 섬유 또는 신경조직이 조 사포닌 분획 투여에 의해 재생되는 것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척수손상을 일으킨 신경조직에서는 자주 상기 척수조직에 부종이 발생한 신경증상(상지 또는 하지의 대마비, 성
기능장해, 배뇨·배변곤란 등)을 악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우수한 
척수손상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본 시험결과는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성분중 어느 하나가 척
수조직의 부종의 예방·치료·처치에 유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염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조직
의 2차 변성을 억제하는 것을 발명하였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은 척수손상·신경외상·두부외
상의 획기적 치료약일뿐만 아니라, 말초조직의 외상에서도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기대된다.

이와 같이 조 사포닌 분획의 척수손상·신경외상 치료효과는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성분 또
는 그들의 대사산물을 리드화합물로서 신규 척수손상·신경외상 치료약을 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 사포닌 분획
에 포함된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의 표적분자를 동정하는 것에 의해 표적분자의 기능을 수식한 신규 화합물을 합성
하여 척수손상·신경외상·외상치료약의 개발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척수손상 래트를 이용한 실험결과에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870㎍/일)의 정맥내 투여가 진세노사
이드 Rb1 (60㎍/일)의 정맥내 투여와 거의 동등한 척수손상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진세노사이드 Rb 1 보다 약 
14.5배 정도 많은 조 사포닌 분획을 지속 투여하면, 환부조직의 세포외액에서 유효한 조 사포닌 분획의 농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덧붙여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는 진세노사이드 Rb 1 이 환부조직에서 세포외액 농
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가 되는 농도에서 효과·효능을 발
휘하는 것을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
포 보호제) 및 후술하는 실시예 15, 16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에 관해서
는, 환부조직에서 세포외액 농도가 14.5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45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450fg/ml, 이
하가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은 환부조직의 세포외액의 농도가 1∼100fg/ml 정도에
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본 발명의 조 사포닌 분획을 포함하는 의 Bcl-x L 단백이나 제제는 환부조직
의 세포외액 농도가 14.5∼1450fg/ml 정도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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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세노사이드 Rb1 (60㎍/일)의 정맥내 지속투여는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
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에 의해 명확하게 한 것과 
같이, 우수한 뇌졸중·뇌경색 치료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용이하게 추측될 수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6㎍/일의 정
맥내 지속 투여도 우수한 뇌경색·뇌졸중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에 의해 조 사포닌 분획 87㎍/일의 정맥내 지속투여도 
우수한 뇌경색·뇌졸중 치료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은 체중 약 300g의 래트
에서, 1일당 87㎍ 내지 870㎍의 정맥내 지속투여에 의해 우수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1일당 2.9mg/kg에서 0.29mg/kg의 조 사포닌 분획을 정맥내 지속투여하는 것에 의해 우수한 뇌세포 보
호효과 또는 신경세포 보호효과가 얻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체중 300g 정도의 래트에 대한 조 사포닌 
분획 투여량이고, 조 사포닌 분획을 인간에 정맥내 투여하는 때는, 체중 1kg당의 투여량을 상술한 량의 2분의 1에서 2
0분의 1정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인간에 조 사포닌 분획을 정맥내 지속 투여하는 때는, 환자의 증상이나 
개인차에 의하지만, 1일당 1450㎍/kg 이하, 14.5㎍/kg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후술하는 실시예 14에서 나타난 것처럼, 진세노사이드 Rb1 (60㎍/일)의 정맥내 지속투여에 의해 뇌신경조직의 B
cl-xL 유전자 발현이 상승하기 때문에 조 사포닌 분획(870㎍/일)의 정맥내 지속투여에서도 Bcl-x L 유전자 발현이 상
승된다고 생각된다. 즉, 조 사포닌 분획은 환부조직에서의 세포 외액에서 세포외액 농도가 14.5ng/ml 이하, 바람직하
게는 145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450fg/ml, 이하의 농도에서, 신경세포의 Bcl-x L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고 생각된다.

또한,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의 정맥내 지속투여는 척수손상·뇌경색·뇌졸중의 예방, 치료, 처리에 유용하다는 것은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성분중 어느 하나가 상술한 뇌·신경질환에 대한 우수한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명확하
게 하고 있다. 물론 조 사포닌 분획의 복수의 성분이 상술한 뇌·신경질환에 대한 우수한 효과·효능을 나타낸다고 생
각된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가운데 포함된 대표적인 성분인 정제 사포닌류로서는 진세노사이드 Ro, 진세노사이드 Rb

1 , 진세노사이드 Rb2 , 진세노사이드 Rc, 진세노사이드 Rd, 진세노사이드 Re, 진세노사이드 Rf, 진세노사이드 Rg 1 , 진
세노사이드 Rg2 , 진세노사이드 Rg3 , 진세노사이드 Rh1 , 진세노사이드 Rh2 등을 열거할 수 있지만, 이들중 진세노사이
드 Rb1 의 함량이 다른 정제 사포닌의 2배량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세노사이드 Rb 1 은 환부에서의 세포
외액 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의 경우에 신경세포 또는 뇌
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낸다고 생각되고, 다른 정제 사포닌도 이것과 동등 또는 이것보다도 10분의 1 정도 낮은 농도 영
역에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성분은 상술의 정제 사포닌
류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것에 의해,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진세노사이드 Rb 1 과 동등
하게 우수한 뇌세포·신경세포 보호작용 및 척수손상, 두부외상, 신경외상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명확하여 졌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일본특허출원 평10-
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및 일본특허출원 평11
-340850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 본 발명자들이 기재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를 전부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저농
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는, 진세노사이드 Rb 1 과 동일하게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상승시키거나 또는 다른 Bcl-xL 단백군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에 의해, 신경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
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는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하게 신경세포 사멸을 동반하는 모든 뇌 신경질환(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뇌경색, 뇌혈전, 뇌색전, 거미막하출혈, 일과성 뇌허혈 발작, 피크병(Pick's diseases), 척수소뇌 변성증, 파킨
슨씨병, 탈수질환, 무답병을 유발하는 폴리클루타민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녹내장, 노인성 황반 변성증, 당뇨변성 
망막증, 망막중심동정맥 폐색증, 망막탈리, 망막색소변성증, 에이즈 뇌증(AIDS encephalopathy), 간성뇌증, 뇌염, 뇌
성마비, 두부외상, 척수손상, 일산화 탄소중독, 신생아 가사, 말초신경장해, 경성대마비, 진행성 핵상성 마비, 척수혈관
장해, 미트콘드리아 뇌근증, 수막염, 등)에 효과·효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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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은 세포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도 해야 하는 단백질이며, 뇌신경조직 
뿐만 아니라 간장, 췌장, 면역계 조직, 순환계 조직, 피부를 비롯한 많은 말초장기·조직에 분포하여, 세포의 생존을 지
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진세노사이드 R
b1 과 동일하게, Bcl-xL의 발현을 상승시킨다는 상기의 추측에 의거하면,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
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말초장기·조직의 치료·예방·처치에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말초장기·조직의 질병중에는 심근·간장·신장의 허혈재관류장해, 심근증,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말초순환부전, 욕창, 피부궤양, 파부의 창상, 외상, 열상, 방사선 장해, 전격증, 노화, 자외선
장해, 탈모증, 건피증, 피지결핍증, 자가면역병, 면역부전병, 장기 이식 후의 거절반응, 근지스트로피, 각막손상, 방사선
장해, 감염증, 교원병, 대동맥염 증후군, 금성도맥폐색증, 폐색성 혈전혈관염, 소화성궤양, 폐색성 동맥경화증, 레이노
병, 레이노증후군, 치질, 혈전성 정맥염, 췌염, 간염, 신염, 당뇨병성 신염, 당뇨병성 심근증, 설통증 등이 포함된다. 다
른 세포사멸을 동반하는 질환이나 병상태로서 성서(成書)(오늘의 치료지침 ; 감수, 日野原重明, 阿部正和, 의학서원; 
1995)에 기재된 모든 기질적 질환이나 병상태가 고려된다. 또 본 발명의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
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는 나이를 먹음에 동반하는 면역기능저하, 순화기능저하, 소화기능저하, 피부기능 저하, 
성기능 감퇴의 제 증상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건강약으로서도 사용가능하다. 더욱이,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를 화장품의 조성물로 이용하는 것에 의해, 나이를 먹음에 동반하는 피부의 
노화(피부의 위축, 피부처짐, 비듬, 가려움, 백발, 각층박리, 각질세포박리, 바삭거림, 금, 주근깨, 색소침착, 햇볕에 탐, 
건조, 주름, 기미 등)의 예방·치료·처치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은 발모제, 육모
제, 탈모의 진행 예방제로서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농작물 육성, 어폐류의 양식, 갑곡류의 양식, 펫트의 치료, 케미칼 필
링(peeling), 생화의 보존, 수재배, 개화시기의 연장에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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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출원 평11-243378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는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소량 정맥내 지속투여가 뇌혈
관 재생·재구 촉진 작용, 신경조직 2차 변성억제 작용,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의 
억제작용 등을 통해서, 누워만 있는 척수손상 래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
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하게 우수한 척수손상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는 본 실험결과는,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척수손상·두부외상
·신경외상의 치료약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일본특허출원 평11-243378호, PCT/JP99/06804호(진세노
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 또는 일본특허출원 제2000-163
026호(진세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피부조직 재생 촉진제)에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이 기재한 진세노사
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작용은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도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투여방법으로서는 진세노사
이드 Rb1 과 동일한 환부조직에서 세포외액 농도가 상술한 것과 같이 저농도로 유지될 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투
여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
는 정맥내 투여제로서뿐만 아니라, 외용제나 병변부 국소주사제로서도 사용가능하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
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의 투여방법으로서, 피하주사, 근육주사, 점안, 점비, 점이, 흡입, 삽항투여, 경구투여, 
설하투여, 경피투여 등 임의의 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단,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를 
경구투여제로서 사용하는 때는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 단독으로 투여한 것은 효과
가 아직 개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화관에서의 분해를 방지하는 담체 또는 소화관에서의 흡수를 촉진하는 
담체와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를 혼입·봉입 또는 결합한 후에, 경구투여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의 대사산물중, 조 사포닌 분획 또
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효과·효능을 갖는 것을 동정하면,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의 적응이 기대되는 상술한 질병에 대하여, 그 활성 대사산물
을 상술한 방법으로 투여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
중 어느 하나와 고분자 화합물과의 분산체를 제조한 후, 분무건조하여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한 고분자 화합물의 마이크로 입자에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를 코팅한 후에,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물론,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프로드록
을 제조한 후에,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여도 좋다. 또한 피부이식용 케라티노사이드 배양 시트의 보호·유지에도 저
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이식용 장기
·조직(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 소화관, 각막, 혈관 등)에 있어서도, 이식 수술이 실시되기까지의 사이에 저농도·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에 넣거나 관류하는 것에 의해, 동 장기의 세포상해
나 혈관망의 파탄이 억제된 이식수술의 성적도 향상하는 것도 기대된다. 또한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는 윤혈용혈구성분·혈소판의 보호·유지, 동결난자, 동결정자 또는 간세포의 보
호·유지에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척수손상 래트를 이용한 본 실험 결과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을 포함하는 정맥
내 투여 제제의 척수손상 치료효과는 역사상 최강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는 매우 강력한 척수손상 치료작용을 발휘하는 것이라도 생각되지만, 이것은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척수손상·신경외상·두부외상을 
위한 리드 화합물로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
분중 어느 하나를 리드 화합물로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신규의 척수손상 치료약이 개발되면, 상기 신규 화합물이 뇌경색
이나 뇌졸중에 효가·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용이하게 추정된다. 물론,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를 리드 화합물로서 이용하는 것에 의해, 우선 뇌경색·뇌졸중 치료용 의약조성물을 
신규하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역으로 상기 신규 뇌경색·뇌졸중 치료용 화합물이 척수손상·두부회상
·신경외상 치용 의약조성물로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화 같은 신규하게 제조된 진세노사이드 Rb1 유도체중 
척수손상·두부회상·신경외상 치용 의약조성물, 세포보호제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로서 실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만, 하기 구조식 (II)으로 나타난 화합물(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 dihydro-ginsenoside Rb 1 )이고, 본 화합물
은 본 발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순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이 있으면, 진세노사이드 Rb1 의 다마잔 골격(스테로이드
성 골격)에 결합한 측쇄(카본텐)의 2중 결합을 환원(즉, 수소첨가)하는 것에 의해 용이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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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 20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진세노사이드 Rb1 의 화합적 유도체도 진세노사이드 Rb1과 동등하게 뇌세포 보호작
용 또는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갖는 것이 기대된다. 제 20도는 진세노사이드 Rb 1 의 다마란 골격의 수식의 예를 나타낸
다. 좌상의 (1)은 아세틸화 유도체의 예이고, (2)는 측쇄의 2중 결합을 디하이드로화한 유도체의 예이고, (3)은 측쇄
의 2중 결합을 절단하여 말단을 알데히드기로 한 유도체의 예이고, (4)는 측쇄의 2중 결합의 앞을 연장시킨 카복실기 
유도체의 예이고, (5)는 측쇄의 2중 결합을 절단하여 카복실기 유도체로 한 예이다. 좌측의 (6)은 상기 카복실기의 유
도체의 당쇄부분을 다른 유도체로 한 예이고, (7) 및 (8)도 다른 당쇄를 갖는 유도체의 예이다.

도 20에 나타낸 진세노사이드 Rb1 의 화학적 유도체는 원칙으로 다마란골격 (스테로이드성 골격)에 결합한 측쇄(카본
체인)에 임의의 수식을 가한 것이다. 이 카본체인은 조사포닌 분획에 포함되는 30종류 전후의 정제 사포닌의 거의 대부
분에 공통하여 존재하기 때문에(도 15), 만약, 조사포닌 분획에 포함되는 진세노사이드 Rb 1 이외의 척수손상, 신경외상, 
두부외상 치료용 성분 또는 신경세포 보호용 성분이 동정되면, 해당 성분 혹은 정제 사포닌의 카본체인도 진세노사이드 
Rb1 과 마찬가지로 환원(수소첨가)하던지 도 20에 나타낸 요령으로 수식하는 것에 의해, 신규 뇌 신경세포 보호용 화
합물의 탐색에 이용할 수있다. 단지, 리드화합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사포닌 분획 성분은 전술한 정제 사포닌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또, 조사포닌 분획구성 성분을 리드화합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신규 화합물은, 전술한 다마란 골격(스
테로이드성 골격) 측쇄를 임으로 화학수식 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다.

이상의 결과에서, 조사포닌 분획 또는 그 염을 함유하여 이루어지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조직의 
2차 변성을 억제하는 것이 발명되었다. 또, 조사포닌 분획으로 이루어지는 의약조성물은 척수손상·두부외상의 획기적
인 치료약이 될 뿐만 아니라, 말초조직의 외상에도 효과·효능을 보이는 것이 기대된다.

    
이와 같은 조사포닌 분획의 척수손상·신경외상 치료효과는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사포닌 분획에 함유되는 성분이
나 정제 사포닌(진세노사이드류) 혹은 이들의 대사산물을 리드화합물로서 신규 척수손상·신경외상 치료약을 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포닌 분획에 함유되는 성분이나 정제 사포닌 혹은 이들의 대사산물의 표적분자를 동정하는 것
에 의해 표적분자의 기능을 수식하는 신규 화합물도 합성하여 척수손상·신경외상·외상 치료약의 개발을 목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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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특허출원 평11-340850, PCT/JP99/06804(진세이노사이드 Rb 1 으로 이루어지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변성 억제제)에 있어서는, 전술한 조사포닌 분획 정맥내 투여와 동일하게, 본 발명자들(사카나
카, 타나카)은 래트의 하위 흉수(胸髓)에 20g 의 압력을 20분간 부하한 후, 30분 이상 경과하고 나서 좌 대퇴부 정맥
에 진세노사이드 Rb1 의 투여를 개시하였다. 즉, 하위 흉수에 압 부하를 가하기 시작하고 나서 거의 1시간 후에 진세노
사이드 Rb1 을 정맥내 투여하고, 척수손상 치료효과를 판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 척수 손상증 
예에서는 척수손상 발증후 2시간 이내가 매우 중요하며, 이 시간 내에 어떠한 형태로든 처치를 하는 것에 의해 환자의 
예후가 개선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세노사이드 Rb1 의 척수손상 치료효과에 관한 발명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척수손상 발증 후 1시간 전후에 정맥내 투여하는 것에 의해, 하지 대 마취를 초래한 척수손상 동물을 기립시키는 화합
물 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상이므로, 구체적로는 전술한 " 어떠한 형태로든 처치" 가 어떠한 처치법 또는 치료
법인지가 전혀 명백하게 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본 발명자들은 다음에 척수손상 발증 후 2시간째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 투여하고, 그 효과를 조사하였다.

할로센, 소기에 의한 흡입마취 하에서, 위스터 래트(체중 300g 정도)의 하위 흉수에 20g의 압력을 20분간 부하한 후
에 일단 각성시키고, 하지 대 마취를 초래한 래트를 우리 내에 1시간 40분 방치하였다. 즉 래트의 하의 흉수에 20g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약 2시간 동안 어떠한 처치·치료도 가하지 않고 척수손상 래트를 방치한 셈이 된다. 
그 후, 신속하게 좌 대퇴 정맥에 진세노사이드 Rb1 (60㎍) 을 단회 주입하고, 추가로 동일 정맥에 진세노사이드 Rb 1 (
60㎍/일)를 알자미니 투수압 펌프로 7일간 지속 투여하였다. 대조군의 척수손상 동물에는 동일한 스케쥴로 동일한 양
의 생리식염수(vehicle, 매체)를 투여하엿다.

결과를 도 21에 나타낸다. 도 21에는 하지 대 마취를 초래한 래트의 경과를 나타내는 도면을 대신하는 사진이다. 좌측 
중단이 하지 대 마취를 초래한 직후의 사진이고, 하단이 그 2시간 후에서 진세노사이드 Rb 1 (60㎍)를 투여한 경우의 래
트의 사진이며, 상단은 대조군으로서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래트의 사진으로, 각각 좌측은 1일후, 우측은 1주일 후의 것
이다.

도 2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하위 흉수에 대한 압 부하를 개시 후 2시간을 경과한 시점부터 진세노사이드 Rb 1 을 정맥
내 투여된 래트는 척수손상 당일에는 하지의 대마취를 초래하여 전혀 설수가 없었고, 익일에도 약간의 하지 대 마취에 
개선은 보여졌지만 여전히 기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래트는 척수손상 발증 후 3∼4 일째부터 서서히 하지의 대 마
취가 회복하기 시작하여 도 21에 나타내는 바와 같이 척수손상 후 1 주째에는 오픈필드의 벽(높이 8cm)을 잡으면서 
기립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도 21에 나타낸 것처럼, 하위 흉수에 대한 압력 부하를 개시후 2시간 경과한 시점에서 생
리식염수(vehicle, 매체) 만을 정맥 내 투여된 래트는, 척수손상 후 1주를 경과하여도 하지의 대 마취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더구나, 생리식염수 만을 정맥내 투여된 척수손상 래트에서는 개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 21에 나
타내듯이 여러 차례 하복부 욕창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진세노사이드 Rb1 정맥내 투여 예에서는 하복부의 욕창은 거의 
볼 수 없었다.

이상의 실험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는 척수손상 발증 후는 물론이거니와 척수손상 발증 후 2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개시되어도 뛰어난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이 발명되었다. 또, 진세노사이드 Rb 1 은 분명하게 척수손상에 동
반하는 욕창에도 효과·효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였다. 이 것은 척수손상 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외상(두부외상, 말초신
경 장해), 뇌졸중, 탈수질환, 신경변성 질환에 동반하는 욕창의 예방·치료, 처치에도 진세노사이드 Rb 1 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척수손상 이외의 신경외상, 즉 두부외상이나 말초신경의 외상·손상에 있어서도, 진세노사
이드 Rb1 을 상해 발증 후 2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정맥내 투여하여도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고 보여진다.

또, 척수손상을 일으킨 신경조직에서는 종종 해당 척수조직에 부종이 발생하여 신경증상(하지 또는 상지의 대마취, 배
뇨·배변 곤란 등)을 악화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 투여가 뛰어난 척수손
상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본 실험결과는 진세노사이드 Rb1 이 척수조직의 부종 예방·치료·처치에 유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진세노사이드 Rb1 은 척수손상에 동반하는 성기능 장해, 배뇨·배변 곤란, 자율신경장해, 신경원인
성 방광의 뛰어난 치료제라고도 생각된다.

본 발명의 실험결과에서 나타낸 것처럼, 진세노사이드 Rb1 의 척수손상·신경외상 치료효과는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그 대사산물을 리드 화합물로서 신규 척수손상·신경외상 치료약을 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세노사이드 Rb1 혹은 그 대사산물의 표적분자를 동정하는 것에 의해 표적분자의 기능을 수식하는 신규 화합물도 합성
하여 척수손상·신경외상·외상치료약의 개발을 목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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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척수손상에 있어서는, 글리아세포 가운데서도 특히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손상을 받아 세포자멸에 빠진 결과, 탈수
현상이 일어나 신경증상이 악화·진행한다고 보고되어 있다(Crowe, M.J. et al., Nature Med. 3, 73-76, 1997; E
mery, E. et al., J. Neurosurg. 89, 911-920).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지속 투여가 현저하게 척수손상 래트의 
양 하지 마취를 개선한다는 실험결과는, 진세노사이드 Rb1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혹은 세포자멸성 신경 세
포가 죽는 것을 억제하는 것에 의해 척수손상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저용량·저농도
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올리고 덴드로사이트를 보호하는 것에 의해, 탈수를 초래하는 뇌 신경질환(다발성 경화증, 빈
스왕거병, 급성산재성 뇌 척수염, 탈수뇌염, 뇌의 만성 저관유 장해 등)의 예방·치료·처치에도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또,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척수손상 래트의 양 하지 마취(대마취)를 개선한다는 
실험결과는, 손사을 받은 신경섬유 혹은 신경조식이 저용량·저농도의 조사포닌 분획투여에 의해 재생하는 것도 나타내
고 있다.

일반적으로 뇌 신경조직 내의 유수(有髓) 신경섬유에 있어서, 올리고덴드로 사이트는 신경세포의 축색돌기(axon)를 
몇 겹으로 둘러싸서 수초(미엘린, myelin))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무수 신경섬유에 있어서도 올리고덴
드로사이트의 돌기가 신경세포의 축색돌기(axon)를 약 한 겹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같이 뇌 신경
조직 내에 있어서는 신경세포와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상시 밀접한 위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본 발명자들은 신경세포 와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공배양하여, 진세노사이드 Rb1 이 양 세포의 생존을 촉진하는지 아닌
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신경세포는 임신 17일 래트 태아 대뇌피질에서 분리하였다.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탄생 
직후 래트의 전뇌에서 개시한 혼합뇌세포 배양으로 분리하였다. 신경세포 50만개에 대해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5만개
를 공배양하고, 이 배양계에 진세노사이드 Rb 1 을 1fg/㎖에서 10pg/㎖의 농도로 1% 송아지 혈청을 함유하는 DMEM중
에 첨가하고, 5일간 배양하였다. 그 후 전기영동 샘플을 작성하고, 배양웰중의 신경세포 특이 단백질 MPA2와 올리고 
덴드로사이트 특이 단백질의 CNPase의 존재량을 웨스턴블로팅에 의해 조사하였다.

결과를 도 22에 나타냈다. 도 22는 신경세포 -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공배양계 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생존 촉진
효과를 본 웨스턴블로팅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을 대신하는 사진이다.

도 22의 상단이 MAP2의 웨스턴블로팅을, 도 22의 하단이 CNPase의 웨스턴블로팅을 각각 나타내며, 횡방향은 진세노
사이드 Rb1 의 농도(fg/㎖)를 나타낸다. 진세노사이드 Rb 1 을 1fg/㎖에서 100fg/㎖의 농도로, 신경세포와 올리고덴드
로사이트의 공배양계에 첨가하면, MAP2의 밴드 및 CNPase의 밴드가 진세노사이드 Rb 1 비첨가 예 및 진세노사이드 R
b1 104 fg/㎖ 첨가제와 비교하여, 명백하게 진해져 있었다. 이 점은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을 1fg/㎖에서 100fg/㎖
의 농도로 첨가해 두면 MAP2와 CNPase의 존재량이 확실하게 많아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진세노사이드 Rb 1 에 
의해 신경세포 및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생존이 촉진된 셈이 된다. 이 것은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이 올리고덴드
로 사이트의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질환(다발성 경화증, 빈스왕거병 등의 탈수를 초래하는 뇌신경질환)의 예방·치료·
처치에 유효하다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덧붙여서 진세노사이드 Rb1 의 분자량은 약1109.46이기 때문에, 1f
g/㎖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거의 0.9fM의 진세노사이드 Rb1 에 상당한다고 보여진다.

다음에, 본 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 Rb1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의 Bcl-xL 의 발현을 증강하는지 어떤지를 조사하
였다. 이를 위해서 1차배양 래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1fg/㎖에서 10pg/㎖의 농도로 첨가하고, 
6시간 배양한 후에, 총 RNA를 회수하여, Bcl-x L 의 mRNA를 RT-PCR로 측정하였다. RT-PCR의 내부 표준에는, β
액틴 mRNA를 이용하고 있다. 또, 일부의 올리고뉴덴드로사이트는 진세노사이드 Rb 1 로 처리 후에 SDS 전기영동 샘플
로 하고, 배양 웰중의 항세포자멸인자 Bcl-x L 의 존재량을 이뮤노블로팅(웨스턴블로팅)에 의해 검토하였다. 또 올리고
덴드로사이트는 탄생 직후 래트 전뇌에서 개시한 혼합 뇌세포배양으로 분리하였다.

결과를 도 23에 나타낸다. 도 23은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올리고덴드로 사이트에 있어서의 Bcl-xL 의 발현증가의 효과
를 본 이뮤노블로팅(웨스턴블로팅)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도 23의 상단은 RT-PCR의 결과를, 
도 23의 하단은 이뮤노블로팅(웨스턴블로팅)의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상단의 RT-PCR에 있어서의 좌측은 β액틴 m
RNA의 경우이고, 우측은 Bcl-x L 의 mRNA의 경우이다. Rb1 (-)는 진세노사이드 Rb1 부첨가의 예, Rb1 (+)는 진세노
사이드 Rb1 을 100fg/㎖ 첨가한 예이다. 하단의 횡방향은 진세노사이드 Rb 1 의 농도(fg/㎖)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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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PCR에 의해 진세노사이드 Rb1 을 100fg/㎖의 농도로 첨가해 두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 있어서 Bcl-x L mRNA 
의 발현이 확실하게 증가하였다. 또, 이뮤노블로팅(웨스턴블로팅)에 의해서 Bcl-xL 단백도 진세노사이드 Rb1 의 첨가
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본 실험결과는 척수손상이나 탈수를 초래하는 뇌 신경질환에 있어서, 소량의 진세
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보호작용을 발휘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일본특허출원 평 10-365560,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 Rb 1 로 이루어지는 뇌세포 똔느 신경세포 보호제)에 
있어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은 배양신경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1-100fg/㎖ 전후의 농도로 첨가해 두
면, 동세포에서의 Bcl-xL 의 발현이 상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여기서 본 발명자들은 다음에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 지속투여한 경우에도 뇌 조직에 있어서 Bcl-xL mRNA 의 발현증가가 보이는지 아닌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12주령의 SH-SP 래트(체중 250∼300g)를 사용하였 다. 흡입마취하에서 SH-SP 래트의 M
CA를 영구페색한 직후에 진세노사이드 Rb1 (60㎍)을 단회 정맥내 주입하고, 그 후 진세노사이드 Rb 1 을 60㎍/일의 용
량으로 정맥내로 지속투여하였다. 대조군의 MCA 폐색동물 및 허위수술동물에게는 MCA 영구폐색 후 동일 양의 생리
식염수(vehicle, 매체) 만을 정맥내 투여하였다.

결과를 도 24에 나타낸다. 도 24는 생체내에 있어서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의 Bcl-xL 의 발현증가의 효과를 본 RT-PC
R의 결과는 나타내는,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도 24의 상단 2종은 그룹1의 동물군의 경우이고, 하단 2 종은 그룹2의 
동물군의 경우이다. 각각의 그룹의 상단은 β액틴의 경우이고, 하측은 Bcl-x L 의 경우이다. Sham은 허위수술동물, R
b1 (-)은 생리식염수 투여 뇌경색 동물, Rb 1 (+)은 진세노사이드 Rb1 정맥내 투여 뇌경색 동물로 MCA영구폐색 후 4
시간째(Rb1 (+)의 좌측)의 경우와 MCA영구폐색후 6주째 (Rb 1 (+)의 우측)의 경우를 나타낸다.

그룹1은 허위수술동물, 생리식염수 투여 MCA 영구폐색동물(MCA 영구폐색 후 즉 뇌경색 후 4시간째), 진세노사이드 
Rb1 투여 뇌경색 동물(MCA 영구폐색 후 6시간째)의 동물을 나타낸다. 그룹2도 동일한 조건의 동물로 구성되어 있다. 
Sham은 허위수술동물, Rb 1 (-)은 생리식염수 투여 뇌경색 동물, Rb1(+)은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 투여 뇌경색동
물을 나타낸다. 허위수술 후, 및 MCA 영구폐색 후 4시간째 혹은 6시간째에, 래트를 포수 클로랄로 마취하여 좌측 대뇌
피질(즉 MCA 영구폐색측의 대뇌피질)을 꺼낸 다음에, 총 FNA를 조정하여 RT-PCR에 이용하였다. 또 내부 표준으로
서 β-액틴(β-actin)의 mRNA를 사용하였다.

도 24와 같이, 그룹1, 그룹2 모두 허위수술 동물이나 생리식염수 투여 뇌경색 동물에 비해서,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 
투여예에 있어서 MCA 영구폐색후 4시간째, 6시간째 모두 대뇌피질의 Bcl-x L mRNA발현이 확실하게 상승하고 있었다.

대뇌피질의 신경조직에는, 신경세포, 신경간세포, 클리아세포(아스토로사이트, 미크로글리아,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혈
관내피세포, 혈관평활근세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가 대뇌피질에 있어서의 B
cl-xL mRNA 발현을 촉진시킨다는 본 실험결과는, 전술한 대뇌피질 구성세포의 어느 하나가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
내 투여에 의해 Bxl-xL mRNA 발현을 증강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진세노사이드 Rb 1 은 세포의 종을 넘어서 B
cl-xL 발현 증강 작용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또 뇌경색 래트뿐만 아니라 척수손상 래트에 있어서도, 진세노사이드 R
b1 의(60㎍/일)의 정맥내 투여가 척수조직에서 Bcl-x L mRNA의 발현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 저용량·저
농도의 조사포닌 분획의 정맥내 투여가 진세노사이드 Rb1 (60㎍/일)의 정맥내 투여와 마찬가지로, 반신불수의 골수손
상 래트를 기립시킨다는 전술한 실험결과에 의거하면, 저용량· 저농도의 조사포닌 분획의 정맥내 투여도 뇌 신경조직
에 있어서의 Bcl-xL mRNA의 발현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본 발명자들은 지금까지 신경조직이나 신경조직 구성세포(신경세포,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이용하여 약용인
삼(홍삼분말), 조사포닌분획, 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을 연구하여 왔지만, 다음에 심장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1차배양 심근세포를 진세노사이드 Rb 1 존재하에서 18시간 배양하
였을 경우의, Bcl-xL mRNA와, Bcl-xL 단백질의 발현변동을 RT-PCR과 이뮤노블로팅에 의해 검토하였다. 심근세포
는 임신 17일령의 래트 태아 심장을 트립신 EDTA를 이용하여 세포분산한 것을, 10% FCS(송아지 혈청)를 함유하는 
DMEM중에서 수일간 배양한 것을 사용하였다. RT-PCR은 β액틴 mRNA를 내부표준으로 하여 사용하였다. 이놈 블로
팅에서는, 횡문근 특이적 단백질인 트로포닌T를 내부표준으로하여, Bcl-xL 단백질의 발현을 검토하였다. 이놈 블로팅
에서는 서로 다른 루트의 심장세포를 이용하여, 동일한 실험을 10회 반복하고, Bcl-x L 면역반응양성의 밴드를 덴시트
메트리로 분석하고 통계학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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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도 25에 나타낸다. 도 25의 상단은 RT-PCR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고, 중단은 이뮤노블로팅
(웨스턴블로팅)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횡방향은 진세노사이드 Rb 1 의 농도(fg/㎖)를 나타낸다.

도 25의 하단은 웨스턴블로팅의 결과를 나타내는 덴시트메트리 해석에 사용한 것을 나타낸다. 통계해석법은 Anova+
Fischer's PLSD이며, 개수 n은 10이고, * 는 p< 0.05를, ** 는 p< 0.01인 것을 가리킨다.

도 25와 같이, 진세노사이드 Rb1 1fg/㎖ - 100fg/㎖존재시에, Bcl-x L mRNA의 발현이 확실하게 상승하였다. Bcl-x

L 단백 레벨에서는 1fg/㎖에서 104 fg/㎖ 의 농도로 진세노사이드 Rb1 이 유의하게 Bcl-xL 단백의 발현을 증강시켰다. 
본 실험에서는 진세노사이드 Rb1 104 fg/㎖의 농도로 Bcl-x L mRNA의 발현과 Bcl-xL 단백의 발현에 해리가 발생하고 
있지만, Bcl-xL mRNA의 발현은 비교적 고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 18시간 후에는 이미 하
강조절(down regulation)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에 본 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 Rb1 이 Bcl-xL 단백의 발현을 상승시키 는 농도역에서, 실제로 심근세포의 세포사
멸를 억지할수 있는지 어떤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예를 들면 1차배양 심근세포를 글루코스 비존재하에서 배야
하였을 경우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심근세포 보호효과를 검토하였다. 글루코스를 함유하지 않은 무혈청 DMEM중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0에서 1ng/㎖의 농도로 첨가하여 두고, 심근세포를 4 내지 5일간 배양하였다. 그 후 전기영동 샘
플을 작성하고, 항횡문 특이 α액틴항체를 이용하여 이뮤노블로팅(웨스턴블로팅)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도 26에 나타낸다. 도 26의 상단은 α-액틴(α-action)의 웨스턴블로팅의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을 대신하는 
사진이며, 횡방향은 진세노사이드 Rb1 의 농도(fg/㎖)를 나타낸다. 도 26의 하단은 웨스턴블로팅의 결과를 덴시트메트
리 해석한 것을 각각 나타낸다. 통계해석은 ANOVA+Scheffe's post hoc test에 의한다. 개수 n은 3이고, *는 p< 0.
05를, **는 p< 0.01인 것을 가리킨다.

도 26과 같이, 무글루코스 무혈청 배양액만으로 심근세포를 배양한 경우는, 배양 4-5일째에 이미 심근세포는 소실되
어 α액틴의 밴드도 검출되지 않았다. 진세노사이드 Rb1 을 1fg/㎖에서 10 4 fg/㎖의 농도로 첨가하여 둔 경우에는 박동
을 계속하는 다수의 심근세포가 관찰되었고, 이뮤노블로팅에 의해 횡문근 특이적 α액틴의 유의한 존재가 인정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은 신경세포에 대한 경우보다도 약간 넓은 농도역으로 (0.01-10 -4 fg/㎖ 혹은 1-
104 fg/㎖) 심근세포의 Bcl-xL 발현을 상승시키고, 심근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가지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은 일본특허출원 평 10-365560,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 Rb 1 로 이루어지는 뇌
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있어서, 1fg/㎖, 100fg/㎖, 10 5 fg/㎖의 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이 아포트시트성 신경
세포사멸를 억제하는지 아닌지 하는 점과, 신경세포의 Bcl-xL 단백의 발현을 촉진하는지 아닌지 하는 점을 연구한 결
과, 1fg/㎖과 100fg/㎖의 농도에서 유의한 효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0 4 fg/㎖의 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이 유의하게, 심근세포의 Bcl-xL 단백발현을 상승시키고, 심근세포의 세포사멸를 억지하였기 때문에, 신경세포에 있어
서도 동일한 농도역(1fg/㎖에서 104 fg/㎖)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이 Bcl-xL 단백의 발현을 촉진하고 세포자멸성 신경
세포사멸를 억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104 fg/㎖이라는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이 심근세포에 있어서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상승시키고, 무글루코스조건하의 심근세포사멸를 억지한다는 본 실험결과에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이 심근세
포의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모든 질병(예를 들면 심근경색, 심근염, 가와사키병, 심근증, 심부전, 심정지, 협심증 등)에 
효과·효능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또 심장외과 수술시에 인공심폐관류액 중에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첨가해 
두는 것에 의해, 심근세포나 심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에도, 저
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로 투여하는 것에 의해, 소생후의 심근세포 장해를 최소한으로 억누를 수 
있다. 또 저혈당발작을 하는 환자, 혹은 빈번하게 저혈당발작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환자에게,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 투여, 삽항투여, 설하투여, 혹은 점비투여해 두면, 보다 효과적으로 저혈당에 의한 심근세포 장해를 경감
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전술한 심근세포에 대한 바람직한 효과는, 저용량·저농도의 조사포닌 분획에 의해서도, 
초래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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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약용인삼(홍삼분말)이나 진세노사이드 Rb1 의 Bc1-xL 발현증강 작용에 대해서 기재하였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Bcl-2패밀리 단백은 Bcl-2, Bcl-x L , Bcl-w 등의 세포사멸 억제인자군과 Bax, Bad, Bid, Bik 등의 세포
사 촉진 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Bcl-2패밀리 단백은 장기 특이적 및 세포 특이적인 발현패턴을 가지는 것도 알려
져 있다. 따라서, 신경조직이나 심근세포에 대해서는 진세노사이드 Rb1 은 Bcl-xL 의 발현을 상승시킨다는 것이 본 발
명 및 본발명자들 (사카나카, 타나카)의 기출원특허(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 PCT/JP99/02550, 진세노사이드 
Rb1 로 이루어지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보호제)에 있어서 발견되고 있지만, 다른 장기나 세포에 있어서는 진세노사이
드 Rb1 이 Bcl-xL 이외의 세포사멸 억제인자의 발현을 촉진하던지 혹은 전기의 세포사 촉진인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
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진세노사이드 Rb 1 이 신경조직이나 신경세포에 있어서도, Bcl-xL 이외의 세포사멸 
억제인자(예를 들면 Bcl-2나 Bcl-w)의 발현을 촉진하거나, 혹은 세포사 촉진인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은 세포사의 시그널전달에 있어서, 프로카스파아제9, 카스파아제9, 프로카스파
아제3나 카스파아제3 등의 상류에 존재하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b1 이 Bcl-xL 의 발현을 상승시키고, 강력하게 신
경세포사멸를 억지한다는 사실은, 진세노사이드 Rb1 이 카스파아제의 활성화도 억제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선행출원(일본특허출원 평11-243378, 약용인삼으로 이루어지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 
있어서, 본 발명자들은 약용인삼에 함유되는 활성성분의 후보물질을 리드 화합물로 하여 뇌세포 또는 신경세표의 보호
작용을 가지는 화합물을 신규로 검색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본 발명에 있어서 이 것을 실증하는 것을 시도하였
다. 이를 위해서 본 발명의 상기 구조식(II)로 나타나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dihydro-ginsenoside Rb 1 )을 
사용하였다.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본 발명자들이 알고 있는 한, 신규 화합물이라고 생각되지만, 본 발명자가 
가지고 있는 고순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팔라듐차콜을 촉매로 하여 환원(즉 수소첨가)하는 것에 의해 제조할 수 있
다.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약리작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약 16주령의 웅성 SH-SP래트(체중 300-320g)를 사
용하였다. 동 동물은 12시간단위의 명암 사이클실에서 사육하고, 물 및 먹이는 자유 섭취로 하였다. 흡입마취하에서 동 
동물의 좌중 대뇌동맥 피질지(MCA)를 응고·절단하였다.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MCA영구폐색 직후에 단회 
정맥내 주입(약 60㎍), 그 후 알자미니침투압펌프를 이용하여 24시간 정맥내로 지속주입(약 60㎍/일)하였다.

또, MCA를 영구폐색한 대조동물(허혈대조동물)에는 동일 양의 생리식염수 (vehicle, 매체) 만을 정맥내 투여하였다. 
MCA영구폐색후 24시간째에, 치사량의 펜트발비탈을 래트의 복강내로 주입하였다. 동 동물이 사망한 직후에 뇌를 적출
하여, 2mm 두께의 전액절편을 작성하였다. 이 절편을 1%의 2,3,5-트리페닐-테트라졸륨 클로라이드(2,3,5-triphe
nyl-tetrazolium chloride: TTC) 용액에 30분간 37℃에서 침지하고, 10% 포르말린으로 12시간 이상 고정하였다.

결과를 도 27, 도 28에 나타낸다. 도 27은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2가지 예를, 도 28은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을 
정맥내 투여한 2가지 예를 나타낸다.

도 27과 같이, MCA영구폐색 후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래트에서는, 마주하여 좌측의 대뇌피질에, TTC로 염색되지 않은 
백색의 뇌경색병소가 확실하게 인정되었다. 한편, 도 28과 같이 MCA영구폐색 후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을 정
맥내 투여한 래트에서는 뇌경색병소가 현저하게 축소하고 있었다. 특히, 도 28의 우측의 컬럼으로 한 뇌에 있어서는, 
뇌경색병변이 현저하게 축소하고, 이 병변이 대뇌피질의 극히 표층에 국한하고 있었다. 이 것은,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
드 Rb1 이 허혈소주변부(ischemic penumbra)의 세포자멸성 신경세포사멸를 억지할 뿐만 아니라, 허혈소 중심부 (is
chemic core)의 신경세포나 뇌세포의 괴사(necrosis)를 억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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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혹은 그 대사산물이 MCA를 영구페색된SH-SP 래트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 Rb 1 과 동일
한 뇌경색 축소작용을 나타낸다는 본 실험결과는, 진세노사이드 Rb1 을 리드 화합물로 이용하는 것에 의해 특히 저용량
·저농도로 작용하는 신규 신경세표 보호제 혹은 신규 뇌세포보호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더구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유효한 정맥내 투여량은 진세노사이드 Rb1 의 유효한 정맥내 투여량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하게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도 저농도, 저용량으로 뛰어난 신경세포 보호
작용, 뇌세포보호작용을 나타낸다고 보여진다. 물론 특개평10-365560, PCT/JP99/02550(진세노사이드 Rb 1 로 이루
어지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 있어서 본 발명자들이 기재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는, 모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도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은 진세노사이드 R
b1 과 동일하게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상승시키며, 신경세포의 세포자멸 혹은 세포자멸성 신경세
포사멸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진세노사이드 Rb1 과 마찬가지로, 신경세
포사멸를 동반하는 모든 뇌신경 질환(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뇌경색, 뇌혈전, 뇌색전, 지주막하 출혈, 일과성 뇌허혈발
작, 픽크병, 척수소뇌변성증, 파킨슨병, 탈수질환, 무답병을 비롯한 폴리글루타민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연내방, 노
인성 황반변성증, 당뇨병성 망막증, 망막중심동정맥 폐색증, 망막박리, 망막색소변성증, 에이즈뇌증, 간성노증, 뇌염, 
뇌성마비, 두부외상, 척수손상, 샤이드레이자병, 뇌종양, 중독성 신경질환, 일산화탄소 중독, 신생아 가사, 말초신경장
해, 경련성 대마비, 진행성 핵상성 마비, 척수혈관장해, 미토콘트리아 뇌근증, 수막염 등)에 효과·효능을 보인다고 한
다.

그리고,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은 세포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도 해야 하는 단백질이며, 뇌신경조
직 뿐만 아니라 간장, 지라, 면역계 조직, 순환계 조직, 피부를 비롯한 많은 말초장기·조직에 분포하여, 세포의 생존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하게, Bcl-xL의 발현을 상승시킨다
는 전기의 추측에 의거하면,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말초장기·조직의 치료·예방·처치
에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말초장기·조직의 질병중에는 심근·간장·신장의 허
혈재관류장해, 심근증,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말초순환부전, 욕창, 피부궤양, 파부의 창상, 외상, 열상, 방사선 장해, 
전격증, 노화, 자외선장해, 탈모증, 건피증, 피지결핍증, 자가면역병, 면역부전병, 장기 이식 후의 거절반응, 근지스트로
피, 각막손상, 방사선장해, 감염증, 교원병, 대동맥염 증후군, 금성도맥폐색증, 폐색성 혈전혈관염, 소화성궤양, 폐색성 
동맥경화증, 레이노병, 레이노증후군, 치질, 혈전성 정맥염, 췌염, 간염, 신염, 당뇨병성 신염, 당뇨병성 심근증, 설통증, 
당뇨병, 동맥경화증 등이 포함된다. 또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나이를 먹음에 동반하는 면역기능저
하, 순화기능저하, 소화기능저하, 피부기능 저하, 성기능 감퇴의 제 증장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건강약으로서도 사용가
능하다. 더욱이,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화장품의 조성물로 이용하는 것에 의해, 나이를 먹음에 동반하는 피부
의 노화(피부의 위축, 피부처짐, 비듬, 가려움, 백발, 각층박리, 각질세포박리, 바삭거림, 금, 주근깨, 색소침착, 햇볕에 
탐, 건조, 주름, 기미 등)의 예방·치료·처치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발모제, 육모제, 탈모의 진행 예방제 로서도 이용가능하다. 물론 일본특허출원 20
00-163026호(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로 이루어지는 피부조직 재생촉진제)에 기재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는, 모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에도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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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출원 평 11-243378, PCT/JP99/06804(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로 이루어지는 뇌혈관재생·재구축촉
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억제제)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소량 정맥내 지속투여가, 뇌혈관재생·재구축촉진
작용, 신경조직 2차변성억지작용,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의 억지작용 등을 통해서, 반
신불수의 척수손상 래트를 기립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진세노사이드 Rb1 과 마찬가지
로 뛰어난 뇌경색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본 실험결과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척수손상·두부외상·신경외
상의 치료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일본특허출원 평11-243378, PCT/JP99/06804(진세노사이드 R
b1 로 이루어지는 뇌혈관재생 ·재구축촉진제 및 신경조직2차 변성 억제제)에 있어서, 본 발명자들 (사카나카, 타나카)
이 기재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에도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투여방법으로서는,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하게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정맥내 투여로 뿐만 아니라, 외용제나 병변국부 국소주사제로서
도 사용가능하다. 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투여법으로서, 피하주사, 근육주사, 안연고, 점안, 점이, 흡입, 삽
항투여, 경구투여, 설하투여, 경피투여 등 임의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단,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을 경구투여
제로 사용할 때에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단독투여로는 효과를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화
관에서의 분해를 저지하는 담체(쉐락, 젤라틴, 유층 등) 혹은 소화관에서의 흡수를 촉진하는 담체에 디하이드로진세노
사이드 Rb1 을 혼입·봉입 또는 결합시킨 후에, 경구투여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
b1 의 대사산물 가운데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등 혹은 그것 이상의 효과·효능을 가지는 것이 동정되면, 디
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적응이 기대되는 전술한 질병에 대해서 그 활성대사산물을 기술한 방법으로 투여할 수 도 
있다. 또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과 고분자 화합물과의 분산체를 작성한 후, 분무건조시켜서 임의의 투
여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고분자 화합물의 미크로입자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코팅한 후에, 임
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여도 좋다. 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프로드럭을 작성하여,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
하여도 좋다. 예를 들면,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수산기를 에스텔화하여 프로드럭을 작성하여, 뇌혈액관문을 
통과시킨 후에, 내인성 에스테라아제로 가수분해하여 뇌내로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행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또, 피부이식용 케라티노사이트배양 시트의 보호·유지에도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기
타의 이식용 장기·조직(간장, 신장, 심장, 지라, 폐, 소화관, 각막, 혈관 등)에 대해서도, 이식수술이 실시되기 까지의 
사이에 저농도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로 담그던지 관류하는 것에 의해, 동일 장기의 세포상해나 혈관망의 파정
이 억지되어 이식수술의 성적도 향상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수혈용 혈구성분·혈소
판의 보호·유지, 동결난자 혹은 정자의 보호·유지, 동결간세포의 보호·유지에도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물론,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본 발명에 있어서 기재된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한 효과·효능·용도를 나타
내는 것은 쉽게 추측된다.

이상의 홍삼분말을 이용한 실험결과에서, 홍삼분말로 이루어지는 경구 투여용 Bc1-xL 발현증강제가 고용량에서는 뇌
혈관성 치매, 뇌경색, 뇌출혈, 자주막하 출혈, 일과성뇌허혈발작, 신경변성질환, 탈수질환, 뇌성마비, 척수손상 등의 뇌
·신경질환의 치료, 예방 또는 처치에 유효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또, 저용량의 홍삼분말을 경구투여하는 것에 의해, 간장·췌장을 비롯한 말초장기에 있어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단백의 발현이 증강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용량의 홍삼분말 경구투여는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말
초장기의 질병(심근증, 심부전, 심근경색, 심근염, 간·신·심허혈재관류 장해, 간염, 신염, 당뇨병, 면역부전병, 욕창, 
피부궤양, 창상, 외상, 방사선 장해, 자외선 장해 등)에도 유효하다고 보여진다. 단,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말초장기나 
말초조직의 질환에 대한 홍삼분말 경구투여의 효과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부는 본 발명자들이 파악할 수 없는 동양의학 
관련 논문 혹은 한방의학 관련논문에 있어서,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부기해 두고 싶다.

또, 전술한 진세노사이드 Rb1 을 이용한 실험결과에서,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뇌부종의 예
방·치료·처치에 유효하다는 것, 척수동반에 동반하는 욕창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점, 뇌신경 조직의 Bcl-x L 발현
을 증가하는 점이 명백해졌다. 또,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생존을 연장하여, 동세포의 B
cl-xL 발현을 상승시키는 점, 및 심근세포의 생존을 촉진하고, 동세포의 Bcl-x L 발현을 상승시킨다는 점이 판명되었다. 
여기에다가, 저농도· 저용량의 조사포닌분획의 정맥내 투여가, 뛰어난 뇌경색치료효과, 척수손상치료 효과를 발휘한다
는 것을 증명하고, 동분획에 함유되는 성분의 어느 하나가 척수손상·두부외상·신경외상 치료용의 의약조성물이 된다
는 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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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진세노사이드 Rb1 의 신규 환원화함눌 즉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소량 정맥내 투여에 의해 진세노
사이드 Rb1 과 동일한 뛰어난 뇌경색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판병되었다. 즉,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본 발
명자들이 기출한 특허(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 PCT/JP99/02550; 일본특허출원 평11-340850, PCT/JP99/0
6804)에 기재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를 가진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물론,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
드 Rb1 은 지금까지 다른 발명자나 연구자에 의해 보고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를 전부 가
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이용한 본 실험에서, 진세노사이드 Rb 1 을 리드 화합물로 이용
하는 것에 의해, 많은 신경세포 보호제, 뇌세포 보호제, 뇌졸중 치료약, 신경변성질환 치료약, 척수외상·두부외상·신
경외상 치료약, 세포보호제 등이 개발된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한편, 본 발명의 사용되는 홍삼분말,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 저농도·저용량의 조사포닌 분획은 부작용
이 극히 적은 물질로서 알려저 있다.

    
본 발명은 비교적 고용량의 홍삼분말의 경구투여용 제제로 이루어지는 유효한 급성기·만성기의 뇌경색(뇌혈전·뇌색
전) 뿐만 아니라 뇌출혈·자주막하 출혈의 급성기나 만성기 혹은 일과성뇌허혈발작 등에 대한, 뇌·신경질환의 치료, 
예방제 및, 신경세포·신경조직보호약을 제공한다. 즉, 본 발명의 홍삼분말은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 환자
의 의식과 연하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한, 재택에서도 경구투여 가능한 약물이다. 또 당뇨병, 고혈압증, 뇌동맥경화증, 
심방세동, 뇌동맥류 등의 기초질환을 가지는 뇌졸중 예비군으로도 말해야 하는 고령자 혹은 뇌졸중의 기왕을 가지는 환
자가 미리 홍삼분말을 복용해 두면, 만일 불행하게도 뇌졸중 발작을 하더라도, 홍삼분말을 계속하여 복용하는 것에 의
해 뇌졸중 병소나 고차신경기능 장해가, 홍삼분말 비복용 환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억제된다.
    

    
또, 본 발명의 홍삼분말을 비교적 고용량 경우투여하는 것에 의해 신경조직에 있어서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즉 
Bcl-xL 단백의 발현이 촉진되는 점, 및 비교적 고용량의 홍삼분말 경구투여가 허혈소 주변부(ischemic penumber)에 
있어서의 세포자멸성 신경세포사멸를 억지한다는 점에서 판단하면, 본 발명의 비교적 고용량의 홍삼분말로 이루어지는 
의약조성물은 세포자멸성 신경세포사 혹은 세포자멸을 동반하는 1차성·2차성 신경변성질환(알츠하이머병, 픽크병, 척
수소뇌변성증, 파킨슨병, 탈수질환, 무답병을 비롯한 폴리클루타민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연내장, 노인성 황반 변성
증, 당뇨병성 망막염, 망막중심종정맥폐색증, 망막박리, 망막색소변성증, 에이즈뇌증, 간성뇌증, 뇌염, 뇌성마비, 두부
외상, 척수손상, 일산화탄소중독, 신생아가사, 말초신경장해, 경련성 대마비, 뇌종양, 뇌염, 알콜중독, 중독성 신경질환, 
스핀고리피드시스, 진행성 핵상성 마비, 척수혈관 장해, 미토콘드리아 뇌근증, 수막염 등) 등에도 유효하다. 또, 본 발
명의 홍삼분말은 나이를 먹음에 동반하는 뇌신경세포사에 기인하는 제 증상(기명력 감퇴, 진전, 근력 저하, 작업능력 저
하, 사고력 저하, 소재식 감퇴, 계산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의욕저하, 동기부여 저하, 인지기능 저하, 저작(씹는)기능 
저하, 언어기능 저하, 판단능력 저하 및 기타 고차 뇌신경기능 저하)을 개선할 목적으로, 건강식품, 건강약(OTC제제)
로서도 사용가능하다. 또, 본 발명의 의약 조성물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안전성이 높은 약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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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은 세포를 살기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도 말할 수 있는 단백질로 뇌신경조
직 뿐만 아니라 간장, 지라, 면역계 조직, 순환계 조직, 피부를 비롯한 많은 말초장기·조직에 분포하여, 세포의 생존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용량의 홍삼분말 경구투여가 간장·지라 등의 말초장기에 있어서의 Bcl-xL 단백발현량을 증
가시킨다는 본 실험결과는 저용량의 홍삼분말이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모든 말초장기·조직의 질병의 치료·예방·처치
에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말초장기·조직의 질병 중에는 심근·간장·신장의 
허혈재관류장해, 심근증, 부전증, 심근경색, 협심증, 말초환경부전, 욕창, 창상, 자가면역병, 면역부전병, 장기 이식후의 
거절반응, 디스트로피, 각막손상, 방사선장해, 자외선 장해, 감염증, 교원병, 대동맥염증후군, 급성동맥 폐색증, 폐색성 
혈전 혈관염, 폐색성 동맥경화증, 레이노병, 당뇨병, 레이노증후군, 혈전성 정맥염, 췌염, 간염, 신염, 당뇨병성 신증, 당
뇨병성 심근증, 설통증 등이 포함된다. 기타 세포사멸를 동방하는 질환이나 병태에 애해서는 성서(오늘의 치료지침; 감
수, 히노하라 오모아키, 아베 마사토; 의학서원; 1995)에 기재되어 있지만, 이들의 질환이나 병태의 예방·치료·처치
에 홍삼분말이 유용하다. 또, 넓은 의미로는 욕창, 피부궤양, 열상, 동상 등도 창상에 포함된다. 또, 본 발명의 홍삼분말
은, 나이를 먹음에 동반하는 면역기능 저하, 순화기능 저하, 소화기능 저하, 피부기능저하, 성기능 감퇴의 제 증상을 개
선할 목적으로, 건강약으로서도 사용가능하다. 홍삼분말은 사람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이나 가축의 질환 예방·치료·처
치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 해산물(어개류, 갑각류, 장어, 붕장어 등)의 양식이나 농산물 재배에도 이용된다. 이 경우 
홍삼분말은 해양자원이나 농작물을 내분비 교란작물, 독소, 외상, 미생물, 바이오하자드 등으로부터 보호한다.

또한 홍삼 분말에서 추출된 성분(홍삼 엑기스), 조 사포닌 분획, 각종 정제 사포닌, 진세노사이드류, 비 사포닌 분획) 
및 이들의 대사산물 또는 화학적 유도체도 홍삼 분말과 동등한 효과·효능을 나타낸다고 기대된다.

또한 홍삼 분말의 뇌세포(신경세포, 글리아세포 등) 보호성분을 리드 화합물로서, 신규 세포보호제를 개발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홍삼 분말의 뇌세포 보호성분의 표적분자 또는 수용체를 동정하는것에 의해 또한 이들의 기능
을 수식·조절한 신규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다. 이들 홍삼 분말중의 뇌세포 보호성분의 후보로서, 약용인삼의 조 사포
닌 분획 성분, 진세노사이드 Rb1 을 시작으로 하는 정제 사포닌, 약용인삼의 비 사포닌 성분 및 이들의 대사산물이 고려
되는 것은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에서 기술한 것이다. 약용인삼중에 포함된 정제 사포닌이나 이들의 대사산물을 부분
적으로 기술한 문헌으로, 莊司의 저서(莊司順三, 약용인삼 사포닌의 화학, 약용인삼', 95, 態谷 朗編, pp 251∼261) 와 
小橋의 저서(小橋恭 등, 약용인삼의 진정한 활성물질은?, -소화관에서 일본 한약성분은 모두 변화하고 있다-, 약용인
삼', 95, 態谷 朗編, pp 213∼221)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것과 같이, 세포사렴을 동반하는 모든 질환의 예
방·치료·처치제를 개발이상으로 필수의 것이 된다.

또한 홍삼 분말의 뇌세포 보호성분 대사산물 또는 홍삼 분말(약용인삼) 이들의 세포보호기구를 해석하는 것에 의해, 세
포내 정보전달 분자중, 이 분자군이 세포의 생사에 관여하는가를 명확하게 하여, 이들 분자군의 기능을 촉진 또는 저해
하는 신규한 화합물을 합성하면, 세포사멸을 동반하는 질환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의 예방·치료·처치에도 이용할 수 
있는 약제가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본 발명에서는 진세노사이드 Rb1 이 우수한 뇌부종의 예방·치료·처치제로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적으로 
뇌부종 또는 신경조직의 부종이라는 병상은 뇌출혈, 뇌경색, 뇌색전, 거미막하출혈, 두부외상, 뇌종양, 뇌염, 중금속중
독, 신경외상, 척수손상, 경련발작시, 경련발작후, 뇌신경외과수술증, 뇌신경외과수술전후, 척추외과수술중, 척추외과수
술전후,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후 소생하는 때 등에 있어서 종종 출현하는 환자의 생명 예후나 신경증상에 악영향을 주
는 것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 투여가 뇌경색(뇌색전) 발증후의 뇌부종을 치료
하는 것을 발견한 본 실험 결과는 진세노사이드 Rb1 이 전술의 병증, 질환, 병상, 병후에 따른 뇌신경조직의 부종의 예
방·치료·처치에도 유용한 것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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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체조직의 부종이라는 병상태는 뇌혈관이 영구폐색된 뇌조직뿐만 아니라, 말초의 혈관이 폐색된 경우나 말초장기
·조직의 혈관이 장해된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뇌혈관(MCA)가 영구폐색된 후에 소량의 진
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 투여하여 뇌부종이 개선·치료되는 것을 본 실험 결과에 기초하면, 진세노사이드 Rb1 은 말
초조직이나 말초장기의 순환장해(예컨대, 대동맥염증후군, 교원증, 급성말초동맥폐색증, 폐색성 혈전혈관염, 폐색성 동
맥경화증, 혈전성 정맥염, 당뇨병성망막증, 당뇨병성 신염, 망막중심동정맥 폐핵증, 레이노증, 레이노 증후군, 외상, 치
질, 심근경색, 욕창, 당뇨병성 피부궤양, 말초순환부전, 협심증, 간·신·심 허혈재관류 장해 등)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생각된다. 물론, 상기의 질병중 치매나 욕창에 동반되는 병변조직의 부종에 대하여는 진세노사이드 Rb 1 을 적당한 
기제에 혼입하여 위에 외용도포 또는 삽항투여하는 것도 좋다. 진세노사이드 Rb1 은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유지할 수 있으며, 정맥내 투여에 한
하지 않고, 살술한 것과 같이 임의의 투여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척수손상을 동반하는 욕창에도 효과·효능을 발
휘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 것은 척수손상 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외상, 말초신경장해, 말초신경통, 말초신경마비, 뇌졸
중, 뇌신경성 질환, 탈수질환에 동반하는 욕창에도 진세노사이드 Rb 1 이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상기의 뇌
·신경질환의 일차 변성에 대해서도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이 우수한 효과·효능을 나타낸다는 것은 본 발명자들
이 이미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척수손상을 일으킨 신경조직에서는, 자주 상기 척수조직에 부종이 발생하고, 신경증상(상지 또는 하지의 대마비, 
배뇨·배변곤란, 신경원인성 방광)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우수한 척수손상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본 시험결과는 진세노사이드 Rb1 이 척수조직의 부종의 예방·치료·처치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장해, 배뇨·배변곤란이나 신경원인성 방광의 예방·치료·처치에도 유용하다는 것을 말
하고 있다.

또한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및 심근세포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증강하고, 동세포의 생존을 촉진하기 때문에,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 정맥내 지속투여, 점비투여, 
설하투여 또는 삽항투여 등은 다발성 경화증, 빈스윈가병, 백질뇌염 등의 탈수질환, 뇌의 만성저관류장해, 심근경색, 심
부전, 심근증, 심정지, 협심증, 심패소생술중, 심폐소생술전후, 심장외과수술중, 심장외과수술전후, 등에 유용하다고 생
각된다.

진세노사이드 Rb1 은 상술한 것과 같이 의약조성물로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의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이나 세포
자멸을 억제하기 때문에, 생체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건강약 또는 화장품의 조성물로서도 사용가능한다. 특히 피부국
소에서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세포외액의 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
fg/ml 이하가 되도록, 모든 화장품 예컨대, 화장수(스킨로션), 유액(밀크로션), 화운데이션, 콜드크림, 클렌징크림, 세
안폼(foam), 나이트크림, 미백크림, 분, 양치약, 세안(洗眼)액, 세안(洗顔)액, 구홍(口紅), 립크림, 하지크림(메이크업
페이스), UV 리퀴드화운데이션, 파우더화운데이션 등 속에 미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혼입하면, 나이를 먹음에 동반
하는 노화증상(자외선장해, 반점, 주름, 주근깨, 뽀루지, 갈라짐, 피부처짐, 가려움, 햇볕에 탄)을 방지하는데 매우 유용
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발모제, 육모제, 탈모의 악화예방제로서도 사용가능하
다.

진세노사이드 Rb1 의 Bcl-xL 발현 증강작용은 신경세포, 글리아세포, 혈관내피세포, 혈관평활근세포, 신경간세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세포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은 저용량·저농도에서 우수한 효과를 발휘하
는 세포보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은 중추신경조직 뿐만 아니라 말초조직·말
초기간에서도 세포사멸을 동반하는 모든 질환, 증후, 증상에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용량·저농도의 진세노
사이드 Rb1 은 암환자나 육종 환자에서도 종양세포에 침습한 건상(健常)조직의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것에 의해 상기 환
자의 QOL 개선이나 생명 연장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을 리드 화합물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해 신규의 유용한 세포보호제 진세노사이드 Rb

1 이 제조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약용인삼에 포함된 다른 성분을 리드 화합물로서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신규한 유용한 의약조성물 및 건강약, 건강식품 등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58 -



공개특허 특2002-0035855

 
척수손상 래트를 이용한 본 실험결과에 의해,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제제의 척수손상치료 효
과는 진세노사이드 Rb1 과 비교하여 손색없이 우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정제 사포닌
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대사산물이 매우 강력한 척수손상 치료작용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조 사
포닌 분획에 포함된 정제 사포닌중 어느 하나 또는 이들의 대사산물이 척수손상·신경외상치료를 위한 리드 화합물로 
될 수 있는 것도 지지된다. 본 실험결과는 또한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정제사포닌(제 15도)중 어느 하나가 척수손상
후의 신경조직 2차 변성을 억제하는 것도 지지되고 있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오타네닌징(Panax ginseng C.A. Meye
r)의 조 사포닌 분획을 이용하지만, 다른 약용인삼(예컨대, 삼칠인삼, 임삼전칠, 히말라야 인삼, 아메리카인삼, 칙세츠
닌징 등)의 조 사포닌 분획을 이용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상술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성분중 어느 하나가 척수손상·신경외상·두부외상의 예방·치료·처치에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지와 같이, 신경조직은 다른 말초조직에 비하여 외상에 대하여 매우 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조 사포닌 분획을 포
함하는 의약조성물이 척수손상의 치료·예방·처치에 현저히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이 중
추신경조직 이외의 말초신경의 외상·창상·열상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척수손상에서 글리아 세포중에서도 특히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손상을 받아 세포자멸한 결과, 탈수현상이 일어나
고 신경증상이 악화·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rowe, M,J 등, Nature Med. 3, 73∼76, 1997; Emery, E 등, 
J. Neurosurg. 89, 911∼920, 1998). 조 사포닌 분획의 정맥내 투여가 현저하게 척수손상 래트의 양 하지 마비를 개
선한다고 하는 실험결과는 조 사포닌 분획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는 것
에 의해, 척수손상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에 함유된 
정제 사포닌중 어느 하나가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보호하는 것에 의해, 탈수를 유발하는 뇌신경질환(다발성 경화증, 빈
스윈가병, 백질뇌염, 뇌의 만성저관류장해 등)의 예방·치료·처치에도 래트의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의 정맥내 투여가 척수손상 래트의 양 하지마비(대마비)를 개선한다고 하는 실험결과는 손상을 받은 신경 섬유 또
는 신경조직이 조 사포닌 분획 투여에 의해 재생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다.
    

또한, 척수손상을 일으킨 신경조직에서는 자주 상기 척수조직에 부종이 발생한 신경증상(상지 또는 하지의 대마비, 성
기능장해, 배뇨·배변곤란 등)을 악화시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의 정맥내 지속투여가 우수한 
척수손상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본 시험결과는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성분중 어느 하나가 척
수조직의 부종의 예방·치료·처치에 유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염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가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조직의 2차 
변성을 억제하는 것을 발명하였다. 또한 저용량·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은 척수손상·신경외
상·두부외상의 획기적 치료약일뿐만 아니라, 말초조직의 외상에서도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기대된다.

이와 같은 저용량·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의 척수손상·신경외상 치료효과는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 사포닌 분획
에 포함된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을 리드화합물로서 신규 척수손상·신경외상 치료약을 합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조 사포닌 분획에 포함된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의 표적분자를 동정하는 것에 의해 표적분자의 기능을 수식한 
신규 화합물을 합성하여 척수손상·신경외상·외상치료약의 개발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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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서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저용량·저농도에서 진세노사
이드 Rb1 과 동일하게 우수한 뇌세포·신경세포 보호작용 및 척수손상, 두부외상, 신경외상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저용량·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는 일본특
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 및 일본
특허출원 평11-340850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
조직 2차 변성 억제제) 또는 일본특허출원 제2000-163026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피부조직 재생 촉진제)
에서 발명자들이 기재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를 모두 겸비한다고 생각된다. 즉, 저용량·저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는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하게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
cl-xL 의 발현을 상승시켜, 신경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저용량·저
농도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는 진세노사이드 Rb 1 과 동일하게 신경세포 사멸을 
동반하는 모든 뇌신경 질환(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뇌경색, 뇌혈전, 뇌색전, 거미막하출혈, 일과성 뇌허혈 발작, 피크병
(Pick's diseases), 척수소뇌 변성증, 파킨슨씨병, 탈수질환, 무답병을 유발하는 폴리클루타민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
증, 녹내장, 노인성 황반 변성증, 당뇨변성 망막증, 망막중심동정맥 폐색증, 망막탈리, 망막색소변성증, 에이즈 뇌증(A
IDS encephalopathy), 간성뇌증, 뇌염, 뇌성마비, 두부외상, 척수손상, 일산화 탄소중독, 신생아 가사, 말초신경장해, 
경성대마비, 진행성핵상성마비, 척수혈관장해, 미트콘드리아 뇌근증, 수막염, 등)에 효과·효능을 나타낸다.

또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은 세포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도 해야 하는 단백질이며, 뇌신경조직 
뿐만 아니라 간장, 췌장, 면역계 조직, 순환계 조직, 피부를 비롯한 많은 말초장기·조직에 분포하여, 세포의 생존을 지
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진세노사이드 R
b1 과 동일하게, Bcl-xL의 발현을 상승시킨다는 상기의 추측에 의거하면,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
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말초장기·조직의 치료·예방·처치에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말초장기·조직의 질병중에는 심근·간장·신장의 허혈재관류장해, 심근증,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말초순환부전, 욕창, 피부궤양, 파부의 창상, 외상, 열상, 방사선 장해, 노화, 자외선장해, 전
격증, 탈모증, 건피증, 자기명역증, 명역부전증, 장기이식후의 거절반응, 근디스트로피, 각막손상, 감염증, 교원병, 대동
맥염증후군, 급성동맥폐색증, 폐색성 혈전혈관염, 소화성궤양, 폐색성 동맥경화증, 레이노병, 레이노증후군, 치질, 혈전
성 정맥염, 췌염, 간염, 신염, 당뇨병성 신염, 당뇨병성 심근증, 설통증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의 저농도·저용량
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나이를 먹음에 동반하는 면역기능저하, 순화기능저하, 
소화기능저하, 피부기능 저하, 성기능 감퇴의 제 증상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건강약으로서도 사용가능하다. 더욱이, 저
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를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하게 모든 화장
품의 조성물로 이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의 노화증상(자외선장해, 반점, 주름, 햇볕에 탄)의 예방·치료·처치에도 이
용할 수 있다. 또한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그의 성분은 암이나 육종을 갖는 환자에서도 종양세포에 침
습된 건상조직의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것에 의해 상기 환자의 QOL 개선이나 생명 연장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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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출원 평11-243378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는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소량 정맥내 지속투여가 뇌혈
관 재생·재구 촉진 작용, 신경조직 2차 변성억제 작용,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의 
억제작용 등을 통해서, 누워만 있는 척수손상 래트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저농도·저용량
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진세노사이드 Rb 1 과 동일하게 우수한 척수손상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본 실험결과는,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척
수손상·두부외상·신경외상의 치료약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일본특허출원 평11-243378호, PCT/JP99
/06804호(진세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 본 발명자들
(사카나카, 타나카)가 기재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는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
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도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
성분의 투여방법으로서는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한 환부조직에서 세포외액 농도가 상술한 것과 같이 저농도로 유지
될 수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의 투여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는 정맥내 투여제로서뿐만 아니라, 외용제나 병변부 국소주사제로서도 사용가능하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의 투여방법으로서, 피하주사, 근육주사, 점안, 점비, 점
이, 흡입, 삽항투여, 경구투여, 설하투여, 경피투여 등 임의의 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단,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
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를 경구투여제로서 사용하는 때는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자중 어
느 하나를 단독으로 투여한 것은 효과가 아직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화관에서의 분해를 방지하는 담체 
또는 소화관에서의 흡수를 촉진하는 담체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를 혼입·봉입 또는 
결합한 후에, 경구투여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한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의 
대사산물중,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효과·효능을 갖는 것을 
동정하면,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의 적응이 기대되는 상술한 질
병에 대하여, 그 활성 대사산물을 상술한 방법으로 투여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와 고분자 화합물과의 분산체를 제조한 후, 분무건조하여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고분자 화합물의 마이크로 입자에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를 코팅한 후에,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물론,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
느 하나 이용하여 프로드록을 제조한 후에,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하여도 좋다.

    
또한 피부이식용 케라티노사이드 배양 시트의 보호·유지에도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이식용 장기·조직(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 소화관, 각막, 혈관 
등)에 있어서도, 이식 수술이 실시되기까지의 사이에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
중 어느 하나를 넣거나 관류하는 것에 의해, 동 장기의 세포상해나 혈관망의 파탄이 억제된 이식수술의 성적도 향상하
는 것도 기대된다. 또한 저농도·저용량의 조 사포닌 분획 또는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의 어느 것으로는 윤혈용혈구
성분·혈소판·건세포(ES 세포)·신경간세포 등의 보호·유지, 동결난자 또는 정자의 보호·유지에도 유효하다고 생
각된다.
    

본 발명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의 신규 환원 화합물 즉,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이 소량 정맥내 투여에 의해 진세
노사이드 Rb1 과 동등하게 우수한 뇌경색 치료효과를 나타낸다고 판명하였다. 즉,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본 
발명자들의 기출원특허(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 일본특허출원 평11-340850호, PCT/
JP99/06804호)에 기재된 진세노사이드 Rb 1 의 효과·효능·용도를 가진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디하이드로진세노
사이드 Rb1 을 이용한 본 실험에서, 진세노사이드 Rb 1 을 리드 화합물로 이용하는 것에 의해, 많은 신경세포 보호제, 뇌
세포 보호제, 뇌졸중 치료약, 신경변성질환 치료약, 척수외상·두부외상·신경외상 치료약, 세포보호제 등이 개발된다
는 것이 실증되었다. 약용인삼을 포함하는 많은 정제 사포닌은 진세노사이드 Rb1 과 마찬가지로 다마란 골격(스테로이
드성 골격)에 측쇄(카본텐)이 결합하여 있는 공통의 화학구조를 갖고 있다(제 15도 참조). 따라서 약용인삼에 포함된 
진세노사이드 Rb1 이외의 전제 사포닌에 관해서는 측쇄(카본텐)의 2중결합을 환원하는 것에 의해, 상기 정제 사포닌과 
동등한 약리작용·효과·효능·용도를 갖는 신규 화합물을 제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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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이 MCA를 영구 폐색시킨 SH-SP 래트에서, 진세노사이드 Rb 1 과 동
등하게 뇌경색축소작용을 나타낸다고 하는 본 실험결과는 진세노사이드 Rb1 을 리드화합물로서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신
규 신경세포 보호제 또는 신규 뇌세포 보호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게다가, 디하이드로진세노사
이드 Rb1 의 유효한 정맥내 투여량은 진세노사이드 Rb1 의 유효한 정맥내 투여량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 
Rb1 과 마찬가지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도 저용도, 저용량에서 우수한 신경세포 보호작용, 뇌세포 보호작용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물론 일본특허출원 평10-365560호, PCT/JP99/02550호,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세
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서 본 발명자들이 기재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는 전부 디하이드로진세노
사이드 Rb1 도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진세노사이드 Rb1 과 마찬가지로 세포사
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상승시키고, 신경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한다고 생각
된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하게 신경세포 사멸을 동반하는 모든 뇌 신경질환
(알츠하이머병, 뇌졸중, 뇌경색, 뇌혈전, 뇌색전, 거미막하출혈, 일과성 뇌허혈 발작, 피크병(Pick's diseases), 척수소
뇌 변성증, 파킨슨씨병, 탈수질환, 무답병을 유발하는 폴리클루타민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녹내장, 노인성 황반 변
성증, 당뇨변성 망막증, 망막중심동정맥 폐색증, 망막탈리, 망막색소변성증, 에이즈 뇌증(AIDS encephalopathy), 간
성뇌증, 뇌염, 뇌성마비, 두부외상, 척수손상, 일산화 탄소중독, 신생아 가사, 말초신경장해, 경성대마비, 진행성 핵상성 
마비, 척수혈관장해, 미트콘드리아 뇌근증, 수막염, 등)에 효과·효능을 나타낸다.

또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은 세포를 살리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도 해야 하는 단백질이며, 뇌신경조직 
뿐만 아니라 간장, 췌장, 면역계 조직, 순환계 조직, 피부를 비롯한 많은 말초장기·조직에 분포하여, 세포의 생존을 지
지하고 있다. 따라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하게, Bcl-xL의 발현을 상승시킨다는 
상기의 추측에 의거하면,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말초장기·조직의 치료·예방·처치에 
유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포사멸를 동반하는 말초장기·조직의 질병중에는 심근·간장·신장의 허혈
재관류장해, 심근증,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말초순환부전, 욕창, 피부궤양, 파부의 창상, 외상, 열상, 방사선 장해, 
전격증, 노화, 자외선장해, 탈모증, 건피증, 피지결핍증, 자가면역병, 면역부전병, 장기 이식 후의 거절반응, 근지스트로
피, 각막손상, 방사선장해, 감염증, 교원병, 대동맥염 증후군, 금성도맥폐색증, 폐색성 혈전혈관염, 소화성궤양, 폐색성 
동맥경화증, 레이노병, 레이노증후군, 치질, 혈전성 정맥염, 췌염, 간염, 신염, 당뇨병성 신염, 당뇨병성 심근증, 설통증 
등이 포함된다. 다른 세포사멸을 동반하는 질환이나 병상태로서 성서(成書)(오늘의 치료지침 ; 감수, 日野原重明, 阿部
正和, 의학서원; 1995)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본 명세서에서는 생략한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은 암환자
나 육종 환자에서도 종양세포에 침습한 건상조직의 정상세포를 보호하는 것에 의해 상기 환자의 QOL 개선이나 생명 연
장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은 나이를 먹음에 동반하는 면역기능저하, 순화기능저하, 소화기능저하, 성기능감퇴
의 제 증상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하게 건강약으로서도 사용가능하다. 더욱이, 디하이드로진
세노사이드 Rb1 을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하게 모든 화장품의 조성물로 이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의 노화증상(위축, 
백발, 비듬, 각질박리, 각질세포박리, 피지탈락, 피부처짐, 가려움, 뽀루지, 갈라짐, 주근깨, 색소침착, 건조, 주름, 반점, 
햇볕에 탄)의 예방·치료·처치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케미탈 필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발모제, 육모제, 탈모의 진행 예방제로서도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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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출원 평11-243378호, PCT/JP99/06804호(진세노사이드 Rb 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의 소량 정맥내 지속투여가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작용, 신경조
직 2차 변성억제 작용,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의 억제작용 등을 통해서, 누워만 있
는 척수손상 래트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진세노사이드 R
b1 과 동일하게 우수한 척수손상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본 실험결과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척수손상·두
부외상·신경외상의 치료약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일본특허출원 평11-243378호, PCT/JP99/06804호(
진세노사이드 Rb1 을 포함하는 뇌혈관 재생·재구축 촉진제 및 신경조직 2차 변성 억제제)에서 본 발명자들(사카나카, 
타나카)가 기재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효능·용도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도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정맥내 투여제로서 뿐만 아니라 외용제나 병변부 국소주사제로서도 사
용가능하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투여방법으로서, 피하주사, 근육주사, 점안, 점비, 점이, 흡입, 삽항투여, 경구투
여, 설하투여, 경피투여 등 임의의 경로가 선택될 수 있다. 단,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을 경구투여제로서 사용하
는 때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단독으로 투여한 것은 효과가 아직 개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화관에
서의 분해를 방지하는 담체(세락, 젤라틴, 유층 등) 또는 소화관에서의 흡수를 촉진하는 담체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
드 Rb1 을 혼입·봉입 또는 결합한 후에, 경구투여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의 
대사산물중,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효과·효능을 갖는 것을 동정하면, 디하이드로진세노
사이드 Rb1 의 적응이 기대되는 상술한 질병에 대하여, 그 활성 대사산물을 상술한 방법으로 투여할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과 고분자 화합물과의 분산체를 제조한 후, 분무건조하여 임의의 투여경로를 선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고분자 화합물의 마이크로 입자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코팅한 후에, 임의의 투여
경로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또한 피부이식용 케라티노사이드 배양 시트의 보호·유지에도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이식용 장기·조직(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 소화관, 각막, 혈관 등)에 있어서도, 이식 수술이 실시되기까지의 
사이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넣거나 관류하는 것에 의해, 동 장기의 세포상해나 혈관망의 파탄이 억제된 이
식수술의 성적도 향상하는 것도 기대된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윤혈용혈구성분·혈소판·건세포(ES 
세포)·신경간세포 등의 보호·유지, 동결난자 또는 정자의 보호·유지에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실시예

다음으로, 구체적인 시험예에 따라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들 구체적인 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실시예 1(홍삼 분말의 뇌경색 전후 경구투여실험)

    
12∼13 주령의 수컷 SH-SP 래트(체중 250∼300g)를 사용하였다. 이 동물은 12시간 주기의 명암 사이클실에서 사
육하였고, 물이나 먹이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이 동물의 좌중 대뇌동맥 피질지(MCA)를 발명자들의 논문에 
개재한 방법을 사용하여 흡입마취하에 응고ㆍ절리하였다(Igase, K., 등, J. Cereb. Blood Flow Metab., 19, 298∼3
06, 1999; Sadamoto, Y., 등, Biochem, Biophys. Res. Commun., 253, 26∼32, 1998), 홍삼 분말을 증류수에 혼
입하고, MCA 영구폐색 전 1주간, MCA 영구 폐색 후 32일간, 1일 단회 경구투여하였다(0.6g/kg/일, 0.75g/kg/일, 0.
9g/kg/일, 또는 1.2g/kg/일 1각군 n=5∼8).
    

또한 MCA를 폐색한 대조동물(허혈 콘트롤 동물)과 허위수술을 한 동물에는 동량의 증류수만을 경구투여하였다.

MCA 영구폐색후, 발명자들의 방법에 따라서(Zhang B., et al., J. Stroke Cerebrovasc. Dis., 7, 1-9, 1998; Igas
e, K., 등, J. Cereb. Blood Flow Metab., 19, 298∼306, 1999; Sadamoto, Y., 등, Biochem, Biophys. Res. Com
mun., 253, 26∼32, 1998), 2주째와 4주째에 각각 4일간 연속하여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를 실시하여, SH-SP 래트
의 장소학습 능력을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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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를 제 1도에 나타내었다. 제 1도의 위측은 2주 째의 결과이고, 아래측은 4주 째의 결과이다. 또한 제 1도 중의 
흰색 동그라미 표시는 증류수 투여 허혈군, 검은 동그라미 표시는 허위 수술군, 흰색의 네모 표시는 홍삼 분말 0.6g/k
g/일 투여 허혈군, 검은 네모 표시는 홍삼 분말 0.75g/kg/일 투여 허혈군, 백색 삼각 표시는 홍삼 분말 0.9g/kg/일 투
여 허혈군, 검은 삼각 표시는 홍삼 분말 1.2g/kg/일 투여 허혈군를 나타낸다.

제 1도와 같이 MCA 영구폐색후(뇌경색후)의 장소학습장해가 증류수 투여허혈군에 비하여 홍삼 분말 0.75g∼1.2g/k
g/일 투여 허혈군에서 유의성있게 개선되었다. 특히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 허혈군에서 특히 양호한 효과를 나타냈
다. 데이터는 평균 값±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통계 해석법은 ANOVA + Fisher의 PLSD에 따른 것이다. 또한, SH-
SP 래트의 수영 속도에는 각 군에서 유의차가 관찰되지 않았다.

    
4주 째의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의 종료 후에, SH-SP 래트를 포수 클로랄로 마취하고, 4%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함유
하는 0.1몰 인산 완충액으로 경심(俓心)적으로 관류 고정하였다. 그 후, 이 동물의 뇌를 적출하여 대뇌피질 경색소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좌대뇌반구 면적과 좌대뇌피질 경색 면적을 사진상에서 화상해석장치를 사용하여 계측하고, 좌대뇌
피질 경색면적을 좌대뇌반구 면적으로 제하는 것에 의해 대뇌피질 경색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제 2도에 나
타내었다. 데이터는 평균치±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통계 해석법은 Mann-Whitney U 테스트에 따랐다.
    

제 2도에서 나타낸 것처럼, 홍삼 분말 0.75∼1.2g/kg/일 투여허혈군에서 증류수 투여 허혈군에 비하여, 대뇌피질 경색 
비율도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특히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 허혈군에서, 최고 효과가 강하고, 대뇌피질 경색비율
의 평균값이 증류수 투여 허혈군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것에서부터, 실제의 뇌경색 체적은 홍삼 분말 0.9g/
kg/일의 경구투여에 의해 약 4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다.

제 3도의 상단에 증류수 투여 허혈군의 뇌경색소(4예), 제 3도의 하단에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 허혈군의 뇌경색
소(4예)를 나타낸다.

또한 제 4도에 본 실험결과를 정리한 도식도를 나타낸다. 증류수 투여 허혈군에서는 뇌생색 병소부가 크고, 뇌부종도 
보이지만, 홍삼 분말 투여 허혈군에서는 뇌경색병소부가 축소되고, 뇌부종도 경감되며, 그 결과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
에서 목적의 플랫폼에 단시간에 도달하였다.

실시예 2실시예 2(홍삼분말의 뇌 경색후 경구투여실험)

12∼13 주령의 수컷 SH-SP 래트(체중 250∼300g)의 좌중 대뇌동맥 피질지(MCA)를 흡입마취하에 응고ㆍ절리한 
후에, 홍삼 분말을 0.9g/kg/일의 용량으로 1일 단회 32일간 경구투여하였다(n=7). 또한 MCA를 폐색한 대조동물(허
혈 콘트롤 동물)에서는 증류수만을 경구투여하였다.

MCA 영구폐색후, 발명자들의 방법에 따라서(Zhang B., et al., J. Stroke Cerebrovasc. Dis., 7, 1-9, 1998; Igas
e, K., 등, J. Cereb. Blood Flow Metab., 19, 298∼306, 1999; Sadamoto, Y., 등, Biochem, Biophys. Res. Com
mun., 253, 26∼32, 1998), 2주째와 4주째에 각각 4일간 연속하여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를 실시하여, SH-SP 래트
의 장소학습 능력을 판정하였다.

그 결과를 제 5도에 나타내었다. 제 5도의 위측은 2주 째의 결과이고, 아래측은 4주 째의 결과이다. 또 제 5도 중의 흰
색 동그라미 표시는 증류수 투여 허혈군(n=8), 검은 네모 표시는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 허혈군(n=8)을 나타낸
다. 참고로, 제1도에서 사용된 허위 수술군의 실험치를 검은 동그라미 표시로 나타낸다.

제 5도와 같이, MCA 영구폐색후(뇌경색후)의 장소학습장해가 증류수 투여허혈군에 비하여 홍삼 분말 0.9g/kg/일 투
여 허혈군에서 유의성있게 개선되었다. 특히 MCA 폐색후 4주째에 양호한 효과를 나타냈다. 데이터는 평균 값±표준오
차로 나타내었고, 통계 해석법은 ANOVA + Fisher의 PLSD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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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째의 물속 미로 찾기 테스트의 종료 후에, SH-SP 래트를 포수 클로랄로 마취하고, 4% 파라포름알데히드를 함유
하는 0.1몰 인산 완충액으로 경심적으로 관류 고정하였다. 그 후, 이 동물의 뇌를 적출하여 대뇌피질 경색소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좌대뇌반구 면적과 좌대뇌피질 경색 면적을 사진상에서 화상해석장치를 사용하여 계측하고, 좌대뇌피질 경
색면적을 좌대뇌반구 면적으로 제하는 것에 의해 대뇌피질 경색 비율(%)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제 2도에 나타내었
다. 데이터는 평균치±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통계 해석법은 Mann-Whitney U 테스트에 따랐다.
    

제 6도에서 나타낸 것처럼, 홍삼 분말 0.9g/kg/일 투여허혈군에서 증류수 투여 허혈군에 비하여, 대뇌피질 경색 비율도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

실시예 3실시예 3(고용량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에 의한 신경조직내 Bcl-xL 단백 발현 증각작용의 해석 실험)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가 신경조직에서의 Bcl-xL 단백 발현을 증가시키는지의 여부를, 스나 마우스의 일과성 전뇌허혈 
모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발명자들의 기발표 논문에서(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
998), 본 발명자들은 일과성 전뇌허혈후의 해마 CA1 영역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량을 조사한 실험계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그 계를 사용하여 홍삼 분말 경구투여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 7도에 나타낸 것과 같이, 스나 마우스에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한 1주간 전부터 1일 단회, 7일간 
홍삼 분말을 0.9g/kg/일 또는 1.5g/kg/일의 용량으로 경구투여하면, 증류수 투여허혈군에 비하여 해마 CA1 영역의 신
경세포사멸이 유의성있게 예방되고, 수동적 회피학습 실험의 반응 시간도 연장되는 것을 본 발명자의 1인(사카나카)은 
이미 논문에서 발표하였다(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 특히 홍삼 분말 1.5g/kg/일 
투여 허혈군에서 0.9g/kg/일 투여 허혈군보다도 양호한 효과는 나타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홍삼 분말을 1.5g/kg
/일의 용량으로,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한 1주일 전부터 1일 단회 7일간 경구투여하고, 5분간 허혈후 추가로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였다(n=4). 최후의 홍삼 분말 투여로부터 24시간째에 해마 CA1 영역의 조직을 채취하였다. 
그후 전기영동용 샘플 완충액으로 세포를 용해시켜 전기영동을 실시하였다. 영동에 의해 분리된 단백을 또한 니트로셀
룰로오스막에 전사하고, 항 Bcl-xL 단백 항체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로트를 행하였다. 허위 수술군(n=4) 및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시킨 대조동물(허혈 콘트롤 동물, n=4)에서는 같은 양의 증류수만을 경구투여하였다. 또한 1.
5g/kg/일와 같은 고용량의 홍삼 분말 경구투여는 말초장기의 Bcl-x L 단백발현에 영항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간
장과 췌장을 채취하고, 같은 수순으로 웨스턴 블롯팅을 실시하였다. 이하의 실험수순의 상세한 것은 발명자들의 기발표 
논문(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에 기술하였다. 결과를 제 8도에 나타낸다.

제 8도에 나타낸 것처럼, 홍삼 분말을 1.5g/kg/일의 용량으로 스나 마우스에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한 1주간
전부터 1일 단회, 7일간 경구투여하고, 허혈부하칙후에도 같은 양의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면, 24시간 후 해마 CA1
에서의 Bcl-xL 단백 발현양은 허위수술 및 증류수 투여 허혈군에 비하여 모든 예가 증가하였다. 이 항 Bcl-x L 단백항
체와 반응한 밴드를 화상해석장치로 정량화한 결과, 제 9도에 나타낸 것 처럼,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가 해마 CA1 영역
에서의 Bcl-xL 단백 발현량을 유의성있게 증가시키는 것을 판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용량의 홍삼 분말을 경구
투여하여도 간장이나 췌장에서의 Bcl-xL 단백 발현량은 증가하지 않았다. 통계 해석법은 ANOVA + Fisher의 PLSD
에 따른 것이다.

실시예 4실시예 4(저용량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에 의한 간장·췌장내 Bcl-xL 단백 발현 증각작용의 해석 실험):

발명자들은 이하에 저용량의 홍삼 분말을 1주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경구투여하면 해마 CA1 영역에서의 Bcl-x L 단
백 발현량이 증가시키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것을 위해 예컨대, 200mg/kg/일의 용량으로 스나 마우스에 5분간
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한 4주간 전부터 1일 단회 경구투여하고, 5분간 허혈 직후에 추가로 단회 경구투여하였다(
n=4). 24시간 후에 해마 CA1 영역을 채취하고, 제 8도에 나타낸 실험과 같이, 항 Bcl-x L 단백 항체를 이용하여 웨스
턴 블로트를 행하였다. 허위 수술군 및 5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시킨 대조동물(허혈 콘트롤 동물)에서는 같은 
양의 증류수만을 경구투여하였다. 또한 200mg/kg/일의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가 말초장기의 Bcl-x L 단백발현에 영항
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간장과 췌장을 채취하고, 같은 수순으로 웨스턴 블롯팅을 실시하였다(각 군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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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삼 분말을 200mg/kg/일의 용량으로 4주간 경구투여하여도 해마 CA1 영역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량은 유
의한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200mg/kg/일의 용량으로 홍삼 분말을 5분 허혈전 4주간, 1일 단회 경구투여하고, 
또한 5분 허혈후 같은 용량으로 일주간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여도, 스나 마우스의 수동적 회피학습장해 및 해마 CA
1 영역의 신경세포사멸은 경감되지 않았다. 이것은 저용량의 홍삼 분말 경구투여에서 Bcl-x L 단백 발현량의 증가가 유
도되지 않으면,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200mg/kg/일의 용량으로 홍삼 분말을 스나 마우스의 뇌허혈을 부하하기 전에 4주간 경구투여하여도, 
해마 CA1 영역에서의 Bcl-xL 단백 발현량은 증가되지 않지만, 동량의 홍삼 분말을 같은 스나 마우스에 경구투여하면, 
제 10도 및 제11도에 나타낸 것처럼 간장이나 췌장에서의 Bcl-x L 단백 발형량이 유의있게 증가되었다. 통계 해석법은 
ANOVA + Fisher의 PLSD에 따른 것이다.

실시예 5실시예 5(고용량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에 의한 해마 CA1 신경세포의 장기 변성억제 효과)

    
스나 마우스의 뇌 온도를 37±0.2℃로 유지한 상태에서 3분간 양측 총 동맥의 혈류를 차단하고, 재관류시키고, 1주간 
후에 해마 CA1 영역의 신경세포가 약 반수가 사멸된 것을 본 발명자의 한사람이 이미 발표하였다(Sakanaka M. et a
l., Proc. Natl. Acad. Sci. USA, 95, 4635-4640, 1998). 또한 이 시점에서 생존한다고 생각되는 해마 CA1 영역의 
신경세포에서,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의 지표인 핵의 단편화가 더욱 진행중인 것이 TUNEL 염색법에 의해 발명자들은 
확인하였다(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 Peng H. et al., J. Cereb. Blood Flow Met
ab., 18, 349-360, 1998). 따라서, 3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을 부하시킨 스나 마우스의 해마 CA1 영역에서는 5분간 
허혈을 부하시킨 경우와 달리, 허혈후 1주째 이하에서도 신경세포변성이 진행되는 것을 명확하였다. 발명자들은 이와 
같이 비교적 장기에 걸쳐 신경세포 사멸이 진행되는 3분간의 일과성 전뇌허혈 모델을 이용하여 홍삼 분말을 허혈후 4
주간 경구투여한 때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발명자들의 방법에 따라(Sakanaka M.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5, 4635-4640, 1998, Wen T.-C. e
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 Peng H. et al., J. Cereb. Blood Flow Metab., 18, 349-360, 1998), 
흡입마취하에 스나 마우스의 뇌 온도를 37±0.2℃로 유지하면서, 양측 총 동맥의 혈류를 3분간 차단하였다. 같은 동물
을 마취에서 깨어난 후에, 홍삼 분말을 1.5g/kg/일의 용량으로 1일 단회 28일간 경구투여하였다(n=11). 허위 수술군
(n=12)과 3분간의 전뇌허혈을 부하시킨 대조동물(허혈 콘트롤 동물, n=8)에서는 같은 양의 증류수만을 경구투여하
였다. 그후, 스텝 다운형 수동적 회피학습실험을 실시하고, 같은 동물을 펜토바르비탈 마취하에 4% 파라포름알데히드 
및 2.5% 글르타르알데히드 함유 인산완충액을 이용하여 경심(經心)적으로 관류 고정하였다. 뇌를 적출한 후, 파라핀으
로 포매한 후에 5 ㎛ 두께의 파라핀 절편을 작성하였다. 각 동물의 해마 CA1 영역 1mm당의 신경세포 밀도를 발명자들
의 방법에 의해 계측하였다(Sakanaka M.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5, 4635-4640, 1998, Wen T.-C. 
et al., J. Exp. Med., 188, 635-649, 1998; Peng H. et al., J. Cereb. Blood Flow Metab., 18, 349-360, 199
8). 이하에 상기한 논문으로 기술한 스텝다운형 수동적 회피학습 실험의 간단히 약술한다.
    

3분 허혈후 28일째에 스나 마우스를 수동적 회피학습 실험 장치의 안전역(플랫폼)에 두고, 당초 스나 마우스는 몇 번
이나 아래의 글릿부에 내려가는가, 그의 도도(都度) 전극자극을 받고 안전역으로 돌아왔다. 5분간의 훈련실시중에, 많
은 스나 마우스는 안전역에 도달하게 되었다. 24시간후에 글릿부의 전원을 끊은 상태에서 다시 스나 마우스를 안전역에 
두고, 글릿부에 내려오기까지의 시간(반응시간)을 측정하여, 같은 동물의 학습능력을 지표로 하였다.

결과를 제12도, 제13도에 나타내었다. 제12도의 (A)는 수동적 회피 학습 실험의 반응 시간을, 제12도의 (B)는 신경세
포 밀도를 나타낸다. 제12도의 (A)에 나타낸 것과 같이, 홍삼 분말을 3분 허혈후 4주간 경구투여하면, 수동적 회피학
습 실험의 반응시간이 증류수 투여허혈군에 비하여 유의성있게 연장된다. 또한 제12도의 (B)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에 의해, 해마 CA1 영역의 신경세포 밀도도 증류수 투여허혈군에 비하여 유의성있게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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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도의 (A)는 허위 수술 동물, (B)는 증류수 투여 3분 허혈 동물, (C)는 홍삼 분말 투여 3분 허혈동물의 해마 CA
1 영역 광학 현미경상을 각각 나타낸다. 막대는 100㎛를 나타낸다. 제 13도에 나타낸 것처럼, 허위 수술 동물(A)에 비
하여, 증류수 투여 3분 허혈 동물(B)에서는 3분허혈후, 1주일째 이후도 신경세포가 또한 변성탈락되고(죽음에 도달함), 
허혈후 1주째에 생존한 정상의 2분의 1 정도의 해마 CA1 신경세포가 허혈후 28일째에는 더욱 정상의 4분의 1 전후까
지 감소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홍삼 분말을 3분 허혈부하 후부터 28일간 경구투여하면(C), 허혈후 일주일째에서 2
8일째까지의 생기는 신경세포의 사명이 유의성있게 억제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실시예 6실시예 6(홍삼 분말 경구투여에 의한 무답병의 치료, 예방 및 처치)

무답병(舞踏病, huntington's disease)은 신경변성 질환 중에서도 대표적인 단일 유전자병으로 알려져 있고, 폴리글루
타민을 코드하는 CAG를 반복하는 배열이 병의 원인으로 생각되지만, 그의 치료법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다. 무답병의 
책임유전자인 뮤턴트 헌팅틴(mutant huntingtin)을 선상체 유래의 배양 신경세포에 도입(transfection)하면, 동 세포
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에 이른다. 그러나, 뮤턴트 헌팅틴(mutant huntingtin)과 같이 Bcl-x L 단백을 배양신경세포에 
강제발현하여 두면, 동 세포의 죽음이 거의 완전하게 억제되는 것을 보고하였다(Saudou, F., 등, Cell, 95, 55∼66, 1
998). 따라서, 뇌신경조직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증강 효과를 갖는 홍삼 분말을 무답병 발병전 또는 발명후에 경구투
여하면, 효과·효능을 나타낸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답병 이외의 폴리글루타민병(Machedo-Jaseph병, dentatorubr
al-pallidoluysian atrophy 등)에서도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가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유전자 진단에 의한 무답병 또는 기타 폴리글루타민병을 장래 발병하는 것이 판명된 인간(체중 60kg으로 판정), 또는 
이미 폴리글루타민병을 발병한 환자(체중 60kg으로 판정)에 홍삼 분말을 1일당 2.0g∼90g, 바람직하게는 5.623g∼
36g, 보다 바람직하게는 11.25∼18g 경구투여한다. 무답병 또는 기타 폴리글루타민병 발병 이전부터 홍삼 분말을 경
구투여할 때는 불행하게 질환이 발병하여도, 홍삼 분말의 경구투여를 병상이 개선되거나 또는 안정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무답증 또는 기타 폴리글루타민병을 발병한 환자에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는 경우는 병상이 개
선되거나 또는 증상이 안정될 때까지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를 계속한다.
    

실시예 7실시예 7(홍삼 분말 경구투여에 의한 확장형 심근병의 치료, 예방 및 처치)

확장형 심근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근세포의 죽음(심근세포변성)의 결과, 심기능의 저하와 심확대를 동반하는 질환
이다. 심기능 저하는 진행성으로 악화되고, 심부전증상을 발병하고, 사망에 이른다. 심부전이 악화되는 때에는, 심이식 
이외에 치료법은 없다고 생각되어 진다. 아마도 확장형 심근병 환자의 심근세포가 사망에 도달하는 때는 심근세포에 농
후하게 포함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단백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이 Bcl-xL 단백의 감소를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에 의해 정지하는 것에 의해, 동 환자의 심근세포 죽음을 연장할 수 있고, 같은 환자의 심기능을 
장기에 걸쳐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확장형 심근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체중 60kg으로 판정)에 대하여, 신속히 홍삼 분말을 1일당, 0.6g∼15g, 바람직하게
는 1.5g∼6g, 보다 바람직하게는 2g∼4g 연속 경구투여한다. 경구투여는 증상이 개산되거나 또는 증상의 진행이 멈출
때 까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홍삼 분말을 경구투여하고, β-블록커, 칼슘길항제, ACE 저해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저해약 등 임의의 순환계 약물의 내복을 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시예 8실시예 8(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에 의한 뇌부종의 치료)

약용인삼(홍삼 분말)의 경구투여실험의 다음으로, 본 발명자는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지속투여에서 뇌경
색(뇌색전) 후의 뇌부종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예컨대 12∼13 주령의 수컷 SH-SP 래트(체중 250∼300g)를 사용하였다. 이 동물은 12시간 주기의 명암 
사이클실에서 사육하였고, 물이나 먹이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흡입 마취하에서 상기 동물의 좌중 대뇌동맥 피
질지(MCA)를 응고ㆍ절리하였다. 진세노사이드 Rb1 을 MCA 영구 폐색의 직후에 단회 정맥내 주입하고(6㎍ 또는 60
㎍), 그후 알자 미니 침투압 펌프를 이용하여 28일간 정맥내 지속 주입(6㎍/일 또는 60㎍/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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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MCA를 영구 폐색한 대조 동물(허혈 콘트롤 동물)과 허위 수술 동물에게는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만을 투여하였다.

MCA 영구 폐색후 32일째에 SH-SP 래트를 함수 클로랄로 마취하고, 4%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포함하는 0.1M 인산 
완충액으로 경심적으로 관류 고정하였다. 그 후, 이 동물의 뇌를 적출하여 대뇌피질 경색소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결과를 제 14도에 나타내었다.

제 14도의 상단은 생리식염수 투여 뇌경색(뇌색전) 예 8 개체의 뇌를 뒤쪽에서 촬영한 실체 현미경사진이다. 제 14도
의 하단은 진세노사이드 Rb1 (6㎍/일) 정맥내 투여 뇌경색(뇌색전) 예 8 개체의 뇌를 뒤쪽에서 촬영한 실체 현미경사
진이다. 뇌의 선단이 사진의 좌측을 향하도록 배열하였기 때문에, 검은 뇌경색 병변을 갖는 좌대뇌반구는 대뇌종열의 
상측에서 보인다. 대뇌종열의 하단에서 보이는 정상의 좌대뇌반구는 일부분만 실체 현미경사진에 포함되었다. 제 14도
의 상단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생리식염수 투여 뇌경색예에서는, 뇌경색(뇌색전) 발병후 32일째에서는 좌대뇌 반구의 
검게 보이는 뇌경색 병소가 크게 확대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예에서는 좌대뇌반구가 우대뇌반구보다 크게 
되었다. 특히 상단의 생리식염수 투여 뇌경색 예중 1단째의 우측의 뇌 및 우단째의 좌부터 2번째의 뇌에서, 좌대뇌반구
가 우대뇌반구보다 명확하게 크게 되었다. 이것은 MCA가 영구 폐색된 좌대뇌반구에 뇌부종이 출현되고, 아마도 뇌압
도 항진되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제 14도의 하단에 나타난 것과 같이, 진세노사이드 Rb 1 (6㎍/일) 정맥내 투여 뇌경색(뇌색전) 예에서는 전체 예
에있어 명백하게 뇌경색 병소가 축소되었고, 좌대뇌반구와 우대뇌반구의 크기도 거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진
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에 의해 뇌부종이 확인되지 않는다.

실시예 9실시예 9(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에 의한 척수손상 치료)

척수손상의 모델로서, 하위 흉수(胸髓)에 20g의 압력을 20분간 부하시틴 위스타 래트(체중 약 300g)을 이용하였다.

할로센, 소기에 의해 흡입 마취하에서 래트의 하위흉수에 20g의 압력을 20분간 부하시킨 후, 30분 이상 경과한 후에 
좌대퇴벙맥에 진세노사이드 Rb1 (2㎍ 또는 60㎍)을 단회 주입하고, 추가로 같은 정맥에 진세노사이드 Rb 1 (12㎍/일 또
는 60㎍/일)을 알자 미니 침투압 펌프를 이용하여 7일간 정맥내 지속 투여하였다. 대조 동물과 허위 수술 동물에게는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비히클, 담체)만을 투여하였다. 척수손상전, 척수손상후 1일째부터 7일째까지, 각 래트의 오픈 
필드 로코모터 스코어(Open field locomotor scores, Basso, Bettie and Bresnakan(BBB) scores)를 계측하고 운
동능력의 지표로 하였다(Basso D.M. 등, J.Neurotrauma, 13, 343∼359, 1996). 이를테면, 허위 수술 래트(정상 래
트)의 BBB 스코어는 20내지 21이다. 결과를 제 16도, 제17도에 나타내었다.

제 16도는 척수손상 당일과 익일의 생리식염수 정맥내 투여 래트 및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 투여 래트(6㎍/일)를 나
타낸 도면을 대신한 사진이다. 제 16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위 흉수에 20g의 압력을 20분간 부하시킨 래트는 명백
하게 양 하지의 대마취를 나타냈다. 그러나 하위 흉수에 20분간 부하시킨 후에 30분 이상 경과한 후, 진세노사이드 R
b1 (60㎍/일)을 정맥내 투여하면, 제 16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1∼2일 후에는, 양하지의 대마취가 현저하게 개선되고, 
래트는 물건을 잡으면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생리식염수 투여 래트의 하지대마취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척수손상후 7일째의 BBB 스코어에서 래트의 운동능력을 정량화한 그래프만을 제 17도에 나타내었다. 제17도에 나타
난 것과 같이, 척수손상 래트의 운동능력은 진세노사이드 Rb1 정맥내 투여의 용량에 의존하여 유의성있게 개선되었다. 
데이터는 평균치±표준오차로 나타내고, 통계 해석법은 Mann-Whitney U 테스트에 따랐다.

실시예 10실시예 10(저용량의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의 정맥내 지속투여에 의한 척수손상 치료)

척수손상의 모델로서, 하위 흉수(胸髓)에 20g의 압력을 20분간 부하시틴 위스타 래트(체중 약 300g)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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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센, 소기에 의해 흡입 마취하에서 래트의 하위흉수에 20g의 압력을 20분간 부하시킨 후, 30분 이상 경과한 후에 
좌대퇴동맥에 조 사포닌 분획(870㎍)의 생리식염수 용해액을 단회 주입하고, 추가로 같은 정맥에 조 사포닌 분획(87
0㎍/일)을 알자 미니 침투압 펌프를 이용하여 7일간 정맥내 지속 투여하였다. 대조 동물과 허위 수술 동물에게는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비히클, 담체)만을 투여하였다. 결과를 제 18도, 제19도에 나타내었다.

    
제 18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척수손상을 부하한 당일에는 래트는 양 하지의 대마취를 나타냈고, 조 사포닌 분획을 정
맥내 투여하여도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익일부터 조 사포닌 분획을 정맥내 투여한 래트의 하지 대마취가 개선
이 시작하고, 척수손상후 7일째에는 오픈 필드의 외벽(높이 8cm)을 지탱하고 있는 동 래트는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였
다. 한편, 척수손상 부하후에 생리식염수만을 투여한 래트에서는 제 19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척수손상후 1주간을 
경과하여도 계속 하지대마비는 보이지 않았다.
    

척수손상 래트를 이용한 본 실험 결과에서, 저용량의 조사포닌 분획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 제제의 척수손상 치료효과
는 진세노사이드 Rb1 과 비교하여 손색없이 우월하다고 생각된다.

실시예 11실시예 11(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지속투여에 의한 척수손상 및 욕창의 치료)

할로센, 소기에 의해 흡입 마취하에서 위스타 래트(체중 300g 정도)의 하위흉수에 20g의 압력을 20분간 부하시킨 후
에 일단 각성시키고, 하지대마비가 생긴 래트를 우리속에 1시간 40분 방치하였다. 즉, 래트의 하위흉추에 20g의 압력
을 가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약 2시간동안 처치·치료도 하지 않고, 척수손상 래트를 방치하였다. 그후, 빨리 죄대퇴정
맥에 진세노사이드 Rb1 (60㎍)을 단회 주입하고, 추가로 같은 정맥에 진세노사이드 Rb 1 (60㎍/일)을 알자 미니 침투압 
펌프를 이용하여 7일간 지속 투여하였다. 대조 척수손상동물에서는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비히클, 담체)만을 투여하였
다. 결과를 제 21도에 나타내었다.

제 21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위 흉수에 압력 부하를 개시후 2시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진세노사이드 Rb 1 을 정맥내 
투여한 래트는 척수손상 당일에는 하지의 대마비를 나타냈고 아직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익일에도 아직 하지 
대마취에 개선이 보이는 것은 전과 다름없었고,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동 래트는 척수손상 발병후 3∼4일째에서 
서서히 하지의 대마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제 21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척수손상 후 1주일째에는 오픈 필드의 벽(높
이 8cm)에 지탱하면서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였다. 한편, 제 21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위 흉수에서 압력 부하를 개
시후 2시간을 경과한 시점에서 생리식염수(비히클, 담체)만을 정맥투여한 래트에서는 척수손상후 1주간을 경과하여도 
하지의 대마비는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생리식염수만을 정맥투여한 척수손상 래트에서는 개체에 의한 정도의 
차는 있었고, 제 21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가끔 하복부에 욕창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진세노사이드 Rb 1 정맥내 투여예
에서는 하복부의 욕창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실시예 12실시예 12(진세노사이드 Rb1 의 의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보호작용)

신경세포와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공배양하고, 진세노사이드 Rb1 이 양 세포의 생존을 촉진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신경세포는 임신 17일의 래트 태자 대뇌피질에서 분리하였다.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낳은 바로 직후의 래트의 전
뇌에서 개시한 혼합 뇌세포배양에서 분리하였다. 신경세포 50만개에 대하여, 올리고덴드로사이트 5만개를 공배양하고, 
이 배양계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1fg/ml에서 10pg/ml의 농도로 1% 우태자 혈청을 포함하는 DMEM중에 첨가하고, 
5일간 배양하였다. 그후 전기영동 샘플을 제작하고, 배양 웰중의 신경세포 특이 단백질 MAP2 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특이 단백질의 CNPase의 의존량을 웨스턴 블롯에 의해 조사하였다. 결과를 제 22도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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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도의 상단은 MAP2의 웨스턴 블롯을, 제 22도의 하단은 CNPase의 웨스턴 블롯을 각각 나타낸다. 진세노사이드 
Rb1 을 1fg/ml에서 100fg/ml의 농도에서, 신경세포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공배양계에 첨가하면, 명백하게 MAP2의 
밴드 및 CNPase의 밴드가, 진세노사이드 Rb 1 비첨가예 및 진세노사이드 Rb1 104 fg/ml 첨가예와 비교하여, 명백하게 
진하였다. 이것은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을 1fg/ml에서 100fg/ml의 농도로 첨가하면, MAP2와 CNPase의 존재
량이 명확하게 많게되는 것을 나타낸다. 즉, 진세노사이드 Rb 1 에 의해 신경세포 및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생존이 촉진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저농도·저용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사멸을 동반하는 질환(다발성 
경화증, 빈스윈가병, 백질뇌염 등의 탈수(脫髓)를 초래하는 뇌신경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에 유효한 것을 강력하
게 지지하는 것이다.

실시예 13실시예 13(진세노사이드 Rb1 에 의한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의 Bcl-xL 발현증강)

진세노사이드 Rb1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 Bcl-xL 의 발현을 증강시키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것을 위해, 예
컨대 일차배양 래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1fg/ml에서 10pg/ml의 농도로 첨가하고, 6시간 배양
한 후에 총 RNA를 회수하고, Bcl-x L mRNA를 RT-PCR로 측정하였다. RT-PCR의 내부표준으로는, β 악틴 mRNA
를 사용하였다. 또한 일부의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진세노사이드 Rb1 로 처리후에 SDS 전기영동 샘플로서, 배양 웰중
의 항 세포자멸 인자 Bcl-xL 의 존재량을 이뮤노 블롯(웨스턴 블롯)에 의해 검토하였다. 또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태어난 직후 래트 전뇌에서 개시한 혼합 뇌세포 배양에서 분리하였다. 결과를 제 23도에 나타내었다. 제 23도 상단은 
RT-PCR 실험결과를, 제 23도의 하단은 이뮤노 블롯(웨스턴 블롯)의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Rb 1 (-)는 진세노사이드 
Rb1 첨가하지 않는 예, Rb1 (+)는 진세노사이드 Rb1 100fg/ml 첨가한 예이다.

RT-PCR에 의해, 진세노사이드 Rb1 을 100fg/ml의 농도로 첨가하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에서의 Bcl-x L mRNA의 발
현이 명확하게 증강하였다. 또한 이뮤노 블롯팅(웨스턴 블롯)에 의해, Bcl-x L 단백도 진세노사이드 Rb1 의 첨가에 의
해 증가하는 것을 판명하였다. 본 실험결과는 척수손상이나 탈수를 초래한 뇌신경 질환에서, 소량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보호작용을 발휘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실시예 14실시예 14(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내 투여에 의한 Bcl-xL 발현증강)

진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 투여한 때에, 뇌조직에서의 Bcl-x L mRNA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것을 위해, 예컨대 12주령의 SH-SP 래트(체중 250∼300g)를 사용하였다. 흡입 마취하에서 SH-SP 래트의 MCA
를 영구폐색한 직후에, 진세노사이드 Rb1 (60㎍)을 단회 주입하고, 그후, 진세노사이드 Rb 1 을 60㎍/일의 용량으로 정
맥내에 지속투여하였다. 대조의 MCA 폐색동물 및 허위 수술 동물에게는 MCA 영구폐색후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비히
클, 담체)만을 정맥내 투여하였다. 결과를 제 24도에 나타내었다. 그룹 1은 허위수술동물, 생리색염수 투여 MCA 영구
폐색동물(MCA 영구폐색후 4시간째), 진세노사이드 Rb1 투여 뇌경색동물(MCA 영구폐색후 6시간째)의 동물군을 나타
낸다. 그룹 2는 같은 실험조건의 동물로 구성된다. Sham은 허위수술동물, Rb 1 (-)는 생리색염수 뇌경색동물, Rb1 (+)
는 진세노사이드 Rb1 을 정맥내 투여 뇌경색동물을 나타낸다. 허위수술후 및 MCA 영구폐색후 4시간째 또는 6시간째에 
래트를 함수 클로랄로 마취하고, 좌측대뇌피질(즉, MCA 영구폐색의 대뇌피질)을 적출한 후에, 총 RNA를 조정하고 R
T-PCR을 행하였다. 또한 내부표준으로는, β-악틴(β-actin)의 mRNA를 사용하였다.

제 24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룹 1, 그룹 2 모두 허위수술 동물과 생리식염수 투여 뇌경색 동물에 비하여, 진세노사
이드 Rb1 정맥내 투여예에서 MCA 영구폐색후 4시간째, 6시간째 모두 대뇌피질의 Bcl-x L mRNA 발현이 명백하게 상
승하였다.

실시예 15실시예 15(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의한 심근세포에서의 Bcl-xL 발현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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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자들은 지금까지 신경조직이나 신경조직 구성세포(신경세포, 올리고덴드로사이트)를 이용하여, 약용인삼(홍삼 
분말), 조 사포닌 분획, 진세노사이드 Rb 1 의 효과·효능을 조사하였지만, 이하 심장에 대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효과
를 검토한다. 이것을 위해, 예컨대 일차배양 심근세포를 진세노사이드 Rb1 존재하에 18시간 배양한 때에, Bcl-x L mR
NA와 Bcl-xL 단백질의 발현변동을 RT-PCR과 이뮤노 블롯팅에 의해 검토하였다. 심근세포는 임신 17일 령의 래트 
태자 심장을 트립신 EDTA를 이용하여 세포분산한 것을 10% FCS(우태자 혈청)을 포함하는 DMEM 중에서 수 일간 
배양한 것을 이용하였다. RT-PCR은 β-악틴 mRNA을 내부표준으로서 사용하였다. 이뮤노 블롯팅으로는 횡문근 특
이적 단백질인 트로포닌 T를 내부표준으로, Bcl-xL 단백질의 발현을 검토하였다. 이뮤노 블롯팅은 다른 루트의 심근세
포를 이용하고, 같은 실험을 10회 반복하고, Bcl-x L 면역반응 양성의 밴드를 덴시토미터로 해석하고, 통계학적 검토를 
행하였다. 결과를 제 25도에 나타내었다. 제 25도의 상단은 RT-PCR 실험결과를, 중단은 웨스턴 블롯(이뮤노 블롯팅)
의 결과를, 하단은 웨스턴 블롯의 결과를 덴시토미터 해석으로 제공한 것을 각각 나타낸다.

제 25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진세노사이드 Rb 1 1fg/ml∼100fg/ml의 존재시에, Bcl-x L mRNA의 발현이 명확하게 
상승하였다. Bcl-xL 단백 수준은 1fg/ml에서 10 4 fg/ml의 농도영역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이 유의성있게 Bcl-xL 단백
의 발현을 증강시켰다. 본 실험에서는 진세노사이드 Rb1 104 fg/ml의 농도에서 Bcl-x L mRNA의 발현과 Bcl-xL 단백의 
발현에 해리(解離)가 생겼지만, Bcl-x L mRNA의 발현은 비교적 고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투
여 18시간후에는 이미 다운 레귤레이션을 받은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통계 해석법은 ANOVA + Fisher의 PLSD에 따
른 것이다.

실시예 16실시예 16(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1 의 의한 심근세포 보호작용)

이하, 본 발명자들은 진세노사이드 Rb1 이 Bcl-xL 단백의 발현을 상승시키는 농도 영역에서, 실제로 심근세포의 세포사
멸을 억제하는가를 조사하였다. 이것을 위해, 예컨대 일차배양 심근세포를 글루코스 비존재하에서 배양한 때의, 진세노
사이드 Rb1 의 심근세포 보호 효과를 검토하였다. 글루코스를 포함하지 않는 무혈청 DMEM중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0에서 1ng/ml의 농도로 첨가하고, 심근세포를 4 내지 5일간 배양하여. 그후 전기영동 샘플로서 제조하고, 항 횡문근 
특이 α악티닌 항체를 사용하여 이뮤노 블롯팅(웨스턴 블롯)을 행하였다. 결과를 제 26도에 나타내었다. 제 26도의 상
단은 α-악티닌의 웨스턴 블롯 결과를, 제 26도의 하단은 웨스턴 블롯의 결과를 덴시토미터 해석한 것을 각각 나타낸
다. 통계 해석법은 ANOVA + Fisher의 PLSD에 따른 것이다.

제 26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무 글루코스 무혈청 배양액만으로 배양한 경우는, 배양 4∼5일째에는 이미 소실되었다. 
진세노사이드 Rb1 을 1fg/ml에서 10 4 fg/ml의 농도로 첨가한 경우에는, 박동을 계속하는 다수의 심근세포가 관찰되고, 
이뮤노 블롯팅에 의해 횡문근 특이적 α-악티닌의 유의성있는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진세노사이드 Rb

1 은 신경세포에 대한 경우보다도 약간 넓은 농도영역에서 (1∼104 fg/ml), 심근세포의 Bcl-x L 발현을 상승시켜, 심근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시예 17실시예 17(진세노사이드 Rb1 의 뇌경색 치료효과)

본 발명의 선출원(특허출원 평11-243378호, 약용인삼을 포함하는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에서, 본 발명자들은 
약용인삼에 포함된 활성성분의 후보물질을 리드 화합물로서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작용을 갖는 화합물을 신규하
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을 기재하였지만, 본 발명에 있어 이것을 실증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것을 위해, 예컨대 본 발명
의 상기 구조식 (II)으로 표시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dehydro-ginsenoside Rb 1 )을 이용하였다. 디하이드
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본 발명자들의 알고 있는 한, 신규 화합물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환원하는 
것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이하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제조예 및 NMR의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10% Pd/c 10.2mg을 칭량하고, 스톡콥 부착 2개의 입을 갖는 플라스크에 넣었다. 메탄올(특급)을 1ml 첨가하여 현탁
하였다. 수소풍납(약 1.1기압)을 넣고, 30분 0℃에서 촉매를 활성화하였다. 진세노사이드 Rb 1 19.9mg을 메탄올 1ml
에 용해하여 주사기로 주입하였다. 혼합물을 10시간 반, 0℃에서 심하게 교반한다(자기 교반기). 반응혼합물을 여과지 
및 0.45㎛의 멤브레인 필타로 여과하였다. 메탄올을 감압제거하였다. 순수 10ml에 용해한 후 동결건조하면, 19.1mg(
수율 97%)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백색 분말로서 얻었다. 융점은 193∼195℃였다. 그와 관련해서, 진세노
사이드 Rb1 의 융점은 197∼198℃(문헌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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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도에 NMR 챠트(400MHz, CD 3 OD)를 나타냈다

약 16 주령의 수컷 SH-SP 래트(체중 300∼320g)를 사용하였다. 이 동물은 12시간 주기의 명암 사이클실에서 사육
하였고, 물이나 먹이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흡입 마취하에서 상기 동물의 좌중 대뇌동맥 피질지(MCA)를 응
고ㆍ절리하였다. 진세노사이드 Rb1 을 MCA 영구 폐색의 직후에 단회 정맥내 주입하고(약 6㎍), 그후 알자 미니 침투
압 펌프를 이용하여 28일간 정맥내 지속 주입(약 6㎍/일)하였다.

또한 MCA를 영구 폐색한 대조 동물(허혈 콘트롤 동물)에서는 같은 양의 생리식염수만을 투여하였다. MCA 영구 폐색
후 24시간째에, 치사량의 펜토바르비탈을 래트에 복강내에 주입하였다. 같은 동물이 죽은 직후에 뇌를 적출하고, 2mm
의 두께로 전액(前額)절편을 작성하였다. 동 절편을 1%의 염화 2,3,5-트리페닐-테트라졸리움 클로라이드(TTC) 용
액에 30분간 37℃에서 침지하고, 10% 포르마린에서 12시간 이상 고정하였다. 결과를 제27도, 제28도에 나타내었다. 
제 27도는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2 예를, 제28도는 진세노사이드 Rb 1 을 정맥내 투여한 2 예를 나타낸다.

제 27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MCA 영구폐색후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래트는 대향하는 좌측의 대뇌피질에, TTC로 염
색되지 않는 백색의 뇌경색 병소가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한편, 제 28도에 나타난 것과 같이,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MCA 영구폐색후에 정맥내 투여한 래트에서는 뇌경색 병소가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이 효과는 진세노사이드 R
b1 의 뇌경색 축소작용에 필적한다고 생각된다.

실시예 18실시예 18(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에 의한 욕창의 예방·치료·처치)

누워만 있는 환자 및 고령자의 욕창은 전신상태를 악화시키는 개기가 되는 QOL(생활의 질, Quality of life)을 현저히 
손상하는 피부질환이다. 욕창의 조기에는 병변부 피부의 발적이 보이지만, 그 시험에서 병변부 국소 및 그의 부변에 도
포하여 효과·효능을 나타내는 외용제 또는 정맥내 투여제제가 거의 없는 것은 피부과영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피부조직이 결손된 욕창병변의 치료도 곤란을 격는 것이 많다.

포도당을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거나 임의의 수용성 기제 또는 지용성 기제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혼입하여 피부외용
제(크림 또는 연고)를 제조하고, 욕창부 국소 및 그의 주변주에 욕창병변이 치유하거나 축소하거나 또는 악화하지 않거
나 할 때까지 늘 도포한다. 이때에 국부에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세포외액 농도가 100ng/ml 이하, 바람직
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가 되도록, 기제에서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혼입량을 
조정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본 실시예 4 및 본 실시예 5에 기재된 요령으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의 정맥내 
투여를 병용한다.

실시예 19실시예 19(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에 의한 각막손상의 예방·치료·처치)

콘택트렌즈 장착 또는 엑시마 레이저에 의한 근시 교정 수술후에 각막손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
로 각막조직을 보호하는 점안약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종 점안용 기액 또는 기제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혼합하고, 점안약 또는 안연고를 제조하고, 각막 손상환
자에 연일 필요회수 점안하고, 각막 병변이 개선되기까지 또는 치료되기까지 점안을 계속하였다. 이 때에 각막 병변 조
직에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세포외액 농도가 1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
게는 100fg/ml 이하가 되도록 기제에서의 진세노사이드 Rb 1 혼입량을 조정한다. 물론,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대신으로 진세노사이드 Rb1 을 사용해도 좋다.

실시예 20실시예 20(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에 의한 이식용 각막의 보호)

각막이식은 이식의료중에서도 가장 성공률이 높은 치료법으로으로서 안과영역에서는 빈번히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어
유체(御遺體)에서 각막을 채취한 후 이식수술을 실시하기까지 사이에도 이식용 각각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는 확실히 죽
음에 이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막채취에서 이식수술가지의 시간을 제약하는 최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식용 각막을 채용후, 종래의 각막보존액액중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1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
/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가 되도록 혼입하여 이식용 각막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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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1실시예 21(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에 의한 무답병의 예방·치료·처치)

무답병(舞踏病, huntington's disease)은 신경변성 질환 중에서도 대표적인 단일 유전자병으로 알려져 있고, 폴리글루
타민을 코드하는 CAG를 반복하는 배열이 병의 원인으로 생각되지만, 그의 치료법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다. 무답병의 
책임유전자인 뮤턴트 헌팅틴(mutant huntingtin)을 선상체 유래의 배양 신경세포에 도입(transfection)하면, 동 세포
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에 이른다. 그러나, 뮤턴트 헌팅틴(mutant huntingtin)과 같이 Bcl-x L 단백을 배양신경세포에 
강제발현하여 두면, 동 세포의 죽음이 거의 완전하게 억제되는 것을 보고하였다(Saudou, F., 등, Cell, 95, 55∼66, 1
998). 따라서, 뇌신경조직에서의 Bcl-x L 단백 발현증강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되는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무
답병 발병전 또는 발명후에 점비, 삽항 또는 정맥내 투여하면, 효과·효능을 나타낸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답병 이외의 
폴리글루타민병(Machedo-Jaseph병, dentatorubral-pallidoluysian atrophy 등)에서도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점비투여, 삽항투여 또는 정맥투여가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은 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하게 무답병의 일차병변(선상체 병변)에서, 선상체와 
섬유연락을 갖는 다른 뇌영역에서 2차 변성이 진행하는 것도 저지한다고 기대된다.

유전자 진단에 의한 무답병 또는 기타 폴리글루타민병을 장래 발병하는 것이 판명된 인간(체중 60kg으로 판정), 또는 
이미 폴리글루타민병을 발병한 환자(체중 60kg으로 판정)에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적당량 병상태가 개선되
거나 또는 안정화될 때까지 점비투여, 삽항투여 또는 정맥내 투여한다. 또한 폴리글루타민병치료를 위해 디하이드로진
세노사이드 Rb1 정맥내 투여량은 급성기 뇌졸중치료에 요구되는 투여량과 동일하거나 또는 이보다 5∼10배 큰 량으로 
한다. 점비투여 또는 삽항투여에 있어서는, 정맥내 투여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과 동일한 혈중농도가 유지되도
록 투여량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실시예 22실시예 22(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에 의한 확장형 심근병의 치료, 예방 및 처치)

확장형 심근병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근세포의 죽음(심근세포변성)의 결과, 심기능의 저하와 심확대를 동반하는 질환
이다. 심기능 저하는 진행성으로 악화되고, 심부전 증상을 발병하고, 사망에 이른다. 심부전이 악화되는 때에는, 심이식 
이외에 치료법은 없다고 생각되어 진다. 아마도 확장형 심근병 환자의 심근세포가 사망에 도달하는 때는 심근세포에 농
후하게 포함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L 단백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이 Bcl-xL 단백의 감소를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의 정맥투여, 삽항투여 또는 점비투여에 의해 정지하는 것에 의해, 동 환자의 심근세포 죽
음을 연장할 수 있고, 같은 환자의 심기능을 장기에 걸쳐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확장형 심근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체중 60kg으로 판정)에 대하여, 신속히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 1 을 적당량 병
상태가 개선되거나 또는 병상태의 진행이 정지될 때까지 점비, 삽항 또는 정맥내 투여한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
드 Rb1 의 투여와 β-블록커, 칼슘길항제, ACE 저해제 등의 내복을 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질환을 시작으로 하는 
말초장기·조직의 질병에 대하여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을 투여하는 때에는 중추신경질환에 대한 투여량과 동일
하거나 또는 이보다 1/10에서 1/10000 정도 작은 투여량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23실시예 23(화장품 조성물로서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에 의한 피부노화방지)

나이를 먹음에 동반하는 피부의 노화는 주로 자외선 조사에 의한 것으로, 피부의 위축, 피부처짐, 비듬, 백발, 각층박리, 
각질세포박리, 비듬, 피지탈락, 균열, 가려움, 뽀루지, 갈라짐, 주름, 반점, 주근깨, 색소침착, 햇볕에 탐, 건조 등의 증
상을 나타낸다. 진세노사이드 Rb1 은 환부조직의 세포외액 농도가 1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
람직하게는 100fg/ml 이하로, 표피세포, 피지선 세포, 모포(毛包)세포, 한선세포, 선유아세포, 간(幹)세포, 간엽계세포, 
지방세포 등을 포함하는 피부의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발휘하기 때문에, 모든 화장품, 예컨대, 화장수(스킨로션), 유
액(밀크로션), 화운데이션, 콜드크림, 클렌징크림, 세안 폼(foam), 나이트크림, 미백크림, 분, 양치약, 세안(洗眼)액, 
세안(洗顔)액, 구홍, 립크림, 하지크림(메이크업페이스), UV 리퀴드화운데이션, 파우더화운데이션 등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미량 혼입하여 피부국소에서의 세포외액 농도를 상기와 같이 저농도로 유지하면, 피부의 노화증상에 대하여 우
수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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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의 화장품, 예컨대 통상의 UV 리퀴드화운데이션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혼합할 때는 그의 농도가 1000ng/ml 이하, 
바람직하게는 10p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fg/ml∼100pg/ml 이하가 되도록 조종하고, 연일 피부에 외용 도포 
또는 외용 분무하면 피부 국소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의 세포외액 농도가 상기와 같이, 낮게 유지되고, 피부의 노화증상
(피부의 위축, 백발, 비듬, 각층탈리, 각질세포탈리, 피지탈락, 균열, 가려움, 뽀루지, 갈라짐, 주름, 반점, 주근깨, 색소
침착, 햇볕에 탐)의 개선, 진행예방 또는 악화예방에 역할을 한다. 또한 고형이나 겔상의 화장품, 예컨대, 통상의 하지
크림이나 나이트크림에 진세노사이드 Rb1 을 혼합할 때는 진세노사이드 Rb1 의 혼입량을 크림 1g당 1000ng 이하, 바람
직하게는 10ng/ml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fg/ml∼100pg/ml 정로도 하여, 연일 피부에 외용 도포하면 피부 국소
에서 진세노사이드 Rb1 의 세포외액 농도가 상기와 같이, 낮게 유지되고, 피부의 노화증상(피부의 위축, 백발, 비듬, 각
층탈리, 각질세포탈리, 피지탈락, 균열, 가려움, 뽀루지, 갈라짐, 주름, 반점, 주근깨, 색소침착, 햇볕에 탐)의 예방, 치
료, 처기에 역할을 한다.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피부의 노화증상의 예방, 개선, 처치의 목적으로 상기 화장품에 혼입할 
때의 농도의 상한은 액상 화합품의 경우, 10㎍/g 미만, 고형 또는 겔상의 화장품의 경우는 10㎍/g 미만이다. 즉, 진세
노사이드 Rb1 은 0.001% 미만의 농도로 상기 화장품에 혼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부의 
세포에 손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물론 상기와 같이, 진세노사이드 Rb1 을 미량 함유한 화장품은 안면에 외용도포, 외
용분무할 뿐만 아니라, 일광에 빈번하게 조사되는 다른 피부조직(예컨대 사지나 체간)에 외용도포 또는 외용분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 1 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피부외용제를 장기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것에 
의해, 피부의 노화에 따른 증상을 예방 또는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의 대신에 거의 동일한 량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나 약용인삼 조 사포닌 분획 및 그의 
성분을 화장품이나 피부외용제로 혼입하여도 피부의 노화에 따른 제증상을 방지할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 Rb1 , 디하이
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약용인삼의 엑기스 또는 조사포닌 분획 및 그의 성분은 상술한 것과 같이 저농도의 것을 이
용하는 한, 이미 제조된 모든 화장품이나 피부외용제에 혼입할 수 있다. 물론 임의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의 기
제를 신규하게 개발할 경우에도, 그중에 진세노사이드 Rb1 ,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약용인삼의 엑기스 또는 
조사포닌 분획, 약용인삼의 조사포닌 분획의 성분중 어느 하나를 상술한 것과 같이 저농도로 혼입하는 것에 의해 피부
의 노화에 의한 제증상을 예방, 처리,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상술한 것과 같이 저농도의 진세노사이드 Rb 1 , 디하이드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약용인삼의 엑기스 또는 조사포닌 분획, 약용인삼의 조사포닌 분획의 성분중 어느 하나를 복수 
조합하여 이미 제조된 화장품이나 피부외용제에 혼입하던가, 또는 임의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신규의 화장품의 기제에 
혼입하는 것에 의해 피부의 노화에 의한 제증상을 예방, 처리, 개선하기 위한 화장품이나 피부외용제를 제조할 수 있다. 
진세노사이드 Rb1 ,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약용인삼의 엑기스 또는 조사포닌 분획, 약용인삼의 조사포닌 분
획의 성분중 어느 하나를 복수 조합하여 화장품이나 피부외용제에 혼입할 때는, 화장품이나 피부외용제에서 각각의 농
도가 상술한 것과 같이 저농도가 되는 한 임의의 농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약용인삼 성분 이외의 공지의 화장
품 조성물을 피부의 노화방지용 화장품에 혼입하는 때도 종래 보고된 농도보다 저농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약용인삼의 엑기스 또는 조사포닌 분획, 약용인삼의 조사포
닌 분획의 성분중 어느 하나는 이미 제조된 발모·육모제나 임의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신규의 발모·육모제에 화장품
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농도로 혼입하는 것에 의해, 발모, 육모, 탈모의 약화예방, 탈로의 진행예방을 위해 사
용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 발모제, 또는 육모제에 혼입하는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에 대신하여, 대략 5∼6배 량 
이하의 약용인삼 추출물(엑기스)를 사용하여도 좋다. 물론 저농도의 것을 사용하는 한,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과 
약용인삼 엑기스를 병용하여 상술의 화장품 또는 발모제, 육모제, 탈모의 진행예방제에 혼입하여도 좋다. 또한 진세노
사이드 Rb1 또는 그의 다른 약용인삼 성분을 포함하는 임의의 천연물이나 천연물의 조성물을 모든 화장품, 발모제, 육모
제, 탈모의 진행예방제에 혼입하고,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다른 약용인삼 성분의 최종적인 함유량이 상기와 같이 저농
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피부의 노화증상이나 탈모의 개선, 예방 또는 처치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약용인삼 엑기
스, 조 사포닌 분획, 조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 진세노사이드 Rb 1 ,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및 이들의 화학적 유도
체는 케미탈필링에도 이용할 수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은 세포보호제 등으로서 유용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
한다. 세포자멸(apoptosis)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억제용 의약조성물 또는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1-x L 단
백질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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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세포보호를 위한 의약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뇌부종, 뇌신경조직의 부종, 또는 척수조직의 부종의 예방, 치료, 처치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
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척수손상에 동반되는 욕창을 예방, 치료, 처치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
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신경조직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1-x L 의 발현을 촉
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
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1-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
의 염을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보호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심근
세포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1-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억제를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정맥
내 투여용 제제, 보다 상세하게는 저농도, 저용량의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질환이나 병변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한 유효성분, 또는 뇌세포 보호제 또는 신경세포 보호
제를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의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진세노사이드 Rb1 을 리드 화합물로서 제조할 수 있는 신규화학적 유도체, 즉, 세포보호제로서 유용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에 관한 것이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한다. 뇌경색 또는 뇌졸중의 예방, 치료, 처리를 위한 의약조성물 또는 신경세포의 괴사(necrosis), 세포자멸, 또
는 세포자멸성 신경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정맥내 투여용 제제인 의약조성물, 즉, 저농도, 저용량의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 
또는 단회 정맥내주입제제인 의약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세포사멸 억제 유전
자산물 Bcl-xL 의 발현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 조성물.

청구항 2.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세포의 세포자멸 또
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 억제용 의약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약용인삼의 엑기스는 약용인삼의 추출물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가 홍삼 분말 또는 그의 추출물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이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비 사
포닌 분획, 정제 사포닌류, 또는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 또는 그의 염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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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 L 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조직이 뇌신경
조직 또는 척수조직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 L 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조직이 간장 또
는 췌장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8.

제2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세포는 뇌세포, 신경세포, 신경간세포, 글리아세포, 혈관내피세포, 혈관평
활근세포, 간세포, 쿠퍼(Kupper)세포, 유동내피세포, 선유아세포, 담관상피세포, 지방축적세포, 림파구, 백혈구, 세망
세포, 대식세포 또는 형질세포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9.

제2항 내지 제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초래하는 질환의 치료, 예방 
또는 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뇌·신경질환의 치료, 예방 또는 처치를 위한 의약 조성물.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뇌·신경질환은 뇌혈관성 치매, 뇌경색 또는 뇌졸중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경구투여용 제제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포유동물에 대한 투여량이 1일당 1/6∼1/2 g/kg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11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정맥내 투여용 제제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단회 정맥내 주입용 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16.

제12항 내지 제1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조직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4.5 ng/ml 이하가 되도록 조정한 의약조성물.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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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조직에
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1450 fg/ml 또는 1∼145000 fg/ml인 정맥내 투여용 제제.

청구항 18.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뇌·신경질환의 치료, 
예방 또는 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약용인삼의 엑기스가 약용인삼의 추출물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가 홍삼 분말 또는 그의 추출물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은 약용인삼의 조 사포닌 분획, 비 사포닌 분획, 
정제 사포닌류, 또는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 또는 그의 염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22.

제18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
의 환부에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4.5 ng/ml 이하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농도가 1∼
1450 fg/ml 또는 1∼145000 fg/ml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24.

제18항 내지 제2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정맥내 투여용 제제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단회 정맥내 주입용 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26.

제18항 내지 제2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뇌·신경질환은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에 의한 질환인 의약조성
물.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에 의한 질환이 척수손상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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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상지 또는 하지의 마비를 개선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조성물.

청구항 29.

제26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배뇨장해 또는 배변장해를 개선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조성물.

청구항 30.

제26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신경원인성 방광을 개선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조성물.

청구항 31.

제18항 내지 제2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뇌·신경 질환은 신경조직의 2차 변성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32.

제18항 내지 제2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뇌·신경 질환은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외상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33.

제32항에 있어서, 외상은 척수손상, 신경외상 또는 두부외상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34.

제18항 내지 제2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뇌·신경 질환은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
멸에 의한 질환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초래하는 질환이 척수손상인 의약조성
물.

청구항 36.

제18항 내지 제2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뇌·신경 질환은 탈수(脫髓)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37.

제18항 내지 제2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뇌·신경 질환은 뇌부종, 뇌신경조직의 부종 또는 척수조직의 부종인 의약
조성물.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뇌부종, 뇌신경조직의 부종 또는 척수조직의 부종을 초래하는 질환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거미막
하출혈, 두부외상, 척수손상 또는 신경외상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39.

제18항 내지 제2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뇌·신경질환은 척수손상, 두부외상, 신경외상, 뇌혈관성치매, 뇌경색, 뇌
졸중 또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인 의약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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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0.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심장질환의 치료, 예
방 또는 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심장질환은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심근세포사멸을 동반하는 것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42.

제5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약용인삼의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가 진세노사이드 Rb 1 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43.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정맥투여용 제제.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농도가 저농
도인 정맥투여용 제제.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조직에
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 ng/ml 이하가 되도록 조정한 의약조성물.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조직에
서의 세포외액 농도가 1∼100 fg/ml 또는 1∼10000 fg/ml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47.

제43항 내지 제4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뇌·신경질환의 치료, 예방 또는 처치를 위한 정맥내 투여용 제제.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뇌·신경질환은 척수손상, 두부외상, 신경외상, 뇌혈관성치매, 뇌경색, 뇌졸중 또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인 정맥투여용 제제.

청구항 49.

제43항 내지 제46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심장질환의 치료, 예방 또는 처치를 위한 정맥투여용 제제.

청구항 50.

제49항에 있어서, 심장질환은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심근세포사멸을 동반하는 것인 정맥투여용 제제.

 - 79 -



공개특허 특2002-0035855

 
청구항 51.

제43항 내지 제50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회 정맥내 주입 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 제제인 정맥내 투여용 제제.

청구항 52.

제43항 내지 제51항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정맥내 투여용 제제를 포함하는 뇌세포, 신경세포 또는 심근세포의 보호제.

청구항 53.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생체조직의 부종을 예방·치료·처치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생체조직의 부종은 뇌부종, 뇌신경조직의 부종 또는 척수조직의 부종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뇌부종, 뇌신경조직의 부종 또는 척수조직의 부종을 초래하는 질환은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거미막
하출혈, 두부외상, 척수손상 또는 신경외상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56.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욕창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

청구항 57.

제56항에 있어서, 욕창은 척수손상에 의한 것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58.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신경마비의 예방, 치료 또는 처치용 의약조성물.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신경마비는 척수손상후의 상지 또는 하지의 대마비(對麻痺)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60.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배뇨장해 또는 배변장해의 예방, 치료 또는 처치용 
의약조성물.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배뇨장해 또는 배변장해는 척수손상에 의한 것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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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신경원인성 방광의 예방, 치료 또는 처치용 의약조성
물.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신경원인성 방광은 척수손상에 의한 것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64.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
cl-xL 의 발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약조성물.

청구항 65.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보호제.

청구항 66.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심근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
제하기 위한 의약조성물.

청구항 67.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심근세포의 세포사멸 억제 유전자산물 Bcl-x L 의 발
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의약조성물.

청구항 68.

제66항 또는 제67항에 있어서, 심근세포의 세포사멸에 따른 질환의 예방·치료 또는 처치를 위한 의약조성물.

청구항 69.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심근세포 보호제.

청구항 70.

제53항 내지 제69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 Rb 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환부에서의 세포
외액 농도가 1 ng/ml 이하 또는 약 0.9 nM 이하인 약조성물.

청구항 71.

제70항에 있어서, 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농도가 1∼100 fg/ml(약 0.9∼90 fM) 또
는 1∼104 fg/ml(약 0.9∼9000 fM)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72.

제53 내지 제69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정맥내 투여용 제제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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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 내지 제69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단회 정맥내 주입 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74.

하기 구조식 (II)의 디하이드로진세노사이드 Rb1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의 염:

청구항 75.

세포의 세포자멸 또는 세포자멸성 세포사멸을 억제하기 위한 제74항에 기재된 화합물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

청구항 76.

제75항에 있어서, 세포는 허혈소 주변부(ischemic penumbra)의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77.

뇌·신경질환의 치료, 예방 또는 처치를 위한 제74항에 기재된 화합물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포함하는 
의약조성물.

청구항 78.

제77항에 있어서, 뇌·신경질환은 뇌경색, 뇌졸중 또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79.

제75항 내지 제78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정맥내 투여용 제제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80.

제79항에 있어서, 단회 정맥내 주입 제제 또는 정맥내 지속투여용 제제인 의약조성물.

청구항 81.

약용인삼 또는 그의 엑기스 또는 약용인삼 성분 또는 그들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을 리드 화합물로 하여,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질환에 대한 예방,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한 유효성분을 탐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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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2.

제81항에 있어서, 약용인삼의 사포닌 분획 함유 성분중 어느 하나가 진세노사이드 Rb 1 인 방법.

청구항 83.

제81항 또는 제82항에 있어서,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질환은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에 의한 질환 또는 뇌
경색인 방법.

청구항 84.

제81항 내지 제83항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 수득된,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질환에 대한 예방, 처치 또
는 치료제.

청구항 85.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질환에 대한 예방,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한 유효성분을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물로서의 약
용인삼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용도.

청구항 86.

신경외상 치료제, 척수손상 치료제, 두부외상 치료제, 뇌세포 보호제 또는 신경세포 보호제를 탐색하기 위한 리드 화합
물로서의 약용인삼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의 대사산물의 용도.

청구항 87.

신경조직 또는 척수조직의 손상에 의한 질환의 예방, 처치 또는 치료용 의약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약용인삼 사포닌 
분획 구성성분중 어느 하나 또는 그의 대사산물 또는 그들의 염의 용도.

청구항 88.

약용인삼을 포함하는 성분을 리드 화합물로 하여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작용을 갖는 화합물을 검색하는 방법.

청구항 89.

뇌세포 또는 신경세포의 보호작용을 갖는 화합물을 검색하기 위해 약용인삼에 함유되는 성분의 리드 화합물로서의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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