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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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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이 유효량의 그렐린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환자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이 유효량의 SEQ ID NO:1 또는 그것의 단편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환자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이 유효량의 SEQ ID NO:2 또는 그것의 단편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이 감염성 과정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감염성 과정이 단순 포진 바이러스 타입-1, 단순 포진 바이러스 타입-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엡

스타인-바르 바이러스, 바리셀라-조스터 바이러스, 사람 포진 바이러스 6, 사람 포진 바이러스 7, 사람 포진 바이러스 8,

바리올라 바이러스,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D형 간염 바이

러스, E형 간염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B, 홍역 바이러

스, 폴리오마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호흡기 다핵체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코작키 바이러스, 뎅그열 바이러

스,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 척추성 소아마비 바이러스, 라비에스 바이러스, 라우스육종 바이러스, 황색열 바이러스, 에

볼라 바이러스, 마르부르크병 바이러스, 라사열 바이러스, 동부 말 뇌염 바이러스, 일본 뇌염 바이러스, 세인트루이스 뇌염

바이러스, 머리 계곡열 바이러스, 서부 나일 바이러스, 리프트 계곡열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A, 로타바이러스 B, 로타바

이러스 C, 신드비스 바이러스, 유인원 면역결핍 바이러스, 사람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 타입-1, 한타바이러스, 루벨라

바이러스, 유인원 면역결핍 바이러스,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1, 및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2으로 이루어지

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바이러스 감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감염성 과정이 M. 투베르쿨로시스(M. tuberculosis), M. 보비스(M. bovis), M. 보비스 균주 BCG,

BCG 하위 균주, M. 아비움(M. avium), M. 인트라셀룰라(M. intracellulare), M. 아프리카눔(M. africanum), M. 칸자시

(M. kansasii), M. 마리눔(M. marinum), M. 울서란스(M. ulcerans), M. 아비움 하위종 파라투베르쿨로시스, 노카르디아

아스테로이데스(Nocardia asteroides), 다른 노카르디아 종, 레지오넬라 뉴모필라(Legionella pneumophila), 다른 레지

오넬라 종, 살모넬라 타이피(Salmonella typhi), 다른 살모넬라 종, 시겔라(Shigella) 종, 예르시니아 페스티스(Yersinia

pestis), 파스퇴렐라 헤모리티카(Pasteurella haemolytica), 파스퇴렐라 물토시다(Pasteurella multocida), 다른 파스퇴

렐라 종, 악티노바실루스 플뢰로뉴모니아(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리스테리아 이바노비(Listeria ivanovii), 브루셀라 아보르투스(Brucella abortus), 다른 브루셀라 종,

코우드리아 루미난티움(Cowdria ruminantium), 클라미디아 뉴모니아(Chlamydia pneumoniae),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

스(Chlamydia trachomatis), 클라미디아 프시타시(Chlamydia psittaci), 콕시엘라 부르네티(Coxiella burnetti), 다른 리

케챠(Rickettsia) 종, 에를리시아(Ehrlichia) 종,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Staphylococcus aureus),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디스(Staphylococcus. epidermidis), 스트렙토코쿠스 피오게네스(Streptococus pyogenes), 스트렙토코쿠스 아

갈락티아(Streptococcus. agalactiae), 바실루스 안트라시스(Bacillus anthracis), 대장균,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캄필로박터(Campylobacter) 종, 나이지리아 메닝기티디스(Neiserria meningitidis), 나이지리아 고노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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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erria gonorrhea), 슈도모나스 아에루기노사(Pseudomonas aeruginosa), 다른 슈도모나스 종, 헤모필루스 인플루

엔자(Haemophilus influenzae), 헤모필루스 두크레이(Haemophilus ducreyi), 다른 헤모필루스 종, 클로스트리디움 테타

니(Clostridium tetani), 다른 클로스트리디움 종, 예르시니아 엔테롤리티카(Yersinia enterolitica), 및 다른 예르시니아

종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박테리아 감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감염성 과정이 톡소플라스마 곤디(Toxoplasma gondii), 플라스모디움(Plasmodium), 트리파노소

마 브루세이(Trypanosoma brucei), 트리파노소마 크루지(Trypanosoma cruzi), 라이쉬마니아(Leishmania), 쉬스토소

마(Schistosoma), 및 엔타모에바 히스톨리티카(Entamoeba histolytica)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기생충 감염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감염성 과정이 칸디다 알비칸스(Candida albicans),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르만스(Cryptococcus

neoformans), 히스토플라마 캡슐라툼(Histoplama capsulatum), 아스페르길루스 푸니가투스(Aspergillus fumigatus),

코키디오데스 이미티스(Coccidiodes immitis), 파라코키디오데스 브라실리엔시스(Paracoccidiodes brasiliensis), 블라

스토마이세스 더미티디스(Blastomyces dermitidis), 네오모시스티스 카르니(Pneomocystis carnii), 페니실리움 마르네

피(Penicilliummarneffi), 및 알터나리아 알터나타(Alternaria alternata)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진균류 감염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이 간 독성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간 독성이 암 치료법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암 치료법이 아폽토시스 유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암 치료법이 화학요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암 치료법이 화학요법과 아폽토시스 유도의 조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이 염증성 질병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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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질병이 천식, 반응성 관절염, 간염, 척추성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알츠하이머병, 및 아토

피성 피부염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성 질병이 자가면역 질병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자가면역 질병이 전신성 홍반성 낭창, 류마티스성 관절염, 전신성 맥관염,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경험적 알레르기성 뇌척수염, 건선, 크론씨병, 염증성 장 질환, 궤양성 대장염, 애디슨병, 아레테 탈모증, 소

아 지방변증, 갑상성 질병 및 피부 경화증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이 화상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이 폐 염증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이 암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20항에 있어서, 상기 암이 림프종, 백혈병, 균상종 사상균병, 암종, 선암종, 육종, 교종, 아세포종, 신경아세포종, 플라스

마사이토마, 히스티오사이토마, 흑색종, 선종, 저산소성 종양, 골수종, AIDS-관련 림프종 또는 AIDS-관련 육종, 전이성

암, 방광암, 뇌암, 신경계 암, 교아세포종, 난소암, 피부암, 간암, 구강, 인후, 후두, 및 폐의 비늘세포 암종, 결장암, 자궁경

부암, 유방암, 자궁경부 암종, 상피암, 신장암, 비뇨생식기 암, 폐암, 식도 암종, 머리와 목의 암종, 조혈암, 고환암, 결장-직

장암, 전립선암, 및 췌장암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이 이식편 거부반응과 관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유효량의 그렐린을 환자에게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식욕 상실을 치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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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식욕 상실이 질병에 의해 유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 식욕부진-만성 무기력 증후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식욕 상실이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에 의해 유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식욕 상실이 염증에 의해 유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염증이 경미한 염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경미한 염증이 노화에 의해 유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 24항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 심리적인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 30항에 있어서, 상기 심리학적 질병이 신경성 식욕부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환자의 패혈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이 유효량의 그렐린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패혈증이 내독혈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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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그렐린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양은 1 내지 50 mg/kg 체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그렐린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양은 1 내지 15 mg/kg 체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2항에 있어서, 상기 그렐린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양은 약 5 mg/kg 체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사이토킨의 분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이 유효량의 그렐린을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38.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토킨이 염증 부위에서 억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토킨이 IL-1, IL-6, TNF-α, INF-γ, IL-12 및 p40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 37항에 있어서, 상기 사이토킨이 T-세포, B-세포, 수상 돌기 세포, 및 단핵세포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세

포에 의해 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그렐린 (Ghrelin)을 사용하여 전염증성 사이토킨 발현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염증은 세포와 혈관이 발달된 조직의 손상에 대하여 반응을 나타내는 신체의 정형적인 복합 반응이다. 염증의 상세한 과정

의 발견으로 염증과 면역 반응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염증 반응의 주된 특징은 혈관 확장, 즉 혈관이 확

대되어 혈류가 감염 부위까지 이르는 것; 혈관 투과성이 증가되어 확산될 수 있는 성분들이 부위에 유입되는 것; 주화성에

의한 세포 침윤, 또는 혈관 벽을 통한 염증성 세포의 손상 부위로의 특정된 이동; 많은 기관들의 생합성, 대사 및 이화작용

프로필; 및 혈액 혈장의 복잡한 효소적 시스템뿐 아니라 면역 시스템의 세포의 활성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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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에는 두 가지 형태, 즉 급성과 만성 염증이 있다. 급성 염증은 여러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가장 초기에 일어나는 염증

반응의 총체적인 사건은 일시적인 혈관수축, 즉 혈관 벽에 있는 평활근의 수축에 의해 유발된 혈관의 협착으로, 세포의 사

색(창백)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에 이어서 수분, 수 시간, 및 수일 후에 발생하는 여러 단계가 뒤따른다. 첫 번째는 급

성 혈관 반응으로서, 조직이 손상되고 수 초 이내에 나타나며 수분 동안 지속된다. 이것은 혈관 내피의 변경으로 인한 혈관

확장 및 증가 된 모세혈관 투과성의 결과이며, 피부의 붉어짐 (홍반) 및 유체의 조직 안으로의 유입 (부종)을 초래하는 혈류

의 증가 (충혈)를 유발한다.

급성 혈관 반응에는 급성 세포 반응이 이어질 수 있으며, 그것은 다음 수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이 단계의 특징은 과립

구, 특히 호중구가 조직 내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 세포는 먼저 혈관 내에 있는 내피 세포에 자기 자신을 부착하고

(margination) 그런 다음 주변 조직으로 가로지른다 (유출). 이 단계 동안 적혈구가 또한 조직으로 누출될 수 있으며 출혈

이 일어날 수 있다. 만약 혈관이 손상되면 피브리노겐과 피브로넥틴이 손상 부위에 쌓이며, 혈소판이 응집하고 활성화되

며, 적혈구들이 "룰로우(rouleau)"로 불리는 것 안에서 함께 쌓여서 출혈 방지를 돕고 응괴 형성을 돕는다. 죽은 세포나 죽

어가는 세포는 고름 형성에 기여한다. 만약 손상이 꽤 심각하다면 다음 수일에 걸쳐 만성 세포 반응이 이어질 수 있다. 이

염증 단계의 특징은 대식세포와 림프 세포로 구성된 단핵세포 침윤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식세포는 미생물 박멸, 세포 및

조직 파편의 정화, 및 조직의 리모델링에 포함된다.

만성 염증은 더 긴 기간 동안, 즉 수 주, 수 개월, 또는 심지어는 무한정 지속되는 염증 반응으로서, 이런 연장된 시간 경과

는 조직의 염증에 대한 원인성 자극이 지속됨으로써 유발된다. 염증 과정은 필연적으로 조직 손상을 유발하고, 동시에 치

유 및 회복에 대한 시도가 수반된다. 만성 염증의 정확한 성질, 정도 및 시간 경과는 변하기 쉬우며, 원인이 되는 병원체와

그것을 제거하려는 신체의 시도 사이의 균형에 좌우된다. 만성 염증의 병인학적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i)

숙주의 방어를 피하거나 저항하여 연장된 기간 동안 조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감염성 유기체, 이를테면 마이코박테리움

투베르쿨로시스(Mycobacterium tuberculosis), 악티노마이세테스(Actinomycetes), 및 수많은 진균류, 프로토조아 및

후생동물문에 속하는 기생충이 있다. 그러한 유기체는 일반적으로 식균 작용을 피할 수 있거나 식균 작용 세포 내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급성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독소를 생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ii) 본질적으로는 내성이 아니지만 숙주

방어로부터 보호받는 손상된 영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감염성 유기체. 그러한 것의 실례는 누출되지 않는 종기의 공동

안에 있는 고름에서 성장하는 박테리아로, 그곳에서 박테리아는 숙주 면역과 혈액-기원 치료제, 예컨대 항생물질로부터

보호된다. 어떤 위치, 예컨대 뼈, 및 늑막의 공동은 특히 만성 종기가 형성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iii) 효소적 붕괴 또는

식균 작용에 의해 제거될 수 없는 살아있지 않은 자극성 외래 물질. 실례로는 상처에 들어간 광범위한 물질 (나무 가지, 잔

모래, 금속 및 플라스틱), 상처에 흡입된 광범위한 물질 (이산화규소 먼지 및 다른 입자 또는 섬유), 또는 상처에 고의로 도

입된 광범위한 물질 (수술 인공 보철물, 봉합사, 등)이 있다. 또한 이식편도 포함된다. 파괴될 수 없는 죽은 조직 성분들, 예

컨대 파열된 표피 모양의 낭종으로부터의 케라틴 비늘 또는 골수염에서 죽은 뼈의 단편들 (부골편)과 같은 것들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iv) 어떤 경우에는 정상 조직 성분이 만성 염증에 대한 자극일 수 있다. 이것은 질병 과정이 신체의 자

체 조직에 대한 면역 반응의 조절의 이상 때문에 개시되고 유지되는 -소위 자가-면역성 질병인 염증성 질병에서 발생한

다. 이 반응은 중년 이후의 또는 노령의 환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v) 근원적인 원인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만성 염증성

병리학적 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많은 질병. 예로는 크론씨병이 있다 (도 11).

염증과 고유 면역의 활성화는 유전자 치료법에 대한 벡터로서 사용되는 복제 기능부전 아데노바이러스 (Ad)에 대한 공통

적인 반응이다 (Jooss, K. Gene Ther. 10:955-963 (2003); Zaiss, A. K. J. Virol. 76:4580-4590, (2002)). 보충물 시스

템은 고유 면역 및 염증 둘 다에 있어 중추적인 것이다 (Walport, M. J. N Eng J Med 344:1058-1066 and 1140-1144

(2001)). 보충물 시스템은 다중 막-결합 및 혈액 인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맥을 통해 투여되는 벡터의 전달과 특

히 관련이 있다. 실제로 시콘 등은 보충물이 상이한 아데노바이러스 혈청 유형으로 도전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 혈장 샘

플에서 활성화되었고 (Cichon et al., Gene Ther 8:1794-1800 (2001)); 보충물 활성화는 완전히 항-Ad 항체에 좌우되

었음을 밝혔다 (Cichon (2001)).

보충물 중재된 활성화는 다단계의 효소 캐스케이드인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막의 천공을 중재하고, 계속해서 침윤하는 유

기체의 용해를 중재하는 막 공격 복합체 (MAC)의 형성을 유발한다. 그것은 항원-항체 복합체에 의해 (고전적 경로) 또는

어떤 특별한 다당류,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에 의해 활성화되는, 항체와 무관한 경로를 통하여 (대체 경로) 개시된다.

사람 기관 및 세포는 그것들 자체로 보충물 중재된 용해에 대해 보호된다. 이런 보호는 보충물 비활성화 인자의 발현에 의

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5개의 사람 인자가 알려져 있다. CD35(CR1)는 세포로부터 방출되어 주로 외부적으로 작용한다.

대조적으로 CD59, CD46(MCP), CD55(DAF) 및 HRF는 세포막에 통합된다. CD46(MCP)는 고전적인 경막 단백질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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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HRF, CD59 및 CD55는 GPI-고착된다. 이들 인자는 보충물 캐스케이드를 2개의 상이한 단계에서 방해할 수 있다:

DAF, CR1 및 MCP는 대체 및 고전적 경로 둘 다의 초기 단계에서 작용한다. 대조적으로 CD59 및 HRF는 채널 형성 및 용

해를 유발하는 두 경로의 최종 단계인 막 공격 복합체의 어셈블리를 억제한다.

초기 전-염증성 캐스케이드는 내독소 (또는 리포다당, 또는 LPS로도 알려져 있다)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LPS는 그람-네

거티브 박테리아의 세포벽의 주요한 구성성분 중 하나이다. 보존된 미생물 생성물, 예컨대 LPS의 고유 면역 시스템에 의

한 인지는 다양한 신호 변환 경로를 유도한다. 이들 신호 변환 경로는 염증성 반응의 수준 및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이

토킨의 유도 및 분비를 중재한다. 내독소 쇼크 (LPS의 존재와 같은 트리거에 의해 유발됨)를 수반하는 체계적인 염증성 반

응은 전- 및 항-염증성 사이토킨의 수준에 의해 조절된다. 비록 고유 면역 시스템의 세포에 의한 전-염증성 사이토킨의 생

성이 침윤하는 병원체에 대한 초기 숙주 방어를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O'Neill, 2000), 숙주의 염증성 반응의

성질 또는 기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만성 염증성 질병에서 관찰되는 바와 같이 유해한 숙주 효과를 중재할 수 있다. 또

한 패혈증의 초기 단계에서 숙주의 염증성 반응은 숙주 조직 손상 및 치명적 쇼크를 중재하는 전-염증성 사이토킨의 생성

이 우세하게 증가되는 과도하게 활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Cohen, 2002). 이런 관점에서 전-염증성 사이토

킨을 억제하는 능력 및/또는 항-염증성 사이토킨, 즉 IL-10을 증강시키는 능력은 내독소의 독성 효과를 심하게 감소시키

는 것으로 밝혀졌다 (Berg, 1995; Howard, 1993).

그렐린은 위(stomach)의 X/A-유사 세포로부터 우세하게 분비되는 28 아미노산 아실화된 폴리펩티드이다 (Kojima et

al., Nature. 402:656-660 (1999)). 그렐린은 설치류에서 (Tschop et al. Nature 407:908-913 (2000), Nakazato et al.

Nature. 409:194-198 (2001)) 및 사람에게서 (Cummings et al. New Engl. J. Med. 346:1623-1630 (2002)) 성장 호르

몬(GH) 방출, 에너지 평형, 음식물 흡수 및 체중의 장기간 조절에 포함되었다. 그렐린 유전자는 쥐와 사람 사이에서 82 %

의 상동성을 보이는 117 아미노산 펩티드, 프레-프로-(pre-pro-)그렐린을 코드화한다 (Kojima et al., 1999). 그렐린은

유일하게 공지된 순환성 오렉시겐(orexigen)으로서 간주되고 시상하부의 NPY/Y1 경로의 활성화를 통하여 음식물 흡수

에서 렙틴-유도 감소시키는 데 길항 효과를 발휘한다 (Nakazato et al. (2001), Inui, A. Ghrelin Nature Rev. Neurosci.

2:551-560 (2001)). 그렐린의 영향은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물질 수용체 GHS-R로 불리는 7개의 경막 G 단백질 결합된

수용체를 경유하여 중재된다 (Howard et al. Science. 273:974-977 (1996)). 이 수용체는 복어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

지 진화적으로 보존되는데 (Palyha et al. Mol. Endocrinol. 14:160-169 (2000), 이것은 그렐린이 유기체 성장 및 발달에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GHS-R 타입 1a 수용체는 GH 방출에 포함되어 있고 GHS-R 1b로서 확인된

비-스플라이스, 비-기능성 수용체 mRNA 변이체는 림프양 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직내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Gnanapavan et al. J. Clin. Endocrinol. Metab. 87:2988-2991 (2002)). 헥사렐린(Hexarelin)은 돼지와 소의 말초혈 단

핵 세포 (PBMC)로부터 GH 분비를 유도하기 위해 GHS-R에 결합하는 합성 유사체인데, 이것은 GHS-R 리간드가 면역 시

스템에 약간의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Dantzer, R. Ann. NY. Acad. Sci. 933:222-234 (2001)

). 또한 림프양 시스템에서 GHS-R의 넓은 조직 분포는 그렐린과 GHS-R 리간드가 내분비, 신경 및 면역 시스템 사이에서

신호 조절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면역 세포에 의해 방출된 염증성 사이토킨들은 중추 신경 시스템 (CNS)에 작용하여 음식물 흡수와 에너지 항상성을 조절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Hart, BL. Neurosci. Biobehav. Rev. 12:123-137(1988)). 음식물 흡수의 감소 또는 식욕 감퇴는

질병, 상해 또는 염증의 가장 공통적인 증상 중 하나이다 (Kotler, D.P. Ann. Internal Med. 133:622-634 (2000)). IL-

1β, IL-6 및 TNF-α와 같은 사이토킨은 염증과 관련된 소모 (Ershler et al. Annu. Rev. Med. 51:245-270 (2000)), 노화

에서 나타나는 만성의 경미한 (low-grade) 염증과 관련된 소모 (Bruunsgaard et al. Curr. Opin. Hematol. 8:131-136

(2001), McCarty, M. F. Med. Hypotheses 52:465-477 (1999)), 및 아테롬성 동맥경화증과 관련된 소모 (Bochkov et

al. Nature. 419:77-81 (2002))에 관련되어 있다. 당해 기술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그렐린과 같은 내인성 인자에 의

해 염증성 사이토킨 생성을 조절하여 광범위한 병 및 질환을 개선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그렐린 또는 그것의 단편을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염증의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그렐린 또는 그것의 단편을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식욕 상실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그렐린 또는 그것의 단편을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패혈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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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아래에서 설명되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의 상세한 설명과 본원에 포함되는 실시예를 참조로 하고, 도면과

앞뒤 설명을 참조로 하여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A. 정의

본 발명의 방법 및 조성물을 개시하고 설명하기 전에, 본 발명은 물론 달라질 수는 있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특정 방

법이나 특정 물질, 또는 특정 시약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지되어야 한다. 또한 본원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단지 특정

구체예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며, 제한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지되어야 한다.

본원의 명세서 및 첨부되는 특허청구범위에서 사용되는바, 단수로 표시되는 대상 "하나 (a, an)" 및 "그 (the)"는 문맥에서

분명히 다르게 표시되지 않는 한 복수의 관련 대상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물질"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을

포함하는 식이다.

범위는 본원에서 "약" 하나의 특정 값으로부터, 및/또는 "약" 또 다른 하나의 특정 값으로서 표시될 수 있다. 그러한 범위가

표시되는 경우 다른 구체예는 한 특정 값으로부터 및/또는 다른 특정 값까지를 포함한다. 유사하게 값이 앞의 "약"을 사용

하여 대략적으로 표시될 때 특정 값은 또 다른 구체예를 형성한다는 것이 인지될 것이다. 나아가 범위의 각 종점은 둘 다

다른 종점과 관련하여 중요하며, 다른 종점과 무관하다는 것이 인지될 것이다.

용어 "더 높은", "증가시키다", "상승시키다", 또는 "상승"은 기본적인 수준 이상으로, 또는 대조표준과 비교하여 증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용어 "낮은", "더 낮은", "억제하다", "억제", "감소시키다", 또는 "감소"는 기본적인 수준 아래로, 또는 대조

표준과 비교하여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본 수준은 염증 전, 또는 염증이 없을 때, 또는 염증을 유발하는 제제

가 첨가되기 전에는 생체 내에서 정상적인 수준이다.

용어 "중재하다" 또는 "중재" 및 "조정하다" 또는 "조정"은 조절하거나, 제어하거나, 특히 증가시키거나, 증강시키거나, 또

는 다르게는 하락시키거나, 억제하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 "중재하다"와 "조정하다"는 본 명세서 전체

를 통해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다.

"염증" 또는 "염증성"은 살아있는 조직이 상해, 감염, 또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염증성 반응을 자극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염증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염증성 질병"은 염증과 관련된 모든 질병 상태로서 규정된다.

"감염" 또는 "감염성 과정"은 한 유기체가 어떠한 유형의 외래 물질 또는 다른 유기체에 의해 침윤되는 것으로서 규정된다.

감염의 결과는 외래 유기체의 성장, 독소의 생성, 및 숙주 유기체에 대한 손상을 포함할 수 있다. 감염은 예를 들면 바이러

스 감염, 박테리아 감염, 기생충 감염, 및 진균류 감염을 포함한다.

"간 독성"은 간에 독성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것으로서 규정된다. 독성 데이터의 임상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많은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a) 상해의 유형/심각성, (b) 가역성, (c) 독성 메커니즘, (d) 종간(interspecies)

의 차이, (e) 독성의 민감한 생체 마커의 활용성, (f) 안전성 한계 (독성 용량/약리학적으로 활성 용량), 및 (g) 치료 가능성.

"암 치료법"은 암과 관련된 증상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경감시키는 데 유용한 모든 치료 또는 치료법으로서 규정

된다. 암 치료법으로는 아폽토시스 유도, 방사선 치료법, 및 화학요법이 있으며, 이것들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식"은 기관 또는 신체의 일부를 한 유기체로부터 또 다른 유기체로 이식하는 것으로서 규정된다.

"이식 거부반응"은 환자의 신체에서 외래 혈액이나 조직의 존재에 의해 야기되는 면역 반응으로서 규정된다. 이식 거부반

응의 한 실례에서, 항체는 이식된 물질의 외래 항원에 대하여 형성된다.

본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사용되는 용어 "환자"는 개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환자"는 사육용 동물, 예컨대 고양이, 개, 등,

가축 (예컨대 소, 말, 돼지, 양, 염소 등), 실험실 동물 (예컨대 마우스, 토끼, 쥐, 기니아 피그, 등), 및 새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환자는 영장류 및 보다 바람직하게는 사람과 같은 포유류인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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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대조 수준" 또는 "대조 세포"는 그것에 의해 변화가 측정되는 기준으로서 규정되며, 예를 들어 대조표준은 실험 대상

은 아니지만, 대신 규정된 세트의 매개변수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대조표준은 처리 전 또는 후 수준을 기초로 한다.

"치료"는 본 발명의 물질이 환자에게 투여될 때 질병 상태, 즉 염증 반응의 개선이 관찰되거나 및/또는 검출되는 것을 의미

한다. 치료는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기법들에 의해 검출되는바, 질병의 증상 또는 증상들의 긍정적인 변화로부터

염증 반응의 완전한 개량 (예컨대 질병의 심각성 또는 강도의 감소, 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임상적 매개변수의 변화, 불편

함의 완화 또는 증가 되거나 감소 된 기능)까지 다양할 수 있다.

"예방"은 환자에게 본 발명의 물질을 투여한 후에 환자가 염증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B. 조성물

본 발명에서는 조성물 자체뿐 아니라 개시되는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성성분도 개시된다. 이들 및 다른 물질

은 본원에서 개시되며, 이들 물질의 조합, 하위세트, 상호작용, 그룹 등이 개시될 때 이들 물질의 각각의 다양한 개별적이

고 포괄적인 조합 및 순열이 명백하게 설명될 수 없지만, 각각은 본원에서 구체적으로 고려되고 설명된다. 예를 들어 만약

특정 펩티드가 개시되고 논의되며 그 펩티드를 포함하는 많은 분자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변형이 논의된다면, 구

체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그 펩티드 내에 있는 아미노산의 각각의 및 모든 조합 및 순열과, 반대되는 구체적인 표시가 없는

한 가능한 변형들이다. 그러므로 만약 분자 A, B, 및 C의 클래스가 개시될 뿐 아니라 분자 D, E, 및 F의 클래스와 조합 분

자 A-D의 실례가 개시된다면, 각각이 개별적으로 인용되지는 않을지라도, 각각은 개별적으로 및 포괄적으로 고려되며, 즉

의미의 조합, A-E, A-F, B-D, B-E, B-F, C-D, C-E, 및 C-F가 개시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어떠한 하

위세트 또는 조합도 개시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A-E, B-F, 및 C-E의 하위 그룹도 개시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개

념은 본 출원의 모든 측면, 이를테면, 그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시된 조성물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방법의 단계

들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추가 단계들이 있다면, 이들 추가 단계 각각은 개시된 방법의 어떠한 특

정 구체예 또는 구체예들의 조합을 사용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된다.

1. 그렐린

용어 "그렐린"은 본 명세서 전체를 통해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어떠한 그렐린 분자 또는 그것의 기능적 단편을 언급하

기 위해 사용된다. 본 발명은 SEQ ID NO:1 또는 그것의 단편의 유효량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환자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SEQ ID NO:1은 전체 길이의 그렐린 (승인 번호 AB029434)을 나타낸다. 또한 본 발명

에서는 환자에게 유효량의 SEQ ID NO:3 (전체 길이 그렐린의 아미노산 1-18) 또는 그것의 단편, SEQ ID NO:4 (전체 길

이 그렐린의 아미노산 1-14) 또는 그것의 단편, SEQ ID NO:5 (전체 길이 그렐린의 아미노산 1-10) 또는 그것의 단편, 또

는 SEQ ID NO:6 (전체 길이 그렐린의 아미노산 1-5)을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환자의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고

려된다. 또한 본 발명에서는 기능적 그렐린 분자인 상기에서 설명된 서열 중 어떠한 길이의 단편이라도 투여되는 것이 고

려된다.

그렐린은 기능적 세포 표면 GHS-R을 경유하여 사람 PBMC 및 T 세포에 의한 IL-1β, IL-6 및 TNF-α와 같은 염증성 사

이토킨의 발현 및 생성에 대해 특이적이고도 선택적인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일차 및 배양된 사람 T 세포상에서 GHS-R

은 다른 고전적인 GPCR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천연 리간드인 그렐린과의 결찰시에 강력한 세포 내 칼슘 방출을 유도하며,

세포가 활성화될 때 우선적으로 GM1 지질 래프트와 결합한다. T 세포상에서의 기능적 GHS-R의 발현과 일관되게, 그렐

린은 T 세포 내에서 악틴 중합반응을 활발하게 유도한다. 케모카인 (SDF-1)과 유사하게, 그렐린 처리는 백혈구의 세포 극

성화와, 휴지기 림프구의 선형 외피 패턴으로부터 극성화되고 활성화된 T 세포의 선두 가장자리 및 접촉 지대에서의 보다

농축된 패턴으로까지 악틴 분포 변화를 유도한다 (Taub et al. Science. 260:355-358 (1993), Inui, A Cancer Res.

59:4493-4501(1999)). 이들 GPCR-유사 분포 패턴은 면역 세포 신호화 및 교류(trafficking)에서의 GHS-R의 중요한 역

할을 나타낸다.

전에는 그렐린은 위에서 내분비-유사세포에 의해서만 생성되며 그런 다음 순환계로 방출되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많은 분석 기법을 통해서 그렐린이 내생적으로 생성되며 T 세포와 PBMC 둘 다에 의해 많은 면역-유도 사이토킨과 유사

한 방식으로 분비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사람 공여체로부터 조사된 대부분의 T 세포는 구조적으로 저수준의 내인성 그렐

린을 발현하며, 세포가 활성화될 때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활성화된 T 세포는 그렐린 단백질을 발현하고 분비

하는데, 그것은 프레-프로 펩티드가 활성 그렐린 펩티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T 세포에서 능동적으로 절단되어야만 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 사이토킨 (예컨대 TGF-β) 및 호르몬 (예컨대 TSH)과 마찬가지로, 이들 전구체 단백질은 합성되고

계속해서 즉각적인 절단과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저장된다. 나아가 활성화 후의 T 세포로부터 성숙한 형태의 그렐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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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 및 분비는 T 세포 수용체 결찰을 경유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위 절제술이 순환계의 그렐린의 단지 35 내지 50 %만

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렐린 수준이 사람 환자에게서 위 절제술 전 수준의 2배로 증가하였다면, 다른 조직이 순

환계의 그렐린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되었음을 보여준다 (Hosoda H et al J Biol Chem. 2003 Jan 3;278(1):64-70). T 세

포로부터 그렐린의 분비는 면역 세포-유도 그렐린이 순환계 그렐린의 잔류 농도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한 그렐린은 그것의 세 번째 세린 잔기의 히드록실기가 n-옥탄산에 의해 아실화되고 이 아실화가 이 폴리펩티드의 생물학

적 활성의 일부에 중요한 경우 유일한 공지 호르몬으로서 간주된다 (Kojima et al. (1999)). N-말단 아실화된 펩티드는 콜

레스테롤이 풍부한 마이크로-도메인에서 우선적으로 응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Basa, et al., Neurosci. Lett.

343:25-28 (2003)), 그렐린은 활성화된 T 세포에서 면역반응성이며, 콜레스테롤이 풍부한 GM1+ 도메인 내에서 고도로

공동-위치한다. 이들 결과는 그렐린이 가장 적절하게 수용체-리간드 상호작용을 중재하기 위해 그것의 자체 경막 수용체

와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플라즈마 막을 선택적으로 표적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한 경로는 면역 반

응의 조절에서 그렐린의 역할을 보여준다. 또한 그렐린의 국소화된 생성은 국소적인 미세환경 내에서 진행의 즉각적인 조

절 및 렙틴-중재된 반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 상동성/일치

본원에 개시된 유전자 및 단백질의 어떠한 공지 변이체 및 유도체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변이체나 유도체를 규정하는 한 가

지 방법은 특이한 공지 서열에 대한 상동성과 관련하여 변이체와 유도체를 통틀어 규정하는 것이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용

어 "그렐린"은 본원 전체에서 어떠한 그렐린 분자 또는 그것의 기능적 단편을 언급한다. "단편"은 참조 서열을 가지는 어떠

한 하위부분으로서 규정된다. 예를 들어 SEQ ID NO:2는 그렐린을 코드화하는 핵산 분자의 특정 서열을 나타내고, SEQ

ID NO:1은 SEQ ID NO:2에 의해 코드화된 단백질, 그렐린 단백질의 특정 서열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방법은 SEQ ID

NO:1 (GenBank 승인 번호 AB029434)로 표시되는 것과 같은 전체 길이의 그렐린 뿐만 아니라 그것의 단편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SEQ ID NO:1보다 긴 서열도 포함되며, 기능적 그렐린 분자의 앞 및/또는 뒤의 아미노산도 포함한다.

SEQ ID NO:1의 단편뿐만 아니라, 본원에 개시된 방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SEQ ID NO:1의 기능적 분자보다 더 긴

서열들로는 아미노산 1-5 (SEQ ID NO:6으로 표시됨), 1-6, 1-7, 1-8, 1-9, 1-10 (SEQ ID NO:5로 표시됨), 1-11, 1-

12, 1-13, 1-14 (SEQ ID NO:4로 표시됨), 1-15, 1-16, 1-17, 1-18 ( SEQ ID NO:3으로 표시됨), 1-19, 1-20, 1-21,

1-22, 1-23, 1-24,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75, 1-100, 1-125, 1-150, 1-175, 1-200,

1-225, 1-250, 1-300, 1-350, 1-400, 1-450, 및 1-500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길이의 단편을 포함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개시되는 것은 언급된 서열에 대하여 최소한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의 상동성을 가지는 본원에 개시된 이들 및 다른 유전자 및

단백질들이다. 당업자들은 2개의 단백질 또는 핵산, 예컨대 유전자의 상동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한다. 예를 들어

상동성은 2개의 서열을 상동성이 가장 높은 수준이 되도록 배열한 후에 계산될 수 있다.

상동성을 계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공개된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비교를 위한 최적의 서열 배열은 스미스와

워터맨의 국소 상동성 알고리즘에 의해 (Smith and Waterman, Adv. Appl. Math. 2:482 (1981)), 니들맨과 분쉬의 상동

성 배열 알고리즘에 의해 (Needleman and Wunsch, J. Mol Biol. 48:443 (1970)), 피어슨과 립맨에 의해 (Pearson and

Lipman, Proc. Natl. Acad. Sci. U. S.A. 85:2444 (1988)), 이들 알고리즘의 컴퓨터화된 수단에 의해 (GAP, BESTFIT,

FASTA, and TFASTA in the Wisconsin Genetics Software Package, Genetics Computer Group, 575 Science Dr.,

Madison, WI), 또는 정밀 검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핵산에 대한 동일 유형의 상동성은 예를 들면 주커에 의해 개시된 알고리즘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Zuker, M. Science

244:48-52, (1989), Jaeger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6:7706-7710 (1989), Jaeger et al. Methods

Enzymol. 183:281- 306 (1989), 최소한 핵산 배열에 관련된 물질에 대해 참조용으로 삽입됨).

3. 핵산

본원에서는 핵산을 기초로 한 다양한 분자들이 개시되는 데, 이를테면 예컨대 그렐린뿐 아니라 본원에 개시된 어떠한 다른

단백질을 코드화하는 핵산과, 다양한 기능적 핵산이 개시된다. 개시된 핵산은 예를 들면 뉴클레오티드, 뉴클레오티드 유사

체, 또는 뉴클레오티드 치환체로 구성된다. 이들 및 다른 분자들의 비-제한적인 실례들은 본원에서 논의된다. 예를 들면

벡터가 세포에서 발현될 때, 발현된 mRNA는 전형적으로 A, C, G, 및 U로 구성될 것임이 인지된다. 마찬가지로, 만약 예를

들어 안티센스 분자가 세포 또는 세포 환경에 예컨대 외인성 전달을 통하여 도입된다면, 안티센스 분자는 세포 환경에서

안티센스 분자가 분해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로 구성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 인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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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뉴클레오티드 및 관련 분자

뉴클레오티드는 염기 부분, 당 부분 및 포스페이트 부분을 함유하는 분자이다. 뉴클레오티드는 뉴클레오시드간 결합을 생

성하는 그것들의 당 부분과 포스페이트 부분을 통하여 함께 연결된다. 뉴클레오티드의 염기 부분은 아데닌-9-일(A), 시토

신-1-일(C), 구아닌-9-일(G), 우라실-1-일(U) 및 티민-1-일(T)이다. 뉴클레오티드의 당 부분은 리보스 또는 데옥시리

보스이다. 뉴클레오티드의 포스페이트 부분은 5가의 포스페이트이다. 뉴클레오티드의 비-제한적 실례는 3'-AMP (3'-아

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또는 5'-GMP (5'-구아노신 모노포스페이트)이다.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는 염기, 당, 또는 포스페이트 부분에 몇 가지 유형의 변형이 이루어진 뉴클레오티드이다. 뉴클레오티

드에 대한 변형은 문헌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예를 들면 5-메틸시토신(5-me-C), 5-히드록시메틸시토신, 크산틴, 히포

크산틴, 및 2-아미노아데닌과 당 또는 포스페이트 부분의 변형을 포함한다.

뉴클레오티드 치환체는 뉴클레오티드와 유사한 기능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포스페이트 부분을 함유하지 않는 분자, 예

컨대 펩티드 핵산(PNA)이다. 뉴클레오티드 치환체는 왓슨-크릭 또는 후그스틴(Hoogsteen) 방식으로 핵산을 인지하겠지

만 포스페이트 부분 이외의 부분을 통하여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분자이다. 뉴클레오티드 치환체는 적절한 표적 핵산과 상호

작용할 때 이중 나선형 구조의 형태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다른 유형의 분자 (포합체)를 뉴클레오티드 또는 뉴클레오티드 유사체와 결합시켜서 예를 들면 세포 흡수를 증강시키

는 것이 가능하다. 포합체는 화학적으로 뉴클레오티드 또는 뉴클레오티드 유사체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런 포합체로는 지질

부분, 예컨대 콜레스테롤 부분이 있으며, 그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Letsinger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6,6553-6556 (1989)).

왓슨-크릭 상호작용은 뉴클레오티드,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또는 뉴클레오티드 치환체의 왓슨-크릭 면(face)과 최소한 한

번의 상호작용이다. 뉴클레오티드,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또는 뉴클레오티드 치환체의 왓슨-크릭 면은 퓨린 기초 뉴클레

오티드,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또는 뉴클레오티드 치환체 C2, N1, 및 C6 위치 및 피리미딘 기초 뉴클레오티드, 뉴클레오

티드 유사체, 또는 뉴클레오티드 치환체의 C2, N3, C4 위치를 포함한다.

후그스틴 상호작용은 이중나선 DNA의 주요 홈(groove)에서 노출된 뉴클레오티드 또는 뉴클레오티드 유사체의 후그스틴

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후그스틴 면은 퓨린 뉴클레오티드의 N7 위치와 C6 위치에 있는 반응성 기 (NH2 또는 O)

를 포함한다.

b. 서열

예를 들면 본원에 개시된 그렐린뿐 아니라, 어떠한 다른 단백질의 다양한 서열이 GenBank에 개시되어 있고, 본원에서 이

들 서열 및 다른 서열들은 그 안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서열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서열에 참조로 통합된다.

다양한 서열이 본원에서 제시되며, 이들 및 다른 서열들은 www.pubmed.gov에 있는 Genbank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업

자들은 서열 불일치점과 차이점을 해결하고 특정 서열과 관련되는 조성물 및 방법을 다른 관련 서열에 대해 조정하는 방법

을 인지하고 있다. 프라이머 및/또는 프로브는 본원에 개시되고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정보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서열에 대해서도 디자인될 수 있다.

4. 펩티드

a. 펩티드 변이체

본원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그렐린 단백질의 많은 변이체가 공지되어 있고 본원에도 포함된다. 또한 공지된 기능적 그렐

린 종 변이체에 대하여 또한 개시된 방법 및 조성물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렐린 단백질의 유도체들이 존재한다. 단백질

변이체 및 유도체들은 당업자들에게 널리 인지되며 아미노산 서열 변형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미노산 서열 변형

은 전형적으로 세 가지 부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속할 것이다: 치환, 삽입 또는 결실 변이체. 삽입은 단일 또는 다중 아

미노산 잔기의 서열 내 삽입뿐 아니라 아미노 및/또는 카르복실 말단 융합을 포함한다. 삽입은 통상 아미노 또는 카르복실

말단 융합의 삽입보다는 작은 삽입, 예컨대 하나 내지 4개의 잔기와 비슷할 것이다. 면역원성 융합 단백질 유도체, 예컨대

하기 실시예에서 설명되는 것들은 면역원성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큰 폴리펩티드를 시험관내에서 교차 결합에 의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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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을 코드화하는 DNA로 형질전환된 재조합 세포 배양에 의해 표적 서열에 융합시킴으로써 제조된다. 결실은 단백질 서

열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아미노산 잔기가 제거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형적으로, 약 2 내지 6 잔기 이하의 잔기가 단

백질 분자 내의 어떠한 한 부위에서 결실된다. 이들 변이체는 통상적으로 단백질을 코드화하는 DNA에서 뉴클레오티드의

부위 특정 돌연변이생성에 의해 제조되는데, 그 결과 변이체를 코드화하는 DNA가 생성되고, 그런 다음 재조합 세포 배양

물에서 DNA가 발현된다. 공지된 서열을 가지는 DNA에서 예정된 부위에서 치환 돌연변이를 제조하는 기법은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M13 프라이머 돌여변이생성 및 PCR 돌연변이생성이 있다. 아미노산 치환은 전형적으로 단일 잔기에

대해 이루어지지만, 한번에 상이한 많은 위치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삽입은 통상 약 1 내지 10개의 아미노산 잔기 정도이

고; 결실은 약 1 내지 30개의 잔기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결실 또는 삽입은 바람직하게는 인접쌍으로, 즉 2 잔기의 결

실 또는 2 잔기의 삽입과 같이 이루어진다. 치환, 결실, 삽입 또는 그것들의 어떠한 조합도 최종 구성물을 얻기 위해 조합될

수 있다. 돌연변이로 인해 서열이 리딩 프레임 밖에 놓여서는 안 되며, 바람직하게는 2차 mRNA 구조를 생성할지도 모르

는 상보 영역을 생성하지 않아야 한다. 치환 변이체는 최소한 하나의 잔기가 제거되었고 그 대신 상이한 잔기가 삽입되는

것들이다. 그런 치환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 1 및 2에 따라 이루어지며, 보존성 치환으로 언급된다.

표 1: 아미노산 약어

 아미노산   약어

 알라닌   Ala   A

 아르기닌   Arg   R

 아스파라긴   Asn   N

 아스파르트산   Asp   D

 시스테인   Cys   C

 글루탐산   Glu   E

 글루타민   Gln   K

 글리신   Gly   G

 히스티딘   His   H

 이소로이신   Ile   I

 로이신   Leu   L

 리신   Lys   K

 페닐알라닌   Phe   F

 프롤린   Pro   P

 세린   Ser   S

 트레오닌   Thr   T

 티로신   Tyr   Y

 트립토판   Trp   W

 발린   Val   V

표 2: 아미노산 치환

원래의 잔기 예시적인 전통적 치환,

     다른 것들은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Ala와 Ser

Arg과 Lys, Gln

Asn과 Gln, His

Asp와 Glu

Cys과 Ser

Gln과 Asn, Lys

Glu과 Asp

Gly과 Pro

His과 Asn, Gln

Ile과 Leu, Val

Leu과 Ile, Val

Lys과 Arg, Gln

Met과 Leu, Ile

Phe과 Met, Leu, T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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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과 Thr

Thr과 Ser

Trp과 Tyr

Tyr과 Trp, Phe

Val과 Ile, Leu

기능 또는 면역학적 정체성의 실질적인 변화는 상기 표 2에 있는 것들보다 덜 전통적인 치환을 선택함으로써, 즉 (a) 치환

영역에 있는 폴리펩티드 골격의 구조, 예컨대 쉬트 또는 나선 형태의 구조, (b) 표적 부위에 있는 분자의 전하 또는 소수성

또는 (c) 측쇄의 부피를 유지하는 데 미치는 효과면에서 보다 유의할만하게 상이한 잔기들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일

반적으로 단백질 성질에 가장 큰 변화를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환은 (a) 친수성 잔기, 예컨대 세릴 또는 트레오닐이 소

수성 잔기, 예컨대 로이실, 이소로이실, 페닐알라닐, 발릴 또는 알라닐로 (또는 그것들에 의해) 치환되는; (b) 시스테인 또

는 프롤린이 어떠한 다른 잔기로 (또는 그것들에 의해) 치환되는; (c) 양전기성 측쇄를 가지는 잔기, 예컨대 라이실, 아르기

닐, 또는 히스티딜이 음전기성 잔기, 예컨대 글루타밀 또는 아스파르틸로 (또는 그것들에 의해) 치환되는; 또는 (d) 부피가

큰 측쇄를 가지는 잔기, 예컨대 페닐알라닌이 측쇄가 없는 잔기, 예컨대 이 경우에는 글리신으로 (또는 그것에 의해) 치환

되는, (e) 술페이트화 및/또는 글리코실화에 대한 부위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아미노산 잔기를 생물학적으로 및/또는 화학적으로 유사한 다른 아미노산 잔기로 대체하는 것은 당업자

들에게 전통적인 치환으로서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 치환은 하나의 소수성 잔기를 다른 소수성 잔기로, 또는 하

나의 극성 잔기를 다른 하나의 극성 잔기로 대체하는 것일 것이다. 치환은 예를 들면 Gly, Ala; Val, Ile, Leu; Asp, Glu;

Asn, Gln; Ser, Thr; Lys, Arg; 및 Phe, Tyr과 같은 조합을 포함한다. 명백하게 개시된 각각의 서열의 그러한 전통적으로

치환된 변이체는 본원에 제공된 모자이크 폴리펩티드에 포함된다.

치환 또는 결실 돌연변이생성은 N-글리코실화 (Asn-X-Thr/Ser) 또는 O-글리코실화 (Ser 또는 Thr)에 대한 부위를 삽

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테인 또는 다른 불안정한 잔기의 결실 또한 바람직할 수 있다. 단백질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위, 예컨대 Arg의 결실 또는 치환은 예를 들면 염기성 잔기 중 하나를 결실시킴으로써 또는 글루타밀 또는 히스

티딜 잔기에 의해 잔기를 치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특정 후-번역 유도체화는 발현된 폴리펩티드에 대한 재조합 숙주 세포의 작용의 결과이다. 글루타미닐과 아스파라기닐 잔

기는 빈번하게 상응하는 글루타밀 및 아스파릴 잔기로 후-번역 탈아미드화되는 것들이다. 또는 달리 이들 잔기는 자극이

적은 산성 조건하에서 탈아미드화된다. 다른 후-번역 변형으로는 프롤린과 리신의 히드록실화, 세릴 또는 트레오닐 잔기

의 히드록실기의 인산화, 리신, 아르기닌, 및 히스티딘 측쇄의 o-아미노기의 메틸화 (T. E. Creighton, Proteins:

Structure and Molecular Properties, W. H. Freeman & Co. , San Francisco pp 79-86 (1983)), N-말단 아민의 아세

틸화, 및 어떤 경우에는 C-말단 카르복실의 아미드화가 있다.

본원에 개시된 단백질의 변이체 및 유도체를 규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특이한 공지 서열에 대한 상동성/일치의 관점에서

변이체 및 유도체를 규정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이 인지된다. 예를 들어 SEQ ID NO:1, 3, 4, 5, 및 6은 그렐린의 특정 서

열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개시된 것은 표시된 서열에 대하여 최소한 50%, 51%, 52%, 53%, 54%, 55%, 56%, 57%, 58%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또

는 99%의 상동성을 가지는 본원에 개시된 이들 및 다른 단백질의 변이체들이다. 당업자들은 2개의 단백질의 상동성을 측

정하는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상동성은 상동성이 가장 높은 수준에 있도록 2개의 서열을 배열한

후에 계산될 수 있다.

상동성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개된 알고리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비교를 위한 서열의 최적 배열은 스미스와 워

터맨의 국소 상동성 알고리즘에 의해 (Smith and Waterman, Adv. Appl. Math. 2:482 (1981)), 니들맨과 분쉬의 상동성

배열 알고리즘에 의해 (Needleman and Wunsch, J. Mol Biol. 48:443 (1970)), 피어슨과 립맨에 의해 (Pearson and

Lipman, Proc. Natl. Acad. Sci. U. S.A. 85:2444 (1988)), 이들 알고리즘의 컴퓨터화된 수단에 의해 (GAP, BESTFIT,

FASTA, and TFASTA in the Wisconsin Genetics Software Package, Genetics Computer Group, 575 Science Dr.,

Madison, WI), 또는 정밀 검사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핵산에 대한 동일 유형의 상동성은 예를 들면 주커에 의해 개시된 알고리즘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Zuker, M. Science

244:48-52, (1989), Jaeger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6:7706-7710 (1989), Jaeger et al. Methods

Enzymol. 183:281- 306 (1989), 최소한 핵산 배열에 관련된 물질에 대해 참조용으로 삽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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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돌연변이와 상동성에 대한 설명은 어떠한 조합으로든, 예컨대 변이체가 전통적인 돌연변이이면서 특정 서열에 대

하여 최소한 70 %의 상동성을 가지는 구체예와 같이 함께 조합될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된다.

본 명세서에서는 다양한 단백질과 단백질 서열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백질 서열을 코드화할 수 있는 핵산 또한

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정 단백질 서열에 관련된 모든 축퇴성 서열, 즉 축퇴성 핵산을 포함하여 단백질 서열

의 개시된 변이체 및 유도체를 코드화하는 모든 핵산뿐만 아니라 하나의 특정 단백질 서열을 코드화하는 서열을 가지는 모

든 핵산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특정 핵산 서열이 본원의 범위 내에서 기술되는 한편, 각각의 및 모든 서열은

실제로 개시된 단백질 서열을 통하여 본원에 개시되고 설명된다는 것이 인지된다. 예를 들어 SEQ ID NO:1에 나타낸 단백

질 서열을 코드화할 수 있는 많은 핵산 서열 중 하나는 SEQ ID NO:2에 표시된다. 어떠한 아미노산 서열도 유기체 내에 있

는 단백질을 코드화하는 특정 DNA 서열이 어떤 것인지 표시하지 못하는 한편, 개시된 단백질의 특정 변이체가 본원에 개

시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단백질이 발생되는 특정 서열에 있는 그 단백질을 코드화하는 공지된 핵산 서열이 또한 공지이고

본원에 개시되며 설명된다는 것이 인지된다.

개시된 조성물에는 통합될 수 있는 많은 아미노산 및 펩티드가 있다는 것이 인지된다. 예를 들어 표 1 및 표 2에 제시된 아

미노산과는 상이한 기능적 치환체를 가지고 있는 D 아미노산 또는 아미노산들이 많이 있다. 자연 발생 펩티드의 반대쪽 입

체이성질체뿐 아니라 펩티드 유사체의 입체 이성질체가 개시된다. 이들 아미노산은 tRNA 분자를 선택된 아미노산으로 하

전시키고 예를 들면 앰버 코돈을 사용하는 유전적 구성물을 유전공학적으로 조작하여 아미노산 유사체를 부위 특정 방법

으로 펩티드 사슬에 삽입함으로써 폴리펩티드 사슬에 쉽게 통합될 수 있다 (Thorson et al., Methods in Molec. Biol.

77:43-73 (1991), Zoller, Current Opinion in Biotechnology, 3:348-354 (1992); Ibba, Biotechnology & Genetic

Engineering Reviews 13:197-216 (1995), Cahill et al., TIBS, 14 (10):400-403 (1989); Benner, TIB Tech, 12:158-

163 (1994); Ibba and Hennecke, Bio/technology, 12:678-682 (1994)).

펩티드를 닮았지만 천연 펩티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지는 않은 분자들이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미노산 또는 아미노

산 유사체를 위한 결합으로는 CH2NH--, --CH2S--, --CH2--CH2--, --CH=CH- (시스 및 트랜스), --COCH2--, --

CH(OH)CH2--, 및 --CHH2SO-가 있다 (이들 및 다른 것들은 다음과 같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Spatola, A. F. in

Chemistry and Biochemistry of Amino Acids, Peptides, and Proteins, B. Weinstein, eds., Marcel Dekker, New

York, p. 267 (1983); Spatola, A. F., Vega Data, Vol.1, Issue 3, Peptide Backbone Modifications (general review)

(March 1983); Morley, Trends Pharm Sci pp. 463-468 (1980); Hudson, D. et al., Int J Pept Prot Res 14: 177-185

(1979)(--CH2NH--, CH2CH2--); Spatola et al. Life Sci 38:1243-1249 (1986) (--CH H2--S); Hann J. Chem. Soc

Perkin Trans. I 307-314 (1982) (--CH--CH--, 시스 및 트랜스); Almquist et al. J. Med. Chem. 23:1392-1398

(1980) (--COCH2--); Jennings-White et al. Tetrahedron Lett 23:2533 (1982)(--COCH2--); Szelke et al.

European Appln, EP 45665 CA (1982):97:39405 (1982) (--CH(OH)CH2--); Holladay et al. Tetrahedron. Lett

24:4401-4404 (1983) (--C(OH)CH2--); and Hruby Life Sci 31:189-199 (1982)(--CH2--S--)). 특히 바람직한 비-

펩티드 결합은 --CH2NH--이다. 펩티드 유사체는 결합 원자들 사이에 하나 이상의 원자, 예컨대 b-알라닌, g-아미노부

티르산 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인지된다.

아미노산 유사체 및 유사체들과 펩티드 유사체는 때로 증강되거나 바람직한 성질, 예컨대 보다 경제적인 생산, 더 큰 화학

적 안정성, 증강된 약리학적 성질 (반감기, 흡수, 잠재능, 효능 등), 변경된 특이성 (예컨대 생물학적 활성의 광역 스펙트럼)

, 감소된 항원성, 등을 나타낸다.

D-아미노산은 그것이 펩티다제 등에 의해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안정한 펩티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일치

서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아미노산을 동일 유형의 D-아미노산으로 전체적으로 치환하는 것 (예컨대 L-리신 대신에 D-

리신으로 치환)이 보다 안정된 펩티드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시스테인 잔기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펩티드를 함께

고리화하거나 부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특정 형태로 펩티드를 제약하기에 유리하다 (Rizo and Gierasch Ann.

Rev. Biochem. 61:387 (1992)).

C. 치료 및 예방 방법

1. 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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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유효량의 그렐린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환자에게서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염증

은 상이한 수많은 질병 및 장애와 관련될 수 있다. 염증의 실례로는, 그것들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간염과 관련된 염증, 폐

와 관련된 염증, 화상과 관련된 염증, 및 감염성 과정과 관련된 염증이 있다. 염증은 또한 간 독성과 관련될 수 있는데, 그것

은 계속해서 암치료법, 예컨대 아폽토시스 유도 또는 화학요법, 또는 예컨대 이 두 가지의 조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NFkB 경로의 억제는 그렐린의 보호 효과의 주요한 조절제(mediator)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시예 8). 그렐린에

의해 조절되는 NFkB 조절 유전자는 TRCP, TOM1, AP2, GAB1 및 TANK로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본원에 개시되는 것

은 TRCP, TOM1, AP2, GAB1 및 TANK를 그렐린으로 표적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염증 치료방법이다.

염증은 염증성 질병과 관련될 수 있다. 염증성 질병의 실례로는, 그것들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천식, 전신성 홍반성 낭창,

류마티스성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척추성 관절염, 전신성 맥관염,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경험적 알레르

기성 뇌척수염, 쇼그렌 증후군(Sjogren's syndrom), 이식편에 대한 숙주 질병, 염증성 장 질병, 이를테면 크론씨병, 궤양

성 대장염, 및 피부 경화증이 있다. 염증성 질병에는 또한 자가면역 질병, 예컨대 중증 근무력증, 길라인-바레 질병

(Guillain-Barre disease), 일차 담즙성 간경변, 간염, 용혈성 빈혈, 포도막염, 그레이브씨병, 악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하

시모토 갑상선염, 난소염, 고환염, 부신 질병, 항-인지질 증후군, 베그너 육아종, 베체트병, 다중근염, 피부근염, 다발성 경

화증, 백반증, 강직성 척추염, 심상성 수포창, 건선, 헤르페티포르미스(herpetiformis) 피부염, 애디슨병, 굿파스처 증후군

(Goodpasture's syndrome), 바제도병, 트롬보페니아 자반병, 알레르기, 및 심근증이 포함된다.

염증은 또한 암과도 관련될 수 있다. 그러한 암 유형의 실례로는, 그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림프종 (호지킨 및 비

-호지킨성) B-세포 림프종, T-세포 림프종, 백혈병, 예컨대 골수성 백혈병 및 다른 유형의 백혈병, 균상종 사상균병, 암

종, 선암종, 육종, 교종, 아세포종(blastoma), 신경아세포종, 플라스마사이토마(plasmacytoma), 히스티오사이토마

(histiocytoma), 흑색종, 선종, 저산소성 종양, 골수종, AIDS-관련 림프종 또는 AIDS-관련 육종, 전이성 암, 방광암, 뇌암,

신경계 암, 머리와 목의 비늘세포 암종, 신경아세포종, 교아세포종, 난소암, 피부암, 간암, 구강, 인후, 후두, 및 폐의 비늘세

포 암종, 결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자궁경부 암종, 상피암, 신장암, 비뇨생식기 암, 폐암, 식도 암종, 머리와 목의 암종,

조혈암, 고환암, 결장-직장암, 전립선암, 및 췌장암이 있다.

활성화된 세포는 또한 염증 부위에서 치료될 수 있다. "활성화된 세포"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세포로서 규정된다. 그러한

세포로는, 그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T-세포와 B-세포, 대식세포, NK 세포, 비만세포, 호산성 백혈구, 호중구, 쿠

퍼 세포, 항원 제공 세포, 및 혈관 내피 세포가 있다.

2. 감염

염증은 환자에게서 감염성 과정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염증이 감염성 과정과 관련될 때, 감염성 과정은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될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의 실례로는, 그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포진 바이러스 타입-1, 단순 포진 바

이러스 타입-2,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엡스타인-바르 바이러스, 바리셀라-조스터 바이러스, 사람 포진 바이러스 6, 사람

포진 바이러스 7, 사람 포진 바이러스 8, 바리올라 바이러스,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A형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

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D형 간염 바이러스, E형 간염 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B, 홍역 바이러스, 폴리오마 바이러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호흡기 다핵체 바이러스, 아데노바

이러스, 코작키 바이러스, 뎅그열 바이러스,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 척추성 소아마비 바이러스, 라비에스 바이러스, 라

우스육종 바이러스, 황색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마르부르크병 바이러스, 라사열 바이러스, 동부 말 뇌염 바이러스,

일본 뇌염 바이러스, 세인트루이스 뇌염 바이러스, 머리 계곡열 바이러스, 서부나일 바이러스, 리프트 계곡열 바이러스, 로

타바이러스 A, 로타바이러스 B, 로타바이러스 C, 신드비스 바이러스, 유인원 면역결핍 바이러스, 사람 T-세포 백혈병 바

이러스 타입-1, 한타바이러스, 루벨라 바이러스, 유인원 면역결핍 바이러스,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1, 및 사람 면

역결핍 바이러스 타입-2가 있다.

염증이 감염성 과정과 관련될 때 감염성 과정은 박테리아 감염과 관련될 수 있다. 박테리아 감염은 그람 포지티브 또는 그

람 네거티브 박테리아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그람 포지티브 박테리아는 다음의 것들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마이코박테리움 투베르쿨로시스(M. tuberculosis), M. 보비스(M. bovis), M. 타이피뮤리움(M. typhimurium), M.

보비스 균주 BCG, BCG 하위 균주, M. 아비움(M. avium), M. 인트라셀룰라(M. intracellulare), M. 아프리카눔(M.

africanum), M. 칸자시(M. kansasii), M. 마리눔(M. marinum), M. 울서란스(M. ulcerans), M. 아비움 하위종 파라투베

르쿨로시스,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Staphylococcus aureus),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더미디스(Staphylococcus.

epidermidis), 스타필로코쿠스 에쿠이(Staphylococcus. equi), 스트렙토코쿠스 피오게네스(Streptococus pyogenes), 스

트렙토코쿠스 아갈락티아(Streptococcus. agalactiae),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게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리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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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이바노비(Listeria ivanovii), 바실루스 안트라시스(Bacillus anthracis), 바실루스 서브틸리스(B. subtilis), 노카르디

아 아스테로이데스(Nocardia asteroides), 및 다른 노카르디아 종, 스트렙토코쿠스 비리단스(Streptococcus viridans) 그

룹, 펩토코쿠스 종(Peptococcus species), 펩토스트렙토코쿠스(Peptostreptococcus) 종, 악티노마이세스 이스라엘리

(Actinomyces israelii) 및 다른 악티노마이세스 종, 및 프로피오니박테리움 아크네스(Propionibacterium acnes).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는 다음의 것들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Clostridium

tetani),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겐스(Clostridium perfringens),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 다른

클로스트리디움 종, 슈도모나스 아에루기노사(Pseudomonas aeruginosa), 다른 슈도모나스 종, 캄필로박터

(Campylobacter) 종,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에를리시아(Ehrlichia) 종, 악티노바실루스 플뢰로뉴모니아

(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파스퇴렐라 헤모리티카(Pasteurella haemolytica), 파스퇴렐라 물토시다

(Pasteurella multocida), 다른 파스퇴렐라 종, 레지오넬라 뉴모필라(Legionella pneumophila), 다른 레지오넬라 종, 살모

넬라 타이피(Salmonella typhi), 다른 살모넬라 종, 시겔라(Shigella) 종, 브루셀라 아보르투스(Brucella abortus), 다른

브루셀라 종, 클라미디 트라코마티스(Chlamydi trachomatis), 클라미디아 프시타시(Chlamydia psittaci), 콕시엘라 부르

네티(Coxiella burnetti), 대장균(Escherichia coli), 나이지리아 메닝기티디스(Neiserria meningitidis), 나이지리아 고노

레아(Neiserria gonorrhea),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 헤모필루스 두크레이(Haemophilus

ducreyi), 다른 헤모필루스 종, 예르시니아 페스티스(Yersinia pestis), 예르시니아 엔테롤리티카(Yersinia enterolitica),

다른 예르시니아 종, 어셔리시아 히라(E. hirae) 및 다른 어셔리시아 종, 그 외에 다른 엔테로박테리아카(

Enterobacteriacae), 브루셀라 아보르투스 및 다른 브루셀라 종, 부르콜데리아 케파시아(Burkholderia cepacia), 브루콜

데리아 슈도말레이(Burkholderia pseudomallei), 프란시셀라 툴라렌시스(Francisella tularensis), 박테리오데스 프라길

리스(Bacteroides fragilis), 푸소바스크테리움 누클레아툼(Fusobascterium nucleatum), 프로베텔라(Provetella) 종 및

코우드리아 루미난티움(Cowdria ruminantium).

상기 그람 포지티브 및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에 대한 실례는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모든 그람 포지티브 및 그람 네

거티브 박테리아와, 그 밖에 그람 테스트에 반응하지 않는 박테리아를 포함하는 보다 큰 집단을 대표하여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다른 박테리아 종으로는, 그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비오트로피아

(Abiotrophia), 아크로모박터(Achromobacter), 아시다미노코쿠스(Acidaminococcus), 아시도보락스(Acidovorax), 아

시네토박터(Acinetobacter), 악티노바실루스(Actinobacillus), 악티노바쿨룸(Actinobaculum), 악티노마두라

(Actinomadura), 악티노마이세스(Actinomyces), 에어로코쿠스(Aerococcus), 에어로모나스(Aeromonas), 아피피아

(Afipia), 아그로박테리움(Agrobacterium), 알칼리게네스(Alcaligenes), 알로이오코쿠스(Alloiococcus), 알테로모나스

(Alteromonas), 아미콜라타(Amycolata), 아미콜라톱시스(Amycolatopsis), 언에어로보스피릴룸(Anaerobospirillum),

언에어로하브두스(Anaerorhabdus), 아라키나(Arachnia), 아르카노박테리움(Arcanobacterium), 아르코박터

(Arcobacter), 아르트로박터(Arthrobacter), 아토포비움(Atopobium), 아우레오박테리움(Aureobacterium), 박테로이드

(Bacteroides), 발네아트릭스(Balneatrix), 바르토넬라(Bartonella), 베르게옐라(Bergeyella), 비피도박테리움

(Bifidobacterium), 빌로필라 브라나멜라(Bilophila Branhamella), 보렐리아(Borrelia), 보르데텔라(Bordetella), 브라키

스피라(Brachyspira), 브레비바실루스(Brevibacillus), 브레비박테리움(Brevibacterium), 브레분디모나스

(Brevundimonas), 브루셀라, 부르콜데리아(Burkholderia), 부티아욱셀라(Buttiauxella), 부티리비브리오(Butyrivibrio),

칼리마토박테리움(Calymmatobacterium), 캄필로박터(Campylobacter), 카프노시토파가(Capnocytophaga), 카디오박

테리움(Cardiobacterium), 카토넬라(Catonella), 케데세아(Cedecea), 셀룰로모나스(Cellulomonas), 센티페다

(Centipeda), 클라미디아(Chlamydia), 클라미도필라(Chlamydophila), 크로모박테리움(Chromobacterium), 키세도박테

리움(Chyseobacterium), 크리세오모나스(Chryseomonas), 시트로박터(Citrobacter), 클로스트리디움(Clostridium), 콜

린셀라(Collinsella), 코마모나스(Comamonas), 코리네박테리움(Corynebacterium), 콕시엘라(Coxiella), 크립토박테리

움(Cryptobacterium), 델프티아(Delftia), 더마박터(Dermabacter), 더마토필루스(Dermatophilus), 데술포모나스

(Desulfomonas), 데술포비브리오(Desulfovibrio), 디알리스터(Dialister), 디켈로박터(Dichelobacter), 돌로시코쿠스

(Dolosicoccus), 돌로시그라뉼룸(Dolosigranulum), 에드바르드시엘라(Edwardsiella), 에게르텔라(Eggerthella), 에를리

시아(Ehrlichia), 아이케넬라(Eikenella), 엠페도박터(Empedobacter), 엔테로박터(Enterobacter), 엔테로코쿠스

(Enterococcus), 에르위니아(Erwinia), 에리시펠로트릭스(Erysipelothrix), 어셔리시아(Escherichia), 유박테리움

(Eubacterium), 어윈겔라(Ewingella), 엑시구오박테리움(Exiguobacterium), 팩클라미아(Facklamia), 필리팩터

(Filifactor), 플라비모나스(Flavimonas), 플라보박테리움(Flavobacterium), 프란시셀라(Francisella), 푸소박테리움

(Fusobacterium), 가드너렐라(Gardnerella), 게멜라(Gemella), 글로비카텔라(Globicatella), 고르도나(Gordona), 헤모필

루스, 하프니아(Hafnia), 헬리코박터( Helicobacter), 헬로코쿠스(Helococcus), 홀데마니아 이그나비그라눔(Holdemania

Ignavigranum), 죤스넬라(Johnsonella), 킹겔라(Kingella), 클레브시엘라(Klebsiella), 코쿠리아(Kocuria), 코세렐라

(Koserella), 쿠르티아(Kurthia), 키토코쿠스(Kytococcus), 락토바실루스(Lactobacillus), 락토코쿠스(Lactococcus), 라

우트로피아(Lautropia), 레클레르시아(Leclercia), 레지오넬라(Legionella), 레미노렐라(Leminorella), 렙토스피라

(Leptospira), 렙토트리시아(Leptotrichia), 류코노스톡(Leuconostoc), 리스테리아(Listeria), 리스토넬라(Listonella),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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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페라(Megasphaera), 메틸로박테리움(Methylobacterium), 마이크로박테리움(Microbacterium), 마이크로코쿠스

(Micrococcus), 미츠오켈라(Mitsuokella), 모빌룬쿠스(Mobiluncus), 모엘렐라(Moellerella), 모락셀라(Moraxella), 모르

가넬라(Morganella), 마이코박테리움(Mycobacterium), 미코플라스마(Mycoplasma), 미로이데스(Myroides), 나이지리

아(Neisseria), 노카르디아(Nocardia), 노카르디옵시스(Nocardiopsis), 오크로박트룸(Ochrobactrum), 오에스코비아

(Oeskovia), 올리겔라(Oligella), 오리엔티아(Orientia), 파에니바실루스(Paenibacillus), 판토에(Pantoea), 파라클라미디

아(Parachlamydia), 파스퇴렐라(Pasteurella), 페디오코쿠스(Pediococcus), 펩토코쿠스(Peptococcus), 펩토스트렙토코

쿠스(Peptostreptococcus), 포토박테리움(Photobacterium), 포토랍두스(Photorhabdus), 플레시모나스(Plesiomonas),

포르피리모나스(Porphyrimonas), 프레보텔라(Prevotella), 프로피오니박테리움(Propionibacterium), 프로테우스

(Proteus), 프로비덴시아(Providencia), 슈도모나스(Pseudomonas), 슈도노카르디아(Pseudonocardia), 슈도라미박터

(Pseudoramibacter), 사이크로박터(Psychrobacter), 라넬라(Rahnella), 랄스토니아(Ralstonia), 로도코쿠스

(Rhodococcus), 리케챠 로칼리마에 로즈오모나스(Rickettsia Rochalimaea Roseomonas), 로티아(Rothia), 루미노코쿠

스(Ruminococcus), 살모넬라(Salmonella), 셀레노모나스(Selenomonas), 세르풀리나(Serpulina), 세라티아(Serratia),

쉬베넬라(Shewenella), 쉬겔라(Shigella), 심카니아(Simkania), 슬래키아(Slackia), 스핑고박테리움(Sphingobacterium),

스핑고모나스(Sphingomonas), 스피릴룸(Spirillum), 스타필로코쿠스, 스테노트로포모나스(Stenotrophomonas), 스토마

토코쿠스(Stomatococcus), 스트렙토바실리티스(Streptobacilltis), 스트렙토코쿠스, 스트렙토마이세스(Streptomyces),

숙시니비브리오(Succinivibrio), 수테렐라(Sutterella), 수토넬라(Suttonella), 타투멜라(Tatumella), 티시에렐라

(Tissierella), 트라불시엘라(Trabulsiella), 트레포네마(Treponema), 트로페리마(Tropheryma), 츠사카뮤렐라

(Tsakamurella), 투리셀라(Turicella), 우레아플라스마(Ureaplasma), 바고코쿠스(Vagococcus), 베일로넬라

(Veillonella), 비브리오(Vibrio), 베크셀라(Weeksella), 볼리넬라(Wolinella), 크산토모나스(Xanthomonas), 크세노랍두

스(Xenorhabdus), 예르시니아(Yersinia), 및 요크넬라(Yokenella).

염증이 감염성 과정과 관련될 때 감염성 과정은 기생충 감염과 관련될 수 있다. 기생충 감염의 실례로는, 그것들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톡소플라스마 곤디(Toxoplasma gondii), 플라스모디움(Plasmodium) 종, 예

컨대 플라스모디움 팔시파룸(Plasmodium falciparum), 플라스모디움 비박스(Plasmodium vivax), 플라스모디움 말라리

아(Plasmodium malariae), 및 다른 플라스모디움 종, 트리파노소마 브루세이(Trypanosoma brucei), 트리파노소마 크루

지(Trypanosoma cruzi), 라이쉬마니아(Leishmania) 종, 예컨대 라이쉬마니아 메이저(Leishmania major), 쉬스토소마

(Schistosoma), 예컨대 쉬스토소마 만소니(Schistosoma mansoni) 및 다른 쉬스토소마 종, 및 엔타모에바 히스톨리티카

(Entamoeba histolytica).

염증이 감염성 과정과 관련될 때 감염성 과정은 진균류 감염과 관련될 수 있다. 진균류 감염의 실례로는, 그것들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칸디다 알비칸스(Candida albicans), 크립토코쿠스 네오포르만스

(Cryptococcus neoformans), 히스토플라마 캡슐라툼(Histoplama capsulatum), 아스페르길루스 푸미가투스

(Aspergillus fumigatus), 코키디오데스 이미티스(Coccidiodes immitis), 파라코키디오데스 브라실리엔시스

(Paracoccidiodes brasiliensis), 블라스토마이세스 더미티디스(Blastomyces dermitidis), 네오모시스티스 카르니

(Pneomocystis carnii), 페니실리움 마르네피(Penicillium marneffi), 및 알터나리아 알터나타(Alternaria alternata).

3. 패혈증

나아가 감염은 패혈증과도 관련될 수 있다.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SIRS)으로도 알려져 있는 패혈증은 독소를 발생하는

박테리아에 의한 혈류의 불가항력적인 감염에 의해 유발되는 심각한 질병이다. 패혈증은 100명의 입원 환자당 2명에게서

발생한다. 패혈증은 신체의 어느 곳에서든지 시작될 수 있는 박테리아 감염에 의해 유발된다. 통상적인 부위는 신장 (상부

요로 감염), 간 또는 담낭, 내장 (통상 복막염과 함께 볼 수 있다), 피부 (봉와직염), 및 폐 (박테리아성 폐렴)이지만, 이것들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우스에서 볼 수 있는 LPS-유도 내독혈증은 패혈증 쇼크를 유도하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모델이며, 전염증성 조절제의

과잉 생성으로 인한 식욕 감퇴와도 관련이 있다. 데이터의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SIRS)은 아직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으며, 치료 접근법의 유익한 결과도 아직은 최소한에 불과하다 (Riedemann et al. J. Clin. Invest.

112:460-467 (2003), Luheshi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6:7047-7052(1999)). LPS는 단핵세포에 직접적으

로 작용하지만, 그 결과의 내독혈증은 또한 광범위한 세포 및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호흡계 이화 상태와도 관련이 있다.

LPS를 투여받은 마우스에서 그렐린 주입은 간, 비장, 폐, 및 장간막 림프절에서뿐 아니라 순환계에서도 전염증성 사이토

킨 IL-1α 및 β, IL-6 및 TNF-α의 상당한 억제를 유도하였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LPS-유도된 내독혈증은 그렐린 분비의

억제를 초래하였고 (Hataya et al. Endocrinology. 144:5365-5371 (2003)), 그렐린 주입은 패혈증을 보인 동물에게서

체중을 감소시켰다 (Murray et al. Gastroenterology. 125:1492-1502 (2003)). 그러므로 LPS 도전 후의 그렐린 분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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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는 진행중인 염증 상해를 악화시키고 이화 상태의 발달을 촉진한다. 나아가 LPS로 유도된 염증성 식욕부진은 또한 그

렐린으로 처리된 마우스에서 상당히 감소되었음이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그렐린과 합성 GHS를 포함하는 것은 SIRS의 가

능한 치료법이다. 그렐린은 또한 지속적인 위 염증이 낮은 그렐린 수준(49)과 그렐린 분비의 상향조절을 유도하는 감염의

교정과 관련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hylori)와 같은 만성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뇌막염 또한 패혈증에 수반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서 패혈증은 뼈의 감염을 수반한다 (골수염). 입원 환자에게서 통상적

인 감염 부위는 정맥 내 라인, 수술로 인한 상처, 수술로 인한 고름, 와상 자세로 인한 궤양 또는 욕창으로서 알려져 있는 피

부의 파괴 부위이다. 감염은 때로 포지티브 혈액 배양에 의해 확인되기도 하지만, 혈액 배양은 항생물질을 투여받은 개체

에서는 네거티브일 수도 있다. 패혈증에서 혈압은 저하되어 쇼크를 초래한다. 신장, 간, 폐, 및 중추신경계를 포함하여 주

요 기관 및 체계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멈춘다. 패혈증은 때로 생명에 치명적인데, 특히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 있거

나 다른 의료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하다.

4. 이식

염증은 이식하거나 이식을 받은 수용체에게서 이식 거부반응과 관련될 수 있다. 상기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이식 거부반

응"은 환자의 신체에 외래 혈액 또는 조직이 존재함으로써 야기된 면역 반응으로서 규정된다. 이식 거부반응의 한 실례에

서 항체는 이식된 물질 상의 외래 항원에 대하여 형성된다. 이식은 예를 들면 조직, 세포 또는 기관 이식, 예컨대 간, 신장,

피부, 각막, 췌장, 췌장 샘세포, 눈, 심장, 또는 신체의 어떠한 다른 이식 기관일 수 있다.

이식 면역학은 공여체로부터 동종이식편 또는 이종이식편이 제거된 후 수용체에게 이식될 때 일어나는 광범위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 조직은 합쳐지거나 이식되는 부위에서 모두 손상된다. 생화학적 캐스케이드의 활성화가 그런 것처럼 염

증 반응은 즉시 일어난다. 그런 염증 반응은 본원에서 교시되는 방법들을 사용하여 감소될 수 있다. 염증 반응에서 일련의

특이적이고 비특이적인 세포 반응은 항원이 인지되는 결과로서 일어난다. 조직 손상 (예컨대 허혈, 저체온증, 재관류 상해)

의 항원-무관한 원인은 이식편이 수득됨에 따라 혈액 공급이 파괴되는 것 외에도 기계적 외상의 결과이다. 대조적으로 조

직 손상의 항원-의존성 원인은 면역-중재된 손상을 포함한다.

대식세포 방출 사이토킨 (예컨대 종양 괴사 인자, 인터류킨-1)은 염증성 내피 반응을 자극함으로써 염증의 세기를 높여준

다; 이런 내피의 변화는 대다수의 t 세포가 이식 부위로 보충되는 것을 돕는다.

손상된 조직은 여러 생화학적 캐스케이드를 야기하는 전염증성 조절제 (예컨대 하게만(Hageman) 인자 (인자 XII))를 방출

한다. 응고 캐스케이드는 피브린과 여러 관련 피브리노펩티드를 유도하며, 그것들은 국소적인 혈관 투과성을 촉진하며 호

중구와 대식세포를 끌어당긴다. 키닌 캐스케이드는 원칙적으로 브래디키닌을 생성하는데, 그것은 혈관확장, 평활근 수축,

및 증가된 혈관 투과성을 촉진한다.

거부반응은 공여체 조직에 의해 발현된 비-자체 항원에 대한 수용체의 동종면역 반응의 결과이다. 과도한 급성 거부반응

에서 이식 환자는 동종항원에 대하여 혈청학적으로 이미 민감해져 있다 (즉 이식 항원이 비-자체로서 인지된다). 조직학적

으로 수많은 다형핵 백혈구 (PMN)가 이식 맥관구조 내에 존재하며 만연된 마이크로트롬빈 형성 및 혈소판 축적과 관련된

다. 과도한 급성 거부반응은 이식편이 이식된 후 수분 내지 수시간 내에 나타난다. 과도한 급성 거부반응은 항-공여체 항

체에 대한 이식편 수용체에 일상적인 사전이식 스크리닝이 도입된 이래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 되고 있다.

급성 거부반응에서 이식편 항원은 T 세포에 의해 인지되며, 그 결과 사이토킨 방출은 궁극적으로 조직 왜곡, 혈관 기능부

전, 및 세포 파괴를 초래한다. 조직학적으로 간질 (interstitium)내에 있는 동등한 수의 대식세포 및 T 세포에 의해 지배적

인 백혈구가 존재한다. 이들 과정은 이식 후 24시간 이내에 일어날 수 있으며, 하루 내지 수 주의 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

다.

만성 거부반응에서 병원성 조직 리모델링은 이식과 이식 후 외상으로부터 유발된다. 사이토킨과 조직 성장 인자는 평활근

세포가 증식하고, 이동하고, 새로운 매트릭스 물질을 생성하도록 유도한다. 간질 섬유아세포 또한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유

도된다. 조직학적으로 보면 점진적인 신생 맥관내막 형성이 큰 동맥이나 중간 동맥 내에서 일어나며, 더 적게는 이식편 정

맥 내에서 일어난다. 통상적으로 백혈구 침투는 적거나 심지어는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모든 것은 혈류의 감소와 함께 계

속되는 병변적 조직 허혈, 괴사, 및 세포 사망을 초래한다 (Prescilla et al. emedicine website, Immunology of

Transplant Rejection, updated June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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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 거부반응은 이식 후 1 내지 10분 이내에, 또는 이식 후 1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또는 이식 후 1시간 내지 10시간 이

내에, 또는 이식 후 10시간 내지 24시간 이내에, 또는 이식 후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 또는 이식 후 48시간 내지 1달

이내에, 또는 이식 후 1달 내지 1년 이내에, 또는 이식 후 1년 내지 5년 이내에, 또는 심지어는 이식 후 더 오랜 시간이 지

난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동물은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치료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는 어떠한 포유류, 바람직하게는

사람일 수 있으며, 마우스, 쥐, 소, 기니아 피그, 햄스터, 토끼, 고양이, 개, 염소, 양, 원숭이, 말 및 침팬지도 포함하며, 그것

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5. 식욕 상실

본 발명은 환자에게 유효량의 그렐린을 투여함으로써 환자의 식욕 상실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식욕 상실은 광범위

한 물질, 질병 및 장애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그러한 것의 실례로는, 그것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감정상의 혼란, 신경증,

외로움, 긴장, 불안, 상실, 억압, 신경성 무식욕증, 식욕부진-만성 무기력 증후군, 급성 및 만성 감염 (상기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HIV, 임신, 암,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염증 (급성 및 만성 염증뿐 아니라 경미한(low grade) 염증), 갑상선 항진증,

의약 및 길거리 약물, 화학요법제, 암페타민, 교감신경 흥분제, 예컨대 에페드린, 항생물질, 재채기 및 감기 제제, 코데인,

몰핀, 데메롤, 및 디지탈리스가 있다. 하기 실시예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렐린 처리는 비-LPS 처리된 마우스에서

식욕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LPS-유도된 식욕부진증에서 상당한 감퇴를 유발하였다.

경미한 염증은 노화가 IL-6을 포함한 염증성 사이토킨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화와 관련될 수 있다. 연령에 따

른 염증성 조절제의 증가는 '노화의 식욕부진' 및 쇠약과 관련된다 (Ershler, W.B., and Keller, T. E. 2000. Age-

associated increased interleukin-6 gene expression, late life diseases, and frailty. Annu. Rev. Med. 51:245-270).

쇠약해지고 노령인 환자의 그렐린 보충 요법은 진행중인 염증성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음식물 흡수를 증가시키며 동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

6. 사이토킨

또한 본원에는 유효량의 그렐린을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토킨의 분비를 억제하는 방법이 개시된다. 예를 들어

사이토킨은 염증 부위에서 억제될 수 있다. 사이토킨은 T-세포, B-세포, 수상 돌기 세포, 및 단핵 세포로 이루어지는 군으

로부터 선택되는 세포에 의해 발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될 수 있는 사이토킨과 면역조절제의 실례로는, 그것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액성 염증에

관여하는 것들, 예를 들면 IL-3, IL-4, IL-5, IL-6, IL-7, IL-9, IL-10, IL-13, 및 변형 성장 인자-β(TGF-β), 및 세포성

염증에 관여하는 것들, 예를 들면 IL-1, IL-2, IL-3, IL-4, IL-7, IL-9, IL-10, IL-12, 인터페론(IFN), IFN-γ유도 인자

(IGIF), TGF-β 및 TNF-α 및 β가 있다. 그렐린은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질병의 급성 상태를 치료하거나 및/또는 환자의

상태를 비-염증성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사이토킨 및/또는 면역조절제를 조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사이토킨은 다른 세포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들에 의해 제조되는 단백질이다. 림프구에 의해 제조된 사이토킨은 때

로 림포카인 또는 인터류킨(IL)으로 불린다. 사이토킨은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세포상의 특이한 사이토킨 수용체에 대해

작용한다. 수용체의 결합은 성장, 분화, 또는 죽음과 같은 세포의 활성을 유도한다. 여러 사이토킨들이 급성 염증 반응을

중재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데, 즉 IL-1, TNF-α, IL-6, IL-11, IL-8 및 다른 케모카인, GCSF, 및 GM-CSF가 그것들이

다. 이들 중에서 IL-1 (α 및 β)과 TNF가 매우 강력한 염증성 분자들로서, 그것들은 박테리아 리포다당의 피부 내 주사에

의해 동물에게서 유도된 급성 염증을 중재하는 일차 사이토킨이며 패혈성 쇼크의 일차 조절제들 중 두 가지이다.

만성 염증은 뒤따르는 급성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수주 동안 또는 수 개월 동안, 어떤 경우에는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 염증 단계 동안에 사이토킨 상호작용은 염증 부위의 단세포 주화성을 유발하는데, 염증 부위에서 대식세포 활성

화 인자 (MAF), 예를 들면 IFN-γ, MCP-1, 및 GM-CSF 및 IFN-γ와 같은 이동 억제 인자 (MIF)이면서 나중에 대식세포

를 활성화 시키는 다른 분자들이 그것들을 염증 부위에서 보유한다. 대식세포는 저수준의 IL-1 및 TNF를 만성적으로 동

화시킴으로써 염증성 과정에 기여하는데, IL-1과 TNF는 식욕부진, 무기력증, 열, 졸음, 및 백혈구 증가증과 같은, 염증과

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임상 증상들 중 일부의 원인이 된다. 만성 염증 과정을 중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이토킨은 체

액성 염증에 관여하는 것들, 예컨대 IL-3, IL-4, IL-5, IL-6, IL-7, IL-9, IL-10, IL-13, 및 변형 성장 인자-β(TGF-β)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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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성 염증에 관여하는 것들, 예컨대 IL-1, IL-2, IL-3, IL-4, IL-7, IL-9, IL- 10, IL-12, 인터페론(IFNs), IFN-γ 유도

인자(IGIF), TGF-β 및 TNF-α 및 -β로 나눌 수 있다 (Feghali et al. Frontiers in Bioscience 2, d12-26 (January 1,

1997)).

선천적인 면역 시스템 세포에 의한 전-염증성 사이토킨의 생성은 침투하는 병원균에 대한 초기 숙주 방어를 중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나아가 숙주의 염증 반응의 성질이나 기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때로 만성 염증성 질병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유해한 숙주 효과를 중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혈증의 초기 단계에서 숙주의 염증 반응은 과도하게

활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때 숙주 조직 상해 및 치명적 쇼크를 중재하는 전-염증성 사이토킨의 생성이 우

세하게 증가한다. 그러므로 선천적인 면역 시스템이 전- 및 항-염증성 사이토킨 생성 수준을 명령하는 능력은 숙주 염증

반응의 성질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데 중요하다.

면역 시스템, 특히 백혈구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킨의 생성은 식욕부진-만성 무기력증 증후군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Hart et al. (1988), Kotler et al. (2000), Ershler et al.,(2000)). 염증성 식욕부진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

이토킨의 실례로는 IL-1β, IL-6 및 TNF-α가 있다. 말초적으로 투여되는 그렐린은 본원에서 IL-1β-유도 식욕부진을 차

단하고, 음식물 흡수를 촉진하고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포지티브 에너지 평형을 유도한다. 전-염증성 사이토킨

발현에 미치는 그렐린의 억제 효과는 사이토킨-유도된 식욕부진의 조절에 있어 그렐린과 GHS-R에 대한 조절적 역할을

나타낸다. 더욱이 IL-1β와 렙틴의 조합은 또한 위에서의 그렐린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Cohen, J Nature 420:

885-891 (2003)), 위의 그렐린 발현은 렙틴 결핍 마우스에서 증가된다. 렙틴과 그렐린은 시상 하부 수준에서 음식물 흡수

에 상호 길항 효과를 나타낸다 (Nakazato et al. (2001), Inui, A. (2001)). 사이토킨의 gp130 패밀리의 구성원인 렙틴은

강력한 Th1 반응을 유도하며 (Hosoda et al. J. Biol. Chem. 278:64-70 (2003)), 전-염증성 유도제로서 간주된다

(Loffreda, S. et al. FASEB J. 12:57-65 (1998); Zarkesh-Esfahani et al. J. Immunol. 167:4593-4599 (2001), Lord

et al. Nature. 394:897-901 (1998), Hosoda et al. J. Biol. Chem. 278:64-70 (2003), Dixit et al. Endocrinology.

144:5595-5603 (2003)). 음식물 흡수에 미치는 렙틴의 작용은 부분적으로는 시상하부에서의 IL-1β 수준의 증가에 의해

조절된다 (Janik et al. J. Clin. Endocrinol. Metab. 82:3084-3086 (1997)). 마찬가지로 IL-1의 식욕부진 효과는 렙틴 수

준을 증가시킴으로써 중재된다 (Lambert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8:4652-4657 (2001)).

렙틴은 mRNA 발현과 IL-1β, IL-6 및 TNF-α의 분비를 사람 T 세포 및 PBMC에 의해 직접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

었다. 렙틴과 LIF, CNTF 및 IL-6을 포함하는 여러 다른 gp130 리간드들은 숙주 대사에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 (Beretta

et al. Peptides. 23:975-984 (2002), Wallenius et al. Nature Med. 8:75-79 (2002)). 더욱이 IL-6-/- 결핍 마우스들은

렙틴 결핍 마우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만을 발달시킨다 (Laviano et al. Nutrition. 18:100-105 (2002)). 렙틴이 만성 무

기력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한편, 렙틴 수준은 대개는 지방질 조직에서의 전신성 감소로 인하여 많은 암-관련 소

모성 질환에서는 상승되지 않는다 (Doehner et al., Eur. J. Endocrinol. 145:727-735 (2001)). 그러나 만성 심장 질환 환

자에게서 볼 수 있는 만성 무기력증은 고렙틴혈증(hyperleptinemia)과 관련이 있다 (Nagaya, N. et al. Circulation.

104:1430-1435 (2001)). 대조적으로 그렐린은 쥐에서 만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만성 무기력증을 약화시키고 (Van den

Berghe et al. J. Clin. Endocrinol. Metab. 84:1311-1323 (1999)), GHS-R 유사체인 GHRP-2는 소모성 질환에 걸린 심

각하게 아픈 환자에게서 단백질 과다 이화작용, 골격근 단백질 가수분해, 및 골다공증을 방해한다 (Sanna et al. J. Clin.

Invest. 111:241-250 (2003)). 나아가 쥐과 동물의 다발성 경화증 (MS) 모델에서 증가된 수준의 순환하는 렙틴은 염증성

식욕부진과 질병 감수성을 조절한다 (Sun, Y. et al. Mol. Cell. Biol. 23:7973-7981 (2003)). 금식으로 유도된 렙틴 수준

의 억제는 이 모델에서 EAE의 개시를 극적으로 약화시켰다 (Sun, Y. et al. (2003)). 금식은 혈청내 렙틴의 감소 및 순환하

는 그렐린 수준의 강력한 증가와 관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Cummings et al. (2002), Inui, A.(2001)), 이 쥐 MS 모델에서

금식이 미치는 항-염증 효과는 또한 그렐린에 의해서도 중재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만약 배고픔의 조절이 종의 생존에 가

장 치명적인 것이라면, 상보하는 메커니즘의 복잡한 회로는 이들 조절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핍에 대해 보호하기 위

하여 발달되었다.

그렐린은 이들 동일한 염증 조절제의 활성화-유도 사이토킨 발현뿐만 아니라 렙틴-유도 발현을 조절하는 면역 시스템에

서 중요한 반대-조절 신호로서 기능을 한다. 이들 호르몬이 면역 세포에 의한 IL-1β, IL-6 및 TNF-α의 발현에 미치는 상

호 조절 효과는 소모성 질병, 노화, 및 쇠약의 발달에서 광범위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조적으로 면역 시스템 내

에서 그렐린의 신규한 항-염증 작용은 광범위한 염증 상태 및 암과 관련된 식욕부진-만성 무기력 증후군의 관리에 유익하

다.

7.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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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 개시된 제제 및 방법은 염증을 경험하고 있거나 염증에 걸릴 위험이 있는 환자, 및 식욕을 상실한 경험이 있는 환자

에게 유익하다. 본원에 개시된 제제 및 방법이 염증의 심각성 또는 기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염증의 감소가 유리한 환자

라면 누구라도 본원에 개시된 방법 및 제제로 치료될 수 있다.

본원에 개시된 제제를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에 포함하고 있는 조성물은 경구로, 비경구로 (예컨대 정맥내로), 근육

내 주사에 의해, 복강 내 주사에 의해, 경피적으로, 체외적으로, 국소적으로, 등의 방법에 의해 투여될 수 있지만, 전형적으

로는 국소적인 비강 내 투여 또는 흡입에 의한 투여가 바람직하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국소적인 비강 내 투여"는 조성물이

콧구멍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통해 코 및 비강 통로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무 메커니즘이나 방울식 메커니즘에 의해

또는 핵산 또는 벡터의 에어로솔화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후자는 다수의 동물이 동시에 치료되어야 할

때 효과적일 것이다. 흡입에 의한 조성물의 투여는 분무 또는 방울식 메커니즘에 의한 전달을 경유하여 코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전달은 또한 삽관법을 통해 직접 호흡계의 어떠한 영역 (예컨대 폐)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필요한 조

성물의 정확한 양은 환자의 종, 연령, 체중 및 일반적인 상태, 및 치료될 장애의 심각성, 사용되는 특정 핵산 또는 벡터, 그

것의 투여 방식 등에 따라 환자마다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양은 본원에 교시되는 대로 단지 기본적인 실험을 사용

하여 당업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만약 조성물이 비경구로 투여된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주사로 이루어진다. 주사제는 종래 형태로, 액체 용액 또는 현탁

액, 주사 전에 액체 형태의 현탁액에 적당한 고체 형태, 또는 에멀션으로서 제조될 수 있다. 비경구 투여를 위한 보다 최근

에 개정된 접근법은 일정한 용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서방성 또는 지속성 방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 특

허 제 3,610,795호 참조).

조성물은 용액 또는 현탁액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세입자, 리포솜, 또는 셀에 통합된 상태). 이들 조성물은 항체, 수용체,

또는 수용체 리간드를 경유하여 특정한 세포 유형을 표적으로 할 수 있다. 주어진 조직에 대해 특정 단백질을 표적화하기

위해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참고문헌들을 찾아볼 수 있다 (Senter, et al., Bioconjugate Chem., 2:447-451,

(1991); Bagshawe, K. D., Br. J. Cancer, 60:275-281, (1989); Bagshawe, et al., Br. J. Cancer, 58:700-703, (1988);

Senter, et al., Bioconjugate Chem., 4:3-9, (1993); Battelli, et al., Cancer Immunol. Immunother., 35:421-425,

(1992); Pietersz and McKenzie, Immunolog. Reviews, 129:57-80, (1992); and Roffler, et al., Biochem. Pharmacol,

42:2062-2065, (1991)). "스텔스(stealth)" 및 다른 항체 포합된 리포좀 (결장 암종에 대한 지질 중재된 약물 표적화를 포

함함)과 같은 비히클, 세포 특이적 리간드를 통한 DNA의 수용체 중재된 표적화, 림프구 지정된 종양 표적화, 및 생체 내에

서 쥐 신경교종 세포의 고도로 특이적인 치료적 레트로바이러스 표적화. 일반적으로 수용체는 그것이 구성성이든 또는 리

간드 유도성이든 세포 이물흡수의 경로에 포함된다. 클라트린-코팅된 피트(pit)에 있는 이들 수용체 클러스터는 클라트린

-코팅된 소포를 통해 세포에 들어가 수용체가 분류되어 있는 산성화된 엔도좀(endosome)을 통과한 후, 세포 표면을 재순

환하여 세포 내에 저장되거나 리소솜에서 분해된다. 내부화 경로는 다양한 기능, 예컨대 영양분 흡수, 활성화된 단백질의

제거, 거대분자의 정화, 바이러스와 독소의 기회주의적인 유입, 리간드의 분리 및 분해, 및 수용체-수준 조절을 나타낸다.

많은 수용체들은 세포 유형, 수용체 농도, 리간드 유형, 리간드 원자가, 및 리간드 농도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세포 내 경로를

따른다. 수용체-중재된 세포 이물흡수의 분자 및 세포 메커니즘은 문헌에 소개되어 있다 (Brown and Greene, DNA and

Cell Biology 10:6, 399-409(1991)).

a.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본원에 개시된 그렐린 또는 그것의 단편의 투여는 다른 치료제와 합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제제는

단독으로 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료제와 조합하여 투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환자는 개시된 제제 단독으로, 또는 화

학요법제, 항생물질,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성 및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종래의 면역요법제, 사이토킨, 케모카

인, 및/또는 성장 인자와의 조합물로 치료될 수 있다. 조합물은 부수적으로 (예컨대 혼합물로서), 별도로 그러나 동시에 (예

컨대 별도의 정맥내 라인을 통해 동일한 환자에게), 또는 순차적으로 (예컨대 화합물 또는 제제 중 하나가 먼저 투여된 후

이어서 두 번째 화합물 또는 제제가 투여된다) 투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어 "조합" 또는 "조합된"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제

제들의 부수적인, 동시의, 또는 순차적인 투여를 말할 때 사용된다.

본원에 개시된 제제의 투여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와 조합하여 치료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약제학적 담체는 당업

자들에게 공지되어 있다. 그것들은 전형적으로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표준화된 담체일 수 있으며, 이를테면 멸균

수, 및 식염수, 및 생리적 pH에서 완충된 용액과 같은 용액을 포함한다. 조성물은 근육 내로 또는 피하로 투여될 수 있다.

다른 화합물은 당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표준 과정에 따라 투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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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학적 조성물은 선택된 분자 외에 담체, 농축제, 희석제, 완충제, 보존제, 표면활성제 등을 포함할 것이다. 약제학적 조

성물은 또한 항미생물제, 항-염증제, 마취제 등과 같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활성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약제학적 조성물은 국소적 또는 전신적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및 치료될 영역에 따라 많은 방법으로 투여될 수 있다. 투

여는 국소적으로 (눈으로, 질로, 직장으로, 비강내로), 경구로, 흡입에 의해, 또는 비경구로, 예를 들면 정맥 내로 흘러들어

가게 하거나, 피하, 복강 내, 또는 근육 내 주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개시된 화합물은 정맥 내로, 복강 내로, 근육 내

로, 피하로, 공동 내로(intracavity), 또는 경피적으로 투여될 수 있다.

비경구 투여를 위한 제제는 멸균 수성 또는 비-수성 용액, 현탁액, 및 에멀션을 포함한다. 비-수성 용매의 실례로는 프로필

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식용유, 예컨대 올리브유, 및 주사용 유기 에스테르, 예컨대 에틸 올레에이트가 있다. 수성

담체로는 물, 알코올성/수성 용액, 에멀션 또는 현탁액, 이를테면 식염수 및 완충 배지가 있다. 비경구 비히클로는 염화 나

트륨 용액, 링거용 덱스트로스, 덱스트로스 및 염화 나트륨, 락트산 처리된 링거, 또는 고정된 오일이 있다. 정맥내 비히클

로는 유체 및 영양분 보충제, 전해질 보충제 (예컨대 링거용 덱스트로스를 기초로 한 것들), 등이 있다. 보존제 및 기타 첨

가제로는 또한 예를 들면 항미생물제, 항-산화제, 킬레이트화제, 및 비활성 가스 등이 있다.

국소 투여를 위한 제형은 연고, 로션, 크림, 겔, 드롭, 좌제, 분무제, 액체 및 분말일 수 있다. 종래의 약제학적 담체, 수성,

분말 또는 유성 베이스, 농축제 등이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다.

경구 투여를 위한 조성물은 분말 또는 과립, 현탁액 또는 물 또는 비-수성 배지 중의 용액, 캡슐, 1회용 봉지, 또는 정제를

포함한다. 농축제, 풍미제, 희석제, 유화제, 분산 보조제 또는 결합제가 바람직할 수 있다.

조성물 중 일부는 잠재적으로 무기산, 예컨대 염산, 브롬화수소산, 과염소산, 질산, 티오시안산, 황산, 및 인산, 및 유기산,

예컨대 포름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글리콜산, 락트산, 피루브산, 옥살산, 말론산, 숙신산, 말레산, 및 푸마르산과의 반응

에 의해, 또는 무기 염기, 예컨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암모늄, 수산화 칼륨, 및 유기 염기, 예컨대 모노-, 디-, 트리알킬

및 아릴 아민 및 치환된 에탄올아민과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 또는 염기-부가 염으로서 투여될

수 있다.

b. 1회 용량

본 발명의 물질은 유효량으로 또는 유효 농도에서 투여될 수 있다. 물질의 유효한 농도 또는 양은 염증 반응 또는 식욕 상

실의 치료 또는 예방을 초래하는 농도 또는 양이다. 당업자는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방법뿐 아니라 본원에서 제

공되는 방법에 따라 유효한 농도 또는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당업자는 투여 농도 및 시간 경과를 포함하

여, 특정 물질의 생체 내 1회 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험관 내 분석법을 활용할 수 있다.

물질의 투여의 1회 용량 범위는 장애의 증상이 영향을 받는 바람직한 효과를 생성하기에 충분히 큰 용량 범위이다. 예를

들어 1회 용량은 체중 kg당 그렐린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또는 20 mg의 범위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그 사이의 어떠한 양도 가능하다. 특히 투여될 수 있는

그렐린의 양은 약 0.5 mg/kg 체중 또는 1 내지 15 mg/kg이다.

1회 용량은 유해한 부작용,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교차 반응, 과민성 반응, 등을 유발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1회 용량은 환자의 연령, 상태, 성별 및 질병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며, 당업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1회 용

량은 어떠한 금기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의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1회 용량은 하루 또는 여러 날 동안 다를 수 있으며 매

일 1회 또는 여러 번의 투여로 나누어 투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염증을 특징으로 하는 장애를 가지는 사람을 사이토킨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로 치료할 때의 효능을 평가하기 위

해, 다음의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레드니손 및/또는 장애의 제어를 위해 당해 기술분야에 공지되어 있는 다

른 면역조절제 (비경구 또는 경구)를 포함할 수 있는 표준 의료 치료법으로 치료되지 못한, 폐에 활성 염증이 있는 환자가

선택될 수 있다. 약물 효능은 모니터링 될 수 있다. 환자는 2개의 상이한 프로토콜에 대해 무작위로 선택받을 수 있다. 한

프로토콜에서는 환자는 초기 의료상태로 유지되며, 두 번째 프로토콜에서는 환자는 사이토킨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 예컨

대 그렐린을 투여받은 후에 의료상태가 점점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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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례에서 그렐린은 염증 또는 식욕 상실의 증상이 감퇴할 때까지 2시간 기간에 걸쳐 또는 주마다 2시간 기간에 걸쳐 각

시간에 주입되는 체중 kg당 약 0.5 mg의 1회 용량으로 주입될 수 있다. 환자의 혈압, 맥박 및 체온은 2시간 주입 기간 전

에 및 주입 기간 동안 30분 간격으로 모니터링 될 수 있다. 환자에 대해서는 또한 기본적인 염증 모니터링도 진행될 수 있

다.

상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본원에 개시된 제제는 다른 형태의 치료법과 함께 투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자는 항체, 항

생물질, 또는 상술된 바와 같은 다른 암 치료 프로토콜, 또는 바이러스 벡터와 함께 투여될 수 있다. 제제가 상기에서 설명

된 바와 같이 벡터 안에 있는 경우, 치료 목적의 핵산을 함유하고 있는 벡터는 또한 그렐린 또는 그것의 단편을 함유할 수

있다.

c. 투여를 위한 핵산 접근법

그렐린을 포함하여 본 발명의 물질은 또한 물질, 예컨대 그렐린을 코드화하는 핵산 제제 (예컨대 DNA 또는 RNA)로서 환

자, 또는 피험체에게, 환자 또는 피험체 자신의 세포가 핵산을 받아들이고 코드화된 물질을 생성하고 분비하도록 생체 내

및/또는 생체외적으로 투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핵산은 네이키드 DNA 또는 RNA의 형태일 수 있으며, 또는 핵산은 핵산을 세포에 전달하기 위한 벡터로서 존재

할 수 있고, 그로써 DNA 단편은 당업자에 의해 잘 인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프로모터의 전사 조절하에 놓인다. 벡터는 예

컨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Quantum Biotechnologies, Inc. (Laval, Quebec, Canada)와 같이 상업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제제일 수 있다. 핵산 또는 벡터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세포에 전달될 수 있다. 한 실례로서 전달은 상업적으로 구할

수 있는 리포솜 제제, 예컨대 LIPOFECTIN, LIPOFECTAMINE (GIBCO-BRL, Inc., Gaithersburg, MD), SUPERFECT

(Qiagen, Inc. Hilden, Germany) 및 TRANSFECTAM (Promega Biotec, Inc., Madison, WI)과 그밖에 당해 기술 분야의

표준 과정에 따라 개발된 다른 리포솜을 사용하여, 리포솜을 경유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핵산 또는 벡터는

일렉트로포레이션, 진트로닉스사(Genetronics, Inc.)(San Diego, CA)로부터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SONOPORATION

기계(ImaRx Pharmaceutical Corp., Tucson, AZ)를 이용하여 생체 내에서 전달될 수 있다.

한 실례로서, 벡터 전달은 바이러스 시스템, 예를 들면 재조합 레트로바이러스 게놈을 패키지할 수 있는 레트로바이러스

벡터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Pastan et al., Proc. Natl. Acad. Sci.U.S.A. 85:4486, 1988; Miller et al., Mol.

Cell. Biol. 6:2895, (1986)). 그런 다음 재조합 레트로바이러스는 감염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써 감염된 세포에 본 발명

의 광범위하게 중화시키는 항체 (또는 그것의 활성 단편)을 코드화하는 핵산을 전달할 수 있다. 변경된 핵산을 포유류 세포

안에 도입시키는 정확한 방법은 물론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 과정에 대해 다른 기법

들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의 사용 (Mitani et al., Hum. Gene Ther. 5:941-948,

(994)), 아데노-결합 바이러스(AAV) 벡터의 사용 (Goodman et al., Blood 84:1492-1500 (1994)), 렌티바이러스 벡터

의 사용 (Naidini et al., Science 272: 263-267 (1996)), 및 슈도타입의 레트로바이러스 벡터의 사용 (Agrawal et al.,

Exper. Hematol. 24:738-747 (1996))이 있다. 물리적 형질 도입 기법, 예컨대 리포솜 전달 및 수용체-중재 및 다른 세포

이물흡수 메커니즘 (Schwartzenberger et al., Blood 87:472-478, (1996))이 몇몇 실시예에서 거론된다. 본 발명은 이들

또는 통상 사용되는 다른 유전자 전달 방법과 연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한 실례로서, 만약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중의 본 발명의 항체-코드화 핵산이 환자의 세포에 전달된다면, 사람에게 아데노

바이러스를 투여하기 위한 1회 용량은 1회 주사당 약 107 내지 109 플라크 형성 유니트 (pfu)의 범위일 수 있지만, 1회 주

사당 1012 pfu 정도로 높을 수도 있다 (Crystal, Hum. Gene Ther. 8:985-1001 (1997); Alvarez and Curiel, Hum.

Gene Ther. 8:597-613, (1997)). 환자는 1회 주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또는 추가 주사가 필요하다면, 한정되지 않은 기

간 동안 및/또는 치료 효능이 수립될 때까지 6개월 간격으로 (또는 숙련된 실시자에 의해 결정되는 바와 같이 다른 적절한

시간 간격으로) 반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핵산 또는 벡터의 비경구 투여는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주사제는

종래의 형태, 액체 용액 또는 현탁액으로서, 주사 전에 액체로 현탁되는 용액에 적당한 고체 형태로서, 또는 에멀션으로서

제조될 수 있다. 비경구 투여를 위해 보다 최근에 개정된 접근법은 일정한 용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서방성 또는 지속성 방

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국 특허 제 3,610,795호 참조). 치료 화합물의 적당한 제형 및 다양한 투여 경로에

대한 추가의 논의는 문헌을 참조한다 (Remington: The Science and Practice ofPharmacy (19th ed. ) ed. A. R.

Gennaro, Mack Publishing Company, Easton, PA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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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실시예는 당업자에게 본원에서 청구되는 화합물, 조성물, 제품, 장치 및/또는 방법이 제조되고 평가되는 방법을 완

전하게 개시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며, 본 발명의 순수한 예시를 목적으로 하고, 본 발명자들이 그들의 발명으로서

간주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숫자 (예컨대 양, 온도 등)에 관련해서는 정확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약간의 실수나 편차는 설명될 것이다.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부는 중량부이고, ℃로 표시되는 온도

는 주변 온도이며, 압력은 대기압 온도이거나 대기압에 가까운 압력이다.

실시예들

실시예 1: 일반적인 방법

사람 환자. PBMC와 T 세포의 분리를 위해 22세에서 37세 사이의 건강한 남성 공여자 6명으로부터 혈장 교환 팩을 준비

하였다.

마우스. 생후 8 내지 10주 된 수컷의 20 내지 22g의 BALB/c 마우스 (Taconic, Germantown, New York)들을 사용하였

다. 실험 동물 보호를 위한 위원회 (the committee for the Care of Laboratory Animal Resources Commission of Life

Sciences-National Research Council)에 의해 제시된 지침을 따라 동물의 고통과 고난을 최소화하였다. 각 동물에게 설

치류를 위한 실험실 음식을 제공하고, 물은 자유로 마시게 하였다.

LPS-유도 염증. 마우스에서의 내독소 쇼크를 문헌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Bochkov et al. 2002. Nature. 419:77-8) 10

㎍의 LPS (대장균 혈청형 155:B5, Sigma)를 복강내 (i.p.) 주사함으로써 유도하였다. 동물들에게 또한 LPS 투여 전 24시

간 전과 30분 전에 PBS 중의 그렐린 (5 mg/체중 kg)을 1회 i.p. 주사하였다. LPS 도전 후 4시간 및 24 시간째에 마우스들

을 희생시키고 내장 기관 및 혈청을 수집하였다.

T 세포 분리 및 배양. 말초혈 단핵 세포 (PBMC)를 피콜-하이파크 밀도 원심분리에 의해 얻었다. T 세포를 PBMC로부터

사람 T 세포 풍부 칼럼 (R & D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고친화성 네거티브 선택을 통해 정제하였다.

유동 분석은 전형적으로 90 % 이상의 순도를 나타냈다. T 세포를 혈소판-결합 사람 CD3 항체 (BD Pharmingen, San

Diego, CA) (200 ng/ml)로 AIM-V 혈청 유리 배지 중의 3×106 세포/ml의 농도에서 24시간 동안 자극하였다.

면역형광 염색. 세포 염색을 문헌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17) 수행하였다. 간단히 설명하면, 세포를 상이한 농도의 사람 항

-GHS-R 염소 IgG, 사람 GHS-R의 C 말단 가까이에 있는 186-202 아미노산을 인지하는 항-GHS-R 토끼 IgG (Santa

Cruz Biotech, Santa Cruz, California), 항-그렐린 토끼 IgG, 항-프레-프로-그렐린 토끼 IgG (Phoenix peptides,

Belmont, California)와 함께 밤새 4 ℃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지질 래프트를 콜레라 독소-알렉사 플루오르 (AF) 594

(Molecular Probes, Eugene, Oregon)를 20 ㎍/ml로 45분 동안 사용하여 가시화하였다. 골지체를 골지체 (Molecular

Probes, Eugene, Oregon)에 대한 마커인 염소 항-마우스 골긴-97로 염색하였다. 그런 다음 세포를 AF-488, 및 AF-

594에 포합된 적절한 이차 항체로 표지하였다. 핵을 4',6-디아미노디노-2-페닐인돌 2염산염 (DAPI) (1 ㎍/ml)를 사용하

여 대응-염색하였다. 이미지는 Zeiss Axiovert S100 현미경 상에서 100 X 대물렌즈 (Carl Zeiss, Thomwood, New

York)하에 스팟 어드밴스드(Spot Advanced)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얻었다.

유동 혈구계산 분석. 2 %의 열-비활성화된 FBS를 함유하고 있는 PBS 중의 사람 PBMC (1×106)를 1 %의 파라포름알데

히드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CD3, CD4, CD8 PE, 및 CD14 PE 포합된 항체 (BD Pharmingen, San Diego, California)에

대하여 염색하고 30분 동안 얼음 위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세포를 PBS로 세척한 후, GHS-R 및 그렐린에 대하여 염색하

고, 이어서 AF-488에 대해 포합된 특이한 이차 항체로 염색한 다음 FACScan 상에서 분석하였다.

세포 내 칼슘 이동. 그렐린 및 SDF-1에 대한 반응으로 세포 내 칼슘 방출의 측정을 문헌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수행하였다

(Sherman-Baust et al. Cancer Cell. 4:377-386 (2003)). 세포를 5 μM의 퓨라-2 AM을 함유하는 PBS 중에서 30분 동

안 실온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세포를 계속해서 PBS로 세척한 후 PBS중에 1×106/mL로 재현탁하였다. 총 2 mL의 세포

현탁액을 실온에서 LS50B 분광기 (Perkin-Elmer, Wellesley, Massachusetts)에서 계속해서 교반하는 큐벳에 넣었다.

형광은 λex1=340 nm, λex2=380 nm, 및 λem=510 nm에서 모니터링하였다. 데이터를 340과 380 nm에서 여기된 형광의

상대적 비율로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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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틴 중합반응. 사람 T 세포를 그렐린 (100 ng/ml), 또는 포지티브 대조표준 SDF-1 (100 ng/ml)중 어느 하나와 함께 20

분 동안 인큐베이션하였다. 그런 다음 세포를 고정하고 2 %의 파라포름알데히드와 0.1 %의 트리톤-X 100 중에서 투과시

킨 다음 악틴에 대해서는 팔로이딘 AF-594에 의하여, 그리고 핵에 대해서는 DAPI에 의하여 염색하였다.

사이토킨 평가. IL-1β, IL-6 및 TNF-α를,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시판중인 ELISA 키트 (Biosource, Camarillo,

California)를 사용하여 24시간 후에 T 세포 상층액에서 평가하였다. 혈청 사이토킨을 제조업체(Biosource, Camarillo,

California)의 지시를 따라 Bio-Plex 마우스 사이토킨 18-Plex 패널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시간 RT-PCR 분석. RT-PCR을 문헌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수행하였다 (Nagasawa et al. Adv. Immunol. 71:211-228

(1999)). 총 RNA (2 ㎍) 및 올리고-dT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역 전사 키트 (Life Technologies, Gaithersburg,

Maryland)를 제조업체의 지시를 따라 사용하여 단일 가닥의 cDNA를 합성하였다. PCR을 SYBR 그린 마스터 믹스

(Applied Biosystems), 1 ㎕의 cDNA 및 최종 농도 0.3 μM의 유전자-특이적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설정하였다. 열 순환을

Applied Biosystems GeneAmp 7700 서열 검출기상에서 수행하고 SYBR 그린 염료 강도를 GeneAmp 7700 SDS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람 IL-1β, IL-6, TNF-α 유전자 및 대조표준으로서 글리세르알데히드-3-포스페이트 데

히드로게나제 (GAPDH)에 대한 프라이머를 바이오소스 인터내셔날사 (Biosource International, Camarillo, CA)로부터

구입하고, 사람 GHS-R 1a 및 그렐린을 문헌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사용하였다 (Gnanapavan et al. (2002)). 마우스 IL-

1β, IL-6, TNF-α, GAPDH 및 사람 GHS-R 1a 프라이머를 ABI 프리즘 소프트웨어 (PE Applied Biosystems)를 사용하

여 디자인하였다. GHS-R 1a 증폭의 PCR 생성물을 Agilent 2100 Bioanalyzer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lifornia)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프라이머는 요청시에 구매가능하다. 게놈 대 cDNA 주형으로부터 PCR 생성물은 제조

하지 않았다.

통계학적 분석. 결과를 평균±SEM으로서 표시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을 원-ANOVA에 의해 수행하였다. 처리 군 사이의

상당한 차이를 스튜던트-뉴먼-쾰스 테스트에 의해 측정하였고, 통계학적 유의성은 P<0.05에서 추론하였다.

실시예 2: GHS-R은 사람 T 세포의 표면상에서 발현된 기능적 수용체이다.

앞의 결과는 단지 림프양 기관에서의 GHS-R의 mRNA 발현을 설명한 반면, 본 연구는 정제된 사람 T 세포에서 GHS-R

단백질의 발현 및 공간적 위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GHS-R은 초승달 모양의, 우묵한 곳이 있는 또는 확산성 표현형으로부

터 분포하는 휴지기 사람 T 세포에서의 이종성 하위세포 발현 패턴을 나타낸다 (도 1 a 상부, 도 8b). 휴지기 T 세포에서

대부분의 그렐린 수용체는 GM1+ 지질 래프트로부터 분리된다 (도 1a 상부). 그러나 TCR 결찰을 통하여 T 세포가 활성화

할 때, GHS-R의 극적인 하위세포 재편성이 관찰되며, 그것은 지질 래프트에서 극성화된 캡핑 표현형 및 응집을 증명한다

(도 1a 하부). 유동 혈구계산 분석 결과는 30 % 이하의 고도로 정제된 휴지기 사람 T 세포가 차단 펩티드의 사용을 통하여

증명되는 바와 같이 GHS-R에 대한 특이한 염색을 증명하는 것을 나타낸다 (도 1b). 사람 PBMC에서 CD3+, CD3+CD4+

및 CD3+CD8+ T 세포상에서 GHS-R의 발현이 이들 면역 세포 하위세트상에 아무런 증식성 발현 패턴 없이 관찰되었다.

고도로 정제된 사람 T 세포에서 GHS-R 발현은 세포 활성화시 상당히 증가하고 (도 1c), 항체-특이적 차단 펩티드의 존재

하에 이 GHS-R 표지화는 거의 완전히 제거되었다. 더욱이 T-세포 활성화시, Agilent 유전자 칩 기법 및 실시간 RT-PCR

을 사용하여 PCR 생성물을 정량 분석함으로써 증명된 바와 같이, 또한 GHS-R 유전자 발현은 현저하게 상향-조절되었다

(도 1d). 지질 래프트 및 T 세포 활성화시 GHS-R 유전자의 특이한 상향조절 내에 있는 GHS-R의 존재는 T 세포 기능에

서 이들 수용체에 대한 역할을 나타낸다. 유사한 염색 패턴을, 사람 GHS-R의 C 말단 영역에 가까이 있는 186-265 아미

노산 잔기를 인지하는 이차 항체를 활용하여 활성화된 T 세포 상에서 그렐린 수용체에 대해 관찰하였다 (도 8a).

7개의 경막 GPCR의 결찰은 전형적으로 이노시톨 포스페이트의 생성에 의해 세포 내 저장소로부터의 칼슘 이동을 유발한

다 (Kojima et al. (1999), Sherman-Baust et al. (2003)). 그렐린은 GHS-R-형질전환된 차이니즈 햄스터 난소 (CHO)

세포 (Kojima et al. (1999))에서 세포 내 칼슘 방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배양된 사람 T 세포를 사용하여

그렐린 1-18 단편뿐만 아니라 전-길이의 그렐린 펩티드 (도 1e)에 대한 반응으로 세포 내 [Ca2+]의 유의할만하고 특이한

상승이 증명되었다. 이 그렐린-유도 칼슘 유동은 T 세포로부터의 그렐린-중재된 세포 내 칼슘 방출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고도로 선택적인 GHS-R 길항제인 [D-Lys-3]-GHRP-6을 사용한 전처리와 같이 GHS-R-특이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도 1e). 흥미롭게도, 그렐린 처리에 의해 유도된 세포 내 칼슘 이동은 크기에 있어서 포지티브 대조표준, 간질성(stromal)

세포 유도된 인자 1 (SDF-1), 세포 표면 GPCR, CXCR4를 통하여 특이하게 결합하고 신호를 보내는 강력한 T 세포 케모

카인 리간드에 대한 반응으로 관찰된 것과 유사하다 (Sanchez-Madrid et al. EMBO J. 18:501-511 (1999)). 칼슘 이동과

함께, GPDR의 결찰은 때로 악틴 세포골격 및 세포 표면 분자의 극적인 리모델링에 수반되고, 극성화 및 많은 경우, 면역

공개특허 10-2007-0050871

- 26 -



세포의 직접적인 이동을 유도한다 (Taub et al. (1993), Inui, A (1999)). 여기서 그렐린은 SDF-1-처리된 세포와 아주 유

사한 방식으로 F-악틴이 전형적으로 극성화하면서 라멜리포디아의 광범위한 막구조 특징의 현저한 증가를 유도하였다

(도 1f). 또한 이들 데이터는 사람 T 세포 및 단핵 세포 하위세트 표면상에서의 기능성 GHS-R의 존재를 증명하고, 면역

시스템 내에서의 그렐린 및 GHS-R에 대한 생물학적 역할을 지지한다.

실시예 3: 그렐린 수용체 mRNA 및 단백질은 사람 단세포에서 발현된다.

단핵세포 중에서도 단세포는 전-염증성 사이토킨의 중요한 공급원을 구성하므로, 본 발명자들로 하여금 단세포상에서의

GHS-R 발현을 조사하는 것이 촉구되었다. 유동 혈구계산 분석 결과 대략 21 %의 CD14+ 세포가 GHS-R을 발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도 2a). 면역형광 현미경을 사용하여, 확산 GHS-R 발현이 정제된 단세포의 세포표면에서 검출되었고 (2b

상부), 대조표준 IgG는 아무런 특이한 표지화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도 2b 하부). 유사하게, GHS-R 발현은 미성숙하

거나 성숙한 단세포 유도된 수상돌기 세포에서 관찰되었다. 실시간 RT-PCR 분석으로 또한 일차 사람 T 세포와 유사한 발

현 수준으로 단세포에서 GHS-R1a mRNA의 존재가 증명되었다.

실시예 4: 그렐린은 전-염증성 사이토킨 발현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고전적 전-염증성 사이토킨인 IL-1α, IL-1β, IL-6 및 TNF-α는 식욕부진-만성 무기력 증후군의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nui et al. 1999. Cancer Res. 59:4493-4501). 식욕부진-만성 무기력 증후군은 변경된

단백질, 탄수화물 및 지방 대사와 결합된 복잡한 다중요인성 대사 상태로, 식욕부진, 네거티브 에너지 평형, 체중 감소 및

근육 소모를 유발한다 (Kotler et al. 2000. Ann. Internal Med. 133: 622-634). 대사 활성을 조절함에 있어 전-염증성

사이토킨에 의해 수행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활성화된 PBMC 및 T 세포에 의하여 그렐린이 IL-1β, IL-6 및 TNF-

α의 생성을 조절하는 능력을 조사하였다. 건강한 남성 피험체로부터 유도된 사람 PBMC를 다클론성 발열원인 피토헤마글

루티닌 (PHA)으로 자극하고, 그렐린 및 GHS-R 길항제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24시간 동안 인큐베이션한 후, 상층액을 수

집하여 사이토킨 수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렐린 처리는 1 내지 100 ng/ml 범위의 그렐린 수준에서 PBMC에 의해 IL-

1β, IL-6 및 TNF-α 생성을 상당히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도 3a-c); 그러나 그렐린 처리는 이들 PBMC에 의해 시

험된 어떠한 농도에서도 TGF-β 생성을 변경시키지는 못하였다 (도 3d). 이런 효과는 GHS-R 길항제가 이들 배양물에 첨

가하는 것이 이런 그렐린-유도 억제를 약화시켰고, 사이토킨 생성에 미치는 유사한 그렐린 효과가 콘카나발린 A (ConA)-

자극된 PBMC 및 LPS-처리된 단세포를 사용하여 관찰되었기 때문에 GHS-R-특이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4시간 동

안 그렐린의 존재하에 고정된 항-CD3 항체로 자극된 일차 사람 T 세포는 IL-1β와 IL-6의 상당한 용량-의존성 억제를 증

명하였다 (도 3e-g). 또한 이런 그렐린-중재된 억제는 락테이트 데히드로게나제 (LDH)의 척도로서 T 세포 또는 PBMC에

미치는 이 호르몬의 어떠한 세포용해 효과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트립판 블루 축출법을 사용한 세포 카운트는 대조표준

과 호르몬-처리된 세포 사이의 어떠한 유의할만한 차이도 증명하지 못하였음이 주지되어야 한다. 실시간 RT-PCR 분석을

사용하여, 그렐린은 사이토킨 생성의 감소를 증명하는 모든 공여체에서 IL-1β, IL-6 및 TNF-α mRNA 발현을 상당히 억

제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도 3h). 이들 결과는 그렐린이 염증성 사이토킨 발현의 전사적 조절에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시예 5: 그렐린은 렙틴-중재된 전-염증성 사이토킨 발현을 억제한다.

렙틴과 그렐린이 염증성 사이토킨 생성을 조절하는 작용의 메커니즘을 측정하였다. 사람 T 세포상에서의 Ob-R 단백질이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를 증명하였고 (도 4a), 또한 렙틴이 일차 사람 T 세포 (도 4e) 및 PBMC에 의해 IL-1β (도 4b), IL-

6 (도 4c) 및 TNF-α (도 4d) 단백질 및 mRNA 발현에서 유의할만한 용량-의존성 증가를 직접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을 증

명하였다. 이들 배양물에 그렐린을 동시에 첨가할 때, T 세포에 의한 렙틴-유도 사이토킨 단백질 및 유전자 발현의 용량-

의존성 억제는 그렐린의 다양한 농도에 대한 반응으로 관찰되었다 (도 4b-e). 이것은 그렐린과 렙틴이 시상하부에서 음식

물 흡수에 대해 미치는 그것들의 효과와 유사하게, 면역 시스템 내에서도 염증성 사이토킨 발현에 상호 길항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렙틴과 그렐린의 순환하는 수준의 변동은 면역 세포 집단에 의한 다양한 사이토킨의

생성에 대해 유의할만한 영향을 나타낸다. 그러한 상호 면역조절 효과는 면역 세포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따라서

질병이나 병리학을 초래하거나 증폭시키는 비정상적인 사이토킨 생성을 방지한다.

실시예 6: 사람 T 세포는 그렐린을 발현하고 선택적으로 분비한다.

그렐린은 위에 의해 집중적으로 생성되고 계속해서 말초 순환계로 분비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Kojima et al. 1999.

Nature. 402:656-660). 그러나 말초 그렐린 수준은 위 절제 후에도 점차로 증가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것은 그렐린의

추가 세포 공급원이 위-유도된 그렐린을 보완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Dixit et al. 2003. Endocrinology. 144:5595-5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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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구는 면역 시스템에 많은 자가분비 및 파라(para)분비 효과를 나타내는 GH (Taub et al. 1994. J. Clin. Invest.

94:293-300)와 같은, 특성이 잘 알려져 있는 호르몬을 많이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soda et al 2003. J. Biol.

Chem. 278:64-70). 사이토킨 발현에 대한 그렐린의 강력한 효과가 제공된다면, 면역 세포에 의해 내인성으로 생성된 그

렐린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면역반응성 그렐린 및 GHS-R의 존재는 본원에서 광범위한 표현형 분포

를 가지는 휴지기 사람 T 세포에서 증명되고 (도 5a, 상부), 이때 공동-위치 영역은 리간드-수용체 상호작용 및 T 세포에

서의 그렐린에 대한 자가분비 역할을 나타낸다. TCR 결찰시 내인성 면역반응성 그렐린의 공간적 위치에 분명한 변화가 관

찰되었고, 그것은 극성화된 발현 표현형을 초래하였다. 그렐린은 GM1+ 지질 래프트 내에서 특이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나

타나며 (도 5a, 중간), 그것은 활성화될 때 그렐린이 생성되고 특이하게 지질 래프트 및 그것의 특이한 자체 수용체를 향해

표적화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 T 세포에 의한 그렐린 합성을 추가로 지지하는 것으로서, 그렐린의 117 아미노산 프레

-프로 형태가, 또한 프레-프로 그렐린이 아마도 절단되고 그것의 성숙한 형태로 프로세스된 후 분비되는 장소인 골지체

내에서 공동-발현되며 공동-위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도 5a, 하부). 일차 T 세포에서의 그렐린과 프레-프로-그렐린 염

색은 둘 다 항체-특이적 차단 펩티드를 첨가할 때 사라진다 (도 8d).

이들 발견은 나아가, 대부분의 T 세포가 CD3+CD4+ 또는 CD3+CD8+ T 세포 하위세트에서 아무런 우선적인 발현을 보

이지 않는 그렐린 포지티브인 것으로 나타나는, 성숙한 그렐린 단백질에 대한 다양한 T 세포 하위세트의 유동 혈구계산 분

석에 의해 지지된다 (도 5b). T 세포에 의한 세포 내 그렐린의 발현에 더불어, 이들 세포의 TCR 결찰은 실질적 수준의 그

렐린 단백질이 48시간째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면서 배양 상층액으로 분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

다 (도 5b). 나아가 T 세포 활성화는 실시간 RT-PCR 분석에 의해 증명되는 바와 같이 그렐린 mRNA 발현에서 5배 이상

의 증가를 유도하였다 (도 5c).

T 세포에 의한 그렐린의 존재 및 생성이 제시된다면, 국소적인 미소환경에서의 그렐린 농도는 위로부터 말초 순환계로 방

출될 때 전형적으로 보이는 고전적 희석 효과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T 세

포-유도된 그렐린은 면역 미소환경 또는 기관 내에서 세포 기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렙틴-중재된 염

증성 사이토킨 발현에 미치는 그렐린의 특이한 길항 효과가 주어질 때, T 세포에서 그렐린 및 GHS-R 발현에 미치는 렙틴

의 가능한 교차-조절 효과를 조사하였다. 렙틴은 사람 T 세포 배양물에서 그렐린 단백질 생성 또는 유전자 발현에 어떠한

유의할만한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였다 (도 5d). 나아가 렙틴 처리는 실시간 RT-PCR에 의해 측정되는 바와 같이 사람 T

세포에 의한 GHS-R mRNA 발현에서 유의할만한 증가를 초래하였다 (도 5e). 그러므로 그렐린에 의한 렙틴-유도 사이토

킨 발현의 하향-조절은 이들 호르몬이 면역 시스템 내에서 각기 다른 것의 활성을 조절하는 상호 조절 신호화 경로를 구성

한다 (도 5f). 또한 사람 위 및 림프양 기관에서 비교할만한 그렐린 발현에 대한 실시간 PCR 분석 결과는 위에서의 그렐린

발현이 T 세포, 비장 및 흉선에서보다 11배 높다는 것을 나타냈다 (도 5g). 림프양 기관 및 소장은 태반과 비교하여 5배 더

높은 그렐린 mRNA 수준을 나타냈다.

실시예 7: 그렐린은 내독소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염증성 사이토킨 발현과 식욕부진을 하향-조절한다.

내독소 쇼크의 발병의 중요한 성분인 박테리아 리포다당 (LPS)은 주로 단세포에 작용하여 생체 내에서 급성 단계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그 결과 IL-1β, IL-6 및 TNF-α의 과잉 생성을 초래한다. 이들 말단 사이토킨의 증폭은 전-염증성 및 식욕

부진 발생 효과가 광범위하게 드러나게 하며 (Kotler et al. 2000. Ann. Internal Med. 133:622-634), 그것은 패혈증 및

다중 기관 질환의 병원학에 기여한다 (Cohen et al. 2003. Nature 420:885-891; Riedemann et al. 2003. J. Clin.

Invest. 112:460-467). 염증성 사이토킨 발현을 생체 내에서 조절하는 그렐린의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으로, 마우스

들을 LPS 투여 전과 후에 그렐린으로 처리하였다. 도 6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그렐린은 생체 내에서 IL-1β, IL-6 및

TNF-α 발현을 억제하면서 LPS-유도된 내독혈증에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냈다. 이들 내독소-처리된 마우스의 비장

및 간으로부터 유도된 mRNA의 실시간 PCR 분석 결과, 24시간째에 mRNA 발현에 유의할만한 감소를 보이면서 (도 6d-f)

LPS를 투여하고 4시간 후에 이들 사이토킨 유전자가 강력하게 유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6a-c). 그렐린으로 처리되고

내독소로 도전받은 마우스들은 4 및 24시간 후에 비장과 간 두 곳에서 모두 IL-1β와 IL-6 mRNA가 감쇠되는 것을 입증하

였다 (도 6a-f). TNF-α mRNA의 감쇠는 4시간째에 비장과 간 두 곳에서 모두 관찰되었고 (도 6c), TNF-α 발현은 또한

LPS 후 24시간에 간에서 억제되었으며, 비장에서는 변화되지 않은 채로 유지되었다 (도 6f). 유사한 전-염증성 사이토킨

의 억제를, LPS 도전 후 4 내지 24시간에 그렐린으로 처리된 마우스의 폐 및 간질 림프절에서 관찰하였다.

순환하는 혈청 사이토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마우스들을 LPS와, LPS에 이어서 그렐린으로 4시간 또는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혈청 사이토킨 수준을 분석한 결과, 순환하는 TNF-α에 유의할만한 변화가 나타났지만 (도 7c), IL-1β (도

7a) 또는 IL-6 (도 7b) 수준에서는 그렐린 처리 후 4시간째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IL-1β와 IL-6의 유의할만한 억제가

LPS 도전 후 24시간 후에 관찰되었다 (도 7d,e). TNF-α 수준은 LPS 도전 후 24시간에 혈청에서 검출할 수 없었다. 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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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도된 식욕부진에 대한 그렐린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렐린 및/또는 LPS 투여 후 24시간째에 음식물 흡수를 또

한 평가하였다. LPS 도전된 마우스들은 모조품과 비교하여 음식물 소모에서 극적인 감소 (80 %)를 입증한 반면, 선행 그

렐린 처리는 이 LPS-유도된 식욕부진의 상당한 감쇠를 유발하였다 (도 7f). 예상된 바와 같이, LPS 도전이 없을 때 그렐린

-처리된 대조 마우스들은 또한 모조 대조표준에 비교하여 음식물 흡수에서 상당한 증가 (30 %)를 나타냈다. 혈청 IL-1β

및 IL-1α 수준은 또한 모조 대조 마우스와 비교했을 때 그렐린만으로 주입된 이들 마우스에서 상당히 억제되었고 (도 7g,

h), 혈청 ILα 수준은 LPS와 그렐린 처리를 받은 후 24시간에 억제되었다 (도 7h).

실시예 8: LPS 유도된 쥐의 내독혈증에서 그렐린의 보호 효과와 관련된 포괄적인 유전자 발현 프로필.

마우스에서의 내독소 쇼크를 10 ㎍의 LPS (대장균 혈청형 055:B5)로 복강내 (i.p.) 주사함으로써 유도하였다. 동물들에게

또한 PBS 중의 그렐린 (0.5 mg/kg)을 LPS 투여 전 24시간과 30분 전에 단일 i.p. 주사하였다. 마우스들을 LPS 도전 후 4

시간과 24시간에 희생시키고, 내장 기관과 혈청을 수집하였다. RNA를 모조품과 처리된 마우스의 비장으로부터 추출하고

NIA 쥐 17K 배열을 활용하여 유전자 배열에 대해 사용하였다. 미소배열 필터 상의 혼성화 반점을 배열 프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분석하고, 그런 다음 평균 이미지 강도를 측정하였다. 각 반점의 숫자로 나타낸 강도를 필터 전체로 표준화

하였고, 다양한 상태 간의 상대적으로 과잉- 및 불충분하게 발현된 유전자를 1.5-배 평균 비율 변화로써 측정하였다.

결과: 유전자 발현을 다음 조건 사이에서 비교하였다: 1) 모조품 대 그렐린; 2) LPS 4시간 대 LPS 4시간 + 그렐린; 및 3)

LPS 24시간 대 LPS 24시간 + 그렐린.

모조품 대 그렐린. 모조품 유전자 배열에 비교하여 그렐린 유전자 배열에는 총 71개의 상향 조절된 공지 유전자와 51개의

상향 조절된 EST가 있었다. 항-염증 표적 유전자 중에서 PACAP 수용체와 CD22가 둘 다 상향 조절되었다. 총 134개의

하향조절된 공지 유전자와, 94개의 하향조절된 EST가 있었다. 항-염증 표적 유전자는 리포단백질 리파제, 지방산 합성효

소,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 히드롤라제, 말초 벤조디아제핀 수용체, TANK, 혈청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디나제 (SGK),

및 리소포스포리파제 1을 포함하였다.

LPS 4시간 대 LPS 4시간 + 그렐린. 유전자 발현을 그렐린으로 처리된 내독혈증 마우스에서 4시간 점에서 측정하여, 4시

간 점에서 그렐린으로 처리되지 않은 내독혈증 마우스와 비교하였다. 그렐린 배열에는 총 72개의 상향조절된 공지 유전자

와 76개의 상향 조절된 EST가 있었다. 항-염증성 표적 유전자 중에서 IGF-1, 에스트로겐 수용체 1 (알파), 및 TIMP4가

상향조절되었다. 하향조절된 총 156개의 공지 유전자와 95개의 하향 조절된 EST가 있었다. 항-염증성 표적 유전자 중에

서 카모둘린 1, 티오레독신 환원효소, 글루탐산염-시스테인 리가제, 탄산 탈수 효소 2, 스쿠알렌 에폭시다제, GAB1, 및

Trcp가 하향조절되었다.

LPS 24시간 대 LPS 24시간 + 그렐린. 유전자 발현을 그렐린 처리된 내독혈증 마우스에서 24시간 점에서 측정하여, 24시

간 점에서 그렐린으로 처리되지 않은 내독혈증 마우스와 비교하였다. 총 143개의 상향조절된 공지 유전자와 118개의 상

향조절된 EST가 있었다. 항-염증성 표적 유전자 중에서 Tom1 (Myb 1의 표적), 티오레독신 환원효소, 글루탐산염-시스

테인 리가제 (촉매적 하위단위) 및 글루코코르티코이드-유도 유전자 1을 검출하였다. 총 168개의 하향조절된 공지 유전자

와 187개의 하향조절된 EST가 있었다. 항-염증성 표적 유전자 중에서 류코트리엔 A4 히드롤라제, PECAM, LPS-유도된

TN 인자, TANK, 및 Star를 모두 검출하였다.

전체적으로 내독혈증 모델에서, NFkB 경로의 억제를 그렐린의 보호 효과의 주요한 조절제 중 하나로서 확인하였다. 그렐

린에 의해 조절되는 NFkB 조절 유전자를 TRCP, TOM1, AP2, GAB1 및 TANK로서 확인하였다.

실시예 9: 그렐린 수준은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씨병 환자에게서 감소된다.

혈청 그렐린 수준은 크론씨병 환자에게서는 감소한다 (도 11). 크론씨병에 걸린 15명의 환자와 크론씨병이 없는 1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그렐린의 수준은 크론씨병 환자에게서 상당히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렐린 발현은

또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서 상당히 더 적었다 (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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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SEQ ID NO:1

전 길이의 그렐린

(Genbank 승인 번호 AB029434)

MPSPGTVCSLLLLGMLWLDLAMAGSSFLSPEHQRVQQRKESKKPPAKLQPRAL

AGWLRPEDGGQAEGAEDELEVRFNAPFDVGIKLSGVQYQQHSQALGKFLQDI

LWEEAKEAPADK

SEQ ID NO:2

전 길이의 그렐린 핵산

1 gcaggcccac ctgtctgcaa cccagctgag gccatgccct ccccagggac cgtctgcagc

61 ctcctgctcc tcggcatgct ctggctggac ttggccatgg caggctccag cttcctgagc

121 cctgaacacc agagagtcca gcagagaaag gagtcgaaga agccaccagc caagctgcag

181 ccccgagctc tagcaggctg gctccgcccg gaagatggag gtcaagcaga aggggcagag

241 gatgaactgg aagtccggtt caacgccccc tttgatgttg gaatcaagct gtcaggggtt

301 cagtaccagc agcacagcca ggccctgggg aagtttcttc aggacatcct ctgggaagag

361 gccaaagagg ccccagccga caagtgatcg cccacaagcc ttactcacct ctctctaagt

421 ttagaagcgc tcatctggct tttcgcttgc ttctgcagca actcccacga ctgttgtaca

481 agctcaggag gcgaataaat gttcaaactg t

SEQ ID NO:3

그렐린 (사람, 1-18)

펩티드

Gly-Ser-Ser(n-옥타노일)-Phe-Leu-Ser-Pro-

Glu-His-Gln-Arg-Val-Gln-Gln-Arg-Lys-Glu-Ser-NH2

공개특허 10-2007-0050871

- 33 -



SEQ ID NO:4

그렐린 (사람, 1-14)

Gly-Ser-Ser(n-옥타노일)-Phe-Leu-Ser-Pro-Glu-His-Gln-Arg-Val-Gln-Gln-OH

SEQ ID NO:5

그렐린 (사람, 쥐, 1-10)

Gly-Ser-Ser(n-옥타노일)-Phe-Leu-Ser-Pro-Glu-His-Gln-NH2

SEQ ID NO:6

그렐린 (사람, 쥐, 1-5)

Gly-Ser-Ser(n-옥타노일)-Phe-Leu-NH2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그렐린 또는 그것의 단편과 같은 내인성 인자를 사용함으로써 염증성 사이토킨 생성을 조절하여 염증, 패혈증,

이식 거부반응, 식욕부진 등의 질병 및 질환이 양호하게 개선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명세서의 일부분으로 삽입되어 본 발명을 구성하는 첨부되는 도면은 본 발명의 여러 구체예를 예시하는 것으로서, 상세

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 1 (a-f)는 사람 T 세포에서 기능성 GHS-R의 발현을 도시한다. (a) 일차 사람 T 세포는 GHS-R에 대하여 표지되었고,

지질 래프트(raft)에서의 하위세포 위치는 휴지기 세포 및 항-CD3 활성화된 세포에서 가시화되었다. (b) 고도로 정제된

휴지기 사람 T 세포 상에서의 GHS-R의 유동 혈구계산 분석. 특이한 T 세포 표지화는 항체-특이적 차단 펩티드의 존재

하에 제거되었다. (c) 고도로 정제된 (> 96 %) 활성화된 CD3+ 사람 T 세포 상에서의 GHS-R 발현의 유동 분석. 염색 특이

성은 항체-특이적 차단 펩티드를 사용함으로써 증명되었다. (d) GHS-R mRNA는 애질런트(Agilent) 유전자 칩 정량 및

실시간 RT-PCR을 사용하여 평가되는 바 T 세포가 활성화될 때 상향조절되며, 값은 평균±SEM(*P <0.05)으로서 표현된

다. (e) 그렐린은 배양된 사람 T 세포에서 세포 내 칼슘 이동을 유도한다. T 세포는 그렐린으로 (100 ng/ml), 또는 SDF-1

으로 (100 ng/ml) 60초에서 자극되었다. T 세포는 또한 GHS-R 길항체, [D-Lys-3]-GHRP-6 (10-4 M)으로 60초에서

처리된 후, 그렐린 (100 ng/ml)으로 180초에서 처리되었다. (f) 그렐린은 사람 T 세포에서 악틴-중합반응을 유발한다. 세

포는 그렐린 (100 ng/ml) 및 포지티브 대조표준 SDF-1 (100 ng/ml)으로 20분 동안 처리된 후 F-악틴에 대하여 팔로이딘

AF-594로 표지되었다.

도 2(a-b)는 그렐린 수용체가 사람 단세포 상에서 발현되는 것을 도시한다. (a) 사람 PBMC는 CD14 PE 및 GHS-R AF-

488로 이중 염색되었다. (b) 면역 형광 표지화는 정제된 단핵세포의 세포 표면상에 GHS-R 발현을 나타냈고 (상부 패널),

네거티브 대조표준은 어떠한 특이한 염색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하부 패널).

도 3 (a-h)는 그렐린이 사람 PBMC 및 T 세포로부터 염증성 사이토킨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도시한다. 사람 PBMC (n=6)

는 PHA (1 ㎍/ml)로 자극되었거나 (a-d) 또는 T 세포는 다양한 용량의 그렐린 (검은색 원)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고정된

항-CD3 항체로 활성화되었으며 (e-h) 동시에 GHS-R 길항체, [D-Lys-3]-GHRP-6 (10-4 M; 흰색 원)으로 24시간 동

안 활성화되었다. 수득된 상층액은 계속해서 IL-1β(a, e), IL-6(b, f), 및 TNF-α(c, g) 및 TGF-β(d)에 대해 분석되었다.

사이토킨 단백질 데이터는 평균±SEM으로서 표시되며 6명의 건강한 성인 공여체를 나타낸다 (*P<0.05). (h) GAPDH로

정상화한 후에 T 세포에서의 IL-1β, IL-6 및 TNF-α.mRNA 발현의 배수 변화는 실시간 RT-PCR에 의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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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 (a-e)는 그렐린이 염증성 사이토킨의 렙틴-유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을 도시한다. (a) 사람 T 세포의 표면에서 렙틴

수용체, (Ob-R)의 위치. (b-d) 사람 성인 공여체 (n=6)로부터의 항-CD3 mAb-활성화된 T 세포는 다양한 농도의 렙틴과

인큐베이션되거나 생물학적으로 최적 농도의 렙틴 (100 nM)과 함께 다양한 용량의 그렐린과 공동-인큐베이션되었다. 사

이토킨 생성 및 mRNA 발현은 배양 후 24시간이 지나서 평가되었다. 조사된 사이토킨은 (b) IL-1β, (c) IL-6, 및 (d)

TNF-α였다. (e) GAPDH로 정상화한 후에 IL-1β, IL-6 및 TNF-α.mRNA 발현의 배수 변화는 실시간 RT-PCR에 의해 측

정되었다. 값은 평균±SEM으로서 표시되었다 (*P<0.05).

도 5 (a-g)는 그렐린이 사람 T 세포로부터 발현되고 분비되는 것을 도시한다. (a) 휴지기 T 세포에서의 그렐린 및 GHS-R

공동-발현 (상부); 활성화된 T 세포는 그렐린이 GM1+ 지질 래프트에서 확실하게 공동-위치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중간)

; 프레-프로-그렐린은 활성화된 T 세포의 골지체에 공동-위치한다 (하부). (b) 항-CD3 mAb-자극된 T 세포로부터의 그

렐린 분비의 역학. (c) T 세포가 활성화될 때 그렐린 mRNA 수준의 배수 변화는 실시간 RT-PCR 분석에 의해 평가되었다.

값은 평균±SEM으로서 표시되었다 (*P<0.05). (d) 그렐린 발현은 고정된 항 CD3 항체의 존재하에 및 상이한 농도의 렙틴

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배양 중 24시간 후에 자극된 T 세포에서 정량되었다. GAPDH로 정상화한 후에 그렐린 mRNA 발현

의 배수 변화 (검은색 막대)는 실시간 RT-PCR에 의해 측정되었다. 그렐린 단백질 생성은 EIA에 의해 측정되었다 (흰색 막

대). (e) GAPDH (n=6)로 정상화한 후에 GHS-R 유전자 발현의 배수 변화, 값은 평균±SEM으로서 표시되었다 (*P<0.05)

. (f) 식품 흡수의 조절에서 면역-내분비 시스템을 연결하는 신호로서 그렐린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가설적 모델. (g) 림프

양 기관과 비교하여 위에서의 상대적인 그렐린 mRNA 발현.

도 6 (a-f)는 쥐과 동물의 내독혈증 모델에서 그렐린이 염증성 사이토킨 발현 및 식욕 감퇴를 억제하는 것을 도시한다.

BALB/c 마우스에서 LPS 및 그렐린을 투여하고 4 시간 및 24시간 후에 비장과 간에서의 염증성 사이토킨 mRNA의 실시

간 PCR 분석. 사이토킨에 대한 Ct 값은 GAPDH로 정상화되었고, 콜랩스 대조 모조품 Ct 값 (n=6)에 대한 배수 변화로서

표시되었다. LPS 주사 후 4 시간 및 24 시간째에 그렐린은 비장 및 간 두 곳에서 모두 IL-1β (a,d) 및 IL-6 (b, e) 전사를

억제한다. TNF-α mRNA 발현은 LPS 주사 후 비장에서는 4 시간째에 감퇴하였지만 그렐린은 비장에서 24 시간째에

TNF-α를 추가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렐린은 계속해서 간에서는 TNF-α mRNA를 유의할만하게 억제하였다 (c,

f).

도 7 (a-i)는 LPS 및 그렐린 처리 후 처리된 마우스들의 혈청에서의 사이토킨 수준을 도시한다. 시험된 사이토킨은 4 시간

째에는 IL-1β(a), IL-6 (b), 및 TNF-α(c)였고, 24 시간째에는 IL-1β(d), IL-6 (e)였다. 그렐린은 LPS로 도전받은 마우스

들에서 음식물 흡수를 자극한다 (f). 그렐린 처리는 말초에서 기본적인 IL-1β 및 ILα 분비를 억제한다 (g, h). 그렐린은 또

한 LPS 도전 24시간 후에 혈청의 IL-1α 수준을 억제한다 (i). 값은 평균±SEM으로서 표시되었다 (*P<0.05).

도 8 (a-d)는 GHS-R 발현을 도시한다. (a) 활성화된 정제된 사람 T 세포상에서의 GHS-R 발현, 사람 기원의 GHS-R 펩

티드의 C 말단 영역에 가까운 186-265 아미노산을 인지하는 항체를 사용한다. (b) 휴지기 사람 T 세포상의 GHS-R 발현

의 차등 패턴. 하부 패널은 휴지기 T 세포상의 우묵한 곳이 있는(punctate) GHS-R 발현이 GM-1 포지티브 래프트와의

약간의 적은 공동-위치를 증명하는 것을 나타낸다. (c) 항-CD3 mAb 및 그렐린 처리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 T 세포의 증식

(흰색 원) 및 IL-2 수준 (검은색 원). 증명된 그렐린은 T 세포 증식이나 IL-2 분비에 어떠한 유의할만한 영향도 미치지 않

았다 (p<0.05). (d) 정제된 T 세포에서의 항-그렐린 및 항-프레-프로 그렐린 표지화의 특이성. 이들 이미지는 동등한 노

출 시간 및 회복을 사용하여 얻었다.

도 9는 아실화된 그렐린이 사람 PBMC에서 총 그렐린과 함께 공동-발현되는 것을 도시한다. (a) 총 그렐린은 항-토끼 항

체와 이어서 AF-594로 포합된 이차 항체로 표지되었다 (적색) (b) 아실화된 그렐린 발현은 항-기니아 피그 항체, 및 AF-

488로 포합된 특이한 이차 항체를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녹색). 핵은 DAPI로 염색되었다. (c) 병합은 총 그렐린을 발현하

는 세포의 대략 30 %가 또한 그렐린의 활성 옥타노일화된 형태를 공동-발현하는 것을 나타낸다.

도 10은 T 세포 유도된 그렐린이 전염증성 사이토킨 및 케모카인의 항상성 유지 조절에 결정적인 것을 도시한다. (a-b) T

세포에서의 그렐린 발현은 siRNA를 사용하여 하향-조절되었다. 그렐린 수준의 감소는 사람 T 세포의 전염증성 사이토킨

을 증가시킨다.

도 11은 혈청 그렐린 수준이 크론씨병 환자에게서 감퇴하는 것을 도시한다.

도 12는 그렐린 발현이 궤양성 대장염에서 감퇴하는 것을 도시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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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목록

<110>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represented by the 

 Secretary,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o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IXIT, Vishwa Deep

      TAUB, Dennis D.

<120> METHODS OF INHIBITING PROINFLAMMATORY

  CYTOKINE EXPRESSION USING GHRELIN

  

<130> 14014.0418P1

<140> PCT/US05/16565         

<141> 2005-05-11  

<150> 60/569,819          

<151> 2004-05-11  

<160> 6

<170> FastSEQ for Windows Version 4.0

<210> 1

<211> 117

<212> PRT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note =

      synthetic construct

<400> 1

Met Pro Ser Pro Gly Thr Val Cys Ser Leu Leu Leu Leu Gly Met Leu

 1               5                  10                  15

Trp Leu Asp Leu Ala Met Ala Gly Ser Ser Phe Leu Ser Pro Glu His

            20                  25                  30

Gln Arg Val Gln Gln Arg Lys Glu Ser Lys Lys Pro Pro Ala Lys Leu

        35                  40                  45

Gln Pro Arg Ala Leu Ala Gly Trp Leu Arg Pro Glu Asp Gly Gly Gln

    50                  55                  60

Ala Glu Gly Ala Glu Asp Glu Leu Glu Val Arg Phe Asn Ala Pro Phe

65                  70                  75                  80

Asp Val Gly Ile Lys Leu Ser Gly Val Gln Tyr Gln Gln His Ser Gln

                85                  90                  95

Ala Leu Gly Lys Phe Leu Gln Asp Ile Leu Trp Glu Glu Ala Lys Glu

            100                 105                 110

Ala Pro Ala Asp Lys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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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

<211> 51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note =

      synthetic construct

<400> 2

gcaggcccac ctgtctgcaa cccagctgag gccatgccct ccccagggac cgtctgcagc      60

ctcctgctcc tcggcatgct ctggctggac ttggccatgg caggctccag cttcctgagc     120

cctgaacacc agagagtcca gcagagaaag gagtcgaaga agccaccagc caagctgcag     180

ccccgagctc tagcaggctg gctccgcccg gaagatggag gtcaagcaga aggggcagag     240

gatgaactgg aagtccggtt caacgccccc tttgatgttg gaatcaagct gtcaggggtt     300

cagtaccagc agcacagcca ggccctgggg aagtttcttc aggacatcct ctgggaagag     360

gccaaagagg ccccagccga caagtgatcg cccacaagcc ttactcacct ctctctaagt     420

ttagaagcgc tcatctggct tttcgcttgc ttctgcagca actcccacga ctgttgtaca     480

agctcaggag gcgaataaat gttcaaactg t                                    511

<210> 3

<211> 18

<212> PRT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note =

      synthetic construct

<220>

<221> VARIANT        

<222> 3

<223> Xaa = Ser (n-Octanoyl)

<400> 3

Gly Ser Xaa Phe Leu Ser Pro Glu His Gln Arg Val Gln Gln Arg Lys

 1               5                  10                  15

Glu Ser

<210> 4

<211> 14

<212> PRT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note =

      synthetic construct

<220>

<221> VARIANT        

<2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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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Xaa = Ser (n-Octanoyl)

<400> 4

Gly Ser Xaa Phe Leu Ser Pro Glu His Gln Arg Val Gln Gln

 1               5                  10

<210> 5

<211> 10

<212> PRT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note =

      synthetic construct

<220>

<221> VARIANT        

<222> 3

<223> Xaa = Ser (n-Octanoyl)

<400> 5

Gly Ser Xaa Phe Leu Ser Pro Glu His Gln

 1               5                  10

<210> 6

<211> 5

<212> PRT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note =

      synthetic construct

<220>

<221> VARIANT        

<222> 3

<223> Xaa = Ser (n-Octanoyl)

<400> 6

Gly Ser Xaa Phe Leu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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