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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특이성 글루코사민 이당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적어도 하나의 아실기가 분지되고 2-<1>
N-및/또는 2'-N-아실화된 글루코사민이당류 및 이러한 이당류로 이루어지는 화합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은 추가로 지질다당류의 지질A부분으로 이루어지고 특이성 알칼리 처리를 가하게될 출발 물질로 부터 
이러한 이당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활성 성분으로서 이러한 이당류로 이루어
지는 제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이러한 이당류의 용도에 관한 것
이다.

지질다당류는 그람-음성균(Gram-negative bacteria)과 같은 미생물의 내생독소를 구성하고, 다당<2>
류 성분 및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지질 A로 불리우는 이러한 지질 성분은 지질다당류의 내생독
성 성질을 결정한다(Rietschel E. Th. et al. in Immunobiology, Volume 186, pages 169-190 [1993]).

미국 공개 특허 제 4,912,094호에서, 개질된 지질다당류가 그의 항원성 및 면역성-자극화 성질을 <3>
유지하면서 감소된 내생독성 성질을 보이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개질된 지질다당류는 3-0-탈 아실
화된 것이고, 산 가수분해에 의해 3-0-탈 아실화된 이당류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화합물 중 모노포스
포릴(monophosphoryl) 3-O-탈 아실화된 이당류가 디포스포릴(diphosphoryl) 3-O-탈 아실화된 이당류 보다 
덜 독성이 있다.

본 발명은 3-O-탈 아실화된 및 3'-O-탈 아실화된 이당류 또는 3-O-위치 및/또는 3'-O-위치에서 <4>
짧은 O-가교된 알킬 또는 아실기로 이루어지는 이당류, 및 2-위치, 2'-위치에서 또는 2-위치 및 2'-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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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쪽에서 적어도 하나의 N-가교되고 분지된 아실기로 이루어지는 이당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화합물
은 생물학적 활성(면역성변조화와 같은)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더 낮은 내생 독성을 보이고 항-암 활성을 
갖는다.

비록 2- 및 2'-위치에서 N-가교된 아실기로 이루어지는 합성 3-O- 및 3'-O-탈 아실화된 글루코사<5>
민 이당류(compound  307,  Takada,  H.  et  al,  in  CRC  Critical  Reviews  in  Microbiology,  Volume  16, 
pages 477-523 [1989] ; and compound LA-19-PP, Rietschel et al. [1993])가 시험관 내 분석에서 약간의 
면역생물학적 활성을 보였고, 이러한 활성이기준 세균성 지질 A 시험체의 것들 보다 훨씬 더 약했기 때문
에, 이러한 특이성 글루코사민 이당류가 더 낮은 내생독성과 유지된 생물학적 활성의 결합을 갖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다. 상기의 이당류는 또한 전형적인 내생독성 활성이 부족했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음의 일반 화학식을 갖는 β(1→6)글루코사민 이당류 및 그들의 염에 관한 <6>
것이다.

윗 식에서<8>

R1은      하이드록실기,<9>

          디하이드록시포스포노일옥시(dihydroxyphosphonoyloxy)기 <10>

          또는 그의 전하 띤 형태,<11>

          (C1-C5)아실옥시기,<12>

          (C1-C5)알킬옥시기, 또는<13>

           X기 이고,<14>

R2 및 R2'는 적어도 R2 또는 R2'가 Y기 라는 조건으로 각각 아실기 또는<15>

            Y기 이고,<16>

R3 및 R3'는 각각수소,<17>

           (C1-C3)알킬기, 또는<18>

            (C1-C3)아실기이고,<19>

R4는         수소,<20>

            (C1-C3)알킬기, 또는 <21>

            (C1-C3)아실기이고,<22>

R4'는        수소,<23>

             (C1-C5)아실기,<24>

             (C1-C5)알킬기,<25>

             디메톡시포스포노일(dimethoxyphosphonoyl)기, 또는<26>

             포스포노기 또는 그의 전하 띤 형태, 및<27>

R6'는        수소,<28>

             하이드록실기,<29>

             디하이드록시포스포노일옥시기,<30>

             하이드록시설포닐옥시(hydroxysulphonyloxy)기, 그의 전하 띤<31>

             형태, 또는 Z기 이고,<32>

여기서 X기는 다음으로 이루어지는기에서 선택된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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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르복시 (C1-C5)알킬옥시기,<34>

             -O-CH-[(CH2)mCOOH][(CH2)nCOOH]기,<35>

             여기서 m= 0 내지 5 및<36>

                    n= 0 내지 5이고,<37>

             포스포노 (C1-C5)알킬기,<38>

             디메톡시포스포노일옥시(dimethoxyphosphonoyloxy)기,<39>

             하이드록시설포닐옥시기,<40>

             하이드록시설포닐(C1-C5)알킬기, 및<41>

             X기의 전하 띤 형태이고,<42>

여기서 Y기는 다음으로 이루어지는기에서 선택된다.<43>

             아실옥시아실(acyloxyacyl)기,<44>

             아실아미노아실(acylaminoacyl)기,<45>

             아실티오아실(acylthoacyl)기,<46>

             (C1-C24)알킬옥시아실(alkyloxyacyl)기,<47>

             (C1-C24)알킬아미노아실(alkylaminoacyl)기,<48>

             (C1-C24)알킬티오아실(alkylthioacyl)기, 및<49>

여기서 Z기는 다음으로 이루어지는기에서 선택된다.<50>

             (C1-C24)알킬옥시기,<51>

             (C1-C24)아실옥시기,<52>

           3-디옥시-D-만노-2-옥툴로손 산(3-deoxy-D-manno-2-octulosonic,<53>

            acid (KDO)),<54>

             (KDO)n, 여기서 n= 1 내지 10 이고,<55>

             천연 지질다당류에서 비롯한 측쇄 같은 다당류 측쇄,<56>

             천연 지질다당류에서 비롯한 성분 같은 코어(core)성분, 및<57>

             아미노-(C1-C8)알킬-카르복실기 이다.<58>

이러한 글루코사민 이당류는 예를 들어 대장균, 지질 A 및 미국 공개 특허 제 4,912,094호에 의<59>
거하여 개질된 지질 A에서 얻은 지질다당류(LPS)보다 리뮬러스(limulus)변형세포 용해질(LAL)테스트에서 
결정된 한층 더 낮은 내생독성을 보인다. 게다가,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러한 글루코사민 이당류는 인터
류킨(interleukin)  1-알파(IL  1-alpha),  IL-6,  종양 괴사 인자(TNF)  및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PGE)과 같은 산화 질소 반응성 중간물 및 사이토카인(cytokines)을 유발한다.

추가로, 이러한 이당류는 복막 암종증에서 항-종양 활성을 보인다.<60>

최종적으로 이러한 이당류의 급성 독성은 극히 낮다. 스위스산 생쥐들에 있어서 kg 체중 당 이당<61>
류 100mg의 정맥 내 투여 후에 죽은 쥐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발명은 또한 생물학적 근원 물질로부터 얻은 출발 물질, 즉, 그람-음성균과 같은 미생물에서 <62>
얻은 다당류의 지질 A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출발물질을 사용하여 이러한 글루코사민 이당류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러한 출발물질을 적어도 당(糖) O-가교된 아실 및/또는 O-가
교된 옥시아실기가 제거될 만큼 알칼리 처리에 가한다. 적당하다면, 알칼리-처리된 출발 물질은 다당류 
와 코어 성분(산 처리 에 의해)을 제거하기 위해서, 및 1-위치, 2-위치, 3-위치, 4-위치, 2'-위치, 3'-위
치, 4'-위치 및 6'-위치에서 치환체를 변화 또는 교환하기 위해서 추가처리에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 의거하는 글루코사민 이당류는 또한 상응하는 글루코사민 이당류에서 출발하<63>
는 합성에 의해 얻어질 수 있고 대상 치환체를 2- 및/또는 2'-위치에 도입할 수 있다.

상기-밝힌 생물학적 활성과 결합한 극히 낮은 내생독성에 기인하여,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러한 <64>
이당류는 제약학적 조성물의 정예 활성 성분을 형성한다. 그러한 제약학적 조성물 및 이당류는 그 자체가 
면역성 변조화제, 항-종양제 및 왁찐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글루코사민 이당류(β(1→6) D-글루코사민 이량체)는 각 글루코사민이 내생<65>
독성 및/또는 생물학적 활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3- 및 3'-위치의 하이드록실기 또는 짧은 O-
가교된 알킬 또는 아실기, 및 추가로 2- 또는 2'-위치 또는 2- 및 2'-위치 양 쪽에서 적어도 하나의 N-가
교되고 분지된 아실기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으로 특성 지워진다. 남는 2'-또는 2-위치는 N-아실화 된다. 
추측할 수 있게, 분지된 아실기의 형태로 있는 것 중 적어도 하나인, 2-위치 및 2'-위치의 두 소수성 쇄
(鎖)의 존재는 이당류에게 극히 낮은 내생독성 및 유지된 생물학적 활성의 결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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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일반적으로 Y기 로 언급된 분지된 아실기는 아실옥시아실기, 아실아미노아실기, 아실티오<66>
아실기, (C1-C24 )알킬옥시아실기, (C1-C24 )알킬아미노아실기,  및 (C1-C24 )알킬티오아실기로 이루어지는기에

서 선택된다.

아실옥시아실기의 경우에 있어서, 두 개의 아실기는 산소 원자를 거쳐서 가교되고, 아실아미노아<67>
실기의 경우는 NH기를 거쳐서, 및 아실티오아실기의 경우는 황 원자를 거쳐서 가교된다. Y기 의 그 외 구
성원인, (C1-C24)알킬옥시아실기, (C1 -C24)알킬아미노아실기, 및 (C1-C24)알킬티오아실기는 상응하는 하이드

록시 지방 산에서 출발하여 얻을 수 있다.

바람직하게, Y기 는 3-아실옥시아실기, 3-아실아미노아실기, 및 3-아실티오아실기와 같은 그것의 <68>
3-위치에 분지되고 N-가교된 아실기를 대표한다. 상기에 언급된 (C1-C24)알킬 동등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다.

바람직하게 Y기 의 구성원은 지방산 잔여물, 하이드록시 지방산 잔여물 및 옥시 지방산 잔여물에<69>
서 바람직하게 선택된 하나 또는 두 개의 아실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아실옥시아실기가 바람직하게 3-아
실옥시아실기인 경우, 이러한 아실 부분은 3-하이드록시 지방산 잔여물 또는 에스터-가교된 기를 위한 3-
옥소 지방산 잔여물로 이루어진다. 아실옥시아실기의 전형적인 예는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C24)-카르

복시산으로 에스터-가교된 3-하이드록시 (C4-C24 )-지방산-아실이다. 바람직하게 아실옥시아실기는 3-하이

드록시 위치에서 (C10-Cl8)-지방산으로 에스터-가교된 3-하이드록시 (C8-C18)-지방산-아실 이다. 그러한 아

실옥시아실기들은 대장균(Escherichia coli), 혈호균속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 캠필로박터
속 공장균(Campylobacter jejuni), 유색 간균속 바이올라세움(Chromobacterium violaceum), 나이세리아속 
수막염균(Neisseria meningitidis), 살모넬라속 미네소타(Salmonella minnesota) 와 같은 그람-음성균의 
지질 A 성분 내에 존재한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바람직한 글루코사민 이당류의 첫번째기 중 아실옥시아실기는 2'-위치에서 <70>
이러한 아실옥시아실기를 갖는,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2-지방산으로 에스터-가교되고 N-가교된 3-하이

드록시 C14-지방산-아실 이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또 다른 바람직한 글루코사민 이당류 중 아실옥시아실

기는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4 -지방산으로  에스터-가교되고  N-가교된  3-하이드록시 C14 -지방산-아실 

이고, 아실옥시아실기는 바람직하게 2'-위치에 있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또 다른 바람직한 글루코사민 이당류 중 아실옥시아실기는 2-위치에서 이러<71>
한 아실옥시아실기를 갖는,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2-지방산으로 에스터-가교되고 N-가교된 3-하이드록

시 C14-지방산-아실 이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또 다른 바람직한 글루코사민 이당류 중 아실옥시아실기는 

2-위치 및 2'-위치 둘 모두에서 아실옥시아실기를 갖는,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2-지방산으로 에스터-가

교되고 N-가교된 3-하이드록시 C14-지방산-아실 이다.

Y기 가 손대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본 발명은 모든 R- 및 S- 거울상 이성질체 및 라세미 <72>
혼합물(racemic mixture)을 포함한다.

기타 N-가교된 치환체는 또한 아실기 또는 아실옥시아실기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당<73>
류의 두번째기에 따르는 아실기는 3-하이드록시(C4-C24 )-지방산, 바람직하게 3-하이드록시(C10-C18)-지방산

이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바람직한 이당류 중 아실기는 2-위치 또는 2'-위치의 3-하이드록시 C14-지방산

이다.

그러나, N-가교된 치환체는 또한 상기에 정의된 아실옥시아실기일 수 있고, 및 3-하이드록시 위<74>
치에서 (C1-C20 )-카르복시산으로 에스터-가교되고 N-가교된 3-하이드록시 (C4-C24 )-지방산-아실, 바람직하

게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0-C  18)-지방산으로 에스터-가교되고 N-가교된 3-하이드록시 (C8-C18)-지방산

-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 좀 더 바람직한 것은 R2가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l2-지방산 또는 C16 -지방산

으로 에스터-가교되고 N-가교된 3-하이드록시 C14-지방산-아실, 및 R2' 가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2-지방

산 또는 C14-지방산으로 에스터-가교되고 N-가교된 3-하이드록시 C14-지방산-아실인 이당류이다.

Y기 내에서 아실기 및/또는 아실과 알킬기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75>

본 명세서에 있어서 "지방산 잔여물" 이란 용어는 실질적으로 C2-C30 원자의 소수성 쇄를 의미하<76>
고, 상기쇄는 질소, 산소, 황과 같은 삽입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종 원자를 가질 수 있고, 연적, 분지
된, 포화된, 모노-또는 폴리-불포화될 수 있고, 생물학적 활성이 실질적으로 역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제
공될 수 있고, 하이드록실, 옥소, 아실옥시, 알콕시, 아미노, 니트로, 시아노, 할로게노, 설피드릴 과 같
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될 수 있는 쇄이다. 치환된 지방산 잔여물의 예(아미드-가교된 치
환체로 이루어지는)가 오노주카 등에 의해 발표 되었다(Onozuka, K. et al. in Int. J. Immunopharmac, 
Volume 15, pages 657-664[1993]).

치환체 R 1 은 (C1-C5 )아실옥시기 또는 (C1-C5 )알킬옥시기일 수 있고 반면에 R4'는 (C1-C5 )아실기 <77>
또는 (C1-C5)알킬기일 수 있으며, 글루코사민 이당류의 성질이 역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제공될 수 있다. 

추가로, R1은 하이드록실기일 수 있고 R4는 수소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 R1 및 R4'는 각각 인을 함유하는 

기일 수 있다.  특히 1-위치 또는4'-위치에서의 그러한 기는 사이토카인의 다른 자극(Takada,  H.,  and 
Kotani,  S.,  in  Bacterial  Endotoxic  Lipopolysaccharides,  Morrison,  D.C.  and  Ryan  J.,  CRC  Press, 
Volume 1, pages 107-134 [1992] 참조, 특히 page 123)과 같은 생물학적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바람직한 이당류는 1-위치에 디하이드록시포스포노일옥시기 및 4'-위치에 포스포노기로 
이루어지고, 1-위치에 대한 기는 바람직하게 α-공간배열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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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체 R1 은 또한 X기로 대표될 수 있다. X기 는 일반적으로 생리학적 pH에서 음 전하를 띤다. <78>
X기 는 카르복시(C1-C5)알킬옥시기일 수 있다. X기 는 또한-0-CH-[(CH2)mCOOH][(CH2)nCOOH]의 화학식을 갖

는 디카르복실산 일 수 있고, 여기서 m = 0 내지 10 및 n= 0 내지 10, 바람직하게 m과 n=0, m과 n= 1, 및 
m= 1 및 n= 3 이다. 1-위치에 m과 n=1 인 디카르복실산 치환체는 오노주카 등에 의해 발표되었다(1993). 
디카르복실산 대신에 X기 는 포스포노메틸기 또는 포스포노에틸기 과 같은 포스포노(C1-C5)-알킬기로 대표

될 수 있다.

치환체 X기 는 또한 하이드록시설포닐메틸기와 같은 황산염기 또는 하이드록시설포닐(C1-C5)-알<79>
킬기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치환체 R3 및 R3'은 짧은 알킬 또는 아실기일 수 있고, 본 발명에 의거하는 글루코사민 이당류의 <80>
내생독성 및/또는 생물학적 활성에 역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들은 (C1-C3)알킬기 및 (C1-C3)아실기 이

다. 바람직하게, 치환체 R3 및 R3'은 둘 다 수소이고, 그것은 3-위치 및 3'-위치가 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위치의 치환체 R4는 (C1-C3)알킬기 또는 (C1-C3)아실기 이고 그 의미는 상기에 정의되었다. 4-<81>
0-아실화된 이당류는 쿠수모토 등이 발표한 방법을 사용하여 합성될 수 있다(Kusumoto S., et al., ACS 
Symposium,  Series,  Volume  231,  pages237-254[1983]).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4-위치에 하이드록실기
(R4=H)이다.

치환체 R6 '는  수소,  하이드록실기,  디하이드록시포스포노일옥시기,  하이드록시설포닐옥시기 및 <82>
그의 전하 띤 형태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글루코사민 이당류의 물-용해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6'-위치의 치환체는 Z<83>
기 에 의해 부여된 친수성 특성이 확고해질 수 있다. Z기는 지질 A 성분에 직접적으로 인접한 천연 다당
류의 내부 코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3-디옥시-D-만노-2-옥툴로손 산(KDO) 또는 몇개의 KDO 분자일 수 
있다.

Z기 는 또한 천연 지질다당류에서 비롯된 측쇄 또는 천연 지질다당류에서 비롯된 코어 성분과 같<84>
은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다당류 쇄일 수 있다.

Z기 는 또한 아미노-(C1-C8)알킬-카르복실기일 수 있다.<85>

한편으로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당류의 물-용해도는 6'-위치에서 치환체의 친수성 특성을 갖는 <86>
전하 띤기의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물-용해도는 또한 글루코사민 이당류가 예를 들어, 
존재 시 디하이드록시포스포노일옥시기, 카르복시산 염기, 포스포노기, 하이드록시설포닐옥시기, 및 하이
드록시설포닐알킬기와 쌍을 형성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알칼리 금속 양이온 및/또는 암모늄 이온으로 
이루어지는 염과 같은, 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 개선될 수 있다.

알킬 및 아실 쇄 또는 부분이 질소, 산소, 황과 같은 삽입된 하나 또는 그이상의 이종 원자를 가<87>
질 수 있고, 연적, 분지된, 포화된, 모노- 또는 폴리-불포화될 수 있고, 생물학적 활성이 실질적으로 역
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제공될 수 있고, 하이드록실, 옥소, 아실옥시, 알콕시, 아미노, 니트로, 시아노, 
할로게노, 설피드릴 과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환체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글루코사민 이당류는 그람-음성균과 같은 미생물 내에 존재하는 지질다당류<88>
의 지질 A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출발 물질로 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지질다당류는 예를 들어 이러한 
미생물의 분획으로 이루어지는 표면 구조물 및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지질다당류 내에 존재한다. 출발물질
을 위한 원료로 사용된 바람직한 그람-음성균은 대장균과 혈호균속 인플루엔자 이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LPS 또는 지질 A가 출발 물질로서 사용되어도 좋다.

3-위치 및 3'-위치에서의 선택적인 탈아실화는 알칼리 처리를 사용하여 실행된다. 알칼리 처리의 <89>
조건은 글루코사민이 두 위치에서 3-하이드록시 탈아실화 될 만큼 선택된다. 알칼리 처리는 수산화 나트
륨 또는 탄산칼륨과 같은 수산화물, 탄산염 및 인산염을 사용하여 실행될 수 있다. 실례적 유기 알칼리 
약품은 디에틸아민 및 트리에틸아민 과 같은 알킬아민 이다. 알칼리 처리는 수성 또는 유기 매질 내에서 
통상적으로 실행된다. pH는 전형적으로 10 내지 14의 범위에 있고, 바람직하게 11 내지 13이며, 실제적 
조건 하의 pH는 예를 들어 12.2이다. 알칼리 처리는 주위 온도 및 70℃ 사이의 온도에서, 바람직하게 37
℃ 에서 통상적으로 실행된다. 실행기간은 출발 물질의 유형에 의존한다. 미생물로부터 출발한 실행기간
은 1시간 및 10일 사이에서 변화하고, 바람직하게 8시간 및 5일, 그러나 통상적으로 8 내지 40시간의 범
위에 있다. 지질다당류 또는 지질A 로부터 출발한 실행기간은 0.2 내지 10시간, 바람직하게 1 내지 5시간
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실행기간은 1.5 내지 3시간 이다.

출발물질이 6'-위치에서 제거될 코어 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출발 물질에 그러한 코어 성분<90>
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 처리를 가한다. 이러한 산 처리는 상기-언급된 알칼리 처리 전 또는 후에 실행될 
수 있다. 산 처리는 pH 1 내지 5, 바람직하게 2.5 내지 4.5의 pH 범위, 통상적으로 3.5와 같이, 3 이상 
4.5 이하의 pH에서 실행된다. pH 1 또는 그 이하에서 글루코사민 이당류는 탈인산화되고, 결과로 모노 인
산화된 형태가 된다. 사용될 수 있는 산은 염산 및 빙초산과 같은 광물 및 유기 산 이다. 산처리의 실행
기간은 약 30분에서 5시간이고, 바람직하게 1 내지 2시간이다. 산처리 동안의 온도는 약 70 내지 100℃, 
바람직하게 80 내지 100℃,실용적으로 95℃ 로 증가된다. 그 후에 온도는 주위 온도로 감소된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글루코사민 이당류는 또한 두 2-위치 및 2'-위치에 아실옥시아실기, 아실아<91>
미노아실기 및/또는 아실티오아실기를 부착시킴에 의해 상응하는 탈-, 모노-, 또는 디-인산화된 글루코사
민 이량체로부터 출발하여 얻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러한 글루코사민 이당류의 후속 부분 탈 아실화 및 생성 글루코사민 이당<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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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분리는 2-위치 또는 2'-위치에 분지된 아실기를 갖도록 얻어진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글루코사민 이당류는 제약학적 조성물 또는 약물에서 사용될 수 있고, 적용<93>
의  빈도  및  투여량에  의존하여,  산화  질소  반응성  중간물  및  사이토카인의  생성물의  내성화를  억제, 
자극, 또는 유발하기 위한 면역성변조화제로서, 항-종양제로서, 예를 들어 T-세포 활성화제로서, 왁쩐 성
분으로서, 내생 독소 결합사이트(sites)에 대한 경정물로서, 및 인터류킨의 변조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극히 낮은 내생독성에 기인하여 이러한 이당류는 거의 또는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없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당류는 정맥 주사, 피하주사, 복강내 주사, 근육 주사와 같은 것을 사용하<94>
여 체계적으로 또는 국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투여량은 동물 또는 사람 환자, 연령, 체중, 증상 또는 
처리될  질병,  기대되는  치료학적  효과,  투여  루트(route),  처리기간과  같은  것에  의존하여  변화할 
것이다. 만족스러운 효과는 한번 또는 그 이상의 1 일 투여량 또는 유지된 방출 형태로써 투여된 0.001 
내지 500 mg/kg체중 의 투여량을 사용하여 얻어질 것이다.

제약학적 조성물은 예를 들어, 수용액 또는 비-수용액, 현탁액 및 유상액(乳狀液) 의 비-경구 투<95>
여를 위한 제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 또는 희석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수용액 또는 현탁액은 증류수 
또는 생리학적 염성하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비-수용액은 프로필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올리브 
유와 같은 식물성 오일, 알코올을 포함할 수 있다. 조성물은 방부제, 보습제, 유화제, 분산제 와 같은 기
타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더욱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 참고로 오직 예증적 목적을 위해 본 명세서에 제공된, 및 <96>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은 다음의 실시예들이 이루어진다.

실시예 1<97>

대장균 I-1147(번호 I-1147로 1991년 10월 3일 CNCM에 침착된)이 표 1 에 나타낸 조성을 갖는 배<98>
양 배지에서 배양되었다.

올리고금속 스톡 용액 : 2.5g FeCl2·4H2O, 0.25g CoCl2·6H2O, 0.25g NaMoO4·7H2O, 0.25g MnSO4<100>
·4H2O, 0.25g ZnSO4·7H2O, 0.25g NiSO4·7H2O, 0.05g H3BO4, 0.05g CuSO4, 그 후에 1.0L H2O를 첨가하고, 

혼합하고 1.1㎖H2SO4 (85%)를 첨가한다.

배양배지의 pH를 5N NaOH, 5% 암모니아 또는 25% HCL을 사용하여 맞추었다. 통기 및 고발(500 <101>
rpm)하에 대장균 I-1147을 37℃ 및 pH6.9에서 배양하였다.

그 후에 열 처리(2분 간 105℃)를 사용하여 발효체의 내용물을 불활성화시켰다.<102>

발효체의 불활성화된 내용물을 한외 여과(cut-off 1000kD)하였고, 잔류된 세균을 수성 0.6% NaCl <103>
용액을 사용하여 세척하였다. 세척된 세균 현탁액을 한외 여과로 농축하였다. 생체질량이 764g 건조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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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산출되었다.

생체질량을 7.0g/l 로 희석시키고, 345 ㎖ 10.77 N NaOH 첨가에 의해 알칼리 처리를 가했고 40시<104>
간 동안 37℃(pH 12.2)에서 배양하였다.

알칼리성 추출물에 첫번째 한외 여과(cut-off 1000kD)를 가했고, 삼투물(the permeate)에 두번째 <105>
한외 여과(10kD)를 가했다. 두번째 한외 여과의 잔유물(the retentate)에 산처리를 가했다.

잔유물을 7.01의 물로 희석시켰고 빙초산 370 ㎖ 를 사용하여 산성화(최종 pH 3.52)시켰다. 혼합<106>
물을 교반하면서 120분 간 95℃ 까지 가열하였다. 그후에 산 현탁액을 25℃로 냉각하였다. 침전물을 원심
분리(4000x g, 25℃ 50 분간)에 의해 분리하였다. 펠렛(pellet)을 물(3.71)에서 다시 부유시켰고, 프로판
-2-올(4.31)을 사용하는 추출을 가했고, 25℃ 에서 60분후에 252 ㎖ 트리에틸아민을 첨가(pH9.0)하였고, 
24시간 동안 교반을 계속하였다.

상징액을 원심분리(4000x g, 25℃ 50분 간)로 복구하였고 90% 프로판-2-올을 사용하여 펠렛을 두 <107>
번  재-추출하였다.  상징액이  결합되었고  전환된-상(相)크로마토그래피(Waters  No.  10001,  Preparative 
C18, 125 Å)를 가했다.

선택적으로, 산-처리된 추출물에 한외 여과를 가했고 잔유물(> 1000 kD)을 농축시켰고 5 부피의 <108>
물에 대하여 투석하였다. 투석된 잔유물을 9 부피의 프로판-2-올로 희석하였고 트리에틸아민(TEA)으로 pH 
9로 맞추었다. 2 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추출을 실행하였다.

상기에 기재한 바와 같이 상징액을 제거하고 침전물을 프로판-2-올로 재-추출한다. 상징액이 결<109>
합되고 진공 농축(40℃, 12 Torr)을 가하고, 최종적으로 전환된-상 크로마토그래피 C18 프렙 셉 팍(Prep 

Sep Pak)(Waters No. 10001)을 가한다.

각각의 두 상징액을 2 부피의 물로 희석하고 5 mM 테트라부틸암모늄 포스페이트<110>
(tetrabutylammonium phosphate, TBAP)로 혼합하고 250 ㎖ CH3CN : H2O 1:1, (v/v)+5mM TBAP로 전-준비된 

50 g의 전환된-상 크로마토그래피(Waters No. 10001, Preparative C18, 125 Å)로 이루어지는 컬럼에 적용

한다. 컬럼을 60% CH3CN : H2 O 1:1, (v/v)+5 mM TBAP 및 40% 프로판-2-올 : H2O 9:1, (v/v)+5 mM TBAP로 

세척하였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당류가 30% CH3CN : H2O 1:1, (v/v)+5 mM TBAP 및 70% 프로판-2-올 : 

H2O 9:1, (v/v)+5mM TBAP에서 분획별로 용리 되었다.

전환된 상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얻은 이당류 분획을 물 1:1 (v/v)+25 mM TBAP로 희석하고 제조용 <111>
HPLC 컬럼(Millipore-Waters Bondapak C18 300Å 15M, 300mm x 47 mm Φ)에 적용한다. 본 발명에 의거하
는 이당류 분획이 67% 프로판-2-올 : H2O 9:1, (v/v) +25 mM TBAP 및 33% CH3CN : H2O 1.1, (v/v)+25 mM 

TBAP에서 분획별로 용리 되었다. 이러한 분획은 본 발명에 의거하는 55 mg의 이당류 A를 함유하였다.

이당류의 탈염<112>

이당류 A 분획의 부분표본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염을 제거하였다. 셉팍 박 C18 플러스 컬럼(Sep <113>
Pak Vac C18 Plus Column(silica C18, 0.6 ㎖, Waters No. 20515))이 5㎖ 의 CHCl3-CH3OH 2:1, (v/v), 5㎖ 

의 CH3CN 및 5 ㎖ 의 CH  3CN : H2O 1:1, (v/v)을 연속적으로 주입함에 의해 준비되었다. HPLC 분획을 3 

부피의 H2O로 희석한 후에, 총 6 ㎖ 의 희석된 샘플을 컬럼에 첨가하였다. 그 후에 10 ㎖의 CH3CN을 수반

한 10 ㎖ 의 CH3CN : H2O 1.1, (v/v) +10 ㎖ 의 mMHCl로 TBAP를 제거하였다. 그 후에 5 ㎖ 의 CHCl3-CH3OH 

2:1, (v/v)로 순수한 이당류 A를 제거하였다.

35℃에서 진공(12 Torr) 하에 분획을 증발 건조 하였다. 탈염된 이당류 A 를 생물학적 및 생화학<114>
적 테스트를 위한 H2O : TEA 1000:1, (v/v)에 또는 FAB-MS를 위한 클로로포름 : 메탄올 2:1, (v/v)에 다시 

용해시켰다.

나트륨 염 형태의 제조<115>

10g의 전환된-상 C18 프렙 셉 팍(Waters No. 10001)으로 이루어지는 컬럼이 50㎖ 의 CH3CN 및 50 <116>
㎖ 의 CH3CN : H2O 1:1, (v/v) 으로 연속적으로 전-준비되었다.

1 부피의 H2O로 희석시킨 후에 샘플(HPLC 분획)을 컬럼에 첨가하였다. 흡착후에, 컬럼을 100 ㎖ <117>
의 CH3CN : H2O 1:1, (v/v) +5 mM TBAP로 세척하였다. 그 후에 50 ㎖의 프로판-2-올 : H2O 9:1, (v/v)+5 

mM TBAP로 이당류를 제거하였다.

결과로  얻은  분획을  다음과  같이  정제하였다.  20  ㎖의  큐-세파로스빠른유출(Q-Separose  fast <118>
flow(Pharmacia 17-0510-01))로 이루어지는 컬럼이 30 ㎖ 의 NaOH 1 M 로 처리되고, 중화시키기 위해 H2O

로  세척되고,  30  ㎖  의  HCl  1  M로  처리되고,  중화시키기  위해 H2 O로  세척함에  의해  연속적으로 

준비되었다.

샘플을 직접적으로 컬럼에 적용하였다. 흡착후에, 비 흡착된 물질을 200 ㎖ 의 H2O 및 100㎖의 <119>
프로판-2-올 :H2O 9:1, (v/v)로 제거하였다. 이당류를 100 ㎖의 NaCl 0.9% : 이소프로판올 1:1, (v/v)로 

용리하였다.

다음과 같이 최종 정제를 달성하였다. 10 g의 전환된-상 C18 프렙 셉 팍으로 이루어지는 컬럼이 <120>
50㎖ 의 CH3CN, 50 ㎖ 의 CHCl3-CH3OH 2:1, (v/v), 5㎖의 CH3CN 및 50 ㎖의 50% CH3CN : H2O 1:1, (v/v)으

로 연속적으로 전-준비 되었다. 1 부피의 H2O로 희석시킨 후에 샘플을 컬럼에 첨가하였다. 흡착후에,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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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00 ㎖ 의 H2O, 200 ㎖ 의 프로판-2-올 : H2O 9:1, (v/v) 및 50 ㎖ 의 CH3CN로 연속적으로 세척하였다. 

이당류를 50 ㎖ 의 CHCl3-CH3OH 2:1, (v/v)으로 용리하였다. 35℃에서 진공(12 Torr)하에 분획을 증발건조 

하였다.

나트륨 염은 물에 자유롭게 용해(100mg/㎖까지)할 수 있었다.<121>

실시예 2<122>

혈호균속 인플루엔자(National Collection of Type Cultures에서 구매한 (ATCC9795))가 표2에 나<123>
타낸 조성을 갖는 배양배지에서 배양되었다.

배양 배지를 헤민(hemin ; 10 mg/l)과 NADH(4 mg/l)로 보충하였다. 5 N NaOH 또는 25% HCl을 사<125>
용하여 pH를 7.0±0.3 으로 맞추었다. 정지상의 형성 개시 후에 배양을 중단하였고 발효체의 내용물을 열 
처리(100℃  100초  간)로 불활성화 시켰다.  불활성화된 배양물에 원심분리를 가했고 분리된 생체질량을 
0.6% NaCl수용액(대략 60 g/l)으로 희석하였다. 0.2 N NaOH의 최종 농도 까지 10N NaOH을 첨가함으로써 
알칼리성 처리를 실행하였다. 연속적인 교반 하에 5 일 간 37℃에서 처리를 실행하였다.

알칼리성-처리된 용해질을 빙초산을 사용하여 pH 3.5 로 산성화 한 후에 직접적으로 산처리를 가<126>
했다. 혼합물을 120 분 간 95℃까지 가열하고 뒤이어 상온으로 냉각한다.

침전물을 원심분리(10,000x g, 4℃에서 30분)하였고 상징액은 버렸다.<127>

침전물을 CH3CN : H2O 1:1, (v/v) 에서 다시 부유시켰고 pH는 TEA를 사용하여 pH 9로 맞추었다. <128>
원심분리(15,000 x g, 10분)한 후에, 5 mM TBAP로 맞추었다. 상징액을 50 ㎖ CH3CN : H2O 1:1, (v/v)을 사

용하여 준비된 셉 팍 박 C18 컬럼(10g silica C18, 35 ㎖, Waters NO.43345)에 적용한다. 본 발명에 의거하

는 이당류 B를 함유하는 분획을 50ml의 프로판-2-올 : H2O 9:1, (v/v)+5 mM TBAP로 용리하였다.

이러한 분획을 약 2 ㎖ 까지 증발(35℃, 12 Torr)시켜서 농축하였다. 분획을 원심분리(15,000 x <129>
g,  5  분)  하였고 상징액을 준-제조용 HPLC C 18  컬럼(Macherey-Nagel  No.  715806,  250  mm  x  10  mm  Φ, 

Nucleosil 300-7Cl8)에 적용했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당류 B 를 함유하는 분획을 28% CH3CN : H2O 1:1, 

(v/v) +25 mM TBAP및 72% 프로판-2-올 : H2O 9:1, (v/v) +25 mM TBAP로 이루어지는 분획 내에서 용리하였

다.

이당류 B를 실시예 1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탈염 시켰다.<130>

실시예 3<131>

대장균 0111  :  B4  의 지질다당류(Sigma,  Product  No.  L3024)에 37℃에서 1.5  시간동안 0.2  M <132>
NaOH에서 알칼리성 처리를 가했다. 용액을 1 M 인산을 사용하여 중화 시켰다.

400 ㎕ 의 알칼리성 처리된 LPS 용액을 한외여과(Millipore Ultrafree-MC, UFC3 LGC 00, cut-off <133>
10 kD)로 농축 시켰다.

잔유물(> 10 kD)을 400 ㎕ H2O에서 희석하고 빙초산을 사용하여 0.2 M 아세트산으로 맞춤으로써 <134>
산처리를 가했다. 산성화된 용액을 120분 간 95℃ 로 가열하였다. 25℃ 로 냉각한 후에 원심분리(15,000 
x g, 10분)에 의해 침전물을 침강시키고 상징액은 버렸다. 침전물을 20 ㎕ H2O:TEA 1000:1,(v/v)에 용해시

켰고 이러한 용액을 분석용 HPLC C18 컬럼(Supelco No. 58985, Supelcosil LC-18, 3㎛ 150 mm × 4.6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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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에 적용했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당류분획을 42% CH3CN : H2O 1:1, (v/v)+5mM TBAP 및 58% 프로판-

2-올 : H2O 9:1, (v/v) +5 mM TBAP로 이루어지는 분획 내에서 용리하였다.

실시예 4<135>

대장균 F-583(Sigma, Product No. L5399)의 2 mg/㎕ 지질 A 용액을 1000:1, (v/v)의 H2O : TEA로 <136>
제조하였고, 이러한 용액에 37℃에서 2.5 시간 동안 0.2 M NaOH를 사용하는 알칼리성 처리를 가했다. 용
액을 1 M 인산을 사용하여 중화시켰다.

중화된 용액을 분석용 HPLC 컬럼(Supelco No. 58958, Supelcosil LC-18, 3 ㎛ 150 mm × 4.6 mm <137>
Φ)에 적용했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당류를 42% CH3CN : H2O 1:1, (v/v)+5 mM TBAP 및 58% 프로판-2-올 

: H2O 9:1, (v/v)+5mM TBAP에서 용리하였다.

실시예 5<138>

2-아미노-2-디옥시-6-O-(2-아미노-2-디옥시-4-O-포스포노-β-D-글루코피라노실)-α-D-글루코피<139>
라노실 디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Holst et al. Eur. J. Biochem. 214 (1993) 695-701]를 메탄올에서 소듐 
메톡사이드(정확히 4.0  몰 당량)로 처리하고 그 후에 (R)-3-도데카노일옥시테트라데카노 무수물(2.2  몰 
당량)[무수 이염화메탄에서 (R)-3-도데카노일옥시테트라데카노산 을 DCC(0.5 몰 당량)으로 반응시켜서 제
조된, Charon et al. J. Chem. Soc. Perkin Trans. I. (1984) 2291-2295]로 처리 한다. 상온에서 12시간 
후에, 물(메탄올의 2x 부피)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디에틸 에테르로 추출한다(3-도데카노일옥시테트라데카
노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용 상을 농축하고 본 발명에 의거하는 조(粗) 이당류 C를 전환된-상 HPLC에 
가한다. 생성물을 H2O : TEA 1000:1, (v/v)에 용해하고 테트라부틸암모늄포스페이트[TBAP]를 5 mM의 농도

로 첨가한다. 그 후에 이러한 용액을 제조용 HPLC 컬럼(Millipore-Waters Bondapak C18 300Å 15M 300 mm 
x 47 mm Φ)에 적용한다. 이당류 C를 CH3CN : H2O 1:1, (v/v) +25 mM TBAP(용매 A) 및 프로판-2-올 : H2O 

9:1, (v/v) +25 mM TBAP(용매 B)로 기울기 용리(50% A/50% B에서 0% A : 100% B분 당 1 %로, 유출 속도 
80㎖/분)한다. 탈염은 다음과 같이 성취한다. 이당류 C 를 함유하는 HPLC 분획을 물로 희석시키고 그 후
에 C18-셉팍 박 플러스 컬럼(Waters)[CHCl3 : CH3OH 2:1, (v/v), CH3CN, CH3CN : H2O 1.1, (v/v)으로 연속적

으로 전-준비된 C 18 전환된-상 실리카 겔]에 적용한다. TBAP는 CH3 CN  : H2 O  1:1,  (v/v),  10  mM  HCl  및 

CH3CN으로 연속적으로 세척함으로써 제거된다. 순수한 이당류 C를 CHCl3 : CH3OH 2:1, (v/v)로 용리 한다. 

실시예 6<140>

실시예 5 에서 얻은 이당류 C 를 함유하는 수용 상(정제 전의)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12.5 의 <141>
초기 pH로 이끄는 농도인, 정확히 1.0 몰 당량)으로 처리하고, 상온에서 24시간후에 혼합물을 pH 6.5 내
지 7로 맞추고 제조용 HPLC 컬럼(Millipore-Waters Bondapak C18 300Å 15M 300 mm x 47 mm Φ)에 적용한
다. 이당류 A 및 D를 CH3CN : H2O 1:1, (v/v) +25 mM TBAP(용매 A) 및 프로판-2-올 : H2O 9:1, (v/v) +25 

mM TBAP(용매 B)로 기울기 용리(75% A : 25% B 에서 0% A : 100% B분 당 1%로, 유출 속도 80㎖/분)한다. 
이당류 A 및 D를 함유하는 HPLC 분획을 실시예 5에서 이당류 C에 대해 기재한 바와 같이 탈염한다.

비교예(본 발명에 의거하지 않는)<142>

대장균 F-583(Sigma Product No. L5399) 에서 얻은 10 mg/㎖ 지질 A의 용액을 1000:1, (v/v) 의 <143>
H2O : 트리에틸아민 으로 제조하였고, 뒤이어 37℃서 20분 동안 0.2M NaOH로 알칼리성 처리를 가했다. 이

러한 시간간격은 오직 3-O-탈아실화된 지질 A에만 충분했다(Myers  et  al.  in  Cellular  and  Molecular 
Aspects of Endotoxin Reactions, pages 145-156 [1990], Elsevier Science Publishers).

용액을 오르토인산으로 중화시켰다. 생물학적 분석을 위해서 용액을 0.1% TEA/0.9% NaCl로 희석<144>
했고 추가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FAB-MS  를 위해 이러한 알칼리-처리된 지질 A의 샘플을 전환된 상 HPLC  (Supelco  No.  58985, <145>
Supelcosil LC18, 3㎛ 15 mm x 4.6 mm Φ)로 정제하였다. 18% CH3CN : H2O 1:1, (v/v)+5mM TBAP 및 82% 프

로판-2-올 : H2O 9:1, (v/v)+5mM TBAP에서 용리되는 주 피크(peak)를 실시예 1 예서 기재된 조건 하에 탈

염시켰다. FAB-MS분석으로 1570.1 질량 단위의 분자 이온(1569.1 로 계산된)을 얻었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당류의 물리-화학적 특성<146>

실시예 1 및 2에서 얻은 이당류 A 및 B에 물리화학적 특성화를 가했다.<147>

글루코사민이 산가수분해(4M HCL, 16시간, 100℃, Ar 분위기) 및 페닐이소티오시안산 염을 사용<148>
하는 유도체화 및 후속의 HPLC에 의한 정량 분석 후에 결정되었다(Anumula, K. R. et al., Analytical 
Biochemistry, Volume 179, pages 113-122 [1991]).

전체 지방산이 메탄올 존재 중 BF3 를 사용하는 메틸화에 의한 산가수분해(4 M HCl, 4 시간, 100<149>
℃)  및  가스  크로마토그래피(column  OV-1,  Hewlett  Packard)에  의한  정량적  결정  후에 결정되었다
(Miller, L., Gas-Liquid Chromatography or Cellular Fatty Acids as a Bacterial Identification Aid, 
Gas Chromatography Application Note, pages 228-237[1984]).

에스터-가교된 지방산이 NaOCH3 를 사용하는 처리 후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결정되었다<150>
(Rietschel, E. T. et al., European Journal of Biochemistry, Volume 28, pages 166-173 [1972]).

인산 염이 아메스의 방법에 의거하여 결정되었다(Ames, B. N., Methods in Enzymology, Volume <151>
8, page 115-118 [1966]).

3-디옥시-D-만노-2-옥툴로손산(KDO)이 카르카니스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결정되었다(Karkhanis,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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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D. et al., Analytical Biochemistry, Volume 58, pages 595-601 [1978]).

이당류 A의 용액은 2.1 μmol/㎖ 인산염, 1.9 μmol/㎖ 글루코사민, 1.0 μmol/㎖ C12:o 지방산 <153>
및 2.2 μmol/㎖ 3OH-C14:o 지방산 으로 이루어져 있다. 3OH-C14 : o 지방산 잔여물이 아미드 가교된 것을 

보여주는, 에스터-가교된 지방산 잔여물의 방출 후에 오직 C12:o 지방산만이 검출되었다. KDO는 검출되지 

않았다(<이당류 A 10 몰 당 1 몰).

따라서, 이당류는 몰 당 2몰의 인산염, 2몰의 글루코사민, 2 몰의 3OH-C14 :o지방산 및 1 몰의 <154>
C12:o 지방산을 함유한다.

고속 원자 충격 질량 분석(FAB-MS)은 CHCl3-CH3OH 1:1, (v/v), 농도 1mg/㎖ 에서 샘플의 음성 모<155>
드(mode)를 보였다. Vacc 8 kV에서 VG ZAB-2SE 질량 분석기 세트가 30 kV 및 1㎂의 방출 전류에서의 스펙

트럼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분석기는 요오드화 세슘을 사용하여 검정되었다. FAB-MS 스펙트럼을 
제 1 도에 나타내었다. 이당류 A는 1133.55 질량 단위(계산된 질량 1133.3)에서 분자성 피크를 보인다. 
그 외 피크는 분석하는 동안 생성물의 단편화를 제시한다. 피크 1053.5는 인산염기의 결손을 나타내고 
951.3은 C12 지방산의 결손을 나타낸다.

이당류 B 의 FAB-MS 스펙트럼이 제 2 도에 주어지고 1161.8 질량 단위(계산된 질량 1161.3)에서 <156>
분자성 피크를 보인다. 1183.8 질량 단위에서의 피크는 나트륨의 첨가를 나타낸다. 951.6의 피크는 C14 지

방산의 결손을 나타낸다. 973.6 질량단위에서의 피크는 나트륨 이온을 갖는 피크 951.6의 단편을 나타낸
다.

이당류 A(D2O중 나트륨 염)의 
1
H-NMR-스펙트럼(Bruker 360 MHz)이 제 3 도에 주어지고 

13
C-NMR-스<157>

펙트럼(Bruker 90 MHz)은 제 4 및 5 도에 주어진다(확장된 척도).

다음의 β-D-글루코사민-(1-6)-α-D-글루코사민 이당류들의 구조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158>

* 이당류A (2-디옥시-6-O-[2-디옥시-2-[(R)-3-도데카노일옥시테트라데카노일아미노]-4-O-포스포<159>
노-β-D-글루코피라노실]-2-[(R)-3-하이드록시테트라데카노일아미노]-α-D-글루코피라노실 디하이드로겐

포스페이트),

* 이당류B (2-디옥시-6-O-[2-디옥시-2-[(R)-3-테트라데카노일옥시테트라데카노일아미노]-4-O-포<160>
스포노-β-D-글루코피라노실]-2-[(R)-3-하이드록시테트라데카노일아마노]-α-D-글루코피라노실 디하이드

로겐포스페이트),

* 이당류 C (2-디옥시-6-O-[2-디옥시-2-[(R)-3-도데카노일옥시테트라데카노일아미노]-4-O-포스포<161>
노-β-D-글루코피라노실]-2-[(R)-3-도데카노일옥시테트라데카노일아미노]-α-D-글루코피라노실 디하이드

로겐포스페이트),

* 이당류 D (2-디옥시-6-O-[2-디옥시-2-[(R)-3-하이드록시테트라데카노일아미노]-4-O-포스포노-<162>
β-D-글루코피라노실]-2-[(R)-3-도데카노일옥시테트라데카노일아미노]-α-D-글루코피라노실 디하이드로겐
포스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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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당류의 내생독성 및 생물학적 활성<164>

이당류 A(실시예 1) 및 이당류 B(실시예 2)의 내생독성 및 생물학적 활성을 결정했고 HPLC에 의<165>
한 정제 없이, 대장균 0111 : B4 (Sigma, Product No. L3024), 지질 A(Sigma, Product No. L5399, 실시예 

4 에서 출발 물질로써 사용된)에서 비롯된 지질 다당류 및 대장균 F583(비교예에서와 같이 제조된)의 지
질 A에서 비룻된 3-O-탈아실화된 지질 A의 내생독성 및 생물학적 활성 과 비교했다.

1. 내생독성<166>

내생독성을 리뮬러스 변형세포 용해질(LAL) 테스트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테스트는 내생독소가 <167>
리뮬러스 폴리페무스(Limulus polyphemus)의 혈임파(血淋巴)의 응고를 유발한다라는 관측에 근거한다.

겔화 테스트에 있어서, 테스트될 화합물의 연속적인 희석액이 LAL 1 : 1(v/v)(Haemachem Inc., <168>
sensitivity LAL 0.06 endotoxin units/㎖)로 혼합되었고, 혼합물을 37℃ 에서 1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에 40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겔 형성을 관찰 하였다. 겔이 형성된 마지막 희석액을 반응 
미세평판을 전환시킴으로써 결정하였다.  샘플 내의 내생독소 활성을 표준 지질다당류(내생독소 1  단위 
=0.1 ngLPS)의 희석액과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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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생독성을 색원체 테스트에서 측정하였는데, LAL 중 LPS에 의한 단백질가수분해효소의 활<169>
성화가 색원체(Ac-Ile-Glu-Ala-Arg-pNA ; Bio Whittaker Kit No. 50-650U)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색소 
형성(pNA(p-니트로아닐린)의 단체 분리)이 405 nm에서 측정되었다.

샘플을 37℃에서 10분 간 예비-배양했고 뒤이어 LAL로 이루어지는-색원체를 첨가하였다. 405 nm<170>
에서 0.2의 흡광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LPS 표준에 대해 얻어진 기준 곡선과 비교
하여 내생독소 활성을 계산하였다.

생성물 ng당 ng LPS 로 나타낸 결과를 표3에 나타낸다.<171>

그러므로 표 3은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당류 A 및 B가 특히, 미국 공개 특허 제 4,912,094 호에 <173>
의거하는 3-O-탈아실화된 지질 A에 대하여, 가장 낮은 내생독성을 보임을 나타낸다.

2. C57BL/6 생쥐들의 대식세포 중 유발된 시험관 내 생물학적 활성<174>

6  주  된  숫놈  C57BL/6  생쥐들의  둔부,  대퇴골  및  경골로  부터  골수를  채취하였다. 둘베코<175>
(Dulbecco) 재질된 배지에서 골수 현탁액의 균질화 및 원심분리후에, 펠렛을 둘베코 재질된 배지에 다시 
부유시켰고 L-929 섬유아세포(군체 자극 인자 1[CSF-1]용 통상 원료)의 30% 상징액 및 20% 말의 혈청으로 

보충된 동일한 배지에서 ㎖ 당 4×10
5 
세포의 농도로 세포를 배양하였다.

7 일 후에 성숙한 대식세포를 채취했고 5% 태(胎) 송아지 혈청으로 이루어지는 둘베코 개질된 배<176>

지에서 ㎖ 당 7×10
6
 세포의 농도로 다시 부유시켰다. 이러한 세포 현탁액을 동일한 배지에서 희석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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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1, (v/v) 로 혼합하였고 70,000 세포/웰(well)을 갖는 미세평론에서 수행된 생물학적 테스트(100% 
습도 및 8% CO2, 37℃ 에서 22 시간 동안 배양)에 사용하였다.

산화 질소(NO)생성<177>

산화질소(NO)는 세균감염 및 특히 LPS에 반응하여 대식세포에 의해 생성된다. NO는 세포성 색전 <178>
및 세포독성 성질을 갖는 것 같다. NO는 매우 반응성이 크고 산화에 의해 즉시 아질산염 및 질산염으로 
변환된다.

아질산염 형성을 그리스(Griess)  테스트(N-(1-나프틸)에틸렌 디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물 중 <179>
lg/l] 및 p-아미노벤젠설폰아미드 [5% H3PO4 중 10g/l] 1:1 (v/v)의 첨가)로 결정하였다. 활성화된 대식세

포의 상징액 중 아질산염 농도를 표준 NaNO2와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180>

LPS는 최상의 NO 생성을 유발한다. 지질 A, 3-O-탈아실화된 지질 A, 이당류 A 및 이당류 B 는 동<182>
일한 위수의 NO 생성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이당류 A 및 B는 지질 A 및 3-O-탈아실화된 지질 A 만큼 강하게 대식세포에서 NO-생성<183>
을 유발한다.

인터류킨-1α(IL-1α)의 생성<184>

IL-1α는 LPS 로 자극받았을 경우 대식세포를 포함하는 다수의 세포에 의해 생성된다. 몇몇의 보<185>
고된 IL-1α 활성은 T-세포의 활성화, T-세포 중 Il-2 수용체 표현 및 사이토카인 유전자 표현의 유발, 
B-세포-증식 및 Ig 분비의 동시-자극, 및 Il-2의 촉진 및 NK-중개된 세포독성의 IFN-유발된 활성화, 급성 
상 단백질 합성의 유발 및 초열 유발을 포함한다.

대식세포의 상징액 중 IL-1α 의 농도를 엘리사(ELISA)-테스트(Kit GENZYME, Intertest-1α)로 <186>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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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표 5에 요약하였다.<187>

사용된 최고 농도에서 생성이 여전히 증가하기 때문에, IL-1α 의 최대 생성을 결정하는 것은 불<189>
가능하다.

500 ㎍/㎖ 의 농도에서 IL-1α 생성의 유발은 지질 A, 3-O-탈아실화된 지질 A 및 이당류 A에 대<190>
한 것과 현저하게 다르지 않다. LPS가 IL-1α 생성을 좀 더 강하게 유발한다.

이당류  A에  의한  IL-1α  생성은  적어도  지질  A  및  3-O-탈아실화된  지질  A  에  의한것  만큼 <191>
강하다.

인터류킨-6(IL-6)의 생성<192>

IL-6는 활성화된 단핵세포 또는 대식세포, T- 및 B-임파세포에 의해 생성된다. IL-6는 특정 유형<193>
의 세포의 기타 증식 가운데, 특정 흑색종 세포 계통의 성장 억제, B-임파세포의 분화 및 IgG 분비의 자
극, 세포독성 T-세포의 분화 및 약한 항-바이러스성 활성을 유발한다.

대식세포의 상징액 중 IL-6 농도를 엘리사 테스트(Kit ENDOGEN, EM-IL-6)로 결정하였다.<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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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표 6에 요약하였다.<195>

이당류 A에 의한 IL-6 분비의 자극화는 LPS에 대한 것 보다 현저하게 더 낮다. 그러나, 이당류 A<197>
는 지질 A 및 3-O-탈아실화된 지질 A보다 더욱 강하게 대식세포 중 IL-6 의 생성을 유발한다.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의 생성<198>

TNF-α'는 LPS에 의해 자극받은 대식세포 및 단핵세포에 의해 주로 생성된다. TNF-α에 의해 유<199>
발된  활성들은  인터  앨리아(inter  alia)  항-바이러스성  활성,  특정  세포  유형의  세포붕해  및  세포성 
색전,  특정 세포성 계통의 성장,  주 조직 적합성 복합체 I  및  II군과 같은 항원 표현, 메틸콜란트렌
(methylcholanthrene)으로 유발된 육종의 괴사, 플리모르포뉴클리어(polymorphonuclear) 백혈구(PMN), 파
골세포 활성화 및 뼈 흡수의 활성화 이다. TNF-α는 또한 독성 충격 및 패혈증에 있어서 주요한 조정기 
이다.

대식세포의 상징액 중 TNF-α의 농도를 앨리사 테스트(Kit GENZYME, Factor-test mTNF-α)로 결<200>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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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표 7에 나타내었다.<201>

테스트된 최고 농도에서 생성이 여전히 증가하기 때문에 THF-α의 최대생성을 결정하는 것은 불<203>
가능하였다.

기타 테스트와 대조적으로, LPS 에 의해 유발된 TNF-α의 생성은 이당류 A에 대한 것 보다 더 낮<204>
았다. 이당류 A는 지질 A 또는 3-O-탈아실화된 지질 A와 동등하게 또는 보다 강하게 TNF-α를 
유발하였다.

프로스타글란딘 E2 (PGE2) 생성<205>

PGE1 및 PGE2는 LPS, TNF-α 또는 IL-1 으로 자극받은 대식세포에 의해 합성된 아라키돈 산의 주 <206>
대사산물이다. PGE는 T- 및 B-임파세포에서 면역성변조화 활성을 보인다. PGE는 Th2의 자극 및 Th1 T-임
파세포 부-개체군의 억제를 유발하고 면역 글로불린의 중복기준에 있어서 변경을 유발하는 것 같다.

대식세포의  상징액  중  PGE2  의  농도를  리아(RIA)-테스트(Kit  PAESEL  +LOREI,  36-104-6001 <207>
Prostaglandin E2 3H-RIA Kit)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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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표 8에 요약하였다.<208>

사용된 최고 농도에서 생성이 여전히 증가하기 때문에, PGE2의 최대 생성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210>
능 하였다. 이당류 A에 의한 PGE2 생성의 자극은 LPS에 대한 것 보다 현저하게 더 낮다. 그러나, 이당류 
A가 지질 A 및 3-O-탈아실화된 지질 A 보다 좀 더 활성적이었다. 지질 A 는 PGE2 생성을 유발하지 않았고 
3-O-탈아실화된 지질 A는 오직 사용된 최고 농도에서만 유발하였다.

결론<211>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당류는 시험관 내 활성적이고 NO, IL-1α, IL-6, TNF-α 및 PGE2의 생성을 <212>
유발한다. 본 발명에 의거하는 이당류는 지질 A 및 3-O-탈아실화된 지질 A 보다 활성적 또는 더욱 더 활
성적인 것으로서, 그러나 LAL 테스트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내생독성을 보인다. 지
질 A 및 3-O-탈아실화된 지질 A의 낮은 활성은 순도에서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이 당류 A 및 B 는 
HPLC 로 정제되었고, 지질 A 는 상용 생물학적 제품(Sigma L-5399)이며 3-O-탈아실화된 지질 A는 지질 A
의 상용 제품으로 부터 출발하는 미국 공개 특허 제 4,912,054호에 의거하여 제조된다. 우수한 활성을 갖
는 유일한 생성물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응답을 유발하고 현저한 신호를 유발하기 위해 더 낮은 농도를 
필요로 하는 LPS이다.

3. 생체 내 생물학적 활성<213>

이당류 A의 생체 내 생물학적 활성을 BDIX 쥐에서 유발된 복막 암종증에 대한 항-종양 활성에 관<214>
하여 조사하였다. 마틴 방법(Martin, F. et al., 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 Volume 32, pages 

623-627 [1983])에 의거하여 얻은 프로(Pro)b 세포를 쥐의 복강 내로 주사하였다(쥐 당 10
6 
세포). 10 일 

후에 다수의 고형 소결절이 장간막에 유백(乳白)의 점적으로 출현하였고 복막 공동을 점진적으로 침입하
였다(참고 Lagadec, P. et al., Invasion and Metastasis, Volume 7, pages 83-95 [1987]). 출혈성 복수
증이 4 내지 5 주 후에 출현하였고 모든 쥐가 8 내지 12주 내에 죽었다.

종양성 프로 b 세포의 주사 후 14 일 후에 면역 요법을 시작하였다. 처리는 0.1, 0.3 및 0.8 <215>
mg/kg 체중의 투여량을 사용하는 이당류 A의 복강내 주사로 구성되었다. 이당류 A를 0.9% NaCl 및 0.1% 
트리에틸아민 의 수용액에 용해하였다. 매 3.5일 마다 쥐에게 주사하였다. 대조 그룹에게 수용액을 주사
하였다. 두 그룹 모두 10마리의 쥐로 이루어졌다.

종양세포 주사 후 6주 후에 부검을 실행하였다. 복막 암종증의 정도를 어림적으로 평가하였고 증<216>
가하는 암종증의 순서로 쥐를 분류하였다.

소결절 크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217>

분류 0 : 종양 소결절이 보이지 않음,<218>

분류 1 : 0.2 cm 이하 크기의 소수의 소결절,<219>

분류 2 : 0.5 cm까지의 크기를 갖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결절,<220>

분류 3 : 1cm까지의 크기를 갖는 종양,<221>

분류 4 : 몇 cm 크기의 종양으로 완전히 침입된 종양성 공동.<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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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표 9에서 검토하였다.<223>

항-종양성 활성의 통계학적 유효가 가변도 분석을 사용하는 크루스칼-월리스(Kruskal-Wallis) 테<225>
스트(1)또는 (2)로 계산되었다.

명백하게, 이당류 A 는 투여량-의존성 항-종양성 효과를 갖는다.<226>

4. 급성 독성<227>

이당류 A를 NMRI  생쥐(6 내지 7 주 된)숫놈 및 암놈의 미측(尾側) 정맥내로 주사하였다. 100 <228>
mg/kg 체중 이상의 투여량으로도 죽음을 유발하지 않았다.

실시예 7<229>

출발 물질은 슈도모나스 속 이루기노사(Pseudomonas aeruginosa)(Sigma, Product No. L7018)로 <230>
부터 얻은 지질다당류 이다.  지질 A의 구조는 이미 공지되어 있다(참고 Kulshin  et  al.,  in  Eur.  J. 
Biochem. 198 (1991) 697-704). 대장균으로 부터 얻은 지질 A와 대조적으로, 우세한 종은 디글루코사민 
디포스페이트 뼈대의 양아미노기에서 아실옥시아실 잔여물을 함유한다. 추가로 3' 위치에 3-하이드록시데
카노산이 있으나, 동일한 지방-아실 잔여물은 소 분획의 3 위치에만 존재한다.

3' 위치에서 이러한 지방-아실 잔여물의 제거는 이당류 C의 상사체를 유도할 것이다. 추가 가수<231>
분해는 2 위치 이든 또는 2' 위치이든 아실옥시아실기에서 에스테르화된 지방-아실 잔여물의 손실을 유도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이당류 C 및 D의 상사체 이다.

슈도모나스 속 이루기노사(Sigma L7018)로 부터 얻은 지질다당류 를 pH 4.0의 0.1 M 아세트산 나<232>
트륨에 5 mg/㎖로 용해하였고 100℃ 로 120분 간 가열하였다. 냉각한 후에, 0.5 부피의 프로판-2-올을 첨
가하였고  뒤이어  테트라부틸암모늄  포스페이트(TBAP)를  25  mM  최종  농도로  첨가하였다. 트리에틸아민
(TEA)을 첨가하여 pH 9.0(대략, pH 종이로)로 하였다. 혼합물을 C18 셉 팍(Waters)에 재순환(10회 통과)
시키며 적용하였다. 셉-팍을 아세토니트릴 : H2O 1:1 (v/v) 중 10㎖ 5 mM TBAP 로 세척하고 뒤이어 10 ㎖ 

아세토니트릴로 세척하였다. 흡착된 물질을 4 ㎖ 클로로포름 : 메탄올 2:1 (v/v)로 용리하였다.

두 개의 주 피크, PsAl 및 PsA2 (제 6 도)를 HPLC 로 정제하였고 지방산을 분석하였다. 분자에 <233>
상응하는 지방산 조성이 쿨신(Kulshin)등 에 의해 기재되었다(아래 표). PsAl 은 더 낮은 체류 시간(Rt)을 

갖고서 컬럼으로 부터 용리되므로 PsA2보다 덜 소수성 이다. 이러한 것은 두 개의 2OH-C12:0 산 잔여물을 
갖는 분자에 상응한다. PsA2는 2OH-C12:0 와 C12:0를 둘 다 갖는다.

용매를 회전 증발기로 제거하였고 잔여물을 0.2% TEA 수용액에 다시 용해시켰다.<235>

수산화 나트륨을 슈도모나스 속 이루기노사 지질 A의 용액에 0.2 M 의 농도로 첨가하였고 용액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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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간 상온에서 항온 처리하였다. 그 후에 용액을 (8.5%) 오르토인산으로 중화시켰다. 용액을 75% 용매 
A(아세트로닐 수 1:1(v/v 중 5mM'TBAP) 및 25% 용매 B (프로판-2-올 : 물 9:1 (v/v)중 5mM TBAP)에서 평
형화된  전환된-상  HPLC  시스템(HP1050  with  a  Supelco  LC18,  3㎛  reversed-phase  column,  with 
precolumn)에 적용하였고 2% 용매 B/분 에서 100% B 의 기울기로 용리하였다. 210nm에서 흠광에 의해 피
크가 검출되었다. 주 피크를 채집하였다(제 7도 참고). 이러한 것을 2 부피의 물로 희석시켰고 용매 A에
서 평형화된 C18 셉 팍 카트리지에 적용하였다. 셉 팍의 것을 프로판-2-올 : H2O 1:3(v/v), 10 ㎖ 물 및 

10 ㎖ 아세토니트릴 중 10 ㎖ 0.45% 염화 나트륨으로 세척하였다. 흡착된 물질을 4 ㎖ 클로로포름 : 메탄
올 2:1 (v/v)로 용리하였고 용매를 질소하에 제거하였다. 분획을 100 ㎕ 물에 다시 용해시켰다.

분획의 지방-아실 함량을 100℃, 4시간, 4 M HCl에서 가수분해 후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237>
하였다.  방출된  지방산을  밀러(Miller,  L.  Gas  Chromatography  application  note  228-37  [Hewlett 
Packard])에 의거하여 메틸 에스터로 변환시켰고 용융 실리라 컬럼(Supelco 2-4026)을 사용하는 휴렛-팩
커드 5890 가스 크로마토그램으로 표준 지방산메틸 에스터(Supelco)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지질  A  추출물의  가수분해  후에,  전환된-상  HPLC에서  많은  피크가  관측되었다.  주요 피크<238>
(PsAOH1, 2, 4 및 6)를 HPLC로 부터 채집하였다. 각 분획에서 규명된 지방산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다음의 이러한 이당류들의 구조화학식은 다음과 같다.<240>

* PsAOH1 : 2-디옥시-6-O-[2-디옥시-2-[(R)-3-[(S)-2-하이드록시도데카노일옥시]-도데카노일아미<241>
노]-4-O-포스포노-β-D-글루코피라노실]-2-[(R)-3-하이드록시도데카노일아미노]-α-D-글루코피라노실 디

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

* PsAOH2  : 2-디옥시-6-O-[2-디옥시-2-[(R)-3-하이드록시도데카노일아미노]-4-O-포스포노-β-<242>
D-글루코피라노실]-2-[(R)-3-[(S)-2-하이드록시도데카노일옥시]-도데카노일아미노]-α-D-글루코피라노실 
디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

* PsAOH4 : 2-디옥시-6-O-[2-디옥시-2-(R)-3-도데카노일옥시도데카노일아미노]-4-O-포스포노-β-<243>
D-글루코피라노실]-2-[(R)-3-하이드록시도데카노일아미노]-α-D-글루코피라노실 디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

* PsAOH6 : 2-디옥시-6-O-[2-디옥시-2-[(R)-3-도데카노일옥시도데카노일아미노]-4-O-포스포노-β<244>
-D-글루코피라노실]-2-[(R)-3-[(S)-2-하이드록시도데카노일옥시]-도데카노일아미노]-α-D-글루코피라노실 
디하이드로겐포스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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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류 E (PsAOH1)<245>

이당류 F (PsAOH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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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류 G (PsAOH4)<249>

이당류 H (PsAOH6)<251>

또한 분획을 전기-분무 질량분석법(ES-MS)으로 음성 모드에서 분석하였다. VG Biotech BIO-Q기기<253>
를 3중의 사중극자 분석기와 함께 사용하였다. 각 샘플의 2내지 4 ㎕ 를 10 ㎕ 아세토니트릴 : 물 : 25% 
암모니아 용액, 50:50:1 (v/v)에 희석하였다. 그후에 10㎕를 질량 분석기의 소스에 직접적으로 주입하였
다. 7㎕/분 의 속도로 아세토니트릴 : 물 : 25% 암모니아 용액, 50:50:1 (v/v) 을 용리액으로 
사용하였다. 성분 이온의 단편화에 대한 분석을 위해, 충돌 가스로서 아르곤을 사용하여 두번째 사중극자
에서 첫번째 사중극자로부터 얻은 어미 이온에 충돌 활성화 분해를 가했다. 딸 이온이 세번째 사중극자에
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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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크에 대해 계산된 질량 및 ES-MS 에 의해 관측된 질량을 아래에 나타내었다.<254>

각 경우에 있어서 매우 좋은 상응성이 있다.<256>

PsAOH1 및 PsAOH2의 경우에 있어서 질량이 동일하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분자의 두 이성질형태<257>
를 나타낸다는 것을 지시하고, 지질 A의 것은 질량 분석법에 있어서 특정 분석 조건 하의 단편으로 알려
져 있다[Kulshin 1991 ; and Cotter et al., Biomed. Encl. Mass Spectrom. 14 (1987), 591-598). 102 질
량 단위의 첨가로 분자의 비-환원 반쪽을 표시하는 이온이 생성된다. 그러므로 직렬로 된 두 MS로 첫번째 
MS중 성분 이온이 단편화될 수 있고 "딸"이온이 두번째 MS 에서 검출된다. 이러한 것은 관측된 이차 이온
이 불순물일 가능성을 제거하고, 이차이온은 단편화에 의해 원래의 이온으로 부터 나와야만 한다. 딸 이
온의 질량을 각 분획에 대해 예측하였고 MS-MS로 관측된 질량을 다음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관측은 이당류 E, F, G 및 H의 구조를 분명하게 규명한다.<259>

내부 비교를 위해 이당류 A를 또한 ES-MS로 분석하였다. 계산된 질량은 768.9이었고 단편의 관측<260>
된 질량은 768이었다.

분획의 생물학적 활성을 본 명세서 상기에 기재된 바와 같이 쥐의 복막 대식세포 중 아질산염 생<261>
성의 자극에 의해 테스트 하였다.

스톡 용액 중 각 상사체의 정량을 이당류 A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HPLC에서의 흡착으로 부터 결<262>
정하였다. 분획들은 이당류 A와 동일한 위수의 활성을 보인다(제 8도). 두 개의 아실옥시아실기를 갖고 
기타 지방-아실 잔여물을 갖지 않는 이당류 H가 가장 활성적이다. 아실옥시아실의 위치, 2대 2'는 활성에 
단지 작은 영향만을 줄 뿐이다.

활성이 LPS와 같은 기타 물질에 의한 샘플의 오염에 기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263>
이당류 E, F, G 및 H 를 전환된-상 HPLC로 다시 정제하였고 피크 바로 전 · 후의 HPLC 바탕선 영역을 채
집하였으며 물질의 피크를 함유하는 분획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피크 분획 및 바탕선 분획의 활
성을 테스트 하였다. 이당류 E, F, G 및 H를 함유하는 피크는 첫번째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활성
을 보였다. 지질 A 상사체의 피크 바로 전·후의 HPLC 프로파일 영역을 표시하는 바탕값 샘플은 불활성이
었다. 아질산염 생성의 자극은 그러므로 지질 A상사체와 특이적으로 관련된다.

이당류 E, F 및 G의 내생독성을 색원체 LAL 테스트를 사용하여 결정하였다(아래 참고). 그러나, <264>
소의 혈청 알부민 1 m/㎖ 를 사용하는 것 대신에, 0.1 mg/㎖ 를 사용하였다. 일련의 두 실험에서 결과
(n=4 또는 6)를 얻었고 다음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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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음의 일반 화학식을 갖는 β(1→6) 글루코사민 이당류 및 그의 염:

윗 식에서

R1은             하이드록실기,

                 디하이드록시포스포노일옥시기 또는 그의 전하 띤 형태,

                 (C1-C5)아실옥시기,

                 (C1-C5)알킬옥시기, 또는

                 X기이고,

R2 및 R2'는       R2 또는 R2' 중 적어도 하나는 Y기라는 조건으로, 

                 각각 아실기 또는 Y기이고;

R3 및 R3'는       각각 수소,

                 (C1-C3)알킬기, 또는

                 (C1-C3)아실기이고;

R4는              수소,

                 (C1-C3)알킬기, 또는

                 (C1-C3)아실기 이고;

R4'는             수소,

                 (C1-C5)아실기,

                 (C1-C5)알킬기,

                 디메톡시포스포노일기, 또는

                 포스포노기 또는 그의 전하 띤 형태이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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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6'는             수소,

                 하이드록실기,

                 디하이드록시포스포노일옥시기,

                하이드록시설포닐옥시기, 그의 전하 띤 형태, 또는 Z기이고;

상기 X기는       카르복시 (C1-C5)알킬옥시기,

                 -O-CH-[(CH2)mCOOH][(CH2)nCOOH]기,

                 상기 m=0 내지 5이고, n=0 내지 5이며,

                 포스포노 (C1-C5)알킬기,

                 디메톡시포스포노일옥시기,

                 하이드록시설포닐옥시기,

                 하이드록시설포닐(C1-C5)알킬기, 및

                 X기의 전하 띤 형태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며,

상기 Y기는       아실옥시아실기,

                 아실아미노아실기,

                 아실티오아실기,

                 (C1-C24)알킬옥시아실기,

                 (C1-C24)알킬아미노아실기, 및

                 (C1-C24)알킬티오아실기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되며;

                 그리고

상기 Z기는       (C1-C24)알킬옥시기,

                 (C1-C24)아실옥시기,

                 3-디옥시-D-만노-2-옥툴로손 산 (KDO),

                 (KDO)n, 상기 n=1 내지 10 이고,

                 천연 지질다당류에 기인한 측쇄와 같은 다당류 측쇄,

                 천연 지질다당류에 기인한 성분과 같은 코어 성분, 및

                 아미노-(C1-C8)알킬-카르복실기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됨.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Y기는 3-아실옥시아실기, 3-아실아미노아실기 및 3-아실티오아실기로 이루어
지는 이당류.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Y기는 아실옥시아실기인 이당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아실기는 지방산 잔기, 3-하이드록시지방산 잔기, 3-옥소 지방산 잔기인 
이당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Y기를 형성하는 아실옥시아실기, 아실아미노아실기 및 아실티오아실기는 
지방산 잔기, 3-하이드록시 지방산 잔기, 3-옥소 지방산 잔기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아실 부분
으로 이루어지는 이당류.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Y기는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C20)-아실과 에스터-가교되고 N-가교된 

3-하이드록시(C4-C24)-아실인 아실옥시아실기인 이당류.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아실옥시아실기는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2-지방산과 에스터-가교되고 N-가

교된 3-하이드록시C14-지방산-아실인 이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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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아실옥시아실기는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4-지방산으로 에스터-가교되고 N-

가교된 3-하이드록시C14-지방산-아실인 이당류.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R2'가 Y기인 이당류.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R2가 Y기인 이당류.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3-하이드록시 지방산 잔기는 3-하이드록시(C4-C24)-인 이당류.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3-하이드록시 지방산 잔기는 3-하이드록시C14-지방산인 이당류.

청구항 13 

제 11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R2는 3-하이드록시 지방산 잔기인 이당류.

청구항 14 

제 11 항 또는 제 12 항에 있어서, R2'는 3-하이드록시 지방산 잔기인 이당류.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R2 및 R2'가 모두 Y기인 이당류.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R2 및 R2'가 모두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C20 )-아실과 에스터-가교되고 

N-가교된 3-하이드록시(C4-C24)-아실로 이루어지는 아실옥시아실기인 이당류.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R2는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6-지방산과 에스터-가교되고 N-가교된 3-하이

드록시C14-지방산-아실이고, R2'는 3-하이드록시 위치에서 C12 -지방산과 에스터-가교되고 N-가교된 3-하이

드록시C14-지방산 아실인 이당류.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R1은 디하이드록시포스포노일옥시기인 이당류.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R4는 수소인 이당류.

청구항 20 

제 1 항에 있어서, R1은 α공간배열인 이당류.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R3는 수소인 이당류.

청구항 22 

제 1 항에 있어서, R3'는 수소인 이당류.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R6'는 하이드록실기인 이당류.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R4'는 포스포노기인 이당류.

청구항 2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당류는 양이온을 포함하는 염의 형태인 이당류.

청구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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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항에 있어서, 양이온은 알칼리 금속 양이온인 이당류.

청구항 27 

i) 지질다당류-함유 미생물의 지질 A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출발물질을 제공하는 단계, 및

ii) 지질 A 부분이 3-위치 및 3'-위치에서 O-탈아실화될 만큼 출발 물질에 알칼리 처리를 가하는 
단계:

로 이루어지는 제 1 항에 따른 이당류의 제조 방법.

청구항 28 

제 27 항에 있어서, 출발 물질은 지질다당류-함유 미생물, 그람-음성균, 이러한 미생물 및 그람-
음성균의 분획으로 이루어지는 표면 구조물, 또는 이러한 미생물 및 그람-음성균의 지질다당류로 이루어
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제조 방법.

청구항 29 

제 27 항 또는 제 28 항에 있어서, 출발 물질은 그람-음성균의 지질 A인 제조 방법.

청구항 30 

제 27 항에 있어서, 알칼리 처리는 코어 부분 및 다당류 측쇄를 제거하기 위한 산 처리에 선행되
거나 또는 후속하는 제조 방법.

청구항 31 

활성 성분으로서 제 1 항에 따른 이당류 및/또는 제 27 항에 따라 제조된 이당류, 및 제약학적으
로 허용 가능한 담체 또는 희석제로 이루어지는 종양 치료용 제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32 

제 1 항에 따른 이당류 및/또는 제 27 항에 따라 제조된 이당류를 활성성분으로 포함하는 면역성
변조화제, 및/또는 항-종양제.

청구항 33 

제 1 항에 따른 이당류 및/또는 제 27 항에 따라 제조된 이당류를 활성성분으로 포함하는 왁찐.

요약

본 발명은 일반화학식(I)을 갖는 β(1→6)글루코사민 이당류, i) 미생물로 이루어지는-지질다당
류의 지질 A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출발 물질을 제공하는 단계 및 ii) 지질 A 부분이 3-위치 및 3'-위치에
서 O-탈아실화 될 만큼 출발물질을 알칼리성 처리에 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당류를 제조하는 
방법, 활성 성분으로서 이러한 이당류로 이루어지는 제약학적 조성물, 및 면역성변조화제, 항-종양제 및 
왁찐 성분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이러한 이당류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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