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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다음과 같은 화학식(1)으로 표시되는 생리적으로 활성인 폴리에틸렌 글리콜-인터페론α(PEG-
IFNα) 결합체(conjugate)에 관한 것이다:

화학식 1

상기 식에서, 

R과 R'는 독립적으로 저급 알킬이고;

X는 NH 또는 O이고;

n과 n'은 600 내지 1500의 합을 갖는 정수이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인간의 신장 A498 세포를 피하 이식시킨 무모 마우스의 PEG2-IFNα2a의 항종양 활성을 나타낸 것

이다.  모든 동물은 연구일 -33일에 2 X 10
6
개의 인간 신장 A498 세포를 피하 이식받았다.  연구일 0일에 

PEG-IFNα2a 치료를 시작하였다.  4주동안 1주일에 1회로 PEG2-IFNα2a의 지정된 양(30, 60, 120 또는 
300㎍)을 종양 맞은편 측복부 아래에 피하 투여하였다.  

도 2는 인간의 신장 A498 세포를 피하 이식시킨 무모 마우스의 IFNα2a의 항종양 활성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동물은  연구일  -33일에  2  X  10
6
개의  인간  신장  A498  세포를  피하  이식받았다.   연구일  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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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Nα2a 치료를 시작하였다.  4주동안 1주일에 3회로 IFNα2a의 지정된 양(10, 20, 40 또는 100㎍)을 종
양 맞은편 측복부 아래에 피하 투여하였다.  

도 3은 인간의 신장 ACHN 세포를 피하 이식시킨 무모 마우스의 PEG2-IFNα2a의 항종양 활성을 나타낸 것

이다.  모든 동물은 연구일 -25일에 2 X 10
6
개의 인간 신장 ACHN 세포를 피하 이식받았다.  연구일 0일에 

PEG2-IFNα2a 치료를 시작하였다.  5주동안 1주일에 1회로 PEG2-IFNα2a의 지정된 양(30, 60, 120 또는 
300㎍)을 종양 맞은편 측복부 아래에 피하 투여하였다.  

도 4는 인간의 신장 ACHN 세포를 피하 이식시킨 무모 마우스의 IFNα2a의 항종양 활성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동물은  연구일  -25일에  2  X  10
6
개의  인간  신장  ACHN  세포를  피하  이식받았다.   연구일  0일에 

IFNα2a 치료를 시작하였다.  5주동안 1주일에 3회로 IFNα2a의 지정된 양(10, 20, 40 또는 100㎍)을 종
양 맞은편 측복부 아래에 피하 투여하였다.  

도 5는 인간의 신장 G402 세포를 피하 이식시킨 무모 마우스의 PEG2-IFNα2a의 항종양 활성을 나타낸 것

이다.  모든 동물은 연구일 -45일에 2 X 10
6
개의 인간 신장 G402 세포를 피하 이식받았다.  연구일 0일에 

PEG2-IFNα2a 치료를 시작하였다.  PEG2-IFNα2a의 지정된 양(30, 60, 120 또는 300㎍)을 종양 맞은편 
측복부 아래에 5주동안 1주일에 1회 피하 투여하였다.  

도 6은 인간의 신장 G402 세포를 피하 이식시킨 무모 마우스의 IFNα2a의 항종양 활성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동물은  연구일  -45일에  2  X  10
6
개의  인간  신장  G402  세포를  피하  이식받았다.   연구일  0일에 

IFNα2a 치료를 시작하였다.  5주동안 1주일에 3회로 IFNα2a의 지정된 양(10, 20, 40 또는 100㎍)을 종
양 맞은편 측복부 아래에 피하 투여하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생리적으로 활성인 인터페론 결합체(conjugate)에 관한 것이다.

인터페론, 특히 인터페론2α은 항바이러스성 및 항증식성 활성을 갖는 약학적 활성 단백질이다.  예를 
들면, 인터페론은 융모 세포 백혈병과 카포시(Kaposi) 육종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며, 간염에 대해 활
성이다.  안정성 및 용해도를 향상시키고 면역원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터페론과 같은 약학적 활성 
단백질이 폴리머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에 결합될 수 있다.

단백질 치료의 생체 이용률은 종종 혈장의 짧은 반감기에 의해 제한되어서 최대의 임상 효능을 갖지 못
하게 된다.  최근에는 PEG-결합 생체분자가 임상적으로 유용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헌[Inada 
등, J. Bioact. and Compatible Polymers 5, 343(1990); Delgado 등, Critical Reviews in Therapeutic 
Drug Carrier Systems 9, 249(1992); Katre, Advanced Drug Delivery Systems 10, 91(1993)] 참조).  이
들 중에는 향상된 물리적 및 열적 안정성, 쉽게 효소 분해되는 것의 예방, 증가된 용해도, 길어진 생체
내 순환 반감기, 감소된 제거율, 및 강화된 효능이 있다.  분지된 PEG 결합체는 선형 PEG 결합체에서보
다 pH와 열적 안정성이 증가하고, 단백 분해 효소 소화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문헌[Monfardini 등, Bioconjugate Chem. 6, 62(1995)]).  PEG 단백질의 다른 특성에는 감소된 면
역원성 및 항원성 뿐만 아니라 감소된 독성이 있다.  특정 단백질의 PEG화의 또 다른 효과는 강화된 생
체내 활성에 의해 수반되는 감소된 생체외 활성일 수 있다.  이는 그 밖에 G-SCF(문헌[Satake-Ishikawa 
등, Cell Structure and Function 17, 157-160(1992)]), IL-2(문헌[Katre 등, Proc. Natl. Acad. Sci. 
USA  84,  1487(1987)],  IFN-α(문헌[Tsutsumo  등,  Jpn.J.Cancer  Res.  85,  9(1994)]),  IL-6(문헌[Inoue 
등, J.Lab.Clin. Med. 124, 529(1994)]), 및 CD4-IgG(문헌[Chamow 등, Bioconj.Chem.5, 133(1994)])에서 
관찰되어 왔다.  

인터페론의 경우, PEG화가 인간의 종양 세포의 생체외 항바이러스성 활성을 감소시키지만, 항증식성 활
성은 증가시키는 것이 현재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신규한 PEG 인터페론 결합체는 PEG 인터
페론의 항증식성 활성이 인터페론, 및 다른 PEG 인터페론 결합체의 항증식성 활성보다 매우 높으므로 놀
라운 특성을 갖는다.  상기 결합체의 항증식성 활성은 다른 PEG 인터페론-α 결합체보다 매우 많이 증가
하지만, 여전히 항바이러스성 활성이 감소하는 것은 유사하다.  또한, 본 발명의 PEG-인터페론-α 결합
체는 비면역원성이므로, 실제로 항체 형성을 유도하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PEG 인터페론-α 결합체는 
제한된 항체 형성을 유도한다. 

        발명이 이루고자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인터페론α 및 종래의 PEG-인터페론α 결합체에 비해 우수한 안정성, 증가된 용해도, 강화된 
순환 반감기 및 혈장 체류시간 등을 갖는 PEG-인터페론α 결합체를 제공하여, 면역조절 장애, 특히 종양
성 또는 감염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학 조성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생리적으로 활성인 본 발명의 PEG-IFNα 결합체 부류는 다음 화학식(1)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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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1

본 발명의 결합체는 항증식성 용도 등의 IFNα와 동일한 용도를 갖는다.  특히, IFNα(특히 IFNα2a)가 
사용되는 예를 들면 융모 세포 백혈병, CML 및 카포시 육종과 같은 종양성 질병, 및 감염성 질병과 같은 
면역조절 장애를 치료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본 발명의 PEG-IFNα 결합체가 상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유용하다.  그러나, 본 발명의 결합체는 우수한 안정성, 더 증가된 용해도, 강화된 순환 반감기 및 혈장 
체류시간 등을 포함하는 향상된 특성을 갖는다.  또한, 이들 결합체는 IFNα보다 뛰어난 항증식성 활성
을 갖는다.  또한, 상기 결합체가 항바이러스성 및 항증식성 효과가 분리되어 있음을 유의한다.  또한, 
이 특성은 결합체의 원하는 활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유용한 반면, 불필요한 활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한
다.  예를 들면, 불필요한 부효과가 항바이러스성 활성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 활성을 제거하면 상기 
부효과를 제거시킬 수 있는 반면, 항증식성 활성은 남아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화학식(1)으로 표시되
는 화합물 또는 그 염,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근거하는 약학 조성물을 포함한다.

질병을 억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본 발명의 약학 조성물은 일반식(1)으로 표시되는 인터페론 
결합체와 치료적으로 불활성이고, 비독성이고 치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담체 물질을 포함한다.  사용
될 약학 조성물은 치료할 장애, 개별 환자의 상태, 단백질 결합체의 운송 부위, 투여 방법, 및 실습자에
게 공지된 기타 요인을 고찰하여 충분한 임상 실습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제제화하여 투여할 수 있다.  

청구되는 결합체는 다음 화학식(1)으로 표시되는 생리적으로 활성인 PEG-IFNα 결합체이다.

화학식 1

상기 식에서, 

R과 R'는 독립적으로 저급 알킬이고;

X는 NH 또는 O(X는 NH2 또는 OH에서 선택된 IFNα 분자 내의 작용기 중 적어도 하나이다)이고;

n과 n'은 600 내지 1500의 합을 갖는 정수이고; 또한

상기 결합체 내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단위의 평균 분자량은 약 26,000 내지 약 66,000돌턴(dalton)이다.

화학식(1)으로 표시되는 결합체는 두 개의 PEG 잔기가 단일 결합을 통해 단백질에 부착되므로 분지된 구
조물이다. 

수 n과 n'는 생성된 화학식(1)의 결합체가 변형되지 않은 IFNα의 상응하는 활성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이거나, 또는 그 분수가 되는 IFNα의 활성을 갖도록 선택한다.  n과 n'(n과 n'은 동일하거나 다를 수 
있다)는 PEG 내의 에틸렌 글리콜 단위의 수를 나타낸다.  OCH2CH2의 단일 PEG 단위는 약 44돌턴의 분자량

을 갖는다.  상기 결합체의 분자량(IFNα의 분자량 제외)은 n과 n'의 수에 따라 좌우된다.  화학식(1)으
로 표시되는 결합체의 n과 n'의 합은 600 내지 1500이고, PEG 단위의 총 평균 분자량이 약 26,000 내지 
66,000돌턴, 바람직하게는 약 35,000 내지 45,000돌턴, 특히 약 39,000 내지 45,000돌턴, 특히 바람직하
게는 40,000돌턴인 결합체를 생성한다.  바람직한 n과 n'의 합은 약 800 내지 1200이고, 평균 합은 약 
850 내지 1000이고, 바람직한 합은 910이다.  n 또는 n' 중 하나가 개별적으로 420 또는 520일 수 있거
나, 또는 두 개 모두가 420 또는 520일 수 있거나, 또는 두 개 모두가 455일 수 있다.  바람직한 n 대 
n'의 비는 약 0.5 내지 1.5이고, 특히 바람직한 비는 약 0.8 내지 약 1.2이다.  분자량의 "약" 특정 수
란 통상적인 분석법에 의해 측정되는 해당 수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IFNα가 IFNα2a인 화학식(1)의 결합체, R과 R'이 메틸인 결합체, X가 NH인 결합체, 및 n과 n'이 
개별적으로 또는 두 개 모두가 420 또는 520인 결합체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상기한 특성 모두를 갖는 
결합체가 특히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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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과 R'은 임의의 저급 알킬일 수 있으며, 저급 알킬이란 메틸, 에틸, 이소프로필 등과 같은 1 내지 6개
의  탄소원자를  갖는  알킬기를  의미한다.   분지된  알킬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알킬은  메틸이다.   
화학식(1)의 두 개의 PEG에 관하여, R과 R'은 동일하거나 다를 수 있다.

IFNα(인터페론α)과 그 종인 IFNα2a는 조직, 단백질 합성, 천연 단백질 또는 재조합성 단백질을 사용
하는 세포 배양과 같은 임의의 통상적인 공급원으로부터 수득되는, 바람직하게는 천연 단백질 또는 재조
합성 단백질을 의미한다.  뮤테인(mutein) 또는 변형 단백질과 같이 IFNα의 활성을 갖는 임의의 단백질
은 소포되어 있다.  천연 단백질 또는 재조합성 단백질로부터의 IFNα의 수득 및 단리가 충분히 공지되
어 있다(문헌[Pestka, Arch. Biochem. Biophys. 221, 1(1983)]).  바람직한 IFNα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IFNα2a이고, 이는 공지된 방법에 의해 수득된다(문헌[Pestka, Sci. Am. 249, 36(1983); 유럽 
특허 제 43 980호]).

화학식(1)으로 표시되는 생리적 활성 결합체는 IFNα 활성을 가지며, 상기한 IFNα 활성이라 함은 당해 
기술에서 공지된 각종 효력 검정에 의해 측정되는 임의의 공지된 IFNα 활성의 임의적인 분수 또는 배수
를 의미한다.  특히, 본 발명의 결합체는 종양 세포에 대한 항증식성 활성 및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대한 항바이러스성 활성에 의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IFNα 활성을 갖는다.  이들은 IFNα의 공지된 활성
이다.  결합체 내의 상기 활성은 당해 기술에서 충분히 공지된 효력 검정 , 예를 들면 하기에 기재한 효
력  검정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문헌[Rubinstein  등,  J.  Virol.  37,  755(1981);  Borden  등,  Canc. 
Res.42, 4948(1982)] 참조).  본 발명의 일부는 변형되지 않은 IFNα보다 더 큰 항증식성 활성 및 더 적
은 항바이러스성 활성을 갖는 화학식(1)의 결합체이다.

화학식(1)의 결합체는, PEG 하이드록시기를 결합기로 대체시켜 활성화한 후 화학식(2)로 표시되는 PEG의 
N-하이드록시 숙신이미드 에스테르 유도체(특히 모노메톡시 PEG)인 시약을 형성하고, IFNα를 PEG에 공
유 결합시켜서 생성된다.  상기 시약은 통상적인 방법(Monfardini 등, 상기 참조)에 의해 수득될 수 있
다.   결합은  아미드  또는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바람직한  결합체에서,  결합은  아미드 
결합(X가 NH이다)을 통해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일부는 상기한 IFNα을 화학식(2)의 시약과 연결시켜
서 PEG-IFN 결합체를 생성시키므로써, IFNα의 항증식성 활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IFNα의 항바이러스성 
활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X는 화학식(2)의 PEG 시약이 IFNα에 공유적으로 부착되는 IFNα 상의 부착 부위를 나타낸다.  상기 시
약은 예를 들면, 라이신 상의 일급 아미노기(XH=NH2), 또는 IFNα의 N-말단에 부착된다.  또한, 상기 시

약은 예를 들면, 세린 상의 하이드록시(XH=OH)에 부착될 수 있다.  

반응식 1

화학식(2)(PEG2-NHS)의 시약은 총 두 개의 모노-메톡시 PEG(m-PEG) 쇄가 라이신에 각각 α와 ε 아미노
기에서 카바메이트(우레탄) 결합을 통해 연결되고, 라이신 카르복실기는 숙신이미딜 에스테르로 활성화
되는 것으로, R이 저급 알킬이고 원하는 n을 갖는 시약에 응용할 수 있는 공지된 절차(Monfardini 등, 
상기 참조)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득될 수 있다.  상기 시약은 셰어와터 폴리머스, 인코포레이티
드(Shearwater Polymers, Inc; 알라바마주 헌츠빌 소재)에서 얻을 수 있다.  수득된 PEG의 바람직한 평
균 분자량은 약 20,000돌턴이고, PEG2-NHS 내의 총 PEG 중량은 약 40,000돌턴이다(다른 분자량은 통상적
인 방법에 의해 화학식(2)의 시약의 PEG-알코올 개시 물질에 대한 n을 변화시켜서 얻을 수 있다).

화학식(2)의 시약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IFNα에 결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화학식(2)의 시약은 
우선 IFNα(예를 들면, IFNα2a)의 일급 아미노기(예를 들면, N-말단 및 라이신 측쇄) 중 하나 이상과 
반응하여 IFNα과 PEG의 중합체 골격 간에 아미드 결합을 형성한다.  또한, PEG화 반응은 PEG2-NHS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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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존재시) 하이드록시기(예를 들면, 세린) 사이에서 발생하여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반응 
메카니즘은 상기한 바와 같다.  반응 조건은 숙련된 사람에게 통상적인 것으로, 하기에 더욱 상세히 제
공된다.  PEG 시약은 화학식(1)의 결합체를 생성할 친핵 치환반응에 적합한 조건 하에서 저온의 적당한 
염기 조건 하에 IFNα와 결합된다.

IFNα에 시약을 부착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임의의 선택된 분
자량을 갖는 PEG가 사용될 수 있다.  반응 조건은 하나의 시약이 부착된 청구 결합체가 제공되도록 선택
될 수 있다.  하나의 화학식(2)의 시약이 부착되어 있는 화학식(1)의 결합체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변
형되지 않은 IFNα 및 하나 초과의 시약 분자가 부착된 결합체로부터 분리된다.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
그래피와 같은 정제 방법이 사용되어서 전하차에 의해 결합체를 분리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합체를 여
러 분자량으로 효과적으로 분리시킨다.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수득된 분획의 함량을 통상
적인 방법, 예를 들면, 중량 분광계, SDS-PAGE, 또는 분자량으로 분자체를 분리하는 기타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므로써 분자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변형되지 않은 IFNα와 하나 초과의 시약이 부착된 결
합체가 없도록 정제된 화학식(1)의 결합체를 함유한 분획이 확인된다.  또한, 화학식(2)의 시약은 산 가
수 분해시에 시약당 하나의 라이신을 해리시키므로, 가수 분해 중 라이신의 수는 단백질에 부착된 PEG의 
수를 나타내고, 따라서 결합체에 부착된 시약 분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임의적인 방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IFNα2a
가 다음 실시예들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IFNα의 다른 종이 예시가 되는 방법에 의해 PEG에 결합될 수 
있다.

실시예 1

화학식(1)의 결합체의 제조방법

물질

IFNα2a를 공지된 방법(Pestka,  상기 참조)에 의해 제조하였다.  화학식(2)의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시약을 셰어와터 폴리머스, 인코포레이티드(알라바마주 헌츠빌 소재)로부터 구입하였다.  입자 직경이 
25 내지 40㎛인 프락토겔 EMD CM 650(S)수지를 이엠 세포레이션스(EM Separations; 매사츄세츠 깁스타운 
소재)로부터 공급받았다.  pH 7.3인 농축(10배) 인산 완충염(PBS)을 바이어휘타커 (BioWhittaker; 매릴
랜즈 워커스빌 소재)로부터 구입하였다.  소디움 도데실(라우릴) 설페이트/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
동(SDS-PAGE) 전-주조 겔과 전기영동 장치를 노벡스(NOVEX; 캘리포니아 산 디에고 소재)로부터 얻었다.  
SDS-PAGE 상의 PEG 결합체 단백질 착색을 위해 콘센트레이티드 패스트 스테인(Concentrated Fast Stain)
을 조이온 리서치 인코포레이티드(Zoion  Research, Inc. 매사츄세츠주 뉴톤 소재)로부터 구입하였다.  
LAL 내독소 효력 검정 장치를 케이프 코드 인코포레이티드(Cape Cod, Inc.; 매사츄세츠 우즈 홀 소재) 
제휴자로부터 구입하였다.  사용된 모든 다른 시약은 사용할 수 있는 최상품이였다.  경정맥구에 캐뉼러
를 삽입한 래트와 BDF-1  마우스를 챨스 리버 레보레이토리스(Charles River Laboratories, 매사츄세츠 
윌밍톤 소재)로부터 공급받았다.

실험 절차

A. 화학식(1)의 결합체의 소규모 제조방법

화학식(2)의 시약(평균 분자량 40,000돌턴)의 208㎎(5.2μ㏖)를 pH 8.0인 100mM 보레이트 10㎖ 중 IFNα 
50㎎(2.6μ㏖)에 첨가하였다.  최종 단백질 시약의 몰비는 1:2이었다.  반응 혼합물을 4℃에서 2시간동
안 교반하였다.  결정 아세트산으로 pH를 4.5까지 조정하므로써 반응을 중지시켰다.

상기 반응 혼합물을 물로 50배 희석시키고, 0.2μ 여과기를 통해 여과시키고, 100㎖(3.2 X 13㎝) 프락토
겔(Fractogel) EMD CM 650(S)으로 충전시킨 아미콘 칼럼 상에서 20㎖/min.의 속도로 적용시켰다.  상기 
칼럼을 먼저 pH 4.5의 10mM 암모늄 아세테이트로 평형화시켰다.  상기 칼럼 용리액을 UV 흡수도 280㎚으
로 측정하였다.  그 다음에, 상기 칼럼을 UV 흡수도가 기선에 돌아올 때까지 평형 완충액으로 세척하였
다.  하나 초과의 부착된 화학식(2)의 시약을 갖는 PEG-IFN 결합체(PEG-IFN 올리고머)를 pH 4.5의 40mM 
암모늄 아세테이트로 용리시키고, 화학식(1)의 결합체를 40mM 암모늄 아세테이트 완충액 중 0.12M NaCl 
로 용리시켰다.  상기 칼럼에 잔류한 변형되지 않은 IFN를 동일한 완충액 중의 05M NaCl로 용리시켰다.  
상기 칼럼을 1.0 NaCl로 세척하여 재생시킨 다음, 평형 완충액으로 세척하였다.  화학식(1)의 결합체의 
혼주된 분획을 YM10 막에 적합한 아미콘 교반 세포 농축기에서 약 1㎎/㎖ 농도까지 농축시켰다.

정제에 사용되는 프락토겔 CM 650(S) 양이온 교환 수지는 PEG와 변형되지 않은 IFN을 효과적으로 흡착시
킨다.  흡착 강도는 PEG화 정도에 따라 좌우되었다.  상기 결합체는 변형되지 않은 IFN보다 덜 강하게 
결합하였다.   PEG-IFN  올리고머를  40mM  암모늄  아세테이트로  용리되는  반면,  화학식(1)의  결합체는 
0.12M NaCl로 용리되었다.  변형되지 않은 IFN은 0.5M NaCl로 용리되었다.  모든 제제물은 5EU/㎎ 미만
의 내독소를 함유하였다.  결과로 생성된 제제물은 화학식(1)의 결합체를 99% 초과로 함유하고, 변형되
지 않은 IFN은 함유하지 않았다.

B.  화학식(1)의 결합체의 대규모 제조방법

화학식(2)의  시약(평균  분자량  40,000돌턴)  6240㎎(156μ㏖)을  4℃에서  1mM  HCl  63㎖에  용해시키고, 
50mM 보레이트 완충액 중 인터페론 1000㎎(52μ㏖)을 함유한 pH 9.0의 용액 125㎖에 신속하게 첨가하였
다.  최종 단백질/시약의 비는 1:3이고, 최종 반응 혼합물 단백질의 농도는 5.3㎎/㎖이였다.  반응 혼합
물을 4℃에서 2시간동안 교반하였다.  결정 아세트산으로 pH를 4.5까지 조정하여서 반응을 중지시켰다.

상기 반응 혼합물을 물로 10배 희석시키고, 먼저 20mM  아세트산 나트륨으로 평형시킨 600㎖ 프락토겔 
EMD CM 650(M)으로 충전시킨 칼럼 상에서 1.3㎖/min.의 직선 속도로 적용시켰다.  상기 칼럼을 평형 완
충액으로 세척한 다음, 10mM NaCl으로 세척하여서 과량의 시약, 반응 부산물, 및 PEG-IFN 올리고머를 제
거하였다.  화학식(1)의 결합체를 200mM NaCl을 함유한 평형 완충액으로 용리시켰다.  칼럼에 계속 흡착
되어 있는 변형되지 않은 인터페론을 평형 완충액 중 0.75M NaCl로 세척하므로써 제거하였다.  0.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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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로 용리되는 화학식(1)의 결합체를 추가로 농축시키고, 150mM NaCl을 함유한 pH 5.0의 20mM 아
세트산 나트륨의 최종 제제 완충액에 여과시켰다.  화학식(1)의 결합체의 총 수득률은 40 내지 45%이였
다.  

대규모의 제조방법으로부터 정제된 PEG-IFN은 화학식(1)의 결합체가 99%를 초과하여 이루어진다.  본 실
시예의 화학식(1)의 결합체의 평균 분자량은 IFNα2a의 평균 분자량인 19,241돌턴과 상기 시약의 평균 
분자량인 40,000 내지 45,000, 약 43,000돌턴을 포함하여 62,000돌턴이다.

실시예 2

화학식(1)의 결합체의 특성

단백질 측정

단백질 농도를 1㎎/㎖ IFNα2a 용액에 대해 1.0의 A280 수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DS-PAGE 분석

상기 결합체를 라에믈리(Laemmli)의 방법(문헌[Nature 227, 680(1970)])에 따라 환원 조건하에서 소디움 
도데실(라우릴)설페이트/폴리아크릴아미드(8 내지 16%) 겔 전기영동으로 분석하였다.  PEG-결합체를 함
유한 SDS-PAGE를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패스트 스테인(조이온 리서치, 인코포레이티드)을 사용하여 단백
질에 착색하였다.

내독소량의 측정

내독소량을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LAL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제조물은 5 EU/㎎ 미만의 내
독소량을 함유하였다.  

실시예 3

화학식(1)의 결합체의 생체외 생체 활성

소 신장 세포 내의 항바이러스성 활성

IFNα2a와 실시예 1.A에서 제조된 화학식(1)의 생체외 항바이러스성 활성을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루
빈스타인 등, 상기 참조)로 포화시킨 마딘-다비(Madin-Darby) 소 신장 세포(MDBK)를 사용하는 세포 배양 
생검으로 측정하였다.  항바이러스성 활성을 상응하는 잔류 활성과 함께 출발 IFN의 %로 표 1에 나열하
였다.

[표 1]

항바이러스성 활성

샘플 PEG 형태 총 PEG 중량

(kDa)

변형되지 않은

Lys의 수

비활성

(U/㎎)

잔류 활성

(%)

IFNα2a - - - 2.00 X 10
8 100

화학식(1)의 
결합체

분지됨 40 1 1.40 X 10
7 7

인간 종양 세포 내의 생체외 항증식성 활성

생체외 항증식성 활성을 보르덴(Borden) 등이 기재한 바와 같이 인간의 다우디(Daudi; Burkitt 림프종)
에서 효력 검정하였다.   인간의 다우디 세포를 10% 송아지 혈청과 2mM 글루타민을 보충한 RPMI 1540(그
랜드 아일랜드 바이올로지칼스; Grand Island Biologicals, 뉴욕 그랜드 아일랜드 소재) 중의 정지상 서
스펜션 배양물로 유지하였다.  상기 세포를 스크린시켜서 미코플라스마를 함유하지 않았음이 발견되었

다.  세포(2 x 10
4
)를 매질 100㎕ 중 미량 적정 플레이트의 웰(코스타; 매사츄세츠주 소재)에 첨가하였

다.  IFN과 실시예 1.A.에서 제조된 화학식(1)의 여러 농도를 100㎕ 부피의 웰에 첨가하였다.  상기 플

레이트를 37℃에서 5%의 CO2 내에서 72시간동안 보온하였다.  세포 수확 16시간 전에 세포를 
3
H-티미딘의 

0.25μCi/웰(뉴 잉글랜드 뉴클레어(New  England  Nuclear),  매사츄세츠주 보스톤 소재)로 진동시켰다.  
상기  세포를  유리  여과기  상에서  수확하고,  액체  섬광  계수기로  계수하였다.   상기  결과를  다음 
수학식(1)을 사용하여 계산되는 억제율(%)로 표기하였다:

상기 식에서, 

A는 대조 배양물(매질 만에서 보온된 세포) 내의 cpm이고;

B는 실험 배양물 내의 cpm이다.

4번 반복하여 샘플을 작동시키고, 표준 편차는 모든 경우에서 평균의 20% 미만이였다.  실험들은 필적할
만한 결과를 갖도록 2회 이상 실시하였다.

IFN과 결합체의 항증식성 활성(IC50)를 표 2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IFN의 항증식성 활성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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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화학식(1)의 결합체의 항증식성 활성이 28배 증가됨을 나타낸다.

[표 2]

인간 다우디(Burkitt 림프종) 세포주 내의 생체외 항증식성 활성

샘플 항증식성 IC50(ng/㎖) 활성 증가

IFNα2a 0.56 1배

화학식(1)의 결합체 0.02 28배

실시예 4

약물 동태

평균  체중이  240  내지  260g이고  경정맥구  캐뉼러를  외과적으로  삽입시킨  스프래그  다우리(Sprague 
Dawley) 암 래트(rat)를 개별적으로 가두고, 음식과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고, 12시간의 명-암 주
기를 유지하였다.  도착한지 4 내지 6시간 내에, 경정맥구 캐뉼러를 PBS로 채웠다.  그 다음날, 0.15 내

지 0.2㎖ PBS를 채운 후에 PBS 0.2 내지 0.4㎖ 중 IFNα의 2 X 10
6
 단위를 주입시키고, PBS 0.15 내지 

0.2㎖를 주입시켜서 모든 약이 동물 신체내로 세척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동물에게 8 X 10
6
 IFNα 

단위/체중㎏을 투여하였다.

혈액 샘플을 IFN와 화학식(1)의 결합체를 주입한지 5분, 15분 및 30분후에 채혈하고, 또한 1시간, 3시
간, 5시간 및 24시간후에 채혈하였다.  모든 시간점에서, 처음 혈액 0.15 내지 0.2㎖을 폐기한 후, 혈액 
0.5㎖의 분액을 경정맥구 캐뉼러를 통해 새 주사기를 사용하여 채혈하였다.  상기 샘플을 실온에서 혈청 
분리 튜브 내로 배출시켰다.  일단 모든 샘플이 상기 시간점에서 수확되면, 상기 튜브를 냉장 에펜도르
프(Eppendorf) 원심분리기 내에서 14,000 x g로 10분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상기 분리된 혈청을 1.5㎖의 
미세 튜브로 이동시키고, 생검이 준비될 때까지 -80℃로 동결시켰다.  혈청 샘플을 적당히 희석시키고, 
각 시간점에서의 항바이러스성 활성을 상기한 바와 같이 측정하였다.  시간 대 활성의 도식화로부터, 상
기 화학식(1)의 결합체와 IFNα의 최종 반감기를 측정하고, 혈장 체류 시간과 함께 표 3에 나열하였다.  

[표 3]

최종 반감기(
t
1/2) 및 평균 혈장 체류시간

샘플 t
1/2 (시간) 혈장 체류시간(시)

IFNα2a 2.1 1.0

화학식(1)의 결합체 15.0 20.0

최종 
t
1/2을 로그 직선 회귀법으로 추정하였다.

실시예 5

면역원성

300,000 단위의 항바이러스성 활성을 갖는 정상적인 BDF-1 마우스(그룹당 10마리)에게 각종 인터페론 제
제물을 1주일에 5회, 1일에 1회 복강내 주입하였다.  또한, 일부 마우스에게는 단량체 형태보다 더 면역
원성이 있는 IFNα2a의 응집 형태를 주입하였다.  마지막 주입 후에 혈액 샘플을 19일동안 취하고, 혈청
을 중화 항체에 대해 평가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IFNα2a를 주입한 마우스는 중화 항체를 생성하였고, 이 반응은 인터페론 응
집체를 주입한 마우스에서 더욱 증가하였다.  본 발명의 결합체를 주입한 동물의 다수에서는 항체가 검
출되지 않았다.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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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원성

처리 항체(INU/㎖)*

평균 범위

IFNα2a 2,400 217 내지 8,533

IFNα2a 응집체 42,667 8,000 내지 768,000

화학식(1)의 결합체 0 0 내지 1,133

* 인터페론 중화 단위/㎖

실시예 6

생체내 항종양 활성

화학식(1)의 결합체(PEG2-IFNα2a)와 변형되지 않은 IFNα2a의 생체내 항종양 활성을 마우스의 피하내 
이식시킨 각종 인간 종양 세포 크기를 감소시키는 능력에 의해 평가하였다.  그 결과를 도 1 내지 6에 
도시하였다.  

절차  :  무의식의 무모 마우스(Harlan)에게  인간의 신장 A498  세포(도  1과  도  2),  인간의 신장 ACHN 

세포(도 3과 도 4), 또는 인간의 신장 G402 세포(도 5와 도 6) 2 X 10
6
개를 좌후방 측복부 아래에 피하 

이식하였다.  지적된 대로 3 내지 6주동안 종양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허용되는 크기 기준은 
0.05 내지 0.50㎤이었다.  상기 마우스에게 PEG2-IFNα2a 또는 무변형된 IFNα2a를 주단위의 총복용량 
30, 60, 120 또는 300㎍으로 투여하였다.  PEG2-IFNα2a의 경우, 상기 마우스를 각 치료당 PEG2-IFNα2a 
30,60, 120 또는 300㎍를 사용하여 1주일에 1회(월요일) 치료하였다.  변형되지 않은 IFNα2a의 경우, 
마우스를 각 치료당 10, 20, 40 또는 100㎍를 사용하여 1주일에 3회(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치료하였
다.  치료의 지속 시간은 종양 응집도에 따라 4 내지 5주이였다.  종양 부피는 치료 전 매주 월요일에 
측정하였다.

결과 : 치료를 시작한지 7일, 14일, 21일 및 28일 후에 모든 주단위 복용량에 대하여 PEG2-IFNα2a는 변
형되지 않은 IFNα2a와 비교할 때 A498 종양 크기에서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었다(도 1과 도 2).  치료를 
4주동안 지속하였다.  치료를 중단한지 7일후에, 각 그룹에서 3마리의 마우스가 죽었다.  PEG2-IFNα2a
로 처리한 3마리의 마우스에서는 잔류 종양이 관찰되지 않았다.  변형되지 않은 IFNα2a로 치료한 마우
스에서는 각 3마리의 마우스의 A498 종양 중량이 각각 1.28g, 0.62g 및 1.60g이였다. 3마리의 대조 마우
스의 A498 종양 중량은 2.32g, 2.37g 및 1.94g이였다.  4주의 치료 기간 완료후 80일째에, 7마리의 마우
스의 종양 존재를 촉진(觸診)에 의해 측정하였다.  촉진에 의하면 모든 7마리의 마우스에는 종양 조직이 
없었다.

14일, 21일, 28일 및 35일에 60㎍, 120㎍ 및 300㎍의 주단위 복용량에 대하여 PEG2-IFNα2a는 변형되지 
않은 IFNα2a에 비교할 때 ACHN 종양 크기의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었다(도 3과 도 4).

14일,  21일,  28일  및  35일에  60와  120㎍의  주단위  복용량에  대하여  PEG2-IFNα2a는  변형되지  않은 
IFNα2a에 비교할 때 G402 종양 크기의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었다(도 5와 도 6).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인터페론α(이하, IFNα로 기재함)의 PEG 유도체의 신규한 부류이다.  본 발명의 결
합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지된 PEG 구조물을 갖는다.  분지된 PEG는 2개의 선형 PEG 분자가 단
일 부위에 부착되어서 PEG화의 다중 부위를 만들지 않으면서 부착된 PEG 질량을 두 배가 되게 하는 이점
이 있다.

변형되지 않은 IFNα(즉, PEG가 부착되지 않은 IFNα)과 비교하여, 상기 결합체는 증가된 순환 반감기, 
증가된 혈장 체류시간, 감소된 면역원성, 감소된 제거율 및 증가된 항증식성 활성을 갖고, 감소된 생체
외 항바이러스성 활성을 수반한다.  다른 PEG-IFNα 결합체와 비교할 때, 본 발명의 결합체는 다른 특성
에서 발생하는 강화 또는 감소에 불균형적으로 더 증가한 항증식성 활성을 갖고, 실제로 면역원성을 갖
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폴리에틸렌 글리콜 단위의 평균 분자량이 약 26,000 내지 약 66,000돌턴(dalton)인, 다음 화학식(1)으로 
표시되는 생리적으로 활성인 폴리에틸렌 글리콜-인터페론α(PEG-IFNα) 결합체(conju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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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1

상기 식에서, 

R과 R'는 독립적으로 저급 알킬이고;

X는 NH 또는 O이고;

n과 n'은 600 내지 1500의 합을 갖는 정수이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틸렌 글리콜 단위의 분자량이 약 35,000 내지 약 45,000돌턴인 결합체.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틸렌 글리콜 단위의 분자량이 약 40,000돌턴인 결합체.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R과 R'이 메틸인 결합체.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X가 NH인 결합체.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IFNα가 IFNα2a인 결합체.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n과 n'의 합의 평균이 850 내지 1000인 결합체.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R과 R'이 메틸이고; X가 NH이고; IFNα가 IFNα2a이고; 또한 n과 n' 중 하나 또는 둘다가 420인 결
합체.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R과 R'이 메틸이고; X가 NH이고; IFNα가 IFNα2a이고; 또한 n과 n' 중 하나 또는 둘다가 520인 결
합체.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항증식성 활성이 IFNα보다 높고, 항바이러스성 활성이 IFNα보다 낮은 결합체.

청구항 11 

다음 화학식(2)로 표시되는 시약을 IFNα와 공유 결합시켜서 다음 화학식(1)로 표시되는 PEG-IFNα 결합
체를 생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IFNα와 비교할 때 항증식성 활성이 증가되고 항바이러스성 활성이 감
소된 다음 화학식(1)로 표시되는 PEG-IFNα 결합체를 생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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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1

상기 식에서, 

R과 R'는 독립적으로 저급 알킬이고;

X는 NH 또는 O이고;

n과 n'은 600 내지 1500의 합을 갖는 정수이다.

화학식 2

상기 식에서, R과 R'은 독립적으로 저급 알킬이고, n과 n'는 600 내지 1500의 합을 갖는 정수이다.

청구항 12 

제 1항 내지 제 10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PEG-IFNα 결합체 및 치료적으로 불활성인 담체를 포함하는, 
면역조절 장애를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약학 조성물.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종양성 질병 또는 감염성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약학 조성물.

청구항 14 

제 11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제조되는 제 1항 내지 제 10항중 어느 한 항에 따른 PEG-IFNα 결합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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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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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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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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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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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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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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