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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에 관한 것이고, 특히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을 링커 화합물의 1급 또는 2급 아미노
그룹과 반응시키는 방법에 의해 수득될 수 있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
면, 본 발명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을 링커 화합물의 1급 또는 2급 아미노 그룹과 반응시키고, 이로써 생성된 반응 생성물
을 링커 화합물의 하나 이상의 기타 반응성 그룹을 통하여 폴리펩티드, 바람직하게는 당단백질, 특히 바람직하게는 에리트
로포이에틴(erythropoietin: 적혈구생성 인자)과 반응시키는 방법에 의해 수득될 수 있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은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바람직하게는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을, 해당 반응에 앞서 산화시키지 않은 이의 환원성 말단에서 링커 화합물과 반응시킨
다.

배경기술

  하이드록시에틸 전분(HES)은 천연 아밀로펙틴의 유도체이고 체내에서 알파-아밀라제에 의해 분해된다. HES는 옥수수
전분에 95중량% 이하의 농도로 존재하는, 탄수화물 중합체 아밀로펙틴의 치환된 유도체이다. HES는 유리한 생물학적 특
성을 나타내므로, 혈액량 대체제(blood volume replacement agent)로서 사용되고 혈액희석 임상 요법에 사용된다[참조:
Sommermeyer et al., 1987, Krankenhauspharmazie, 8(8), 271-278; and Weidler et al., 1991, Arzneim.-
Forschung/Drug Res., 41, 494-498].

  아밀로펙틴은 글루코스 잔기로 이루어지는데, 주쇄에는 알파-1,4-글리코시드 결합이 존재하고, 분지 부위에는 알파-
1,6-글리코시드 결합이 발견된다. 이러한 분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글리코시드 결합의 유형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눈
금간(nicked) 알파-1,4-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인해, 1선회(turn)당 대략 6개의 글루코스-단량체를 갖는 나선형 구조물이
생성된다. 상기 중합체의 물리-화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특성은 치환을 통하여 변형시킬 수 있다. 하이드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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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 그룹의 도입은 알칼리성 하이드록시에틸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맞도록 반응 조건을 적응시킴으로써, 하이
드록시에틸화 반응 측면에서, 치환되지 않은 글루코스 단량체 내의 각각의 하이드록시 그룹의 상이한 반응성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당업자는 치환 패턴에 제한된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유도체를 제조하는 몇 가지 방식이 당해 분야에 보고되었다.

  DE 26 16 086에는 제1 단계에서, 가교 결합제, 예를 들면, 브로모시안을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에 결합시킨 다음, 연속해
서 헤모글로빈을 이러한 중간 생성물에 연결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에 헤모글로빈을 접합시키는 방법
이 기재되어 있다.

  HES를 사용하는 한 가지 중요한 분야는 특정한 생리학적 효과를 획득하기 위해 예를 들어, 순환계에 적용되는 폴리펩티
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분야이다. 이러한 폴리펩티드들 중의 한 가지 구체적인 예가 에리트로포이에틴인데, 이는 순환시
적혈구 수준을 조절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대략 34,000 kD의 산 당단백질이다.

  폴리펩티드와 효소를 적용하는데 있어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널리 공지된 것은 이들 단백질이 종종 불만족스러운 안정성
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특히 에리트로포이에틴은 혈장 반감기가 비교적 짧다[참조: Spivak and Hogans, 1989, Blood 73,
90; McMahon et al., 1990, Blood 76, 1718]. 이는 치료학적 혈장 수준이 신속하게 상실되어 정맥내 투여를 반복해서 수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특정 상황 하에서는 이들 펩티드에 대항한 면역 반응이 관찰된다.

  이들 폴리펩티드를 중합체성 분자와 커플링시킨 경우에 폴리펩티드의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고 이들 폴리펩티드에 대항
한 면역 반응이 저하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WO 94/28024에는 폴리에틸렌글리콜(PEG)로 변형시킨 생
리학적 활성의 폴리펩티드가 저하된 면역원성 및 항원성을 나타내고, 접합되지 않은 단백질 보다 상당히 더 오랫동안 혈류
내를 순환한다고, 즉 제거되기 까지의 시간(clearance rate)이 보다 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PEG-약물 접합체는
몇 가지 단점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이들은 생체내 분해 경로 요소들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천연 구조를 나타내지 않
는다. 따라서, PEG-접합체와는 별도로, 기타 접합체 및 단백질 중합물(polymerate)이 제조되었다. 상이한 단백질과 거대
분자, 예를 들면, 폴리머라제(중합효소)를 가교 결합시키는 다수의 방법이 당해 분야 문헌에 보고되었다[참조: 예를 들면,
Wong, Chemistry of protein conjugation and cross-linking, 1993, CRCS, Inc.].

  당해 분야에 보고된 HES-약물 접합체는 HES가 해당 약물에 부위 특이적으로 접합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접합 단계 동안 3-차원 구조의 파괴로 인해 불활성이 될 수도 있는 많은 성분들을 갖는 극히 불균질한
생성물이 상기 접합으로 인해 생성된다. 따라서, 안정성 및/또는 생활성(bioactivity)이 개선된 추가의 개선된 HES-폴리펩
티드 접합체가 지속적으로 요망된다.

  이들 접합체를 제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출발 물질로서 산화된 형태의 HES를 사용하는데, 이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반
응시키고, 이로써 생성된 생성물을 폴리펩티드와 반응시키거나 또는 추가로 변형시키고 특정의 폴리펩티드와 후속 반응시
킨다. 이러한 방법의 주요 단점은 제1 단계에서, 말단 알데히드 그룹 및/또는 헤미아세탈 그룹을 락톤으로 산화시킴으로써
본래의 HES을 이의 환원성 말단에서 선택적으로 산화시켜야 하는데, 이로써 전반적인 공정이 보다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
이 든다는 것이다.

  WO 02/08079 A2에는 활성제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또는 링커 화합물을 통하여 연결시
킨, 활성제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의 접합체를 포함하는 화합물이 기재되어 있다. 직접적인 결합에 관한 한은, 활성제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의 반응을, 10중량% 이상의 물을 포함하는 수성 매질에서 수행한다.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을 이의 환
원성 말단에서, 구조 단위 -NH-를 포함하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수성 매질 중에서 반응시킴으로써 제조되는 하이드록
시알킬 전분 유도체에 관한 어떠한 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모든 실시예는 추가의 반응에 앞서 산화시킨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에 관한 것이고, 이로써 WO 02/08079 A2의 구체적인 교시는 전술된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의 환원성 말단을 해당 반응에 앞서 산화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전분을 이
의 환원성 말단에서 적합한 화합물과 반응시켜 줄 수 있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의 환원성 말단을 해당 반응에 앞서 산화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전분을 이
의 환원성 말단에서 적합한 화합물과 반응시켜 줄 수 있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법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을 이의 환원성 말단에서 적합한 화합물과 반응시킴으로써 수득된 반응 생성물을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추가로 반응시키는 것을 추가의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 바람직하게는 단백질, 보다 바람직하게는 에리트
로포이에틴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의 환원성 말단을 해당 반응에 앞서 산화시키지 않으면서, 상기 전
분을 이의 환원성 말단에서 적합한 화합물과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 수득될 수 있
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음 화학식 I의 하이드록시알킬 전분(HAS)을, 해당 반응에 앞서 산화시키지 않은 이의 환원성 말단에
서 다음 화학식 II의 화합물과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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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

  

화학식 II
R'-NH-R"

  상기식에서, R1, R2 및 R3은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선형 또는 분지된 하이드록시알킬 그룹이고, R' 또는 R", 또는 R' 및

R"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에 앞서 또는 반응 후에 하나 이상의 기타 화합물과 반응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맥락에서, 용어 "하이드록시알킬 전분"(HAS)은 하나 이상의 하이드록시알킬 그룹에 의해 치환된 전분 유도체
를 지칭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은, 말단 탄수화물 잔기가 화학식 I 중에 간결
하게 묘사된 바와 같은 하이드록시알킬 그룹 R1, R2 및/또는 R3을 포함하는 화합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분 분자

HAS의 말단 탄수화물 잔기 및/또는 이의 나머지 부분 어디에서든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하이드록시 그룹이 하이드록시알
킬 그룹 R1, R2 또는 R3에 의해 치환되는 화합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킬 그룹은 적합하게 치환될 수 있는 선형 또는 분지된 알킬 그룹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하이드록
시알킬 그룹이 1 내지 10개의 탄소 원자,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6개의 탄소 원자,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개의 탄
소 원자,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2 내지 4개의 탄소 원자를 함유한다. 따라서,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에는 바람직하게 하이
드록시에틸 전분, 하이드록시프로필 전분 및 하이드록시부틸 전분이 포함되고,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및 하이드록시프로필
전분이 특히 바람직하다.

  2개 이상의 상이한 하이드록시알킬 그룹을 포함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이 또한 가능하다.

  HAS 내에 포함된 1개 이상의 하이드록시알킬 그룹은 2개 이상의 하이드록시 그룹을 함유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HAS 내에 포함된 1개 이상의 하이드록시알킬 그룹은 1개의 하이드록시 그룹을 함유한다.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이란 표현에는 알킬 그룹이 일치환 또는 다치환되는 유도체가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
킬 그룹이 할로겐, 특히 불소에 의해 치환되거나 또는 아릴 그룹에 의해 치환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 HAS는 수용성을 유
지해야만 한다. 더우기, 하이드록시알킬 그룹의 말단 하이드록시 그룹을 에스테르화 또는 에테르화할 수도 있다.

  더우기, 알킬 대신, 치환되거나 치환되지 않은 선형 또는 분지된 알켄 그룹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은 전분의 에테르 유도체이다. 상기 에테르 유도체 이외에도, 본 발명의 맥락에서 기타 전분 유도체
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에스테르화 하이드록시 그룹을 포함하는 유도체가 유용하다. 이들 유도체는, 예를 들어, 2
내지 12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치환되지 않은 모노- 또는 디카복실산의 유도체, 또는 이의 치환된 유도체일 수 있다. 특히
유용한 것은 2 내지 6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치환되지 않은 모노카복실산의 유도체, 특히 아세트산의 유도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틸 전분, 부틸 전분 및 프로필 전분이 바람직하다.

  더우기, 2 내지 6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치환되지 않은 디카복실산의 유도체가 바람직하다.

  디카복실산의 유도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디카복실산의 제2의 카복시 그룹을 에스테르화시키는 것도 유용하다. 추가로,
디카복실산의 모노알킬 에스테르의 유도체가 본 발명의 맥락에서 적합하기도 하다.

  치환된 모노- 또는 디카복실산의 경우, 치환체 그룹은 치환된 알킬 잔사에 대해 상기 언급된 바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전분을 에스테르화시키는 기술이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참조: 예를 들면, Klemm D. et al, Comprehensive
Cellulose Chemistry Vol. 2, 1998, Whiley-VCH, Weinheim, New York, especially chapter 4.4, Esterification of
Cellulose (ISBN 3-527-29489-9)].

  하이드록시에틸 전분(HES)이 본 발명의 모든 양태에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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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발명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이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HES는 분자량 분포도와 치환도에 의해 주로 특징지워진다. 치환도를 서술하는데 있어 다음 2가지 가능성이 있다:

  1. 치환도는 모든 글루코스 잔기를 기준으로 하여 치환된 글루코스 단량체 부분을 상대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DS).

  2. 치환도는 글루코스 잔기당 하이드록시에틸 그룹 수를 서술한 "몰 치환도"(MS)로서 서술될 수 있다.

  HES 용액은 다분산(polydisperse) 조성물로서 존재하는데, 각 분자는 중합도, 분지 부위의 수와 패턴, 및 치환 패턴 측
면에서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HES는 분자량이 상이한 화합물들의 혼합물이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HES 용액은 통계 수
단의 도움 하에 평균 분자량으로써 결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Mn은 분자 수에 따른 산술 평균으로서 계산된다. 또 다른

한편, 중량 평균인 Mw은 HES의 질량에 좌우되는 단위를 나타낸다.

  본 발명의 맥락에서,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은 평균 분자량(중량 평균)이 1 내지 300 kDa이고, 5 내지 100 kDa의 평균 분
자량이 보다 바람직하다.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은 추가로, 하이드록시에틸 그룹에 기준한 몰 치환도가 0.1 내지 0.8이고
C2:C6 치환비가 2 내지 20 범위 내일 수 있다.

  화학식 I에 따르는 잔사 R1, R2 및 R3에 관한 한은, 화합물(I)이 여전히 화학식 II에 따르는 화합물과 반응될 수 있다면, 구

체적인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다.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R1, R2 및 R3은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1 내지 10개의 탄소 원

자를 갖는, 하이드록시알킬 그룹, 하이드록시아릴 그룹, 하이드록시아르알킬 그룹 또는 하이드록시알카릴 그룹이다. 수소,
및 1 내지 6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하이드록시알킬 그룹이 바람직하다. 알킬, 아릴, 아르알킬 및/또는 알카릴 그룹은 선형
또는 분지되고 적합하게 치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R1, R2 및 R3이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1 내지 6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선형 또는 분지된 하이드

록시알킬 그룹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R1, R2 및 R3은 하이드록시헥실, 하이드록시펜틸, 하이드록시부틸, 하이드록시프로필, 예를 들면, 1-하이드록시

프로필, 2-하이드록시프로필, 3-하이드록시프로필, 1-하이드록시이소프로필, 2-하이드록시이소프로필, 하이드록시에
틸, 예를 들면, 1-하이드록시에틸, 2-하이드록시에틸, 또는 하이드록시메틸이다. 수소 및 하이드록시에틸 그룹이 바람직
하고, 수소 및 2-하이드록시에틸 그룹이 특히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R1, R2 및 R3이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2-하이드록시에틸 그룹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을 화학식 II의 화합물과 반응시키는데, 이러한 화합물(II)은 화합물(I)과 반응시키
기에 앞서 또 다른 화합물과 반응시켜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제공할 수 있다. 화합물(II)에 관해서는, 화합물(II)이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을 통하여, 산화시키지 않은 환원성 말단에서 화합물(I)과 반응하여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다.

  화합물(II)의 바람직한 잔사 R'는 수소, 및 알킬, 사이클로알킬, 아릴, 아르알킬, 아릴사이클로알킬, 알카릴 또는 사이클로
알킬아릴 잔사이고, 이러한 사이클로알킬, 아릴, 아르알킬, 아릴사이클로알킬, 알카릴 또는 사이클로알킬아릴 잔사는 화합
물(II)의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에 직접 연결될 수 있거나, 또는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산소 브릿지에 의해, 화합
물(II)의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에 연결될 수 있다. 상기 알킬, 아릴, 아르알킬 또는 알카릴 잔사는 적합하게 치환될
수 있다. 바람직한 치환체로서, 할로겐, 예를 들면, F, Cl 또는 Br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잔사 R'는 수소, 알킬 및
알콕시 그룹이고,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수소, 및 치환되지 않은 알킬 및 알콕시 그룹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R'가 수소, 또는 선형 또는 분지된 알킬 또는 알콕시 그룹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알킬 및 알콕시 그룹 중에서, 1, 2, 3, 4, 5 또는 6개의 C 원자를 갖는 그룹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메톡시, 에톡시, 프로폭시 및 이소프로폭시 그룹이다. 특히 바람직한 것은 메틸, 에틸, 메톡시, 에톡시
이고, 메틸 또는 메톡시가 보다 특히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R'가 수소, 또는 메틸 또는 메톡시 그룹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작용성 그룹 X와 별도로, R"는 하나 이상의 부가 작용성 그룹 W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 이상의 부가 작용성 그룹
W는 일반적으로, R" 어디에서든 존재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W가, R'가 연결된 NH 그룹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화합물(I)이 화합물(II)와 반응할 수 있다면, 작용성 그룹 W에 관한 어떠한 특정의 제한 사항도 없다. 바람직
한 양태에서는, 작용성 그룹 W가 구조 단위 -NH- 및/또는 구조 단위 -(C=G)-(여기서, G는 O 또는 S이다), 및/또는 구조
단위 -SO2-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작용성 그룹 W는 다음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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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서, G가 2회 존재하는 경우, 이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R'가 H이고, W가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이 W와 함께, 다음 그룹들 중의 하나를 형성한다:

  

  R' 및/또는 R", 바람직하게는 R" 내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에 관한 한은, 특정의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
다.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을 허용해주는 모든 작용성 그룹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에 관한 한은,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과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의 모든 종류의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특히,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와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이 가능한데, 이로써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및/
또는 반-데르-발스(van-der Waals) 결합, 특히 바람직하게는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

  특히 다음 작용성 그룹 X를 언급할 수 있다:

  - C-C-이중 결합 또는 C-C-삼중 결합 또는 방향족 C-C-결합;

  - 티오 그룹 또는 하이드록시 그룹;

  - 알킬 설폰산 하이드라지드, 아릴 설폰산 하이드라지드;

  - 1,2-디올;

  - 1,2-아미노알코올;

  - 아미노 그룹 -NH2-, 또는 구조 단위 -NH-를 포함하는 아미노 그룹의 유도체, 예를 들면, 아미노알킬 그룹, 아미노아

릴 그룹, 아미노아르알킬 그룹 또는 알카릴아미노 그룹;

  - 하이드록실아미노 그룹 -O-NH2-, 또는 구조 단위 -O-NH-를 포함하는 하이드록실아미노 그룹의 유도체, 예를 들면,

하이드록실알킬아미노 그룹, 하이드록실아릴아미노 그룹, 하이드록시아르알킬아미노 그룹 또는 하이드록실알카릴아미노
그룹;

  - 각각 구조 단위 -NH-O-를 포함하는, 알콕시아미노 그룹, 아릴옥시아미노 그룹, 아르알킬옥시아미노 그룹 또는 알카
릴옥시아미노 그룹;

  - 카보닐 그룹을 갖는 잔사 -Q-C(=G)-M[여기서, G는 O 또는 S이고, M은, 예를 들어,

  -- -OH 또는 -SH;

  -- 알콕시 그룹, 아릴옥시 그룹, 아르알킬옥시 그룹 또는 알카릴옥시 그룹;

  -- 알킬티오 그룹, 아릴티오 그룹, 아르알킬티오 그룹 또는 알카릴티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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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킬카보닐옥시 그룹, 아릴카보닐옥시 그룹, 아르알킬카보닐옥시 그룹 또는 알카릴카보닐옥시 그룹;

  -- 활성화 에스테르, 예를 들면, 이미드 구조를 갖는 하이드록실아민의 에스테르, 예를 들면, N-하이드록시석신이미드,
또는 구조 단위 O-N(여기서, N은 헤테로아릴 화합물의 일부이다)를 갖는 하이드록실아민의 에스테르, 또는 G가 O이고 Q
가 부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치환된 아릴 잔사를 갖는 아릴옥시 화합물, 예를 들면, 펜타플루오로페닐, 파라니트로페닐
또는 트리클로로페닐이며;

  Q는 부재하거나, 또는 NH 또는 헤테로 원자, 예를 들면, S 또는 O이다];

  - -NH-NH2 또는 -NH-NH-;

  - -NO2;

  - 니트릴 그룹;

  - 카보닐 그룹, 예를 들면, 알데히드 그룹 또는 케토 그룹;

  - 카복시 그룹;

  - -N=C=O 그룹 또는 -N=C=S 그룹;

  - 비닐 할라이드 그룹, 예를 들면, 비닐 요오다이드 또는 비닐 브로마이드 그룹, 또는 비닐트리플레이트;

  - -C≡C-H;

  - -(C=NH2Cl)-O알킬;

  - 그룹 -(C=O)-CH2-Hal(여기서, Hal은 Cl, Br 또는 I이다);

  - -CH=CH-SO2-;

  - 구조 -S-S-를 포함하는 디설파이드 그룹;

  - 그룹 ;

  - 그룹 .

  이들 그룹 중에서, 티오 그룹, 아미노 그룹, 하이드록실아미노 그룹, 알콕시아미노 그룹 및 다음 그룹이 특히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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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가 -SH, -NH2, -O-NH2-, -NH-O-알킬, -(C=G)-NH-NH2, -

G(C=G)-NH-NH2, -NH-(C=G)-NH-NH2 및 -SO2-NH-NH2로 이루어진 그룹[상기 그룹에서, G는 O 또는 S이고, G가

2회 존재하는 경우, 이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이다] 중에서 선택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알콕시아미노 그룹에 관한 한은, 프로폭시아미노 그룹, 에톡시아미노 그룹 및 메톡시아미노 그룹이 특히 바람직하고, 메
톡시아미노 그룹 -NH-O-CH3이 보다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는 소정의 추가 화합물과 직접적으로 반응될 수는 없지만,
목적하는 방식으로 반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룹일 수 있다. 이와 같이 화합물(II) 내에
포함된 작용성 그룹 X의 변형은 화합물(II)와 화합물(I)과의 반응에 앞서, 또는 화합물(II)와 화합물(I)과의 반응 후에 수행
할 수 있다. 화합물(II)이 2개 이상의 임의로 화학적으로 상이한 작용성 그룹 X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화합물(II)와 화합물(I)과의 반응에 앞서 변형시키고,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화합물(II)와 화합물(I)과의 반
응 후에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에 앞서 변형시키고자 하는 작용성 그룹 X의 예로서, 예를 들어, 알데히드 또는 케토 그룹을 형성하
기 위해 산화시킴으로써 변형되는 1,2-아미노 알코올 또는 1,2-디올이 언급될 수 있다.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에 앞서 변형시키고자 하는 작용성 그룹 X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예를 들어, 다음 식

  에 따르는 화합물과 반응시킴으로써 변형되어, 예를 들어 티오 그룹에
대해 반응성인 다음 식

  의 구조를 제공해주는 -NH2 그룹이다.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에 앞서 변형시키고자 하는 작용성 그룹 X에 대한 또 다른 예는, 예를 들어, 다음 식

  에 따르는 화합물과 반응시킴으로써 변형되어, 예를 들어 티오 그룹에 대해 반응성인
다음 식

  의 구조를 제공해주는 -NH2 그룹이다.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는,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한 양태
에 따르면, 작용성 그룹 X는 R"과 등가이다. X가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화합물의 구체적
인 예는 특히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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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 내에 또한 포함되는 상기 화합물의 또 다른 구체적인 예는 NH3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은 선형 또는 분지된 알킬 또는 사이클로알킬 또는 아릴
또는 아르알킬 또는 아릴사이클로알킬 또는 알카릴 또는 사이클로알킬아릴 그룹에 의해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데, 이들 그룹은 1개 이상의 헤테로 원자, 예를 들면, N, O 또는 S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 그룹은 적합하
게 치환될 수 있다. R'와 R"를 브릿징하는 격리성 그룹 NH와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의 크기는 구체적인 요구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격리성 그룹은 일반적으로 1 내지 60개,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0개, 보다 바람직하게
는 1 내지 20개,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개,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6개, 특히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다. 헤테로 원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격리성 그룹은 일반적으로 1 내지 20개, 바람직하게는 1 내지 8개,
특히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개의 헤테로 원자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격리성 그룹은 1 내지
4개의 산소 원자를 포함한다. 격리성 그룹은 예를 들어, 5 내지 7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임의의 분지된 알킬 쇄 또는 아릴
그룹 또는 사이클로알킬 그룹을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아르알킬 그룹 또는 알카릴 그룹(여기서, 알킬 부분은 선형 및/또
는 사이클릭 알킬 그룹일 수 있다)일 수 있다. 보다 더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격리성 그룹은 1 내지 20개, 바람직하게는
1 내지 8개,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6개,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개, 특히 바람직하게는 2 내지 4개 탄소 원자의
알킬 쇄이다. 헤테로 원자가 존재하는 경우, 1 내지 4개의 산소 원자를 포함하는 쇄가 특히 바람직하다.

  X가,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화합물(II)의 구체적인 예는 특히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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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와 R"를 브릿징하는 격리성 NH 그룹과,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는 적합하게 치환될 수 있다. 바람직한 치환체는, 예
를 들어, 할라이드, 예를 들면, F, Cl, Br 또는 I이다.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과,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는 생성된 화합물을 예정된 부위에서 용이하게 절단시켜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절단 부위, 예를 들면,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화합물(II)은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드록실 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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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카보하이드라지드

  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I)이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드록실 아민 또는 카보하이드라지드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화합물(II)이 1개 이상의 키랄 중심을 포함하는 경우, 화합물(II)는 각 키랄 중심에 대해 R 입체 구조 또는 S 입체 구조, 또
는 라세미 화합물로서 존재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화합물(I)은 화합물(II) 그 자체와 반응시킬 수 있거나, 또는 화합물(I)과의 반응에 앞서 하나 이상
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킨 화합물(II)와 반응시킬 수 있다.

  화합물(I)과 화합물(II) 그 자체와의 반응은 하나 이상의 적합한 용매 중에서 수행할 수 있다. 각각의 용매 또는 둘 이상 용
매의 혼합물을 반응 조건과 화합물(I) 및 (II)의 화학적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에 따라 적응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특
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물을 용매로서 사용하는데, 이는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기타 용매와 조합하
여 사용된다. 하나 이상의 기타 용매로서, DMSO, DMF, 메탄올 및 에탄올을 언급할 수 있다. 물 이외의 바람직한 용매는
DMSO, DMF, 메탄올 및 에탄올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을 수성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맥락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수성 시스템"은 이용된 용매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중량% 이상, 바람직
하게는 50중량%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80중량% 이상,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90중량% 이상, 또는 100중량% 이하 범
위의 물을 포함하는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을 지칭한다. 바람직한 반응 매질은 물이다.

  반응 동안 적용된 온도에 관한 한은, 해당 반응으로 인해 목적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가 제공된다면, 특정의 어
떠한 제한 사항도 없다.

  화합물(I)을 화합물(II)와 반응시키고, 이러한 화합물(II)이 하이드록실아민 또는 하이드라지드인 경우에는, 반응 온도가
바람직하게는 5 내지 45℃,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30℃, 특히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5℃의 범위이다.

  화합물(I)을 화합물(II)와 반응시키고, 이러한 반응이 환원적 아민화 반응인 경우에는, 반응 온도가 바람직하게는 100℃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95℃, 보다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90℃,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70 내지 90℃, 특히 바람
직하게는 75 내지 85℃의 범위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이러한 화합물(II)은 하이드록실아민 또는 하이드라지드이다)의 반응을 5
내지 45℃에서 수행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이러한 반응은 환원적 아민화 반응이다)을 25 내지 90℃에서 수행
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반응 과정 동안,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언급된 범위 내에서 다양할 수 있거나 또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에 소요되는 반응 시간은 구체적인 요구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1
시간 내지 7일 범위 내이다.

  화합물(II)이 하이드록실아민 또는 하이드라지드인 경우에는, 반응 시간이 바람직하게는 1시간 내지 3일, 보다 바람직하
게는 2시간 내지 48시간 범위 내이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이 환원적 아민화 반응인 경우에는, 반응 시간이 바람직하게는 2시간 내지 7일 범위 내이
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에 대한 pH 값은 구체적인 요구, 예를 들면, 해당 반응물의 화학적 성질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다.

  화합물(II)이 하이드록실아민 또는 하이드라지드인 경우에는, pH 값이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6.5 범위 내이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이 환원적 아민화 반응인 경우에는, pH 값이 바람직하게는 8 내지 12 범위 내이다.

공개특허 10-2005-0075336

- 10 -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이러한 화합물(II)은 하이드록실아민 또는 하이드라지드이다)의 반응을
pH 4.5 내지 6.5에서 수행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이러한 반응은 환원적 아민화 반응이다)을 pH 8 내지 12에서 수
행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언급된 반응 조건의 구체적인 예는, 화합물이 하이드록실아민인 경우에는 약 25℃의 반응 온도와 약 5.5의 pH이고,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이 환원적 아민화 반응인 경우에는 약 80℃의 반응 온도와 약 11의 pH이다.

  반응 혼합물의 적합한 pH 값은 하나 이상의 적합한 완충제를 부가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바람직한 완충제 중에서, 나
트륨 아세테이트 완충제, 인산염 또는 붕산염 완충제를 언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으로부터 생성된 반응 생성물을,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
룹 X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킨다.

  필요한 경우, 화합물(I)을 화합물(II)와 반응시키기에 앞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하나 이상의 적합한 보호 그룹으
로 보호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호된 화합물(II)이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화합물(I)과 반응되지 못하
게 해주는 모든 보호 그룹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호 그룹은 보호시키고자 하는 작용성 그룹 X의 화학적 성질, 해당 반응이
수행되는 용매, 또는 반응 혼합물의 pH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다. 바람직한 보호 그룹은 특히, 벤질옥시카보닐 그룹, 3급-
부톡시카보닐 그룹, 메톡시페닐 그룹, 2,4-디메톡시페닐 그룹, 트리아릴 메틸 그룹, 트리틸, 모노메톡시트리틸 그룹, 디메
톡시트리틸 그룹, 모노메틸트리틸 그룹, 디메틸트리틸 그룹, 트리플루오르아세틸 그룹, 프탈리민 화합물, 2-(트리알킬실
릴)에톡시 카보닐 화합물, Fmoc, 3급-부틸 그룹 또는 트리알킬 실릴 그룹이다.

  2개 이상의 상이한 작용성 그룹 X가 화합물(II)에 존재하는 경우, 적어도 1개 그룹은 보호시킬 수 있는 반면, 적어도 1개
의 다른 그룹은 보호되지 않은 채로 둘 수 있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후, 1개 이상의 보호 그룹을 반응 생성물 내에 잔존시킬 수 있거나 또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통상적인 방법과 같은 적합한 방법에 의해 제거할 수 있다. 2개의 상이한 작용성 그룹 X가 적합한 보호 그룹에 의해 보호
되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의 추가 반응에 이용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만들기 위해 적어
도 1개의 보호 그룹은 제거시키고;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킬 때까지 적어도 1개의
다른 작용성 그룹은 보호된 채로 둔다. 그 후, 여전히 보호된 채로 있는 작용성 그룹의 보호 그룹을 제거하여, 나머지 작용
성 그룹 X가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에 또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2개 이상의 화합물(I)과 반응된 화합물(II), 즉 다중 HAS 치환된 화합물(II)로 이루어진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생
성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보호 그룹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합물(I)을 과량의 화
합물(II)와 반응시킴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과량의 화합물(II)이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된 경우에는, 화합물
(I)에 대한 화합물(II)의 몰비가 바람직하게는 2 내지 100 범위 내이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이 일단 형성되면, 이를 적합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반응 혼합물로부터 분리
시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분리에 앞서, 적합한 한 가지 방법에 의해 상기 반응 생성물을 침전시킬 수도 있다.

  반응 생성물을 먼저 침전시키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반응 혼합물을, 이러한 반응 혼합물에 존재하는 용매 또는 용매 혼
합물 이외의 한 가지 이상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과 적합한 온도 하에 접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물이 용매로서 사용되는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반응 혼합물을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50℃, 특히 바람직하게는 0 내지 25℃
범위 내에서, 에탄올과 아세톤의 혼합물, 바람직하게는 1:1 혼합물(이는 상기 화합물의 등 용적을 지시해준다)과 접촉시킨
다.

  반응 생성물의 분리는 한 가지 이상의 단계를 포함할 수 있는 적합한 공정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
태에 따르면, 반응 생성물을 먼저, 적합한 방법, 예를 들면, 원심분리 또는 여과에 의해 반응 혼합물로부터 분리시키거나
또는 반응 혼합물과 예를 들어, 에탄올-아세톤 혼합물과의 혼합물로부터 분리시킨다. 제2 단계에서는, 상기와 같이 분리
된 반응 생성물을 대상으로 하여, 후처리형 투석, 원심분리성 여과 또는 압력 여과,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HPLC,
MPLC, 겔 여과 및/또는 동결건조와 같은 추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보다 더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분리시킨 반응 생
성물을 먼저, 바람직하게는 물에 대해 투석시킨 다음, 반응 생성물의 용매 함량이 목적하는 생성물 명세에 따라 충분히 낮
아질 때까지 동결건조시킨다. 동결건조는 20 내지 35℃,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30℃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로써 분리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이러한 반응 생성물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기타 화합물과 추가로 반응시킬 수 있다.

  작용성 그룹 X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이러한 그룹 X와 화학적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모든 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을 위해, 한 가지 이상의 적합한 용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반응 파라미터, 예를 들면, 반응 동안의 온도,
반응 시간, 반응물의 비, 또는 반응 혼합물의 pH 값을 구체적인 요구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와 화학적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화합
물은 폴리펩티드, 또는 2개 이상의 상이한 폴리펩티드의 혼합물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화합물(II) 내에 포함된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폴리펩
티드와 반응시키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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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또 다른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와 화학적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 이상
의 추가 화합물은,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의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와 제1의 화학적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제2의 추가 화합물과 제2의 화학적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이다.

  본 발명의 보다 더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상기 제2의 추가 화합물은 폴리펩티드, 또는 2개 이상의 상이한 폴리펩티드
의 혼합물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양태 맥락에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 즉 제1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가교 결합
성 화합물과 반응시켜 제2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2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
체는 제2의 추가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폴리펩티드와 후속 반응시켜 제3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 즉 제1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제2의 추가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폴리펩티드와의 반응 생성물과 반응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가교 결합성 화합물 내에 포함된 작용성 그룹 V와, 화합
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 내에 포함된 작용성 그룹 X와의 반응을 통하여 추가 화합물(이러한 추가 화합물은 가교
결합성 화합물이다)과 반응시키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가교 결합성 화합물 내에 포함된 작용성 그룹 V와, 화합
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 내에 포함된 작용성 그룹 X와의 반응을 통하여 추가 화합물(이러한 추가 화합물은 가교
결합성 화합물이다)과 반응시키고, 상기 가교 결합성 화합물을,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에 앞서 제2
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킨,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제2의 추가 화합물이, 가교 결합성 화합물 내에 포함된 작용성 그룹 X의 반응을 통하여 가교 결
합성 화합물과 반응되는 폴리펩티드, 바람직하게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I)을 제1의 추가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반응시켜 제1 반응 생성물
을 제공하고, 이러한 제1 반응 생성물을 제2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켜 제2 반응 생성물을 제공하며, 이러한 제2 반응 생
성물을 화합물(I)과 반응시키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제1의 추가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을 제2의 추가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폴리
펩티드와 반응시켜 제1 반응 생성물을 제공하고, 이러한 제1 반응 생성물을 화합물(II)와 반응시켜 제2 반응 생성물을 제
공하며, 이러한 제2 반응 생성물을 화합물(I)과 반응시켜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제공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가교 결합성 화합물을 사용하여, 화합물(II), 또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제2의 추가 화합물 간에 화학적 브릿지를 형성시키는데, 상기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반응되는 제2의 추가 화합
물의 작용성 그룹은 -SH 그룹 또는 알데히드 그룹 또는 케토 그룹이고,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반응되는 화합물(II)의 작용
성 그룹, 또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의 작용성 그룹은 구조 -NH-, 특히 바람직하게는 -NH2를 포함하는 그

룹이다.

  본 발명의 맥락에서, 용어 "가교 결합성 화합물"은 화합물(II), 또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하나 이상의
소정의 제2의 추가 화합물 간에 결합을 형성시킬 수 있는 화학적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제2의 추가 화합물의 화학적 성질
에 따라서, 가교 결합성 화합물은 화합물(II), 또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 내에 포함된 작용성 그룹 X와 반응
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V, 및 제2의 추가 화합물과 화학적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추가 작용성
그룹을 포함한다. 가교 결합성 화합물 내에 포함된 상기 하나 이상의 추가 작용성 그룹은 작용성 그룹 X와 관련하여 상기
논의된 유형의 작용성 그룹일 수 있다.

  가교 결합성 화합물을 사용하여, 화합물(I)과 제2의 추가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폴리펩티드 간의 전반적인 화학적 브릿지
길이를 확장시킬 수 있고/있거나, 제2의 추가 화합물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상기와 같이 생성된 반응 생성물의 화
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고/미치거나, 여러 개의 제2의 추가 화합물과 화합물(I), 화합물(II) 및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반응
생성물 간에 특정 결합을 형성시킬 가능성을 제공해주고/주거나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이 소정의 추가 화합
물과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기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 내에 포함된 작용성 그룹 X를 화학적으로 변
형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2의 추가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폴리펩티드 내에 포함된 -SH 그룹과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기 위
해, 추가 화합물,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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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을 사용하여, -NH2 그룹인 작용성 그룹 X를 화학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에 관한

것으로, 상기 논의된 본 발명의 양태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반응에 관한 구체적
인 예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작용성 그룹 V는 그룹 X로서 상기 논의된 유형의 작용성 그룹일 수 있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작용성 그룹 X 또는 작용성 그룹 V는 티오 그룹이고, 작용성 그룹 V 또는 작용성 그룹
X는 바람직하게는 다음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다:

  

  상기에서, Hal은 Cl, Br 또는 I, 바람직하게는 Br 또는 I이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작용성 그룹 X 또는 작용성 그룹 V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활성화 에스테르, 또는 활
성화 에스테르로 임의로 변환되는 카복시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다. 이러한 특정한 경우, 작용성 그룹 V
또는 작용성 그룹 X는 각각, 화학 구조 -NH-를 포함한다.

  따라서, 가교 결합성 화합물은 동일하거나 상이한 2개 이상의 작용성 그룹을 갖는 화합물이다. 2개의 작용성 그룹의 경우
에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이 동종(homo)-이작용성(bifunctional) 또는 이종(hetero)-이작용성일 수 있다. 동종-이작용성
가교 결합성 화합물은, 예를 들어,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제2의 추가 화합물 간에 브릿지를 형성시킬 가
능성을 제공해주는데, 이때 상기 반응 생성물과 추가 화합물은 동일한 유형의 작용성 그룹을 갖는다. 이종-이작용성 가교
결합성 화합물은, 예를 들어,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제2의 추가 화합물 간에 브릿지를 형성시킬 가능성을
제공해주는데, 이때 상기 반응 생성물과 추가 화합물은 서로 반응될 수 없는 작용성 그룹을 갖는다.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2개 이상의 작용성 그룹은 함께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거나, 또는 선형 또는 분지된 알킬 또는 사
이클로알킬 또는 아릴 또는 아르알킬 또는 아릴사이클로알킬 또는 알카릴 또는 사이클로알킬아릴 그룹에 의해 격리될 수
있는데, 이들 그룹은 1개 이상의 헤테로 원자, 예를 들면, N, O 또는 S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들 그룹은 적합하게 치환될
수 있다.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2개 이상의 작용성 그룹을 격리시키는 그룹의 크기는 구체적인 요구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격리성 그룹은 일반적으로 1 내지 60개,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0개,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20
개,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개,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다. 헤테로 원자가 존재하는 경
우, 이러한 격리성 그룹은 일반적으로 1 내지 20개, 바람직하게는 1 내지 8개, 특히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개의 헤테로 원
자를 포함한다. 보다 더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격리성 그룹은 1 내지 20개 탄소 원자의 알킬 또는 아르알킬 쇄이다. 더
우기, 가교 결합성 화합물은 화합물(II)와 관련하여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은 1개 이상의 절단 부위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맥락에서 언급될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기타 예는, 예를 들어, 다음 목록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유형

제2의 추가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폴리펩티드와 반응될 수
있는 작용성 그룹

작용성 그룹 V

 A  하이드라지드(알데히드-반응성)  말레이미도(SH-반응성)
 B  하이드라지드(알데히드-반응성)  피리딜디티오(SH-반응성)

 C  요오도알킬(SH-반응성)
 N-석신이미드 에스테르(아민-
반응성)

 D  브로모알킬(SH-반응성)
 N-석신이미드 에스테르(아민-
반응성)

 E  말레이미도(SH-반응성)
 N-석신이미드 에스테르(아민-
반응성)

 F  피리딜디티오(SH-반응성)
 N-석신이미드 에스테르(아민-
반응성)

 G  비닐설폰(SH-반응성)
 N-석신이미드 에스테르(아민-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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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명세서 후반에 제시된 표 1에서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몇 가지 바람직한 예가 열거되어 있다.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 예를 들면, 가교 결합성 화합물이 1개 이상의 키랄 중심을 포함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추가 화
합물은 각 키랄 중심에 대해 R 입체 구조 또는 S 입체 구조, 또는 라세미 화합물로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맥락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폴리펩티드"는 펩티드 결합, 즉 구조 -(C=O)-NH-를 갖는 결합을 통하여 연
결되는 2개 이상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화합물을 지칭한다. 폴리펩티드는 천연 화합물이거나 또는 천연이 아닌 폴리펩티
드일 수 있는데, 후자는 천연 아미노산 및/또는 천연이 아닌 1개 이상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 폴리펩티드 주쇄는 1개 이
상의 적합한 치환체에 의해 추가로 치환될 수 있으므로, 1개 이상의 측쇄를 지닐 수 있다.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Y는 폴
리펩티드 주쇄의 일부이거나 또는 이러한 주쇄의 1개 이상의 치환체의 일부일 수 있는데,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이 폴리
펩티드 주쇄의 일부이고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이 폴리펩티드 주쇄의 1개 이상의 치환체의 일부인 양태가 가능하다.

  폴리펩티드에 관한 한은,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데, 단 이러한 폴리펩티드는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Y를 포함해
야 한다. 이러한 작용성 그룹 Y는 폴리펩티드 주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이러한 주쇄의 측쇄 일부일 수 있다. 측
쇄 또는 작용성 그룹 Y, 또는 이들 둘 다는 천연 폴리펩티드의 일부일 수 있거나 또는 작용성 그룹 X와의 반응에 앞서, 천
연 폴리펩티드 내로 도입되거나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천연이 아닌 폴리펩티드 내로 도입될 수 있다.

  더우기, 폴리펩티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모든 사람 또는 동물 기원일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폴리펩티드가
사람 기원의 것이다.

  폴리펩티드는 사이토킨, 특히 에리트로포이에틴, 항트롬빈(AT), 예를 들면, AT III, 인터루킨, 특히 인터루킨-2, IFN-베
타, IFN-알파, G-CSF, CSF, 인터루킨-6 및 치료학적 항체일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폴리펩티드가 항트롬빈(AT), 바람직하게는 AT III이다[참조: Levy JH, Weisinger A, Ziomek
CA, Echelard Y, Recombinant Anti-thrombin: Production and Role in Cardiovascular Disorder, Seminars in
Thrombosis and Hemostasis 27, 4(2001) 405-416; Edmunds T, Van Patten SM, Pollock J, Hanson E, Bernasconi
R, Higgins E, Manavalan P, Ziomek C, Meade H, McPherson J, Cole ES, Transgenically Produced Human
Antithrombin: Structural and Functional Comparison to Human Plasma-Derived Antithrombin, Blood 91, 12
(1998) 4661-4671; Minnema MC, Chang ACK, Jansen PM, Lubbers YTP, Pratt BM, Whittaker BG, Taylor FB,
Hack CE, Friedman B, Recombinant human antithrombin III improves survival and attenuates inflammatory
responses in baboons lethally challenged with Escherichia coli, Blood 95, 4(2000) 1117-1123; Van Patten SM,
Hanson EH, Bernasconi R, Zhang K, Manavaln P, Cole ES, McPherson JM, Edmunds T, Oxidation of Methionin
Residues in Antithrombin, J. Biol. Chemistry 274, 15(1999) 10268-10276].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폴리펩티드가 사람 IFN-베타, 특히 IFN-베타 1a[참조: Avonex®, REBIF®] 및 IFN-
베타 1b[참조: BETASERON®]이다.

  추가의 바람직한 폴리펩티드는 사람 G-CSF(과립구 콜로니 자극 인자)이다[참조: 예를 들면, Nagata et al., The
chromosomal gene structure and two mRNAs for human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EMBO J. 5:575-
581, 1986; Souza et al., Recombinant human 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effects on normal and
leukemic myeloid cells, Science 232 (1986) 61-65; and Herman et al., Characterization, formulation, and stability
of Neupogen® (Filgrastim), a recombinant human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in: Formulation,
characterization, and stability of protein drugs, Rodney Pearlman and Y. John Wang, eds., Plenum Press, New
York, 1996, 303-328].

  2가지 이상의 상이한 폴리펩티드의 혼합물이 사용된 경우에는, 이러한 2가지 이상의 폴리펩티드는 예를 들어, 분자량, 아
미노산의 수 및/또는 서열, 상이한 당화도, 치환체의 수 및/또는 화학적 성질, 또는 적합한 화학적 결합(예: 디설파이드 브
릿지)에 의해 연결된 폴리펩티드 쇄의 수에 있어 상이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임의로 추가 반응되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
을, 바람직하게는 상기 언급된 공정들 중의 한 가지 이상의 공정에 따라서 분리시킨 다음,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임의로 추
가 반응되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의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와 반응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
룹 Y를 갖는 폴리펩티드와 반응시켜 1개 이상의 화학적 결합을 형성시킨다. 폴리펩티드, 예를 들면, 단백질의 작용성 그룹
Y는 예를 들어,

  , 또는 N-당화(glycosylation) 또는 O-
당화에 의해 폴리펩티드에 연결될 수 있는 탄수화물 잔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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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맥락에서, 용어 "탄수화물 잔기"는 하이드록시알데히드 또는 하이드록시케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화학적 변형
물을 지칭한다[참조: Rompp Chemielexikon, Thieme Verlag Stuttgart, Germany, 9th edition 1990, Volume 9, pages
2281-2285 및 이에 인용된 문헌]. 추가로, 이는 또한,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시알산 등의 천연 탄수화물 잔기의 유
도체를 지칭한다. 상기 용어에는 화학적으로 산화된 천연 탄수화물 잔기도 포함된다. 이러한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의 구조
는 사이클릭 또는 선형일 수 있다.

  탄수화물 잔기는 폴리펩티드 주쇄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탄수화물 잔기가 탄수화물 측쇄의 일부
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탄수화물 잔기가 탄수화물 측쇄의 말단 잔기이다.

  보다 더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탄수화물 잔기가 탄수화물 측쇄의 갈락토스 잔사, 바람직하게는 탄수화물 측쇄의 말단 갈
락토스 잔사이다. 이러한 갈락토스 잔사는 후술되는 바와 같이 말단 시알산을 제거한 다음 산화시킴으로써, 화합물(I)과 화
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에 이용 가능해질 수 있다.

  추가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탄수화물 측쇄의 시알산 잔사, 바람직하게는 탄수
화물 측쇄의 말단 시알산 잔사에 연결시킨다.

  말단 탄수화물 잔기의 산화는 화학적 또는 효소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폴리펩티드의 탄수화물 잔기의 화학적 산화 방법은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고, 이에는 퍼요오데이트(periodate)로 처리
하는 방법이 포함된다[참조: Chamow et al., 1992, J. Biol. Chem., 267, 15916-15922].

  화학적으로 산화시킴으로써, 말단 위치되거나 그렇치 않은 모든 탄수화물 잔기를 산화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순한 조건(10mM 퍼요오데이트, 실온 하 1시간의 엄격한 조건에 비해 1mM 퍼요오데이트, 0℃이다)을 선택함으
로써, 탄수화물 측쇄의 말단 시알산을 바람직하게 산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또 다른 한편, 탄수화물 잔기를 효소적으로 산화시킬 수 있다. 개개의 탄수화물 잔기를 산화시키기 위한 효소는 당해 분
야에 공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갈락토스의 경우에는 해당 효소가 갈락토스 옥시다제이다. 말단 갈락토스 잔기를 산화
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폴리펩티드가 시알산을 탄수화물 쇄에 부착시킬 수 있는 세포(예: 포유류 세포) 또는 시알산을
탄수화물 쇄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변형시킨 세포에서 생성되었다면, 말단 시알산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시알산을 제거하기 위한 화학적 또는 효소적 방법은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참조: Chaplin and Kennedy (eds.), 1996, Carbohydrate Analysis: a practical approach, especially Chapter 5
Montreuill, Glycoproteins, pages 175-177; IRL Press Practical approach series (ISBN 0-947946-44-3)].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폴리펩티드 내에 포함된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를 통하
여 폴리펩티드와 반응시키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폴리펩티드의 작용성 그룹은 티오 그룹이다. 따라서, 화합물(I)과 화합물(II)
의 반응 생성물은 티오에테르 그룹을 통하여 폴리펩티드에 연결될 수 있는데, S 원자는 폴리펩티드 내에 포함된 모든 티오
그룹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티오 그룹은 폴리펩티드 내에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다. 더우기, 티오 그룹을 적합한 방법에 따라서 폴리펩티드 내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화학적 방법을 언급할 수 있다. 디설파이드 브릿지가 폴리펩티드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S-S- 구조를 환원시켜 티오 그룹을 제공할 수 있다. 폴리펩티드를 이의 아미노 그룹을 통하여, 2가지 이상의 상이한 작
용성 그룹(이들 중의 하나는 아미노 그룹과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H 그룹 또는 SH 그룹의 전구체이다)을
갖는 화합물과 반응시킴으로써, 폴리펩티드 내에 존재하는 아미노 그룹을 SH 그룹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아미노 그룹의 변형 공정은, 단백질을 먼저, 2가지 이상의 상이한 작용성 그룹(이들 중의 하나는 아미노 그룹과 반
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H 그룹이다)을 갖는 화합물(L)과 반응시킨 다음, 이로써 생성된 반응 생성물을 예를 들
어, HAS와 화합물(D)를 포함하는 HAS 유도체(이러한 유도체는 SH 그룹과 반응할 수 있는 작용성 그룹을 포함한다)와 반
응시키는 방법의 한 예로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테인 또는 적합한 SH 작용성 아미노산을 폴리펩티드 내로 도
입하거나 또는 폴리펩티드 내의 또 다른 시스테인이 디설파이드 브릿지를 형성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시스테인을 폴리펩
티드로부터 제거함으로써 폴리펩티드를 돌연변이시켜 SH 그룹을 도입하는 것이 또한 가능한다.

  상기 양태의 맥락에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의 반응으로부터 비롯되는 반응 생
성물을 폴리펩티드와 반응시키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반응시키고, 이로써 생성된 반응
생성물을, 폴리펩티드 내에 포함된 티오 그룹 및/또는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를 통하여 폴리펩티드와 추가로 반응시키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바람직한 폴리펩티드로서, 에리트로포이에틴(EPO)이 사용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폴리펩티드가 에리트로포이에틴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EPO는 사람 기원[참조: 예를 들면, Inoue, Wada, Takeuchi, 1994, An improved method for the purification of
human erythropoietin with high in vivo activity from the urine of anemic patients, Biol. Pharm. Bull. 17 (2), 180-
4; Miyake, Kung, Goldwasser, 1977, Purification of human erythropoietin., J. Biol. Chem., 252(15), 5558-64] 또는
또 다른 포유류 기원일 수 있고, 사람 신장, 배아 사람 간 또는 동물, 바람직하게는 원숭이 신장과 같은 천연 공급원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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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정제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다. 더우기, "에리트로포이에틴" 또는 "EPO"란 표현은 1개 이상의 아미노산(예를 들면, 1 내
지 25개,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개,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5개, 가장 바람직하게는 1 또는 2개의 아미노산)을 또 다
른 아미노산으로 교환시킨, 적혈구생성 활성을 나타내는 EPO-변이체를 포괄하기도 한다[참조: EP 640 619 B1]. 적혈구
생성 활성의 측정 방법이 당해 분야에 보고되었다[시험관내 활성 측정에 관해서는 문헌(Fibi et al., 1991, Blood, 77,
1203 ff; Kitamura et al, 1989, J. Cell Phys., 140, 323-334)을 참조할 수 있고; 생체내 EPO 활성의 측정에 관해서는 문
헌(Ph. Eur. 2001, 911-917; Ph. Eur. 2000, 1316 Erythropoietini solutio concentrata, 780-785; European
Pharmacopoeia (1996/2000); European Pharmacopoeia, 1996, Erythropoietin concentrated solution,
Pharmaeuropa., 8, 371-377; Fibi, Hermentin, Pauly, Lauffer, Zettlmeissl., 1995, N- and O-glycosylation muteins
of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secreted from BHK-21 cells, Blood, 85 (5), 1229-36)을 참조할 수 있으며;
EPO 및 변형된 EPO-형태는 1, 2 및 3일째에 NMRI 암컷 마우스에게 주사하고(마우스당 등량의 단백질 50ng), 4일째에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망상 적혈구(reticulocyte)를 결정하였다]. EPO 활성 측정용 시험에 관한 추가의 공개 문헌은 다음
과 같다[참조: Barbone, Aparicio, Anderson, Natarajan, Ritchie, 1994, Reticulocytes measurements as a bioassay
for erythropoietin, J. Pharm. Biomed. Anal., 12(4), 515-22; Bowen, Culligan, Beguin, Kendall, Villis, 1994,
Estimation of effective and total erythropoiesis in myelodysplasia using serum transferrin receptor and
erythropoietin concentrations, with automated reticulocyte parameters, Leukemi, 8(1), 151-5; Delorme,
Lorenzini, Giffin, Martin, Jacobsen, Boone, Elliott, 1992, Role of glycosylation on the secretion and biological
activity of erythropoietin, Biochemistry, 31(41), 9871-6; Higuchi, Oheda, Kuboniwa, Tomonoh, Shimonaka, Ochi,
1992; Role of sugar chains in the expression of the biological activity of human erythropoietin, J. Biol. Chem.,
267(11), 7703-9; Yamaguchi, Akai, Kawanishi, Ueda, Masuda, Sasaki, 1991, Effects of site-directed removal of
N-glycosylation sites in human erythropoietin on its production and biological properties, J. Biol. Chem., 266(30),
20434-9; Takeuchi, Inoue, Strickland, Kubota, Wada, Shimizu, Hoshi, Kozutsumi, Takasaki, Kobata, 1989,
Relationship between sugar chain structure and biological activity of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produced
in Chinese hamster ovary cells, Proc. Natl. Acad. Sci. USA, 85(20), 7819-22; Kurtz, Eckardt, 1989, Assay
methods for erythropoietin, Nephron., 51(1), 11-4 (German); Zucali, Sulkowski, 1985, Purification of human
urinary erythropoietin on controlled-pore glass and silicic acid, Exp. Hematol, 13(3), 833-7; Krystal, 1983,
Physical and biological characterization of erythroblast enhancing factor (EEF), a late acting erythropoietic
stimulator in serum distinct from erythropoietin, Exp. Hematol., 11(1), 18-31].

  바람직하게는, EPO를 재조합적으로 생성시킨다. 이에는 진핵성 또는 원핵성 세포, 바람직하게는 포유류, 곤충, 효모, 세
균성 세포, 또는 EPO를 재조합 생성시키기에 편리한 기타 모든 세포 유형에서의 생성이 포함된다. 추가로, EPO를 형질전
환성 동물(예를 들면, 유즙, 혈액 등의 체액), 형질전환성 조류, 특히 가금류의 알, 바람직하게는 계란, 또는 형질전환성 식
물에서 발현시킬 수 있다.

  폴리펩티드의 재조합 생성 방법은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숙주 세포를 적당한 발현 벡터
로 형질감염시키고, 이러한 숙주 세포를, 폴리펩티드를 생성시킬 수 있는 조건 하에 배양한 다음, 폴리펩티드를 숙주 세포
로부터 정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Krystal, Pankratz, Farber, Smart, 1986,
Purification of human erythropoietin to homogeneity by a rapid five-step procedure, Blood, 67(1), 71-9; Quelle,
Caslake, Burkert, Wojchowski, 1989, High-level expression and purification of a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produced using a baculovirus vector, Blood, 74(2), 652-7; EP 640 619 Bl and EP 668 351 B1].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EPO가 사람 EPO의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다[참조: EP 148 605 B2].

  EPO는 N- 및/또는 C-연결된 당화를 통하여 EPO에 부착된(즉, EPO가 당화된다) 1개 이상의 탄수화물 측쇄, 바람직하
게는 1 내지 12개,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9개,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6개, 특히 1 내지 4개, 특히 바람직하게는
4개의 탄수화물 측쇄를 포함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EPO가 진핵성 세포에서 생성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폴리펩티드를 해
독후 당화시킨다. 결과적으로, 탄수화물 측쇄는 포유류, 특히 사람, 곤충 또는 효모 세포에서의 생합성 동안에 EPO에 부착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당화 EPO의 구조와 특성이 당해 분야에 광범위하게 보고되어 있다[참조: EP 428 267 B1; EP 640
619 B1; Rush, Derby, Smith, Merry, Rogers, Rohde, Katta, 1995, Microheterogeneity of erythropoietin
carbohydrate structure, Anal Chem., 67(8), 1442-52; Takeuchi, Kobata, 1991, Structures and functional roles of
the sugar chains of human erythropoietins, Glycobiology, 1(4), 337-46 (Review)].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는 EPO 분자당 1개 이상,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2개, 보다 바람직
하게는 1 내지 9개,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 내지 6개, 특히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개의 HAS 분자를 포함할 수 있다. EPO
분자당 HAS-분자의 수는, 생성물을 가수분해시킨 다음, 이로써 생성된 단당류를 유도체화시킨 후에 GC-MS를 사용하여
정량적 탄수화물 조성 분석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참조: Chaplin and Kennedy (eds.), 1986, Carbohydrate Analysis:
a practical approach, IRL Press Practical approach series (ISBN 0-947946-44-3), especially Chapter 1,
Monosaccharides, page 1-36; Chapter 2, Oligosaccharides, page 37-53, Chapter 3, Neutral Polysaccharides,
page 55-96].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EPO에 연결된 탄수화물 잔기는 탄수화물 측쇄의 일부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탄수화물 잔기가 탄수화물 측쇄의 말단 잔기이다. 보다 더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상기 탄수화물 잔기가 탄수화물
측쇄의 갈락토스 잔사, 바람직하게는 탄수화물 측쇄의 말단 갈락토스 잔사이다. 이러한 갈락토스 잔사는 후술되는 바와 같
이 말단 시알산을 제거한 다음 산화시킴으로써,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에 이용 가능해질 수 있다.
추가의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탄수화물 측쇄의 시알산 잔사, 바람직하게는 탄수화
물 측쇄의 말단 시알산 잔사에 연결시킨다. 시알산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산화시킨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상기 갈락토스 잔사가, 말단 시알산을 제거한 다음 산화시킴으로써, 작용성 그룹 X를 통한 화합물(I)
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 또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반응 생성물과
의 반응에 이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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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임의로 반응되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EPO 내에 포함
된 티오 그룹과 반응시킬 수 있다.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임의로 반응되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티오 그룹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잔기(이
들 각각은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폴리펩티드, 보다 바람직하게는 에리트로포이에틴 내에 포함되어 있다)
와 반응시키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상기 SH 그룹을 예를 들어, 하이드록실아민 유도체, 예를 들면, 2-(아미노옥시)에틸머캅탄 하
이드로클로라이드[참조: Bauer L. et al., 1965, J. Org. Chem., 30, 949] 또는 하이드라지드 유도체, 예를 들면, 티오글리
콜산 하이드라지드[참조: Whitesides et al., 1977, J. Org. Chem., 42, 332]를 사용함으로써, 바람직하게는 산화된 탄수
화물 잔기에 연결시킬 수 있다.

  추가의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티오 그룹을 바람직하게는 EPO의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 보다 바람직하게는 EPO의 탄
수화물 측쇄의 일부인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에 도입한다.

  바람직하게는, 티오 그룹이 천연 시스테인 또는 부가된 시스테인으로부터 유도된 것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EPO가 사
람 EPO의 아미노산 서열을 갖고 천연 시스테인이 시스테인 29 및/또는 33이다. 보다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임의로 반응되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시스테인 29와 반응시키는 반면, 시스테인 33은 또 다
른 아미노산으로 대체시킨다. 또 다른 한편으론,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임의로 반응되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
성물을 시스테인 33과 반응시키는 반면, 시스테인 29는 또 다른 아미노산으로 대체시킨다.

  본 발명의 맥락에서, 용어 "부가된 시스테인"은 폴리펩티드, 바람직하게는 EPO가, 야생형 폴리펩티드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스테인 잔사를 포함한다는 것을 지시한다.

  이러한 본 발명의 국면의 맥락에서, 시스테인은 EPO의 N- 또는 C-말단에 부가된 부가의 아미노산일 수 있다.

  더우기, 상기 부가된 시스테인은 천연 아미노산을 시스테인 또는 적합하게 치환된 시스테인으로 대체시킴으로써 부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본 발명의 국면 맥락에서, EPO는 사람 EPO이고 대체된 아미노산 잔사는 세린
126이다.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임의로 반응되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 조건
은 각각의 반응, 예를 들면,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인 경우,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가교 결합성 화합
물인 경우, 또는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폴리펩티드의 반응 생성물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다. 완충제 화합물로서, 상기 언급된 화합물들 중의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로서, 상기 언급된 용매들 중의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분리 및/또는 후처리
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의 바람직한 방법은 상기 논의된 방법들 중에서 선택된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예를 들어, 추가 화합물로서 폴리펩티드, 바람직하게는 EPO와 추가로 반응시키
는 경우에는, 반응 용매로서 물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물 이외에도, 한 가지 이상의 추가의 용매가 존재할 수도 있다. 바
람직한 가능한 추가 용매로서, DMSO, DMF,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폴리펩티드, 바람직하게는 EPO와의 반응을 수성 시스템
에서 수행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반응 동안 적용된 온도에 관한 한은, 해당 반응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폴리펩티드와 반응
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포함하는 목적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가 제공된다면, 특정의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다. 반응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4 내지 37℃,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30℃, 특히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5℃의 범위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폴리펩티드와의 반응을 4 내지 37℃에서 수행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반응 과정 동안,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언급된 범위 내에서 다양할 수 있거나 또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폴리펩티드와의 반응에 소요되는 반응 시간은 구체적인 요구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0.5시간 내지 48시간, 바람직하게는 2 내지 24시간, 특히 바람직하게는 10시간 내지 20시간
범위 내이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폴리펩티드와의 반응에 대한 pH 값은 구체적인 요구, 예를 들면, 해당 반응물의
화학적 성질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하이드록실아미노 그룹 -O-NH2인 작용성 그룹 X와 폴리펩티드 내

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알데히드 그룹과의 반응을 통하여,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키는 경우에는, pH 값이 바람직하게는
4.5 내지 6,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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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예를 들어, 추가 화합물로서 가교 결합성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EPO와 추가로
반응시키는 경우에는, 반응 용매로서 물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물 이외에도, 한 가지 이상의 추가의 용매가 존재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가능한 추가 용매로서, DMSO, DMF,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의 반응을 수성 시스템에서 수행하
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반응 동안 적용된 온도에 관한 한은, 해당 반응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가교 결합성 화합물
와 반응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포함하는 목적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가 제공된다면, 특정의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다. 반응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4 내지 37℃,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30℃, 특히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5℃의 범위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의 반응을 4 내지 37℃에서 수행하
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반응 과정 동안,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언급된 범위 내에서 다양할 수 있거나 또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의 반응에 소요되는 반응 시간은 구체적인 요구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10분 내지 10시간, 바람직하게는 20분 내지 5시간, 특히 바람직하게는 30분 내지 2
시간 범위 내이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의 반응에 대한 pH 값은 구체적인 요구, 예를 들면, 해당 반
응물의 화학적 성질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 내에 포함되고 아미노 그룹 -
NH2인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반응시키는 경우에는, pH 값이 바람직하게는 7 내지 8.5, 보다 바

람직하게는 약 7.2이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의 반응 생성물을, 예를 들어, 폴리펩티드, 바람직하게는
EPO와 추가로 반응시키는 경우에는, 반응 용매로서 물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물 이외에도, 한 가지 이상의 추가의 용매
가 존재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가능한 추가 용매로서, DMSO, DMF,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추가로 반응되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폴리펩티드의 반
응을 수성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반응 동안 적용된 온도에 관한 한은, 해당 반응으로 인해, 가교 결합성 화합물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가교 결합성 화합물와 반응되고 폴리펩티드와 추가로 반응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포함하
는 목적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가 제공된다면, 특정의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다. 반응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4 내
지 37℃,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30℃, 특히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5℃의 범위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추가로 반응되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폴리펩티드와의
반응을 4 내지 37℃에서 수행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반응 과정 동안,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언급된 범위 내에서 다양할 수 있거나 또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추가로 반응되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폴리펩티드와의 반응에 소요되는 반응 시
간은 구체적인 요구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0.5 내지 48시간, 바람직하게는 2 내지 24시간, 특히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20시간 범위 내이다.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추가로 반응되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폴리펩티드와의 반응에 대한 pH 값은 구
체적인 요구, 예를 들면, 해당 반응물의 화학적 성질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추가로 반응되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가교 결합성 화합물 내에 포
함되고 아미노 그룹 -NH2인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폴리펩티드와 반응시키는 경우에는, pH 값이 바람직하게는 7 내지

8.5,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7.2이다.

  반응 혼합물의 적합한 pH 값은 각 경우에 있어 하나 이상의 적합한 완충제를 부가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바람직한 완
충제 중에서, 나트륨 아세테이트 완충제, 인산나트륨 완충제 또는 붕산염 완충제를 언급할 수 있다.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러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은 폴리펩티드 또는 가
교 결합성 화합물이다)과의 반응으로부터 비롯된 반응 생성물, 및 화합물(I), 화합물(II), 가교 결합성 화합물 및 폴리펩티드
의 반응으로부터 비롯된 화합물을 추가로 포함하는 반응 생성물을 한 가지 이상의 적합한 방법에 의해 반응 혼합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고, 한 가지 이상의 추가 처리, 예를 들면, 적어도 후처리(예: 투석 및/또는 동결 건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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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언급된 반응 생성물이 일단 형성되면, 이를 적합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반응 혼합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
다.

  반응 생성물의 분리는 한 가지 이상의 단계를 포함할 수 있는 적합한 공정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반응 생성물이 폴리펩티드를 포함하지 않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반응 생성물을 먼저, 바람직하게는 원심
분리성 여과시킴으로써 반응 혼합물 또는 반응 혼합물의 혼합물로부터 분리시킨다. 제2 단계에서는, 상기와 같이 분리된
반응 생성물을 대상으로 하여, 후처리형 투석 및/또는 동결건조와 같은 추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보다 더 바람직한 양
태에 따르면, 분리시킨 반응 생성물을 먼저, 바람직하게는 물에 대해 투석시킨 다음, 반응 생성물의 용매 함량이 목적하는
생성물 명세에 따라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동결건조시킨다.

  반응 생성물이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르면, 반응 생성물을 실시예 7.8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추가의 양태에 따르면, 화합물(II)을 화합물(I)과 반응시키기에 앞서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키는데, 즉 화합물(I)
과 반응시키기에 앞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Y를 포함하
는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화합물(II)을 반응시킴으로써, 화합물(II)의 유도체를 제조한다.

  화합물(II)을 먼저, 추가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폴리펩티드, 보다 바람직하게는 EPO와 반응시키는 경우에는, 반응 용매로
서 물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물 이외에도, 한 가지 이상의 추가의 용매가 존재할 수도 있다. 바람직한 가능한 추가 용매
로서, DMSO, DMF,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반응시키기에 앞서, 화합물(II)와 추가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폴리펩티드, 보다 바람
직하게는 EPO와의 반응을 수성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반응 동안 적용된 온도에 관한 한은, 해당 반응으로 인해,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추가 화
합물, 바람직하게는 폴리펩티드, 보다 바람직하게는 EPO와 반응된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포함하는 목적하는 화합물
(II)의 유도체가 제공된다면, 특정의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다. 반응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4 내지 37℃,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30℃, 특히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5℃의 범위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I)와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을 4 내지 37℃에서 수행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반응 과정 동안,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상기 언급된 범위 내에서 다양할 수 있거나 또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화합물(II)과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에 대한 반응 시간, 및 pH 값은 구체적인 요구, 예를 들면, 해당 반응물의
화학적 성질에 맞도록 적응시킬 수 있다. 반응 혼합물의 적합한 pH 값은 하나 이상의 적합한 완충제를 부가함으로써 조정
할 수 있다. 바람직한 완충제 중에서, 아세테이트, 인산염 또는 붕산염 완충제, 예를 들면, 나트륨 아세테이트, 인산나트륨
또는 붕산나트륨 완충제를 언급할 수 있다.

  화합물(II)와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으로부터 비롯된 반응 생성물을 한 가지 이상의 적합한 방법에 의해 반응
혼합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고, 한 가지 이상의 추가 처리, 예를 들면, 적어도 후처리(예: 투석 및/또는 동결 건조)시킬 수
있다.

  화합물(II)와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 생성물이 일단 형성되면, 이를 적합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반응
혼합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

  반응 생성물의 분리는 앞서 기재된 바와 같은 한 가지 이상의 단계를 포함할 수 있는 적합한 공정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및/또는 필요한 경우, 화합물(II)을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키기에 앞서, 화합물(II)의 R'와 R"를 브
릿징하는 NH 그룹을 적합한 보호 그룹으로 보호시킬 수 있다. 보호 그룹으로서, 상기 언급된 보호 그룹들 중의 하나를 사
용할 수 있다. 화합물(II)과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 예를 들면, 폴리펩티드, 바람직하게는 EPO의 반응 생성물을 화합물
(I)과 반응시키기에 앞서, 한 가지 이상의 적합한 방법에 의해 보호 그룹을 제거시킨다.

  화합물(II)을 먼저,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반응시키거나, 또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폴리펩티드의 반응 생성물과 반응시
키는 경우에는, 모든 반응 조건을 이들 반응물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상기 언급된 완충제 시스
템 및/또는 용매를 사용할 수 있다.

  제2 단계에서는, 화합물(II)과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의 반응 생성물을 화합물(I)과 반응시킨다.

  이러한 반응을 위해서는, 모든 반응 조건을 이들 반응물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상기 언급된 완
충제 시스템 및/또는 용매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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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물(II)과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의 반응 생성물과 화합물(I)과의 반응으로부터 비롯된 반응 생성물을 한 가지 이상
의 적합한 방법에 의해 각각의 반응 혼합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고, 한 가지 이상의 추가 처리, 예를 들면, 적어도 후처리
(예: 투석 및/또는 동결 건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기 언급된 적합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교 결합성 화합물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HAS-폴리펩티드 접합체의 분리는 천연 및 재조합 폴리펩
티드를 정제시키는 것으로 공지된 과정(예를 들면, 크기별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RP-HPLC,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크로마토그래피, 소수성 상호작용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이들의 2가지 이상 방법의 조합)을 사용함
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폴리펩티드에 대한 HAS의 공유 부착은, 변형된 단백질을 가수분해시킨 후 탄수화물 조성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폴리펩티드의 N-연결된 올리고당류에서의 HAS의 변형을 입증하는 것은 HAS 변형된 N-글리칸을 제거하고 SDS-
PAGE +/- 웨스턴 블롯팅 분석에서 보다 고분자량으로의 예정된 이동도 변위를 관찰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시스테인 잔사에서의 폴리펩티드의 HAS 변형은, HAS-변형된 생성물의 단백질분해성 단편에 관한 RP-HPLC 및
MALDI/TOF-MS에서 상응하는 단백질분해성 Cys-펩티드를 탐지하지 못함으로써 입증될 수 있다[참조: Zhou et al.,
1998, Application of capillary electrophoresis, liquid chromatography, electrospray-mass spectrometry and
matrix-assisted laserdesorption/ionization - time of flight - mass spectrometry to the characterization of
recombinant human erythropoietin. Electrophoresis, 19(13), 2348-55]. Cys-변형된 폴리펩티드를 단백질분해성 절
단한 후 HAS-함유 분획을 분리함으로써, 통상적인 아미노산 조성 분석에 의해 상기 분획에서 상응하는 펩티드를 확인할
수 있다.

  폴리펩티드 또는 HAS의 특성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HAS-폴리펩티드에 관해 상기 언급된 모든 양태가 본 발명의 HAS-
폴리펩티드 접합체의 제조 방법에도 또한 적용된다. 더우기, 일반적으로 펩티드 또는 HAS에 관한, HAS-EPO 또는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해 상기 언급된 모든 양태가 본 발명의 HAS-폴리펩티드 접합체의 제조 방법에도 또한 적용된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을, 바람직하게는 상기 언급된 동종- 및 이종-이작용성 화
합물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II)과 반응시키고, 이로써 생성된 반응 생성물을 당단백질, 바람직하게는 에리트로포이에틴, 보
다 바람직하게는 EPO 탄수화물 측쇄의 산화된 말단 탄수화물 잔기와 반응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을, 바람직하게는 상기 언급된 동종- 및 이종-이작
용성 화합물 중에서 선택된 화합물(II)과 반응시켜 제1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1 하이드록시알
킬 전분 유도체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후속 반응시켜 제2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제2 하이드
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당단백질, 바람직하게는 에리트로포리에이틴, 바람직하게는 당단백질 내에 포함된 -SH 그룹과
반응시켜 제3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제공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가교 결합성 화합물이 이종-이작용성 화합물
이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가교 결합성 화합물을, 제1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내에 포함되는 구조 -NH-를 포함
하는 작용성 그룹과 반응시킨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작용성 그룹이 -NH2이다.

  본 발명의 한 가지 이점은 관련된 한 가지 이상의 반응 단계, 바람직하게는 모든 반응 단계에서 독성학적으로 위험한 용
매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성물이 이러한 용매로 오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조 공정 후 이들 용매를 제거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다. 더우기, 독성적으로 위험한 잔류 용매에 관하여 부가의 품질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바람직하게는
물 이외에, 유기 용매가 사용된 경우에는, 독성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용매, 예를 들면, 에탄올 및/또는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이점은 유기 용매에 의해 유발되는 비가역적 또는 가역적 구조 변화를, 수성 시스템을 용매로서 사용
하는 단계에서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서 수득된 폴리펩티드 유도체는 DMSO 등의 유
기 용매 중에서 제조된 것과는 상이하다.

  더우기, 놀랍게도, HAS를 수용액 중에서 폴리펩티드, 예를 들면, EPO에 접합시키는 것이 부반응을 최소화시키거나 없앤
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르는 양태는 순도가 높은 개선된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생성물을 제공해준다.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본 발명은 또한, 화학식 I의 하이드록시알킬 전분(HAS)을, 해당 반응에 앞서 산화시키지 않은 이
의 환원성 말단에서, 화학식 II의 화합물과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수득될 수 있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
도체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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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식 II

  R'-NH-R"

  상기식에서, R1, R2 및 R3은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선형 또는 분지된 하이드록시알킬 그룹이고, R' 또는 R", 또는 R' 및

R"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에 앞서 또는 반응 후에 하나 이상의 기타 화합물과 반응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포함한다.

  상기 본 발명의 방법 맥락에서 미리 언급된 바와 같이,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드록실 아민이 바람직
한 화합물(II)로서 사용되고,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이 바람직한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으로서 사용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을 이의 환원성 말단을 통하여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
드록실 아민과 반응시키는 방법에 의해 수득될 수 있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반응 조건, 사용된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 및/또는 잔사 R' 및/또는 R"에 따라서, 상기 언급된 방법(들)에 의해 수
득될 수 있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가 다음 화학식 IIIa의 구성분을 가질 수 있다:

  

화학식 IIIa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학식 IIIa에 따르는 구성분을 갖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R'가 수소인 경우, 상기 언급된 방법(들)에 의해 수득될 수 있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는 다음 화학식
IIIa 또는 IIIb의 구성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IIIa 및 IIIb 둘 다는 특정의 평형 분포를 지닌 반응 혼합물에 존재할 수 있
다:

  화학식 I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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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IIb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학식 IIIb에 따르는 구성분을 갖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더우기, 본 발명은 또한, 화학식 IIIa에 따르는 구성분과 화학식 IIIb에 따르는 구성분의 혼합물로 존재하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반응 조건 및/또는 해당 반응에 사용된 화합물(II)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화학식 IIIa에 따르는 화합물은, N 원자가 적
도 또는 축방향 위치에 있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특정의 평형 분포를 지닌 양 형태의 혼합물로 존재할 수도 있다.

  반응 조건 및/또는 해당 반응에 사용된 화합물(II)의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화학식 IIIb에 따르는 화합물은, E 또는 Z 입체
구조의 C-N 이중 결합을 수반하여 존재할 수 있으며, 특정의 평형 분포를 지닌 양 형태의 혼합물로 존재할 수도 있다.

  몇 가지 경우에는, 화학식 IIIa에 따르는 화합물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는 화학식 IIIa에 따르는 화합
물을 수용액 중에서 제조 및/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특히 해당된다. 안정화 방법으로서, 특히 R'가 수소인 경우에는 화학식
IIIa에 따르는 화합물을 아실화시키는 방법이 특히 바람직하다. 아실화제로서, 다음 화학식 IVa에 따르는 목적하는 하이드
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생성시키는데 적합한 모든 시약을 사용할 수 있다:

  

화학식 IVa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아실화 시약의 일부인 잔사 Ra가 메틸이다. 아실화 시약으로서, 카복실산 무수
물, 카복실산 할라이드 및 카복실산 활성 에스테르가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학식 IVa에 따르는 구성분을 갖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 수득될 수 있는 하이드
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아실화 반응은 0 내지 30℃, 바람직하게는 2 내지 20℃, 특히 바람직하게는 4 내지 10℃의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기타 경우에 있어, 화학식 IIIb에 따르는 화합물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는 화학식 IIIb에 따르는 화합
물을 수용액 중에서 제조 및/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특히 해당된다. 안정화 방법으로서, 특히 R'가 수소인 경우에는 화학식
IIIb에 따르는 화합물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특히 바람직하다. 환원 시약으로서, 다음 화학식 IVb에 따르는 목적하는 하이드
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생성시키는데 적합한 모든 시약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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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Vb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환원 시약으로서 보로하이드라이드, 예를 들면, NaCNBH3 또는 NaBH4를 사용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학식 IVb에 따르는 구성분을 갖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에 의해 수득될 수 있는 하이드
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환원 반응은 4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90℃, 특히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80℃의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본 발명은 추가로, 화학식 IIIa와 IIIb, 화학식 IVa와 IVb, 화학식 IIIa와 IVa, 화학식 IIIa와 IVb, 화학식 IIIb와 IVa, 화학식
IIIb와 IVb, 화학식 IIIa와 IIIb와 IVa, 화학식 IIIa와 IIIb와 IVb, 화학식 IVa와 IVb와 IIIa, 및 화학식 IVa와 IVb와 IIIb에 따
르는 구성분을 갖는 화합물의 혼합물에 관한 것인데, 화학식 IIIa 및/또는 IVa는 독립적으로, N 원자가 적도 또는 축방향
위치에 있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고/있거나 화학식 IIIb는 E 또는 Z 입체 구조의 C-N 이중 결합을 수반하여 존재할 수 있
다.

  본 발명의 한 국면에 따르면, 화합물(I)을 화합물(II)와 반응시켜 제1 반응 생성물을 제공한다. 이어서, 상기 제1 반응 생
성물을 상기 언급된 방법들 중의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따라서 임의로 안정화시킨다. 이어서, 이와 같이 임의로 안정화시
킨 제1 반응 생성물을, 이러한 제1 반응 생성물의 R"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와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Y와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켜 제2 반응 생성물을 제공
한다. 이어서, 상기 제2 반응 생성물을 상기 언급된 방법들 중의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따라서 임의로 안정화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국면에 따르면,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 또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 또는 가교 결합성 화
합물과 폴리펩티드의 반응 생성물이다.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인 경우, 작용성 그룹 Y는 이러한 폴리펩티
드 내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가교 결합성 화합물인 경우, 작용성 그룹 Y는 이러한 가교 결합성 화합
물 내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폴리펩티드 내에 임의로 포함되어 있다.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폴
리펩티드의 반응 생성물인 경우, 작용성 그룹 Y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 내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추가 국면에 따르면, 화합물(II)을, 화합물(II)의 R"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와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Y와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켜 제1 반응 생성물
을 제공한다. 상기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은 바람직하게는,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은 폴리펩티드 또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
또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폴리펩티드의 반응 생성물이다. 이어서, 상기 제1 반응 생성물을, 화합물(I)의 환원성 말단과
화합물(II)의 본래 잔사 R' 및 R"를 브릿징하는 제1 반응 생성물의 NH 그룹과의 반응을 통하여, 화합물(I)과 반응시켜 제2
반응 생성물을 제공한다. 이어서, 상기 제2 반응 생성물을 상기 언급된 방법들 중의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따라서 임의로
안정화시킨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이 화합물(I)로서 사용되고, O-[2-(2-아미노옥시-에톡
시)-에틸]-하이드록실 아민이 화합물(II)로서 사용되며, 탄수화물 측쇄의 산화된 말단 탄수화물 잔기를 갖는 EPO가 추가
화합물로서 사용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을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드록실 아
민과 반응시켜 제1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유도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제1 유도체를, 탄수화물 측쇄의 산화된 말단 탄수화
물 잔기를 갖는 EPO와 추가로 반응시켜 제2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유도체를 제공한다. 이러한 특정의 경우에는, 어떠한 안
정화 반응도 수행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을 이의 환원성 말단을 통하여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
드록실 아민과 반응시키고, 이러한 반응 생성물을, 에리트로포이에틴의 탄수화물 측쇄의 산화된 말단 탄수화물 잔기를 통
하여 에리트로포이에틴과 반응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이 화합물(I)로서 사용되고, O-[2-(2-아미노옥시
-에톡시)-에틸]-하이드록실 아민이 화합물(II)로서 사용되며, 말레이미드 그룹과 N-하이드록시 석신이미드 활성 에스테
르 그룹을 갖는 이종-이작용성 가교 결합성 화합물을 사용하고, 하나 이상의 -SH 그룹을 갖는 EPO(티오-EPO로 지칭됨)
가 폴리펩티드로서 사용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을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드
록실 아민과 반응시켜 제1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유도체를 제공하고, 이러한 제1 유도체를,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N-하이
드록시 석신이미드 활성 에스테르와 추가로 반응시켜 제2 유도체를 제공하며, 이러한 제2 유도체를 말레이미드 그룹을 통
하여 티오-EPO와 반응시켜 제3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유도체를 제공한다.

  다음에 HAS-EPO 접합체로서 지칭되고, 화합물(I)과 화합물(II) 및 가능하게는 가교 결합성 화합물 및 에리트로포이에틴
과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는 접합시키기 전의 에리트로포이에틴과 비교해서 개선된 생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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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정성을 나타낸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이러한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가 간 및 신장의 제거 시스템에 의
해 덜 인식되거나 심지어 전혀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순환계 내에서 보다 장시간 지속된다는 사실에 주로 기인된 것이다.
더우기, HAS는 부위 특이적으로 부착되기 때문에, HAS를 EPO에 접합시킴으로써 EPO의 생체내 생물학적 활성을 파괴시
킬 위험은 최소화된다.

  본 발명의 HAS-EPO 접합체는 재조합 본래의 EPO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시험관내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시험관내 생물학적 활성은 EPO 수용체에 대한 결합 친화성 만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시험관내 생물학적 활성을 결정
하는 방법은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더우기, HAS-EPO는 접합을 위한 출발 물질로서 사용된 EPO(접합되지 않은 EPO) 보다 높은 생체내 활성을 나타낸다.
생체내 생물학적 활성을 결정하는 방법은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접합되지 않은 EPO의 생체내 활성을 100%로 설정할 경우, HAS-EPO 접합체의 생체내 활성은 110 내지 300%, 바람직
하게는 110 내지 200%, 보다 바람직하게는 110 내지 180%, 또는 110 내지 150%, 가장 바람직하게는 110 내지 140%을
나타낼 수 있다.

  고도로 시알릴화된 EPO(Amgen; EP 428 267 B1 참조)와 비교하면, 고도로 시알릴화된 EPO의 생체내 활성을 100%로
설정한 경우, HAS-EPO는 고도로 시알릴화된 EPO의 생체내 활성의 바람직하게는 50% 이상, 보다 바람직하게는 70% 이
상,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85% 이상 또는 95%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또는 300% 이상을 나타낼 수 있다. 가장 바
람직하게는, 고도로 시알릴화된 EPO의 생체내 활성의 95% 이상을 나타낸다.

  본 발명의 HAS-EPO 접합체의 높은 생체내 생물학적 활성은, 이러한 HAS-EPO 접합체가 간의 제거 시스템에 의해 덜
인식되고 보다 큰 분자량으로 인해 신장 청소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접합되지 않은 EPO 보다 순환계 내에 보다 장기간 유
지된다는 사실에 주로 기인된 것이다. 순환시 EPO의 생체내 반감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참조:
Sytkowski, Lunn, Davis, Feldman, Siekman, 1998, Human erythropoietin dimers with markedly enhanced in vivo
activity, Proc. Natl. Acad. Sci. USA, 95(3), 1184-8].

  결론적으로, 현재 시판중인 EPO 제제 보다 덜 자주 투여될 수 있는 HAS-EPO 접합체를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커다란
이점이다. 표준 EPO 제제는 최소한 3일마다 투여해야만 하지만, 본 발명의 HAS-EPO 접합체는 바람직하게는 1주 2회,
보다 바람직하게는 1주 1회 투여한다.

  더우기, 본 발명의 방법은 최종 수율을 떨어뜨리는 시간 소모적이고 광범위한 정제 단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낮은 생체내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거나 생체내 생물학적 활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공지된 수준 이하로
시알릴화된 EPO 형태를 정제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효한 EPO 유도체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이점
을 지니고 있다.

  더우기, 본 발명은 본 발명의 HAS-폴리펩티드 접합체, 바람직하게는 HAS-EPO 접합체, 보다 바람직하게는 HES-EPO
접합체를 치료학적 유효량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
물이 에리트로포이에틴 치료법에 유용한 하나 이상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희석제, 아쥬반트(adjuvant) 및/또는 담체를
추가로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화합물(II)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
하여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키거나, 또는 화합물(II)을, 화합물(I)과 반응시키기에 앞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
룹 X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키고, 상기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치료학적 유효량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폴리펩티드, 바람직하게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을, 폴리펩티드 내에 포함된 산화된 탄
수화물 잔기 또는 티오 그룹을 통하여, 화합물(II)과 반응시키거나 또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반응시킨
다.

  본 발명의 보다 더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폴리펩티드, 바람직하게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을, 폴리펩티드 내에 포함된 산
화된 탄수화물 잔기를 통하여, 화합물(II)과 반응시키거나 또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반응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은 폴리펩티드를, 이러한 폴리펩티드 내에 포함된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를 통하여, 화합물(II)과 반응시키
거나 또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반응시키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폴리펩티드가 GCS-F, AT III, IFN-베타 또는 에리트로포리에틴, 바람직하게는 에리트로포이
에틴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또한, 폴리펩티드가 에리트로포이에틴인,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을 수성 매질 중에서 다음 식에 따르는 화합물과 반응시키
고, 이러한 반응 생성물을 에리트로포이에틴과 반응시킴으로써,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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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전술된 반응에 앞서 과요오드화나트륨을 사용하여 산화시킨다.

  또 다른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에리트로포이에틴을 해당 반응에 앞서, 부분적으로 탈시알릴화시키고 과요오드화
나트륨을 이용하여 후속 산화시킨다.

  본 발명의 추가의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실시예 5에 따르는 완전히 환원된 티오-EPO를 근거로 하여 제조되는 하이드
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은 제외된다.

  또 다른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본 발명은 또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을, 화합물(II)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키거나 또는 화합물을(II)을 화합물(I)과 반응시키기에
앞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키고, 이러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가
교 결합성 화합물이고,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의 반응 생성물을 폴리펩티드와 반응
시키는,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치료학적 유효량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
이다.

  추가의 바람직한 양태에 따르면, 본 발명은 폴리펩티드가 에리트로포이에틴인, 전술된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언급된 약제학적 조성물은 빈혈 장애 또는 조혈 기능 장애, 또는 이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데 특히 적합하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치료학적 유효량"은 소정의 질환 및 투여 섭생에 대해 치료학적 효과를 제공해주는 양을 지칭
한다. 에리트로포이에틴 이소형을 비경구 경로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택된 구체적인 투여 경로는 치료하고자 하
는 질환에 좌우될 것이다. 에리트로포이에틴 이소형의 투여는 적합한 담체, 예를 들면, 사람 혈청 알부민, 적합한 희석제,
예를 들면, 완충 식염수, 및/또는 적합한 아쥬반트를 함유하는 제형의 일부로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구되는 투여
량은 환자의 적혈구 용적율(hematocrit)을 상승시키기에 충분한 양일 것이며, 치료하고자 하는 질환의 중증도, 사용된 투
여 방법 등에 따라서 다양할 것이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을 이용하는 치료의 목적은 바람직하게는,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를 6.8mmol/l 이상으로 증가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헤모글로빈 수치를 매주 0.6mmol/l 내지 1.6mmol/l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본 발명의 약제
학적 조성물을 투여할 수 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8.7mmol/l를 초과하게 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8.1mmol/l 아래로 떨
어질 때까지 치료법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피하, 정맥내 또는 비경구 주사용으로 적합한 제형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적합한
부형제 및 담체는, 예를 들어, 인산이수소 나트륨, 인산수소 이나트륨, 나트륨 클로레이트, 폴리솔베이트 80, HSA 및 주사
용 수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은 1주 3회, 바람직하게는 1주 2회, 보다 바람직하게는 1주 1회, 가장 바람직하게는 2주마다
투여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을 환자 체중 kg당 0.01 내지 10㎍, 보다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5㎍, 0.1 내지
1㎍, 또는 0.2 내지 0.9㎍, 보다 바람직하게는 0.3 내지 0.7㎍, 가장 바람직하게는 0.4 내지 0.6㎍의 양으로 투여한다.

  일반적으로, 1회 투약당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200㎍,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100㎍을 투여한다.

  본 발명은 추가로, 사람 또는 동물체를 치료하는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르는 HAS-폴리펩티드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은 추가로, 빈혈 장애 또는 조혈 기능 장애, 또는 이와 관련된 질환 치료용 약물을 제조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르
는 HAS-EPO 접합체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다음 실시예, 표 및 도면에 의해 추가로 예시되지만, 이로써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도 1은 실시예 4.1에 따라서 제조된, HES-EPO 접합체의 SDS-PAGE 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레인 A: 단백질 마커 Roti®-Mark PRESTAINED (Carl Roth GmbH+Co, Karlsruhe, D); 상단에서 부터 하단까지의 상
기 단백질 마커의 분자량(kD): 245, 123, 77, 42, 30, 25.4, 및 17.

  레인 B: 실시예 4.1에 따라서 접합시킨 후의 조 생성물.

  레인 C: EPO 출발 물질.

  도 2

  도 2는 실시예 4.3에 따라서 제조된, HES-EPO 접합체의 SDS-PAGE 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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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 A: 실시예 4.3에 따라서 접합시킨 후의 조 생성물.

  레인 B: EPO 출발 물질.

  레인 C: 단백질 마커 Roti®-Mark PRESTAINED (Carl Roth GmbH+Co, Karlsruhe, D); 상단에서 부터 하단까지의 상
기 단백질 마커의 분자량(kD): 245, 123, 77, 42, 30, 25.4, 및 17.

  도 3

  도 3은 실시예 6.1 및 6.4에 따라서 제조된, HES-EPO 접합체의 SDS-PAGE 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레인 A: 단백질 마커 Roti®-Mark PRESTAINED (Carl Roth GmbH+Co, Karlsruhe, D); 상단에서 부터 하단까지의 상
기 단백질 마커의 분자량(kD): 245, 123, 77, 42, 30, 25.4, 및 17.

  레인 B: 실시예 6.4에 따라서 접합시킨 후의 조 생성물.

  레인 C: 실시예 6.1에 따라서 접합시킨 후의 조 생성물.

  레인 D: EPO 출발 물질.

  도 4

  도 4는 실시예 6.2, 6.3, 6.5 및 6.6에 따라서 제조된, HES-EPO 접합체의 SDS-PAGE 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레인 A: 단백질 마커 Roti®-Mark PRESTAINED (Carl Roth GmbH+Co, Karlsruhe, D); 상단에서 부터 하단까지의 상
기 단백질 마커의 분자량(kD): 245, 123, 77, 42, 30, 25.4, 및 17.

  레인 B: 실시예 1.3 b)를 근거로 하여, 실시예 6.6에 따라서 접합시킨 후의 조 생성물.

  레인 C: 실시예 1.1 b)를 근거로 하여, 실시예 6.5에 따라서 접합시킨 후의 조 생성물.

  레인 D: 실시예 1.3 a)를 근거로 하여, 실시예 6.6에 따라서 접합시킨 후의 조 생성물.

  레인 E: 실시예 1.1 a)를 근거로 하여, 실시예 6.5에 따라서 접합시킨 후의 조 생성물.

  레인 F: 실시예 6.2에 따라서 접합시킨 후의 조 생성물.

  레인 G: 실시예 6.3에 따라서 접합시킨 후의 조 생성물.

  레인 K: EPO 출발 물질.

  도 5

  5분(=레인 2); 10분(=레인 3); 60분(=레인 4) 동안 순한 산으로 처리시킨 EPO-GT-1의 SDS-PAGE 분석 결과; 및 처리
되지 않은 EPO의 SDS-PAGE 분석 결과(=레인 1): N-글리칸 제거 후의 EPO의 이동도 변위가 도시되어 있다
(+PNGASE).

  도 6

  처리되지 않은 EPO로부터 분리된 올리고당류와, 순한 산 가수분해 조건 하에서 5분, 10분 및 60분 동안 항온 배양시킨
EPO로부터 분리된 올리고당류의 HPAEC-PAD 패턴. 로마 숫자 I 내지 V는 I(=탈시알릴화 2-촉각 구조), II(=트리시알릴
화 3-촉각 구조)(2개 이성체), III(=테트라시알릴화 4-촉각 구조 + 2개 N-아세틸락토사민 반복체), IV(=테트라시알릴화
4-촉각 구조 + 1개 N-아세틸락토사민 반복체), V(=테트라시알릴화 4-촉각 구조 + N-아세틸락토사민 반복체 없음)의
용출 위치를 지시해준다. 시알산을 전혀 갖지 않은 올리고당류 구조물과, 1 내지 4개의 시알산을 갖는 올리고당류 구조물
의 용출 영역이 모난 괄호([])로써 지시된다.

  도 7

  탈시알릴화 후의 N-연결된 올리고당류의 HPAEC-PAD; N-아세틸뉴라민산의 용출 위치가 도시되어 있다; 숫자 1 내지
9는 표준 올리고당류의 용출 위치를 지시한다: 1 = 2-촉각; 2 = 3-촉각(2-4 이성체); 3 = 3-촉각(2-6 이성체); 4 = 4-촉
각; 5 = 3-촉각 + 1개 반복체; 6 = 4-촉각 + 1개 반복체; 7 = 3-촉각 + 2개 반복체; 8 = 4-촉각 + 2개 반복체; 및 9 =
4-촉각 + 3개 반복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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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8

  시알산 잔사를 퍼요오데이트 산화시킨, 순한 산 처리된 EPO와 처리되지 않은 EPO의 SDS-PAGE 분석 결과. 1 = 산 처
리시키지 않으면서 퍼요오데이트 산화시킴; 2 = 5분 동안 산 처리시키고, 퍼요오데이트 산화시킴; 3 = 10분 동안 산 처리
시키고, 퍼요오데이트 산화시킴; 4 = 산 처리시키지 않으면서 퍼요오데이트 산화시킴; 5 = 퍼요오데이트 산화시키지 않고
산 처리시키지 않은 BRP EPO 표준물.

  도 9

  처리되지 않은 EPO로부터 분리된 본래의 올리고당류와, 순한 산 가수분해 조건 하에서 5분 및 10분 동안 항온 배양시키
고 후속 퍼요오데이트 처리시킨 EPO로부터 분리된 본래의 올리고당류의 HPAEC-PAD 패턴. 시알산을 전혀 갖지 않은 올
리고당류 구조물과, 1 내지 4개의 시알산을 갖는 올리고당류 구조물의 용출 영역이 모난 괄호([]) 1 내지 5로써 지시된다.

  도 10

  시간 경과에 따른, EPO-GT-1-A의 HES-변형에 관한 SDS-PAGE 분석 결과: 20㎍ 분취량의 EPO-GT-1-A를 30분,
2, 4 및 17시간 동안 하이드록실아민-변형된 HES 유도체 X와 반응시킨다. 레인 1 = 30분 반응 시간; 레인 2 = 2시간 반응
시간; 레인 3 = 4시간 반응 시간; 레인 4 = 17시간 반응 시간; 레인 5 = HES-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EPO-GT-1-A. 좌측
도면은 하이드록실아민-변형된 HES 유도체(유속: 1ml/min) X의 존재 하에서 항온 배양 시간 증가에 따른 EPO-GT-1-A
의 이동도 변위를 도시한 것이다: 레인 1 = 30분 반응 시간; 레인 2 = 2시간 반응 시간; 레인 3 = 4시간 반응 시간; 레인 4
= 17시간 반응 시간; 레인 5 = HES-변형을 수반하지 않는 EPO-GT-1-A. 우측 도면은 동일한 샘플을 N-글리코시다제로
처리시킨 후의 분석 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도 11

  HES-EPO 접합체의 Q-세파로스 분획에 대한 SDS-PAGE 분석 결과. 높은 염 농도에서 용출되는 분획 1%와 병류 분획
1% 각각을 스피드 백(Speed Vac) 농축기에서 농축시키고, 샘플 완충액 중의 겔 상으로 부하한다. EPO 단백질을 쿠마시
블루(Coomassie Blue)로 염색시킨다. A = 샘플 I; B = 샘플 II; C = 샘플 III; K = 대조군 EPO-GT-1; A1, B1, C1 및 K1
은 병류 분획을 지시하고; A2, B2, C2 및 K2는 높은 염 농도에서 용출된 분획을 지시한다.

  도 12a

  N-연결된 올리고당류를 제거하기 위해 N-글리코시다제의 존재 하에 분해시킨, HES-변형된 EPO 샘플 A2(도 7 참조),
대조군 EPO 샘플 K2 및 EPO-GT-1-A EPO 제제의 SDS-PAGE 분석 결과. 모든 EPO 샘플은 O-글리칸을 함유하거나
결여된 저분자량 형태를 향하여 이동도 변위를 나타내었다. 탈-N-당화 후 HES-변형된 EPO 샘플 A2에 대해서는, O-당
화된 단백질과 비-당화된 단백질의 비율이 보다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확산 단백질 밴드는 30 KDa 주변에서 탐지되었
는데, 이는 O-글리칸 잔사의 시알산에서 HES-변형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별표가 표시된 화살표 참
조).

  도 12b

  N-연결된 올리고당류를 제거하기 위해 N-글리코시다제의 존재 하에 분해시키거나 처리시키지 않은, HES-변형된 EPO
샘플 A2(도 11 참조), 대조군 EPO 샘플 K2 및 EPO-GT-1-A EPO 제제의 순한 산 가수분해 후의 SDS-PAGE 분석 결과
(도 12a 참조). N-글리코시다제로 처리시키기 전의 고분자량 형태 A2와 N-글리코시다제 처리시킨 후의 고분자량 형태 A
둘 다(화살표가 있거나 없는 모난 괄호 참조)는 해당 샘플의 산 처리시 소멸되었다. 비교를 위해 수행된 BRP EPO 표준물
은 순한 산 처리시키지 않았다.

  도 13

  HES-변형된 샘플 A, EPO-GT-1-A, 및 변형되지 않은 HES와 함께 항온 배양된 대조군 EPO 샘플(K)로부터 방출된
N-연결된 올리고당류 물질의 HPAEC-PAD 분석 결과. 로마 숫자 I 내지 V는 I(=디시알릴화 2-촉각 구조), II(=트리시알
릴화 3-촉각 구조)(2개 이성체), III(=테트라시알릴화 4-촉각 구조 + 2개 N-아세틸락토사민 반복체), IV(=테트라시알릴
화 4-촉각 구조 + 1개 N-아세틸락토사민 반복체), V(=테트라시알릴화 4-촉각 구조 + N-아세틸락토사민 반복체 없음)
의 용출 위치를 지시해주며; 모난 괄호([])는 도 6 및 도 9의 주석에 보고된 바와 같이 디-, 트리- 및 테트라-시알릴화 N-
글리칸의 용출 영역을 지시해준다.

  도 14

  HES-변형된 샘플 A, EPO-GT-1-A, 및 변형되지 않은 HES와 함께 항온 배양된 대조군 EPO 샘플(K)로부터 방출된
N-연결된 올리고당류 물질의 HPAEC-PAD 분석 결과. 표준 올리고당류의 혼합물의 잔류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숫자 1
내지 9는 표준 올리고당류의 용출 위치를 지시한다: 1 = 2-촉각; 2 = 3-촉각(2-4 이성체); 3 = 3-촉각(2-6 이성체); 4 =
4-촉각; 5 = 3-촉각 + 1개 반복체; 6 = 4-촉각 + 1개 반복체; 7 = 3-촉각 + 2개 반복체; 8 = 4-촉각 + 2개 반복체; 및 9
= 4-촉각 + 3개 반복체.

  도 15 내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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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5 내지 21은 HES-변형된 EPO 및 대조군 EPO 제제로부터 분리된, 효소적으로 방출되고 화학적으로 탈시알릴화된
N-글리칸의 MALDI/TOF 질량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m/z 1809.7, 2174.8, 2539.9, 2905.0 및 3270.1에서의 주요 시그
널([M+Na]+)은 MS 분석용 샘플을 탈시알릴화하기 위해 이용된 산 가수분해 조건에 기인한 푸코스 또는 갈락토스 상실
로 인해 약한 시그널을 수반하는 N-아세틸락토사민 반복체를 전혀 갖지 않거나 이러한 반복체를 1개 또는 2개 갖는 2- 내
지 4-촉각 복합체-유형 N-글리칸 구조물에 상응한다.

  도 15

  MALDI/TOF 스펙트럼: HES-변형된 EPO A2의 탈시알릴화 올리고당류.

  도 16

  MALDI/TOF 스펙트럼: EPO GT-1-A의 탈시알릴화 올리고당류.

  도 17

  MALDI/TOF 스펙트럼: EPO K2의 탈시알릴화 올리고당류.

  도 18

  MALDI/TOF 스펙트럼: EPO GT-1의 탈시알릴화 올리고당류.

  도 19

  MALDI/TOF 스펙트럼: 5분 동안 산 가수분해시킨 EPO GT-1의 탈시알릴화 올리고당류.

  도 20

  MALDI/TOF 스펙트럼: 10분 동안 산 가수분해시킨 EPO GT-1의 탈시알릴화 올리고당류.

  도 21

  MALDI/TOF 스펙트럼: 60분 동안 산 가수분해시킨 EPO GT-1의 탈시알릴화 올리고당류.

실시예

  실시예 1: 환원적 아민화 반응에 의한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유도체의 형성

  실시예 1.1: 하이드록시에틸 전분과 1,3-디아미노-2-하이드록시 프로판과의 반응

  

  a) 5ml 물 중의 200mg 하이드록시에틸 전분(HES 18/0.4(MW = 18,000 D, DS=0.4))의 용액에, 0.83mmol 1,3-디아미
노-2-하이드록시 프로판 및 50mg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레이트 NaCNBH3를 가한다. 이로써 생성된 혼합물을 80℃에

서 17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반응 혼합물을 아세톤과 에탄올의 찬 1:1 혼합물(v/v) 160ml에 가한다. 침전물을 원심분리
시켜 수집하고, 물에 대해 4일 동안 투석시킨 다음(SnakeSkin 투석용 튜빙, 3.5 KD 컷 오프, Perbio Science
Deutschland GmbH, Bonn, D), 동결건조시킨다.

  b) 0.83mmol 1,3-디아미노-2-하이드록시 프로판 및 50mg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레이트 NaCNBH3를 200mg 하이

드록시에틸 전분의 용액에 부가함으로써 생성된 혼합물을 항온 배양하는 것이 또한 가능한데, 이는 25℃에서 3일 동안 수
행한다.

  실시예 1.2: 하이드록시에틸 전분과 1,2-디하이드록시-3-아미노 프로판과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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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5ml 물 중의 200mg 하이드록시에틸 전분(HES 18/0.4(MW = 18,000 D, DS=0.4))의 용액에, 0.83mmol 1,2-디하이
드록시-3-아미노 프로판 및 50mg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레이트 NaCNBH3를 가한다. 이로써 생성된 혼합물을 80℃에

서 17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반응 혼합물을 아세톤과 에탄올의 찬 1:1 혼합물(v/v) 160ml에 가한다. 침전물을 원심분리
시켜 수집하고, 물에 대해 4일 동안 투석시킨 다음(SnakeSkin 투석용 튜빙, 3.5 KD 컷 오프, Perbio Science
Deutschland GmbH, Bonn, D), 동결건조시킨다.

  b) 0.83mmol 1,2-디하이드록시-3-아미노 프로판 및 50mg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레이트 NaCNBH3를 200mg 하이

드록시에틸 전분의 용액에 부가함으로써 생성된 혼합물을 항온 배양하는 것이 또한 가능한데, 이는 25℃에서 3일 동안 수
행한다.

  1,2-디하이드록시-3-아미노 프로판과 HES와의 반응은 문헌[참조: G. Avigad, Anal. Biochem. 134(1983) 449-504]
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반응 생성물 중의 1,2-디올을 퍼요오데이트에 의해 산화적 절단시킴으로써 생성된 포름알데히드를
정량화함으로서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시예 1.3: 하이드록시에틸 전분과 1,4-디아미노 부탄과의 반응

  

  a) 5ml 물 중의 200mg 하이드록시에틸 전분(HES 18/0.4(MW = 18,000 D, DS=0.4))의 용액에, 0.83mmol 1,4-디아미
노 부탄 및 50mg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레이트 NaCNBH3를 가한다. 이로써 생성된 혼합물을 80℃에서 17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반응 혼합물을 아세톤과 에탄올의 찬 1:1 혼합물(v/v) 160ml에 가한다. 침전물을 원심분리시켜 수집하고,
물에 대해 4일 동안 투석시킨 다음(SnakeSkin 투석용 튜빙, 3.5 KD 컷 오프, Perbio Science Deutschland GmbH, Bonn,
D), 동결건조시킨다.

  b) 0.83mmol 1,4-디아미노 부탄 및 50mg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레이트 NaCNBH3를 200mg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의 용액에 부가함으로써 생성된 혼합물을 항온 배양하는 것이 또한 가능한데, 이는 25℃에서 3일 동안 수행한다.

  실시예 1.4: 하이드록시에틸 전분과 1-머캅토-2-아미노 에탄과의 반응

  

  a) 5ml 물 중의 200mg 하이드록시에틸 전분(HES 18/0.4(MW = 18,000 D, DS=0.4))의 용액에, 0.83mmol 1-머캅토-
2-아미노 에탄 및 50mg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레이트 NaCNBH3를 가한다. 이로써 생성된 혼합물을 80℃에서 17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반응 혼합물을 아세톤과 에탄올의 찬 1:1 혼합물(v/v) 160ml에 가한다. 침전물을 원심분리시켜 수집
하고, 물에 대해 4일 동안 투석시킨 다음(SnakeSkin 투석용 튜빙, 3.5 KD 컷 오프, Perbio Science Deutschland GmbH,
Bonn, D), 동결건조시킨다.

  b) 0.83mmol 1-머캅토-2-아미노 에탄 및 50mg 나트륨 시아노보로하이드레이트 NaCNBH3를 200mg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의 용액에 부가함으로써 생성된 혼합물을 항온 배양하는 것이 또한 가능한데, 이는 25℃에서 3일 동안 수행한다.

  실시예 2: 접합에 의한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유도체의 형성

  실시예 2.1: 하이드록시에틸 전분과 카보하이드라지드와의 반응

  

  0.96g의 HES 18/0.4(MW = 18,000 D, DS=0.4)를 8ml 수성 0.1M 나트륨 아세테이트 완충액(pH 5.2)에 용해시키고,
8mmol 카보하이드라지드(Sigma Aldrich, Taufkirchen, D)를 가한다. 25℃에서 18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반응 혼합물을
아세톤과 에탄올의 찬 1:1 혼합물(v/v) 160ml에 가한다. 침전물을 원심분리시켜 수집하고, 40ml 물에 재용해시키며, 물에
대해 3일 동안 투석시킨 다음(SnakeSkin 투석용 튜빙, 3.5 KD 컷 오프, Perbio Science Deutschland GmbH, Bonn, D),
동결건조시킨다.

  실시예 2.2: 하이드록시에틸 전분과 아데프산 디하이드라지드와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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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6g의 HES 18/0.4(MW = 18,000 D, DS=0.4)를 8ml 수성 0.1M 나트륨 아세테이트 완충액(pH 5.2)에 용해시키고,
8mmol 아데프산 디하이드라지드(Lancaster Synthesis, Frankfurt/Main, D)를 가한다. 25℃에서 18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반응 혼합물을 아세톤과 에탄올의 찬 1:1 혼합물(v/v) 160ml에 가한다. 침전된 생성물을 원심분리시켜 수집하고,
40ml 물에 재용해시키며, 물에 대해 3일 동안 투석시킨 다음(SnakeSkin 투석용 튜빙, 3.5 KD 컷 오프, Perbio Science
Deutschland GmbH, Bonn, D), 동결건조시킨다.

  실시예 2.3: 하이드록시에틸 전분과 1,4-페닐렌-비스-3-티오세미카바지드와의 반응

  

  0.96g의 HES 18/0.4(MW = 18,000 D, DS=0.4)를 8ml 수성 0.1M 나트륨 아세테이트 완충액(pH 5.2)에 용해시키고,
8mmol 1,4-페닐렌-비스-3-티오세미카바지드(Lancaster Synthesis, Frankfurt/Main, D)를 가한다. 25℃에서 18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8ml 물을 상기 반응 혼합물에 가하고, 현탁액을 4,500rpm으로 15분 동안 원심분리시킨다. 청정한 상등
액을 경사 제거한 후, 아세톤과 에탄올의 찬 1:1 혼합물(v/v) 160ml에 가한다. 침전된 생성물을 원심분리시켜 수집하고,
40ml 물에 재용해시키며, 4,500rpm으로 15분 동안 원심분리시킨다. 청정한 상등액을 물에 대해 3일 동안 투석시킨 다음
(SnakeSkin 투석용 튜빙, 3.5 KD 컷 오프, Perbio Science Deutschland GmbH, Bonn, D), 동결건조시킨다.

  실시예 2.4: 하이드록시에틸 전분과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드록실 아민과의 반응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드록실 아민을 문헌[참조: Boturyn et al. Tetrahedron 53 (1997) p.
5485-549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판용 물질로부터 2 단계로 합성하였다.

  0.96g의 HES 18/0.4(MW = 18,000 D, DS=0.4)를 8ml 수성 0.1M 나트륨 아세테이트 완충액(pH 5.2)에 용해시키고,
8mmol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드록실 아민를 가한다. 25℃에서 18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반응 혼합
물을 아세톤과 에탄올의 찬 1:1 혼합물(v/v) 160ml에 가한다. 침전된 생성물을 원심분리시켜 수집하고, 40ml 물에 재용해
시키며, 물에 대해 3일 동안 투석시킨 다음(SnakeSkin 투석용 튜빙, 3.5 KD 컷 오프, Perbio Science Deutschland
GmbH, Bonn, D), 동결건조시킨다.

  실시예 3: 에리트로포이에틴의 산화

  산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은 실시예 7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한다. 산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으로서, 실시예 7.11(c)에
기재된 바와 같은 EPO-GT-1-A(산 가수분해시키지 않고, 순한 퍼요오데이트 산화 처리시킨 EPO-GT-1)를 사용하였다.

  실시예 4: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유도체와 실시예 3의 산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과의 접합

  실시예 4.1: 산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과 실시예 2.1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

  20mM PBS 완충액 중의 산화된 EPO(1.055㎍/㎕)를, 5M 나트륨 아세테이트 완충액(pH 5.2)을 사용하여 pH 5.3이 되도
록 조종한다. 19㎕의 상기 EPO 용액에, 실시예 2.1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은 HES 유도체 용액 18㎕(MW 18 kD; 0.1M
나트륨 아세테이트 완충액(pH 5.2) 중의 18.7㎍/㎕)을 가하고, 혼합물을 25℃에서 16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동결건조
시킨 후, Invitrogen에 의해 제공된 지시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NuPAGE 10% Bis-Tris 겔/MOPS 완충제(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상기 조 생성물을 SDS-PAGE 분석하였다. 상기 겔을 Roti-Blue 쿠마시 염색용 시약
(Roth, Karlsruhe, D)을 사용하여 밤새 염색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성공적인 접합은 단백질 밴드가 보다 고분자량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시된
다. 밴드 폭 증가는 사용된 HES 유도체의 분자량 분포도와 단백질에 연결된 HES 유도체의 수에 기인한 것이다.

  실시예 4.2: 산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과 실시예 2.3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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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M PBS 완충액 중의 산화된 EPO(1.055㎍/㎕)를, 5M 나트륨 아세테이트 완충액(pH 5.2)을 사용하여 pH 5.3이 되도
록 조종한다. 19㎕의 상기 EPO 용액에, 실시예 2.3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은 HES 유도체 용액 18㎕(MW 18 kD; 0.1M
나트륨 아세테이트 완충액(pH 5.2) 중의 18.7㎍/㎕)을 가하고, 혼합물을 25℃에서 16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동결건조
시킨 후, Invitrogen에 의해 제공된 지시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NuPAGE 10% Bis-Tris 겔/MOPS 완충제(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상기 조 생성물을 SDS-PAGE 분석하였다.

  실시예 4.3: 산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과 실시예 2.4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

  20mM PBS 완충액 중의 산화된 EPO(1.055㎍/㎕)를, 5M 나트륨 아세테이트 완충액(pH 5.2)을 사용하여 pH 5.3이 되도
록 조종한다. 19㎕의 상기 EPO 용액에, 실시예 2.4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은 HES 유도체 용액 18㎕(MW 18 kD; 0.1M
나트륨 아세테이트 완충액(pH 5.2) 중의 18.7㎍/㎕)을 가하고, 혼합물을 25℃에서 16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동결건조
시킨 후, Invitrogen에 의해 제공된 지시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NuPAGE 10% Bis-Tris 겔/MOPS 완충제(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상기 조 생성물을 SDS-PAGE 분석하였다. 상기 겔을 Roti-Blue 쿠마시 염색용 시약
(Roth, Karlsruhe, D)을 사용하여 밤새 염색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성공적인 접합은 단백질 밴드가 보다 고분자량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시된
다. 밴드 폭 증가는 사용된 HES 유도체의 분자량 분포도와 단백질에 연결된 HES 유도체의 수에 기인한 것이다.

  실시예 5: 에리트로포이에틴의 환원에 의한 티오-EPO의 형성

  500㎕의 0.1M 붕산나트륨 완충액, 5mM EDTA, 10mM DTT(Lancaster, Morcambe, UK), pH 8.3 중의 241.5㎍ 에리
트로포이에틴(EPO-GT-1; 실시예 7 참조)을 37℃에서 1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VIVASPIN 0.5ml 농축기, 10 KD
MWCO(VIVASCIENCE, Hannover, D)를 사용하여 13,000rpm으로 원심분리성 여과시키고, 이어서 상기 붕산염 완충액
으로 3회 세척한 다음 인산염 완충액(0.1M, 9.15M NaCl, 50mM EDTA, pH 7.2)으로 2회 세척함으로써, DTT를 제거하
였다.

  실시예 6: 가교 결합성 화합물을 사용한 티오-에리트로포이에틴과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유도체와의 접합

  각각의 다음 실시예에서, N-(알파-말레이미도아세톡시) 석신이미드 에스테르(AMAS)를 가교 결합성 화합물로서 사용
하였다:

  

  실시예 6.1: 산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과, 실시예 2.1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

  실시예 2.1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고 200㎕의 0.1M 인산나트륨 완충액(0.1M, 9.15M NaCl, 50mM EDTA, pH 7.2)에
용해시킨 50nmol HES 유도체에, DMSO 중의 2.5μmol AMAS(Sigma Aldrich, Taufkirchen, D) 용액 10㎕를 가한다. 청
정한 용액을 25℃에서 80분 동안 및 40℃에서 20분 동안 항온 배양한다. VIVASPIN 0.5ml 농축기, 5 KD
MWCO(VIVASCIENCE, Hannover, D)를 사용하여 13,000rpm으로 원심분리성 여과시키고, 이어서 인산염 완충액으로
30분 동안 4회 세척함으로써, 잔여 AMAS를 제거하였다.

  잔류성 용액에, 실시예 5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은 티오-EPO 15㎍(인산염 완충액 중의 1㎍/㎕)을 가하고, 혼합물을
25℃에서 16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동결건조시킨 후, Invitrogen에 의해 제공된 지시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NuPAGE
10% Bis-Tris 겔/MOPS 완충제(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상기 조 생성물을 SDS-PAGE 분석하였
다. 상기 겔을 Roti-Blue 쿠마시 염색용 시약(Roth, Karlsruhe, D)을 사용하여 밤새 염색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성공적인 접합은 단백질 밴드가 보다 고분자량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시된
다. 밴드 폭 증가는 사용된 HES 유도체의 분자량 분포도와 단백질에 연결된 HES 유도체의 수에 기인한 것이다.

  실시예 6.2: 산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과, 실시예 2.2와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

  실시예 2.2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고 200㎕의 0.1M 인산나트륨 완충액(0.1M, 9.15M NaCl, 50mM EDTA, pH 7.2)에
용해시킨 50nmol HES 유도체에, DMSO 중의 2.5μmol AMAS(Sigma Aldrich, Taufkirchen, D) 용액 10㎕를 가한다. 청
정한 용액을 25℃에서 80분 동안 및 40℃에서 20분 동안 항온 배양한다. VIVASPIN 0.5ml 농축기, 5 KD
MWCO(VIVASCIENCE, Hannover, D)를 사용하여 13,000rpm으로 원심분리성 여과시키고, 이어서 인산염 완충액으로
30분 동안 4회 세척함으로써, 잔여 AMAS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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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 용액에, 실시예 5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은 티오-EPO 15㎍(인산염 완충액 중의 1㎍/㎕)을 가하고, 혼합물을
25℃에서 16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동결건조시킨 후, Invitrogen에 의해 제공된 지시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NuPAGE
10% Bis-Tris 겔/MOPS 완충제(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상기 조 생성물을 SDS-PAGE 분석하였
다. 상기 겔을 Roti-Blue 쿠마시 염색용 시약(Roth, Karlsruhe, D)을 사용하여 밤새 염색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성공적인 접합은 단백질 밴드가 보다 고분자량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시된
다. 밴드 폭 증가는 사용된 HES 유도체의 분자량 분포도와 단백질에 연결된 HES 유도체의 수에 기인한 것이다.

  실시예 6.3: 산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과, 실시예 2.3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

  실시예 2.3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고 200㎕의 0.1M 인산나트륨 완충액(0.1M, 9.15M NaCl, 50mM EDTA, pH 7.2)에
용해시킨 50nmol HES 유도체에, DMSO 중의 2.5μmol AMAS(Sigma Aldrich, Taufkirchen, D) 용액 10㎕를 가한다. 청
정한 용액을 25℃에서 80분 동안 및 40℃에서 20분 동안 항온 배양한다. VIVASPIN 0.5ml 농축기, 5 KD
MWCO(VIVASCIENCE, Hannover, D)를 사용하여 13,000rpm으로 원심분리성 여과시키고, 이어서 인산염 완충액으로
30분 동안 4회 세척함으로써, 잔여 AMAS를 제거하였다.

  잔류성 용액에, 실시예 5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은 티오-EPO 15㎍(인산염 완충액 중의 1㎍/㎕)을 가하고, 혼합물을
25℃에서 16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동결건조시킨 후, Invitrogen에 의해 제공된 지시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NuPAGE
10% Bis-Tris 겔/MOPS 완충제(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상기 조 생성물을 SDS-PAGE 분석하였
다. 상기 겔을 Roti-Blue 쿠마시 염색용 시약(Roth, Karlsruhe, D)을 사용하여 밤새 염색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성공적인 접합은 단백질 밴드가 보다 고분자량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시된
다. 밴드 폭 증가는 사용된 HES 유도체의 분자량 분포도와 단백질에 연결된 HES 유도체의 수에 기인한 것이다.

  실시예 6.4: 산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과, 실시예 2.4와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

  실시예 2.4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고 200㎕의 0.1M 인산나트륨 완충액(0.1M, 9.15M NaCl, 50mM EDTA, pH 7.2)에
용해시킨 50nmol HES 유도체에, DMSO 중의 2.5μmol AMAS(Sigma Aldrich, Taufkirchen, D) 용액 10㎕를 가한다. 청
정한 용액을 25℃에서 80분 동안 및 40℃에서 20분 동안 항온 배양한다. VIVASPIN 0.5ml 농축기, 5 KD
MWCO(VIVASCIENCE, Hannover, D)를 사용하여 13,000rpm으로 원심분리성 여과시키고, 이어서 인산염 완충액으로
30분 동안 4회 세척함으로써, 잔여 AMAS를 제거하였다.

  잔류성 용액에, 실시예 5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은 티오-EPO 15㎍(인산염 완충액 중의 1㎍/㎕)을 가하고, 혼합물을
25℃에서 16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동결건조시킨 후, Invitrogen에 의해 제공된 지시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NuPAGE
10% Bis-Tris 겔/MOPS 완충제(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상기 조 생성물을 SDS-PAGE 분석하였
다. 상기 겔을 Roti-Blue 쿠마시 염색용 시약(Roth, Karlsruhe, D)을 사용하여 밤새 염색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도 3에 도시되어 있다. 성공적인 접합은 단백질 밴드가 보다 고분자량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시된
다. 밴드 폭 증가는 사용된 HES 유도체의 분자량 분포도와 단백질에 연결된 HES 유도체의 수에 기인한 것이다.

  실시예 6.5: 산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과, 실시예 1.1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

  80℃에서 17시간 동안의 항온 배양 조건(실시예 1.1a)) 뿐만 아니라 25℃에서 3일 동안의 항온 배양 조건(실시예 1.1b))
하에, 실시예 1.1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고 200㎕의 0.1M 인산나트륨 완충액(0.1M, 9.15M NaCl, 50mM EDTA, pH
7.2)에 용해시킨 50nmol HES 유도체에, DMSO 중의 2.5μmol AMAS(Sigma Aldrich, Taufkirchen, D) 용액 10㎕를 가
한다. 청정한 용액을 25℃에서 80분 동안 및 40℃에서 20분 동안 항온 배양한다. VIVASPIN 0.5ml 농축기, 5 KD
MWCO(VIVASCIENCE, Hannover, D)를 사용하여 13,000rpm으로 원심분리성 여과시키고, 이어서 인산염 완충액으로
30분 동안 4회 세척함으로써, 잔여 AMAS를 제거하였다.

  잔류성 용액에, 실시예 5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은 티오-EPO 15㎍(인산염 완충액 중의 1㎍/㎕)을 가하고, 혼합물을
25℃에서 16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동결건조시킨 후, Invitrogen에 의해 제공된 지시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NuPAGE
10% Bis-Tris 겔/MOPS 완충제(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상기 조 생성물을 SDS-PAGE 분석하였
다. 상기 겔을 Roti-Blue 쿠마시 염색용 시약(Roth, Karlsruhe, D)을 사용하여 밤새 염색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성공적인 접합은 단백질 밴드가 보다 고분자량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시된
다. 밴드 폭 증가는 사용된 HES 유도체의 분자량 분포도와 단백질에 연결된 HES 유도체의 수에 기인한 것이다.

  실시예 6.6: 산화된 에리트로포이에틴과, 실시예 1.3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의 반응 생성물과의 반응

  80℃에서 17시간 동안의 항온 배양 조건(실시예 1.3a)) 뿐만 아니라 25℃에서 3일 동안의 항온 배양 조건(실시예 1.3b))
하에, 실시예 1.3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고 200㎕의 0.1M 인산나트륨 완충액(0.1M, 9.15M NaCl, 50mM EDTA, pH
7.2)에 용해시킨 50nmol HES 유도체에, DMSO 중의 2.5μmol AMAS(Sigma Aldrich, Taufkirchen, D) 용액 10㎕를 가
한다. 청정한 용액을 25℃에서 80분 동안 및 40℃에서 20분 동안 항온 배양한다. VIVASPIN 0.5ml 농축기, 5 KD
MWCO(VIVASCIENCE, Hannover, D)를 사용하여 13,000rpm으로 원심분리성 여과시키고, 이어서 인산염 완충액으로
30분 동안 4회 세척함으로써, 잔여 AMAS를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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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성 용액에, 실시예 5에 따라서 제조된 바와 같은 티오-EPO 15㎍(인산염 완충액 중의 1㎍/㎕)을 가하고, 혼합물을
25℃에서 16시간 동안 항온 배양한다. 동결건조시킨 후, Invitrogen에 의해 제공된 지시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NuPAGE
10% Bis-Tris 겔/MOPS 완충제(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상기 조 생성물을 SDS-PAGE 분석하였
다. 상기 겔을 Roti-Blue 쿠마시 염색용 시약(Roth, Karlsruhe, D)을 사용하여 밤새 염색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성공적인 접합은 단백질 밴드가 보다 고분자량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시된
다. 밴드 폭 증가는 사용된 HES 유도체의 분자량 분포도와 단백질에 연결된 HES 유도체의 수에 기인한 것이다.

  실시예 7: HES-EPO 접합체의 제조

  요약

  HES 유도체(평균 mw 18,000 달톤; 하이드록시에틸 치환도 0.4)를, 재조합 사람 EPO의 올리고당류 쇄 상의 부분적으로
(순한 퍼요오데이트) 산화된 시알산 잔사에 커플링시킴으로써, HES-EPO 접합체를 합성한다. 탄수화물 구조 분석을 근거
로 하면, 이와 같이 도입된 변형물은 코어 올리고당류 쇄의 구조적 원형 보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순한
산 처리된 HES-변형된 글리칸을 MALDI/TOF-MS 분석한 결과, 이는 변형되지 않은 EPO 생성물에서 관찰된 것과 구별
할 수 없을 정도로 본래 중성의 N-아세틸락토사민-유형 쇄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수득된 결과는, 미리
부분 시알산 제거시키지 않으면서 변형시킨 EPO 제제의 경우에는 EPO 분자당 3개 이상의 변형된 HES-잔사가 부착된다
는 사실을 지시해준다. 이전 단백질의 시알산 잔사의 약 50%가 결여된 EPO 변이체는 SDS-PAGE에서 유사한 외견상(겉
보기) 고분자량 이동도를 나타내었다(BRP EPO 표준물에 대한 40 KDa 대 60-110 KDa). HES 변형된 EPO는 pH 3 내지
10의 실온에서 표준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조건 하에 안정적이다.

  정상적혈구증(normocythaemic) 마우스 시스템에서의 EPO-생물학적 검정 결과는 HES-변형된 EPO가, 유럽 약전
(European Pharmacopeia)으로부터의 UV 흡광치를 이용한 단백질 결정법과 BRP EPO 표준 제제에 대해 보정된 RP-
HPLC EPO 단백질 결정법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 BRP EPO 기준 표준물과 비교할 경우에, 본 검정에서 2.5 내지 3.0배 정
도 더 높은 특이 활성(IU/mg)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지시해준다.

  실시예 7.1: 물질 및 방법

  (a) N-글리코시다제로의 분해에 의한 N-연결된 올리고당류의 방출

  샘플을 37℃에서 밤새 25 단위(제조업자의 명세서에 따름, Roche Diagnostics, Germany)의 재조합 PNGase F와 함께
항온 배양한다. SDS-PAGE에서 해당 단백질의 특이 이동도 변위에 의해 완전한 분해를 모니터한다. 찬 100% 에탄올 3
용적을 부가하고 -20℃에서 2시간 이상 동안 항온 배양함으로써, 방출된 N-글리칸을 폴리펩티드로부터 격리시킨다[참
조: Schroeter S et al., 1999]. 침전된 단백질을 4℃에서 10분 동안 13,000rpm으로 원심분리시킴으로써 제거한다. 이어
서, 펠릿을 500㎕의 빙냉 75% 에탄올로 2회 부가 세척시킨다. 모아진 상등액 중의 올리고당류를 진공 원심분리기(Speed
Vac 농축기, Savant Instruments Inc., USA)에서 건조시킨다. 하이퍼카브(Hypercarb) 카트릿지(25mg 또는 100mg의
하이퍼카브)를 사용하여, 글리칸 샘플을 사용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탈염시킨다: 칼럼을 0.1% TFA 중의 3 x 500㎕의
80% 아세토니트릴(v/v)로 세척한 다음, 3 x 500㎕ 물로 세척한다. 물을 사용하여 상기 샘플을 희석시켜, 최종 용적 300
내지 600㎕가 되도록 한 후, 카트릿지 상에 부하한 다음 물로 철저하게 세척한다. 올리고당류를, 0.1% 트리플루오로아세
트산(v/v)을 함유하는 수중 1.2ml(25mg 카트릿지; 100mg 카트릿지의 경우에는 1.8ml) 25% 아세토니트릴로 용출시킨
다. 이와 같이 용출된 올리고당류를 2M NH4OH로 중화시키고, Speed Vac 농축기에서 건조시킨다. 몇몇 경우에는, 총

(당)단백질 <100㎍ 샘플로부터의 분해 혼합물을 100mg 하이퍼카브 카트릿지 상으로 흡착시킴으로써, N-글리코시다제
방출된 올리고당류의 탈염 과정을 수행한다.

  (b) 매트릭스-촉진된 레이저 탈착/이온화 비행 시간 질량 분광법(MALDI/TOF/TOF-MS)에 의한 올리고당류의 분석

  브루커(Bruker) ULTRAFLEX 비행 시간(TOF/TOF) 기기를 사용하였다: 양이온 모드 뿐만 아니라 음이온 모드(양 경우
에 있어 반사를 이용한다)에서 UV-흡수 물질로서 2,5-디하이드록시벤조산을 사용하여, 본래의 탈시알릴화 올리고당류를
분석하였다. MS-MS 분석을 위해, 선별된 모 이온을 대상으로 레이저 유도된 해리(LID)를 수행하는데, 이로써 생성된 단
편 이온들은 상기 기기의 제2 TOF 단(LIFT)에 의해 분리되었다. 농도가 대략 1 내지 10pmol/㎕인 1㎕ 샘플 용액을 등량
의 각각의 매트릭스와 혼합한다. 이 혼합물을 스테인레스 강(stainless steel) 표적물 상으로 스폿팅하고, 분석에 앞서 실
온에서 건조시킨다.

  실시예 7.2: 재조합 사람 EPO(EPO-GT-1)의 제조 및 성상 확인

  EPO를 문헌[참조: Mueller PP et al., 1999, Dorner AJ et al., 198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재조합 CHO 세포로부터 발현
시키고, 해당 제제를 문헌[참조: Eur. Phar. (Ph. Eur. 4, Monography 01/2002:1316:Erythropoietin concentrated
solution)]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서 성상 확인하였다. 최종 생성물은 단백질 1nMol당 12nMol(±1.5nMol)의 시알산 함량
을 지니고 있다. N-연결된 올리고당류의 구조는 문헌[참조: Nimtz et al., 1999, Grabenhorst, 1999]에 기재된 바와 같
은 MALDI/TOF-MS 및 HPAEC-PAD에 의해 결정하였다. 수득된 EPO 제제는 디-, 트리- 및 테트라시알릴화 올리고당
류를 함유하였다(각각 2 내지 12%, 15 내지 28% 및 60 내지 80%; 황화된 쇄와 펜타시알릴화된 쇄가 소량으로 존재한다).
EPO 제제의 전반적인 당화 특징은 국제 BRP EPO 표준 제제의 당화 특징과 유사하였다.

  재조합 EPO의 등전 집중 패턴은 국제 BRP 기준 EPO 표준 제제의 것에 필적하는데, 이는 이것이 상응하는 이소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EPO 단백질의 25%에서, 폴리펩티드 쇄의 Ser126에서의 O-당화가 결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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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7.3: 부분적으로 탈시알릴화된 EPO 형태의 제조

  EPO GT-1 단백질(2.84mg/ml)을 20mM Na-인산염 완충액(pH 7.0) 중에서 80℃로 가열한 다음, EPO 용액 1ml당 100
㎕의 1N H2SO4를 가하고; 항온 배양을 각각 5분, 10분 및 60분 동안 지속시키면, 시알릴화도가 상이한 EPO 제제가 산출

된다. 폴리펩티드 N-글리코시다제를 사용하여 올리고당류를 방출시킨 후에, 0 내지 4개의 시알산을 갖는 올리고당류의
정량화를 수행하고, 하이퍼카브 카트릿지(25mg HyperSep Hypercarb; ThermoHypersil-Keystone, UK)를 사용하여
탈염시킴으로써 N-연결된 쇄의 분리를 수행하였다. 1N NaOH를 부가함으로써 EPO 제제를 중화시키고, 액상 N2 에서 동

결시킨 다음, 추가로 사용할 때까지 -20℃에서 저장하였다.

  실시예 7.4: 시알릴화 EPO 형태의 퍼요오데이트 산화

  3.5ml의 20mM Na-인산염 완충액(pH 7.0)에 용해된, 처리되지 않았거나 순한 산 처리된 EPO 10mg에, 1.5ml의 0.1M
Na-아세테이트 완충액(pH 5.5)을 가하고, 혼합물을 빙욕 속에서 0℃로 냉각시키며; 500㎕의 10mM Na-퍼요오데이트를
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0℃ 하에 60분 동안 암실에서 유지시킨다. 이어서, 10㎕의 글리세롤을 가하고 항온 배양을 암실에
서 10분 더 지속시킨다. 고정 각 회전자가 장착된 실험실용 원심분리기에서 제조업자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3000rpm으로
VIVASPIN 농축기(10,000 MWCO, PES Vivascience AG, Hannover, Germany)를 사용하여 탈염시킴으로써, 부분적으
로 산화된 EPO 형태를 시약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액상 질소에서 동결시킨 후, EPO 제제를 -20℃에서 최종 용적 4ml으로
저장하였다.

  100㎍ 분취량의 부분적으로 산화된 EPO 제제를 N-글리코시다제로 처리하고, 전술된 바와 같은 하이퍼카브 카트릿지를
사용하여 올리고당류를 분리시킨다. 올리고당류를 순한 산 처리시킴으로써 탈시알릴화시키고, HPAEC-PAD에 의해 분석
한 다음, 이들의 잔류 시간을 문헌[참조: Nimtz et al., 1990 and 1993]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래의 표준 올리고당류의 것
과 비교하였다.

  실시예 7.5: 디티오에리트레이톨을 이용한 EPO 디설파이드의 환원

  5mg의 EPO-GT-1을 30mM 디티오에리트레이톨(DTT)의 존재 하에 37℃에서 60분 동안 5ml의 0.1M Tris/HCl 완충
액(pH 8.1)에서 항온 배양하고; 완충액을 4회 교환하면서 4℃에서 Vivaspin 농축기를 사용함으로써 DTT를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환원된 EPO 제제를 액상 질소에서 동결시키고, -20℃ 하에 50mM Na-아세테이트 완충액(pH 5.5)에서 저장
하였다.

  실시예 7.6: EPO 단백질 결정

  문헌[참조: Eur. Phar. (European Pharmacopeia 4, Monography 01/2002:1316:erythropoietin concentrated
solution)]에 따라서 280nm 하의 UV 흡광도를, 경로 길이가 1cm인 큐벳에서 측정함으로써, EPO 단백질의 정량적 결정
을 수행하였다. 또한, RP-C4 칼럼(Vydac Protein C4, Cat.# 214TP5410, Grace Vydac, Ca, US)을 사용하여 RP-
HPLC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EPO를 정량화하였는데; 이러한 HPLC 방법은 에리트로포이에틴 BRP 1 기준 표준물
(European Pharmacopeia, Conseil de 1'Europe B. P. 907-F67029, Strasbourg Cedex 1)을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실시예 7.7: 갈락토스 옥시다제를 이용한 탈시알릴화 EPO의 산화

  4.485mg의 완전하게 탈시알릴화된 EPO를 16㎕ 카탈라제(6214 단위/200ml) 및 80㎕ 갈락토스 옥시다제(Dactylium
dendroides (Sigma-Aldrich, Steinheim, Germany)로부터의 2250 단위/ml)의 존재 하에 20mM Na-인산염 완충액(pH
6.8)에서 항온 배양하고; 37℃에서의 항온 배양을 밤새 수행하며; 항온 배양을 개시한지 4시간 및 8시간 후에 20㎕의 갈락
토스 옥시다제를 2회 부가하였다.

  실시예 7.8: 생물학적 검정용 EPO 샘플의 제조

  퍼요오데이트- 또는 갈락토스-옥시다제-산화된 EPO 단백질 제제와 활성화 HES의 항온 배양물로부터의 EPO의 정제

  EPO 샘플의 정제(반응되지 않은 HES 유도체의 제거)는 실온에서 수행한다. EPO 항온 배양 혼합물(대략 5mg의 EPO 단
백질)을, 완충액 A(H2O 중의 20mM N-모르폴린 프로판 설폰산[MOPS/NaOH], pH 8.0)를 사용하여 1:10으로 희석시키

고, 유속 0.5ml/mim을 사용함으로써 10 칼럼 용적(CV)의 완충액 A로 평형시킨 3ml Q-세파로스 HP(Pharmacia Code
no. 17-1014-03, Lot no. 220211)를 함유하는 칼럼에 적용하였다. 상기 칼럼을 6 내지 8 CV의 완충액 A로 희석시키고
(유속=0.8ml/min), 유속 0.5ml/min으로 완충액 B(H2O 중의 20mM 모르폴린 에탄 설폰산[MES/NaOH], 0.5M NaCl, pH

6.5)를 사용함으로써 용출을 수행하였다. 280nm에서 UV 흡수시킴으로써 EPO를 탐지하고 약 6ml에서 용출시킨다. 3
CV의 완충액 C(pH 6.5로 조정된 H2O 중의 20mM MES, 1.5M NaCl)를 사용함으로써 상기 칼럼을 재생시키고, 10 CV의

완충액 A(유속=0.7ml/min)를 사용함으로써 재평형시킨다.

  샘플당 각각 3회의 원심분리 주기를 이용하는 Vivaspin 농축기 및 인삼염 완충 식염수(PBS)를 사용하여, 상기 Q-세파로
스 단계로부터 수득된 EPO 용출물의 완충액 교환을 수행하며; PBS를 사용하여 샘플이 2ml가 되도록 조정하며 이를 -
20℃에서 저장하였다.

  HES-변형시킨, 부분적으로 탈시알릴화되고 순한 퍼요오데이트로 후속 산화시킨 EPO 형태의 <25% 만이 상기 Q-세파
로스 용출물로부터 수득되었는데, 이는 이용된 조건 하에서는 염기성 EPO 형태가 Q-세파로스와 결합되지 않았고, 반응되
지 않은 HES 유도체와 함께 병류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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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7.9: 펄스된 전류 탐지를 수반한 높은-pH 음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HPAEC-PAD)

  펄스된 전류 탐지기(PAD)와 조합하여 CarboPac PA1 칼럼(0.4 x 25cm)이 장착된 Dionex BioLC 시스템(Dionex,
USA)을 사용하여 높은-pH 음이온-교환(HPAE) 크로마토그래피함으로써, 정제된 본래의 올리고당류와 탈시알릴화 올리
고당류를 분석하였다[참조: Schroter et al., 1999; Nimtz et al., 1999]. 탐지기 전위(E)와 펄스 기간(T)은 다음과 같다:
El: +50 mV, T1: 480 ms; E2: +500 mV, T2: 120 ms ; E3: -500 mV, T3: 60 ms. 출력 범위는 500 내지 1500 nA이
다. 이어서, 올리고당류를, 100% 용매 A로 평형시킨 CarboPac PA1 칼럼 상으로 주사하였다. 탈시알릴화 올리고당류의
경우에는, 용매 B의 선형 구배(0 내지 20%)를 40분에 걸쳐 적용한 다음, 5분에 걸쳐 20 내지 100% 용매 B로 선형 증가시
킴으로써, 용출(유속 1ml/min)을 수행하였다. 용매 A는 이증류수 중의 0.2M NaOH이고, 용매 B는 용매 A 중의 0.6M
NaOAc로 이루어진다. 본래의 올리고당류의 경우에는, 칼럼을 100% 용매 C(이증류수 중의 0.1M NaOH)로 평형시키고,
용매 D의 선형 구배(0 내지 35%)를 48분에 걸쳐 적용한 다음, 10분에 걸쳐 35 내지 100% 용매 D로 선형 증가시킴으로써,
용출(유속 1ml/min)을 수행하였다. 용매 D는 용매 C 중의 0.6M NaAc로 이루어진다.

  실시예 7.10: GC-MS에 의한 N-글리칸, HES-변형된 N-글리칸 및 EPO 단백질의 단당류 조성 분석

  메탄올 분해, N-재아세틸화 및 트리메틸실릴화 후 상응하는 메틸 글리코시드로서의 단당류를 GC/MS에 의해 분석하였
다[참조: Chaplin, M. F. (1982) A rapid and sensitive method for the analysis of carbohydrate. AnaL Biochem.
123, 336-341]. 30m DB5 모세관 칼럼이 장착된 양이온 EI 모드에서 수행하는 피니간(Finnigan) GCQ 이온 트랩 질량 분
광계(Finnigan MAT corp., San Jose, CA) 상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온도 프로그램: 80℃에서 2분간 등온시킨 다음,
300℃까지 분당 10도씩 상승시킴.

  단당류는 이들의 잔류 시간과 특징적 단편화 패턴으로써 동정하였다. 전자 피크 통합의 교정되지 않은 결과가 정량화에
사용되었다. 아노머성(anomericity) 및/또는 푸라노이드 및 피라노이드 형태의 존재로 인해 1 피크 이상 산출시키는 단당
류는 모든 주요 피크를 부가함으로써 정량화하였다. 0.5㎍의 미오-이노시톨을 내부 표준 화합물로서 사용하였다.

  실시예 7.11: 결과

  실시예 7.11(a): 순한 산 처리된(부분적으로 탈시알릴화된) EPO-GT-1의 N-글리칸의 성상 확인

  5, 10 또는 60분 동안 순한 산 처리시킨 EPO-GT-1 제제를,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N-글리코시다제와 함께 항온 배양
함으로써 N-연결된 올리고당류를 방출시키기 전 및 후에 SDS-PAGE에 의해 분석하였다. N-연결된 올리고당류를 대상
으로 하여, HPAEC-PAD 올리고당류 지도화를 수행하였다(도 6). 처리되지 않은 EPO-GT-1은 3 또는 4개의 시알산 잔
사를 갖는 N-연결된 올리고당류를 >90% 함유하는 반면, 순한 산의 존재 하에 5분 동안 항온 배양한 후에는, 탄수화물 쇄
의 <40%이 3 또는 4개의 시알산 잔사를 갖는다. 탈시알릴화 N-글리칸을 HPAEC-PAD 분석한 결과, 처리되지 않은
EPO-GT-1에 대해 탐지된 중성 올리고당류와, 5, 10 또는 60분 동안 산 처리시킨 제제에서 안정적인 중성 올리고당류의
비율이 밝혀졌다. 탈시알릴화 글리칸의 MALDI/TOF-MS 결과, 근위 푸코스의 <90%가 해당 단백질의 순한 산 처리 후에
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7.11(b): 퍼요오데이트 처리된 EPO-GT-1의 성상 확인

  5 및 10분 동안 미리 산 처리시켰거나 또는 처리시키지 않은, 순한 퍼요오데이트 처리된 EPO 형태의 SDS-PAGE 이동도
를 도 8에서 비교하였다. 시알산의 퍼요오데이트 산화에 사용된 조건은 EPO 제제의 SDS-PAGE 패턴을 변화시키지 못하
였다(도 5 비교). 시알산을 산화시키면, 올리고당류가 보다 빠른 용출 시간으로 이동되는 HPAEC-PAD 분석 결과가 나타
났다(도 6 및 9 비교).

  실시예 7.11(c): HES-변형된 EPO 유도체의 성상 확인

  (aa) 실시예 2.4에 따라서 제조된 하이드록실아민-변형된 HES 유도체 X를 이용한, 시간 경과에 따른 EPO-GT-1-A의
HES 변형

  400㎍의 하이드록실아민-변형된 HES 유도체 X를 20㎕의 0.5M NaOAc 완충액(pH 5.5) 중의 20㎍의 EPO-GT-1-
A(순한 퍼요오데이트 산화된 EPO; 순한 퍼요오데이트 산화에 앞서 산 가수분해되지 않음)에 가하고, 샘플을 액상 질소에
서 동결시킴으로써, 상기 반응을 각각 30분, 2, 4 및 17시간 후에 중지시킨다. 연속해서, 추가로 분석할 때까지 샘플을 -
20℃에서 저장하였다.

  SDS-PAGE 샘플 완충액을 가하고, 샘플을 90℃로 가열한 다음, SDS-겔 상에 적용하였다. 도 10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항
온 배양 시간이 증가하면, 보다 고 분자량 단백질로의 이동이 증가하게 된다. 하이드록실아민-변형된 HES 유도체 X의 존
재 하에 항온 배양한지 17시간 후, 분자량 표준물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60 내지 110 KDa 사이 영역으로 유주하는 확산
쿠마시 염색된 단백질 밴드가 탐지되었다(도 10의 좌측 부 참조). N-글리코시다제로의 처리시, 대부분의 단백질은 탈-N-
당화된 EPO의 위치를 향해 이동하였고(도 10, 우측 겔); 화살표 A는 N-글리코시다제의 유주 위치를 지시하고, 화살표 B
는 탈-N-당화된 EPO의 유주 위치를 지시하며; 28 KDa 내지 36 KDa 분자량 표준물 사이 영역에서 가시적인 확산 단백질
밴드는 HES에 의해 변형된 EPO-형태 및 해당 분자의 O-당화 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N-글리코시다제의 특
이성 측면에서, 본 발명자들은 상기 결과로부터, HES-변형이 사실상 EPO 단백질의 글리칸의 퍼요오데이트 산화된 시알
산 잔사에서 일어난다고 결론지었다.

  (bb) HES-EPO 접합체의 성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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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S-EPO 접합체 I(순한 퍼요오데이트 산화 후의 EPO-GT-1로부터 유래됨, 즉 EPO-GT-1-A로부터 유래됨), II(5분
동안 산 가수분해시키고 순한 퍼요오데이트 산화시킨 EPO-GT-1로부터 비롯됨), III(10분 동안 산 가수분해시키고 순한
퍼요오데이트 산화시킨 EPO-GT-1로부터 비롯됨)을 전술된 바와 같이 합성하였다. 등량의 변형되지 않은 HES가 부가된
동일한 완충액 조건 하에 변형되지 않은 EPO-GT-1을 함유하는 대조군 항온 배양물(K)이 포함되었다. 이들 항온 배양 혼
합물을 대상으로 하여, HES-EPO 유도체의 후속 생화학 분석을 위해 추가로 정제시킨다.

  항온 배양물 HES-EPO 접합체 I, II 및 III 뿐만 아니라 대조군 항온 배양물 K를 대상으로 하여, 이온-교환 칼럼의 병류물
에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과량의 반응되지 않은 HES-시약을 제거하기 위해 "물질 및 방법"(실시예 7.8) 하에 기재된
바와 같은 Q-세파로스 정제 단계를 수행하였다. 미리 산 처리시킨 샘플 II 및 III에 함유된 다량의 염기성 EPO 형태로 인
해, 본 발명자들은 이들 항온 배양물로부터의 상당 량의 변형된 EPO 생성물이 상기 병류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하였
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샘플 I로부터의 거의 모든 EPO 물질이 Q-세파로스 칼럼에 의해 보존되는 반면, 샘플 III 및
II의 대략 20 내지 30% 만이, 높은 염 농도로 용출되는 분획에서 회수되었다. HES 유도체 X를 수반한 항온 배양물로부터
의 단백질 물질, 병류물에서의 양 물질 및 높은 염으로 용출되는 분획물 모두는 대조군 EPO와 비교해 볼때, SDS-PAGE에
서 보다 높은 외견상 분자량을 지니고 있다.

  보다 상세히 성상 확인하기 위해, HES-변형된 EPO 샘플 A 및 K(도 11 참조)를 퍼요오데이트 산화된 형태 EPO-GT-1-
A와 비교하였다. 상기 샘플을 N-글리코시다제 처리시키고, 도 12a 및 1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N-글리칸을 방출시키면,
표준 EPO 제제의 O-당화된 EPO 형태와 비-당화된 EPO 형태의 해당 위치에 2개의 저분자량 밴드가 생성되었다. 샘플 A
의 경우에는, 28 KDa mw 표준물 위치에서 유주하는 추가의 밴드가 탐지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EPO 변이체의 0-글리칸
에서 HES-변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시해준다(실시예 7.11(c)(aa) 참조). 이러한 밴드(및 또한, HES-변형된 고분자량
형태의 N-당화된 EPO의 굵은 밴드; 도 12a 및 12b 참조)는, 상기 샘플을 순한 산 가수분해처리시킨 후에 소멸되었는데,
이는 HES 변형이 에리트로포이에틴의 퍼요오데이트 산화된 시알산 잔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관점과 일치한다.

  올리고당류로부터 시알산 잔사(및 또한, 시알산 연결된 HES 유도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을 사용하여,
분취량의 N-글리코시다제 항온 배양 혼합물을 가수분해시키고; 중화시킨 후, 이러한 혼합물을 탈염시키기 위해 작은 하이
퍼카브 칼럼 상으로 흡수시킨다. 이 칼럼을 물로 철저하게 세척한 다음, 0.1%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을 함유하는 H2O 중

의 40% 아세토니트릴을 사용하여, 결합된 중성 올리고당류를 용출시킨다. 이로써 생성된 올리고당류를 대상으로 MALDI/
TOF-MS를 수행하였다. 샘플 A, EPO-GT-1-A 및 샘플 K로부터의 탈시알릴화 올리고당류 분획의 스펙트럼은 m/z =
1810 Da(2-촉각), 2175 (= 3-촉각), 2540 (= 4-촉각), 2906 (= 4-촉각 + 1개 N-아세틸락토사민 반복체) 및 3271 (=
4-촉각 + 2개 N-아세틸락토사민 반복체)에서 복합체 유형 올리고당류에 대해 동일한 질량을 나타내었으며; 푸코스(-
146) 및 갈락토스(-162) 결여에 상응하는 작은 시그널이 탐지되었는데, 이는 시알산 제거에 적용된 산 가수분해 조건에
기인된 것이다(MALDI-도 15, 16 및 17 참조).

  병행된 실험에서는, N-글리코시다제 분해 혼합물을 1ml RP-C18 카트릿지(올리고당류를 미리 산 가수분해시키지 않음)
상으로 흡수시키고, 0.1% TFA를 함유하는 수중 5% 아세토니트릴을 이용하여 용출시키는데; 이들 조건 하에서는, EPO
단백질이 RP-물질 상에 완전히 보존되었으며, 0.1% TFA를 함유하는 H2O 중의 5% 아세토니트릴을 사용하여, 올리고당

류를 상기 칼럼으로부터 세척 제거하였다. 탈-N-당화된 EPO 단백질을 0.1% TFA를 함유하는 H2O 중의 70% 아세토니

트릴을 사용하여 용출시킨다. N-글리코시다제 처리된 샘플 A, EPO-GT-1-A 및 샘플 K의 RP-C18 단계로부터의 올리고
당류 분획을 중화시키고, 전술된 바와 같은 하이퍼카브 카트릿지를 사용하여 탈염시킨다. 이와 같이 하여 분리된 올리고당
류를 대상으로 하여, 글리칸으로부터 시알산을 정량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순한 산 처리시킨 후(도 14 참조) 및
처리시키기 전(도 13 참조)에 HPAEC-PAD 지도화를 수행하였다.

  HES-변형된 샘플 A로부터 수득된 본래의 물질에 대한 HPAEC-PAD 프로필은 올리고당류에 대해 무시할 만한 수준의
시그널 만을 나타낸 반면, EPO-GT-1-A-유도된 올리고당류는 도 9에 제시된 것(순한 퍼요오데이트 처리 후의 EPO-
GT-1 샘플)과 동일한 글리칸 프로필을 나타내었다. 대조군 EPO 샘플(K)로부터 수득된 올리고당류의 용출 프로필은 예상
된 패턴을 나타내었다(도 6에서의 프로필 비교). 비교를 위해, 국제 BRP-EPO 표준물의 본래의 올리고당류 프로필이 비교
를 위해 기준 표준물로서 포함된다.

  순한 산 가수분해 후, 모든 올리고당류 제제는 본 연구에서 출발 물질로서 사용되는 EPO 제제에 대한 방법 섹션에서 기
재된 바와 같은 2-, 3- 및 4-촉각 복합체-유형 탄수화물 쇄의 예상된 정성적 및 정량적 조성을 지닌 중성 올리고당류 구
조물과 동일한 용출 프로필(도 14 참조)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EPO 샘플의 HES-변형으로 인해 HES 유도체의 공
유 결합이 생성되고, 이는 N-글리코시다제에 의해 EPO-단백질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산에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주
는데, 이는 탄수화물을 탈시알릴화시키는 것으로 공지된 순한 산 처리 조건을 사용하여 N-글리칸으로부터 제거되기 때문
이다.(도 12a + b 참조).

  (cc) GC-MS에 의한 HES-EPO 및 HES-EPO N-글리칸의 단당류 조성 분석

  해당 분자의 N-글리칸에서 EPO의 HES-변형이 이루어졌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EPO 샘플을 N-글리코시다제로
분해시키고 EPO 단백질을 RP-C18 카트릿지 상에 흡착시킨 반면, 올리고당류 물질은 전술된 바와 같이 세척하였다. 표 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글루코스 및 하이드록시에틸화 글루코스 유도체는, 시스테인 잔사에서 HES-변형시킨 EPO 단백질
과, EPO 샘플 A2의 올리고당류 분획에서만 탐지되었다.

  실시예 7.11(d): HES-변형된 EPO의 생물학적 활성에 관한 생체내 검정

  정상적혈구증 마우스 시스템에서의 EPO-생물학적 검정을 유럽 약전에 기재된 과정에 따라서 수행하고; 국제 BRP EPO
기준 표준 제제를 사용하여, 실험실내 EPO 검정을 수행하였다. HES-변형된 EPO A2 제제에 대해서는, 단백질의 특이 활
성도에 대한 평균값이 1mg EPO당 294,600 단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활성 검정을 위해 송부된 샘플 내에 포함
된 국제 BRP EPO 기준 표준 제제와 비교해볼 때 대략 3배 정도 더 높은 특이 활성을 지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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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HES-변형된 EPO 및 대조군 샘플로부터의 글리칸의 단당류 조성 분석

 **단당
류

I.
A2로부터의
글리칸

II.
EPO-GT-1A로부터

의 글리칸

III.
K2로부터의
글리칸

III.
A2로부터의
글리칸

IV.
EPO-GT-1A로부터

의 글리칸

V.
K2로부터의
글리칸

VI.
시스테인 변형된
EPO 단백질*

 푸코스  1,935  3,924  2,602  2,246  4,461  2,601  2,181
 만노스  6,028  11,020  9,198  6,379  11,668  6,117  6,260
 갈락토

스
 8,886  19,935  14,427  10,570  16,911  11,555  10,386

 글루코
스

 17,968  --  --  21,193  미량  미량  33,021

 GlcNAc  7,839  21,310  14,440  11,360  15,953  10,503  10,498
 GlcHel  5,583  --  --  5,926  --  --  14,857
 GlcHe2  1,380  --  --  1,552  --  --  3,775
 NeuNAc  5,461  822  4,504  3,895  4,871  13,562  13,003
 이노시

톨
 1,230  2,310  1,620  2,050  1,320  1,134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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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s-HES-변형된 EPO 단백질 등가물을 대상으로 하여 조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Q-세파로스
칼럼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함으로써 HES-항온 배양 혼합물로부터 EPO 단백질을 분리하고, Vivaspin 5 분리용 장치를
사용하여 원심분리시킴으로써 탈염시켰다.

  ** 퍼트리메틸실릴화 메틸글리코시드의 단일 GC 수행으로부터 단당류 결정을 수행하였으며; 유도체화 과정과 각 화합물
의 회수 동안 상실에 대한 교정없이 전자 피크 통합값이 제공된다.

  

표 3.
 샘플 번호  샘플 서술  EPO 샘플의 계산된 특이 활성(A280nm 및 RP-HPLC 결정법에 근거함)
 850247  1. HES-변형된 EPO A2  344,000 U/mg
 850248  2. EPO-GT-1-A  82,268 U/mg
 850249  3. 대조군 EPO K2  121,410 U/mg
 850250  4. BRP EPO 표준물  86,702 U/mg
 850251  1. 4용적의 PBS로 희석됨  309,129 U/mg
 850252  2. 4용적의 PBS로 희석됨  94,500 U/mg
 850253  3. 4용적의 PBS로 희석됨  114,100 U/mg
 850254  4. 4용적의 PBS로 희석됨  81,200 U/mg
 850255  1. 4용적의 PBS로 희석됨  230,720 U/mg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음 화학식 I의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을, 해당 반응에 앞서 산화시키지 않은 이의 환원성 말단에서 다음 화학식 II의 화합
물과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의 제조 방법:

  화학식 I

  

  화학식 II

  R'-NH-R"

  상기식에서, R1, R2 및 R3은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선형 또는 분지된 하이드록시알킬 그룹이고, R' 또는 R", 또는 R' 및

R"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에 앞서 또는 반응 후에 하나 이상의 기타 화합물과 반응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포함한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이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인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R1, R2 및 R3이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2-하이드록시에틸 그룹인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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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이 수소, 또는 선형 또는 분지된 알킬 또는 알콕시 그룹인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R'이 수소, 또는 메틸 또는 메톡시 그룹인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작용성 그룹 X와 별도로, R"가,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에 직접적으
로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부가 작용성 그룹 W를 포함하고, 이러한 작용성 그룹 W가 다음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
되는 방법:

  

  상기에서, G는 O 또는 S이고, 이것이 2회 존재하는 경우, G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이다.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R'가 H인 경우,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 및 R'가 W와 함께, 다음 그룹들 중의 하나를 형성하는 방
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가 -SH, -NH2, -O-NH2-, -NH-O-알킬, -

(C=G)-NH-NH2, -G(C=G)-NH-NH2, -NH-(C=G)-NH-NH2 및 -SO2-NH-NH2로 이루어진 그룹[상기 그룹에서, G는

O 또는 S이고, G가 2회 존재하는 경우, 이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이다] 중에서 선택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6항 또는 제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학식 II에 따르는 화합물이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
틸]-하이드록실 아민 또는 카보하이드라지드인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I)이, 이러한 화합물(I)과의 반응에 앞서 추가 화합물과 반응시키지
않은 화합물(II)과 반응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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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화합물(I)과 화합물(II)[이러한 화합물(II)은 하이드록실아민 또는 하이드라지드이다]의 반응이 수성 매
질 중에서, 5 내지 45℃ 및 pH 4.5 내지 6.5의 범위에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이러한 반응은 환원적 아민화 반응이다)이 수성 매질 중에서, 25 내지
90℃ 및 pH 8 내지 12의 범위에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3.

  제10항 내지 제12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이,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
하여 추가 화합물과 반응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이러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 내에 포함된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 또는
티오 그룹을 통하여 반응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인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폴리펩티드가 에리트로포이에틴인 방법.

청구항 17.

  제13항 내지 제1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응이 4 내지 37℃ 범위에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8.

  제13항 내지 제1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응이 수성 매질 중에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19.

  제13항에 있어서, 추가 화합물이 가교 결합성 화합물인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의 반응 생성물이 제2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되는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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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항에 있어서, 제2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인 방법.

청구항 22.

  제20항 또는 제21항에 있어서, 제2의 추가 화합물이,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 내에 포함된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 또는
티오 그룹을 통하여 반응되는 방법.

청구항 23.

  제13항에 있어서, 추가 화합물이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제2의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 생성물인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제2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인 방법.

청구항 25.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화합물(II)이 화합물(I)과의 반응에 앞서, 추가 화합물과 반응되는 방법.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이러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 내에 포함된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 또는
티오 그룹을 통하여 반응되는 방법.

청구항 27.

  제25항 또는 제26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인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폴리펩티드가 에리트로포이에틴인 방법.

청구항 29.

  제25항 내지 제2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응이 4 내지 37℃ 범위에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30.

  제25항 내지 제29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반응이 수성 매질 중에서 수행되는 방법.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추가 화합물이 가교 결합성 화합물인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가교 결합성 화합물이 화합물(II)과의 반응에 앞서, 제2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되는 방법.

공개특허 10-2005-0075336

- 47 -



청구항 33.

  제25항에 있어서, 추가 화합물이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제2의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 생성물인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제2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인 방법.

청구항 35.

  다음 화학식 I의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을 수성 매질 중에서, 해당 반응에 앞서 산화시키지 않은 이의 환원성 말단에서 다
음 화학식 II의 화합물과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하이드록시에틸 전분 유도체의 제조 방법:

  화학식 I

  

  화학식 II

  R'-NH-R"

  상기식에서, R1, R2 및 R3은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2-하이드록시에틸 그룹이고, R'는 수소, 또는 메틸 또는 메톡시 그룹

이며, R"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에 앞서 또는 반응 후에 하나 이상의 기타 화합물과 반응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작용성 그룹 X는 -SH, -NH2, -O-NH2-, -NH-O-알킬, -(C=G)-NH-NH2, -

G(C=G)-NH-NH2, -NH-(C=G)-NH-NH2 및 -SO2-NH-NH2로 이루어진 그룹[상기 그룹에서, G는 O 또는 S이고, G가

2회 존재하는 경우, 이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이다] 중에서 선택된다.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화학식 II에 따르는 화합물이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드록실 아민 또는 카보하이드
라지드인 방법.

청구항 37.

  제35항 또는 제36항에 있어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이 수성 매질 중에서, 화합물(II) 내에 포함된 하나 이
상의 작용성 그룹 X와 폴리펩티드 내에 포함된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 또는 티오 그룹을 통하여 폴리펩티드와 반응되는 방
법.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폴리펩티드가 에리트로포이에틴인 방법.

청구항 39.

공개특허 10-2005-0075336

- 48 -



  제35항에 있어서, 화합물(II)이 수성 매질 중에서, 화합물(II)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와 폴리펩티드 내에
포함된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 또는 티오 그룹을 통하여 폴리펩티드와 반응되고, 이로써 생성된 반응 생성물이 화합물(I)과
반응되는 방법.

청구항 40.

  제39항에 있어서, 폴리펩티드가 에리트로포이에틴인 방법.

청구항 41.

  다음 화학식 I의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을 수성 매질 중에서, 해당 반응에 앞서 산화시키지 않은 이의 환원성 말단에서 O-
[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드록실 아민과 반응시키고, 이로써 생성된 반응 생성물을 수성 매질 중에서, 에리
트로포이에틴 내에 포함된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를 통하여 에리트로포리에틴과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하이드록시에
틸 전분 유도체의 제조 방법:

  화학식 I

  

  상기식에서, R1, R2 및 R3은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2-하이드록시에틸 그룹이다.

청구항 42.

  다음 화학식 I의 하이드록시알킬 전분(HAS)을, 해당 반응에 앞서 산화시키지 않은 이의 환원성 말단에서 다음 화학식 II
의 화합물과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수득될 수 있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화학식 I

  

  화학식 II

  R'-NH-R"

  상기식에서, R1, R2 및 R3은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선형 또는 분지된 하이드록시알킬 그룹이고, R' 또는 R", 또는 R' 및

R"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에 앞서 또는 반응 후에 하나 이상의 기타 화합물과 반응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포함한다.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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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항에 있어서,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이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인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44.

  제42항 또는 제43항에 있어서, R1, R2 및 R3이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2-하이드록시에틸 그룹인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45.

  제42항 내지 제4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R'이 수소, 또는 선형 또는 분지된 알킬 또는 알콕시 그룹인 하이드록시알
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46.

  제45항에 있어서, R'이 수소, 또는 메틸 또는 메톡시 그룹인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47.

  제42항 내지 제4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작용성 그룹 X와 별도로, R"가,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에 직접적
으로 연결되는 하나 이상의 부가 작용성 그룹 W를 포함하고, 이러한 작용성 그룹 W가 다음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
택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상기에서, G는 O 또는 S이고, 이것이 2회 존재하는 경우, G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이다.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R'가 H인 경우, R'와 R"를 브릿징하는 NH 그룹 및 R'가 W와 함께, 다음 그룹들 중의 하나를 형성하는
방법:

  

청구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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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항 내지 제4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가 -SH, -NH2, -O-NH2-, -NH-O-알킬, -

(C=G)-NH-NH2, -G(C=G)-NH-NH2, -NH-(C=G)-NH-NH2 및 -SO2-NH-NH2로 이루어진 그룹[상기 그룹에서, G는

O 또는 S이고, G가 2회 존재하는 경우, 이는 독립적으로 O 또는 S이다] 중에서 선택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50.

  제42항에 있어서, 화학식 II에 따르는 화합물이 O-[2-(2-아미노옥시-에톡시)-에틸]-하이드록실 아민 또는 카보하이드
라지드인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51.

  제42항에 있어서, 다음 화학식 IIIa에 따르는 구성분을 갖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화학식 IIIa

  

청구항 52.

  제42항에 있어서, R'가 수소이고, 상기 유도체가 화학식 IIIa의 화합물 또는 화학식 IIIb의 화합물이거나 또는 화학식 IIIa
의 화합물과 화학식 IIIb의 화합물의 혼합물인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화학식 IIIa

  

  화학식 IIIb

  

청구항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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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항에 있어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이, 화합물(II)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되거나, 또는 화합물(II)이 화합물(I)과의 반응에 앞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
여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이러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 내에 포함된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 또는
티오 그룹을 통하여,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반응되거나 또는 화합물(II)와 반응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인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폴리펩티드가 에리트로포이에틴인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57.

  제53항에 있어서, 추가 화합물이 가교 결합성 화합물인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의 반응 생성물이 제2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59.

  제57항에 있어서, 제2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인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60.

  제58항에 있어서, 제2의 추가 화합물이,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 내에 포함된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 또는 티오 그룹을
통하여 반응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61.

  제53항에 있어서, 추가 화합물이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 제2의 추가 화합물과의 반응 생성물인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
체.

청구항 62.

  제61항에 있어서, 제2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인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청구항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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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이, 화합물(II)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되거나, 또는 화합물(II)이 화합물(I)과의 반응에 앞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추
가 화합물과 반응되고, 이러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폴리펩티드인, 제42항에 청구된 바와 같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치료학적 유효량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64.

  제63항에 있어서, 폴리펩티드가, 이러한 폴리펩티드 내에 포함된 산화된 탄수화물 잔기를 통하여, 화합물(I)과 화합물(II)
의 반응 생성물과 반응되거나 또는 화합물(II)와 반응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폴리펩티드가 에리트로포이에틴인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66.

  제65항에 있어서, 하이드록시에틸 전분이 수성 매질 중에서, 다음 식에 따르는 화합물과 반응되고, 이러한 반응 생성물이
에리트로포이에틴과 반응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67.

  제66항에 있어서, 에리트로포이에틴이 해당 반응에 앞서, 과요오드화나트륨을 이용하여 산화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68.

  제66항에 있어서, 에리트로포이에틴이 해당 반응에 앞서, 부분적으로 탈시알릴화되고 과요오드화나트륨을 이용하여 후
속 산화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69.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이, 화합물(II) 내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과 반응되거나, 또는 화합물(II)이 화합물(I)과의 반응에 앞서,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추
가 화합물과 반응되고, 이러한 하나 이상의 추가 화합물이 가교 결합성 화합물이며,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 생성물
과 가교 결합성 화합물과의 반응 생성물이 폴리펩티드와 반응되는, 제42항에 청구된 바와 같은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
체를 치료학적 유효량으로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폴리펩티드가 에리트로포이에틴인 약제학적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다음 화학식 I의 하이드록시알킬 전분을, 해당 반응에 앞서 산화시키지 않은 이의 환원성 말단에서 다음 화학
식 II의 화합물과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의 제조 방법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에 의해 수
득될 수 있는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그 자체, 및 상기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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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식 II

  R'-NH-R"

  상기식에서, R1, R2 및 R3은 독립적으로, 수소, 또는 선형 또는 분지된 하이드록시알킬 그룹이고, R' 또는 R", 또는 R' 및

R"는 화합물(I)과 화합물(II)의 반응에 앞서 또는 반응 후에 하나 이상의 기타 화합물과 반응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작용성
그룹 X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하이드록시알킬 전분 유도체, 가교 결합성 화합물, 폴리펩티드, 에리트로포이에틴, 적혈구생성 요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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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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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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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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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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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B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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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도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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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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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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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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