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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펩타이드에 생체적합성 고분자를 수식한 비점막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물학
적으로 활성인 펩타이드(peptide)에 활성화된 폴리에틸렌글리콜(PEG)를 수식하여 난용성인 펩타이드의 용해도를 증
가시키고 체내효소에 의한 분해를 방지하여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상기 펩타이드-고분자 결합체를 비강으로 전달함으
로써 약물의 작용 발현 시간이 신속할 뿐만 아니라 생체 이용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펩타이드에 생체적합성 고분자를 
수식하여 이루어지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sCT와 PEG-sCT를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size exclus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A : 트리(tri)-PEG-sCT B : 디(di)-PEG-s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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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모노(mono)-PEG-sCT D : sCT

도 2는칼시토닌의 N-말단, Lys18 또는 Lys11 에 PEG가 수식된 모노-PEG-sCT의 생성 시에, pH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고,

● : 모노-PEG-sCT(N-말단 수식) □ : 모노-PEG-sCT(Lys 18 수식)

▲ : 모노-PEG-sCT(Lys 11 수식)

도 3은칼시토닌의 N-말단, Lys18 또는 Lys11 에 PEG가 수식된 모노-PEG-sCT의 생성 시에, 칼시토닌:sCT 몰비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고,

● : 모노-PEG-sCT(N-말단 수식) □ : 모노-PEG-sCT(Lys 18 수식)

▲ : 모노-PEG-sCT(Lys 11 수식)

도 4는칼시토닌의 N-말단, Lys18 또는 Lys11 에 PEG가 수식된 모노-PEG-sCT의 생성 시에, 반응시간의 영향을 나
타낸 것이며,

● : 모노-PEG-sCT(N-말단 수식) □ : 모노-PEG-sCT(Lys 18 수식)

▲ : 모노-PEG-sCT(Lys 11 수식)

도 5는 hPTH와 PEG-hPTH(1-34)를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size exclus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
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A : 트리(tri)-PEG-hPTH(1-34) B : 디(di)-PEG-hPTH(1-34)

C : 모노(mono)-PEG-hPTH(1-34) D : hPTH(1-34)

도 6은sCT와 PEG-sCT를 비강으로 투여시 혈중 칼슘농도 저하효과를 나타낸 것이고,

A : sCT B : 모노(mono)-PEG5000-sCTs

C : 모노(mono)-PEG2000-sCT D : 모노(mono)-PEG12000-sCTs

도 7은분리된모노-PEG-sCT 이성체들의 칼슘저하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 모노-PEG-sCT(N-말단 수식,M1) ■ : 모노-PEG-sCT(Lys 18 수식, M2)

◆ : 모노-PEG-sCT(Lys 11 수식, M3) △ : sCT

□ : 이성체들을 분리하지 않은 모노-PEG-sCT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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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펩타이드(peptide)에 활성화된 고분자를 수식하여 난용성인 펩타이드의 용해도를 증
가시키고 체내효소에 의한 분해를 방지하여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상기 펩타이드-고분자 결합체를 비강으로 전달함으
로써 약물의 작용 발현 시간이 신속할 뿐만 아니라 생체 이용율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펩타이드에 고분자를 수식
하여 이루어지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호르몬(hormone)이나 사이토카인(cytokine)과 같은 다양한 펩타이드가 체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최근에는 대량 합성법이나 유전 공학에 의해 펩타이드 유도체의 대량 생산이 가능
해짐으로써, 다양한 펩타이드들이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펩타이드나 단백질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체내 투여 후 쉽게 가수분
해되거나 효소에 의해 단시간에 파괴되어 극히 낮은 흡수율을 갖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반복 사용시 면역 반응이 자주 
유도되어 생성된 항체의 생리활성 중화작용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과민 반응(hypersensitivity)이 유발될 뿐
만 아니라 망상세포의 내피계(reticuloendothelial system, RES)에 의한 소실(clearance)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대부분의 펩타이드 약물은 현재까지 주로 주사제로서 투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여 방법은 환자에게 고통
을 줄 뿐 아니라 위험을 수반하며,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자가 치료를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 또 다
른 투여 경로가 요구되고 있다.
    

    
성인의 비강(nasal cavity)은 2.0 ~ 4.0 mm 두께의 점막으로 덮혀져 있고 (Mugind, Nasal Allergy, Blackwell Sc
ientific, Oxford, 1979) 부피는 약 20 ml이다. 비강은 미세한 융모가 많고 흡수 표면적이 커서 약물의 작용 발현 시
간이 신속할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이에 약물의 비점막 투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비점막 흡수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는 약물의 고유투과도, 이온강도, 유수 분배계수, 분자량 등 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상 및 담체 수송의 
유무, 비강에서의 단백 분해효소에 의한 분해 및 비점막의 병태 생리학적인 상태 등이다. 또한 약물의 비점막을 통한 흡
수는 경구 투여에서 문제가 되는 간 대사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흡수 경로가 되므로 경구 투여에 비해 펩타이드와 단
백질의 생체 이용률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분자량의 펩타이드와 단백질은 비강으로 전달시 비점막을 잘 통과하지 못하여 여전히 정맥 투여에 비해 흡수
율이 낮으므로, 흡수촉진제 등을 사용하여 펩타이드의 흡수를 증가시키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흡수 촉진제로는 
계면활성제(Hirai et al, Int. J. Pharm. 9, 165-169, 1981), 아실카르니틴, 콜린에스테르, 알파-사이클로덱스트린, 
킬레이트화제(Lee, In: Delivery Systems for Peptide Drugs, Plenum, New York, pages 87-104, 1986) 등이 
있다. 이들 흡수 촉진제들은 제제에 적용시 약물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거나 비점막에 자극을 주므로 실용화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약물의 비점막 투여에 관한 종전의 특허를 보면, 유럽특허 제23,359호 및 제122,023호에서는 분말 형태의 펩타이드 
약물을 비점막 수송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미국특허 제4250163호에서는 분말 형태의 펩타이드 약물에 점막 흡착 
성질을 가지는 물질을 혼합하여 비점막에 투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특허 제123,831호는 스테로이드의 
비점막 투여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독일특허 제2620446호는 체내 흡수 증진제를 사용하여 인슐린을 비점막 수송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PCT/GB/86/00721에서는 약물을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s)로 제형화하여 비강 수송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
나, 이의 응용은 특정 약물에만 국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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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 소58-189118호는 사이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을 이용하여 펩타이드의 비점막 흡수를 연구하였으며, 
일본특허 소59-89619호는 에테르형의 계면활성제, 즉 폴리에틸렌 라우릴 에테르(polyoxyethylene lauryl ether)와 
같은 중성의 흡수 증강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면활성제들은 비점막을 손상시키므로 임상용으로 사용하기에
는 적당하지 않다.

일본특허 소61-118325는 염기성 또는 중성인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칼시토닌의 비점막 수송을 연구하였으며, 일본특
허 소63-39822호는 슈크로오스(sucrose) 지방산 에스테르를 포함한 촉진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흡수촉진제 또
한 점막에 독성을 나타내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펩타이드 약물의 지속적 방출에 중점을 둔 기존의 특허들에 의해 체내에서의 지속적인 약물 방출이 
가능해졌으나, 점막을 통해 체내에 투여된 펩타이드나 단백질 약물이 단시간에 분해되는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불안정한 펩타이드 약물에 응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단백질 또는 약리 활성을 가진 분자를 합성 고분자와 결합시키는 것은 생체 내(in vivo)및 생체 외(in vitro) 적용 시
에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생리활성 분자에 대한 고분자의 공유결합은 분자의 표면특성 및 용해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물 또는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생체적합성을 증가시키고 면역 반응성을 감소시키
며, 생체 내에서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관 시스템, 신장(kidney), 비장(spleen) 또는 간(liver)에 의한 
소실(clearance)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펩타이드에 고분자를 수식하는 것은 용액 내에서의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펩타이드의 내인성(intrinsic) 표면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 비특이적 단백질 흡착을 방지할 수 
있다.
    

미국특허 제4179337호는 펩타이드와 폴리펩타이드(polypeptide)를 분자량이 500 ~ 20,000정도의 폴리에틸렌 글리
콜(polyethylene glycol, 이하 PEG라 한다) 또는 수용성 폴리머(polymer)에 결합시켜 생물학적 활성을 유지하면서 
항원성과 항면역성이 감소된 펩타이드-고분자 결합체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특허 제4301144호는 헤모글로빈
(hemoglobin)을 PEG나 수용성 폴리머와 결합하였을 때 산소 운반능이 증가됨을 기재하고 있다.

아부초스키 등(Abuchowski et al., Cancer Biochem. Biophys.,7, 175-186, 1984)은 PEG와 결합된 여러 가지 단
백질들이 혈장에서 체내 반감기가 증가되고 면역원성이 감소됨을 증명하였으며, 또한 데비스 등(Davis et al., Lance
t,2, 281-283, 1981)은 유리카제(uricase)가 PEG와 결합시에 체내 반감기가 증가되고 요산의 대사시 부작용이 감
소됨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펩타이드나 단백질 물질에 대한 PEG 결합은 체내 반감기를 연장하고 용
해도를 증가시키며 체내에서의 면역 반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폴리펩타이드에 PEG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amino) 잔기에 활성
화된 PEG를 반응시키는 방법이다.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 잔기로는 라이신(lysine)기와 N-말단을 들 수 있으며, PEG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PEG의 한쪽 하이드록시기(hydroxy group)를 메칠에테르기(methyl ether group)로 치환시키고, 나머지 한쪽 하
이드록시기에 친전자성 물질(electrophile)을 함유한 기능기를 결합시킨다(Abuchowski, A. and Davis, F.F. (198
1), in Enzymes as Drugs (Holsenberg, J. and Roberts, J., eds)). 활성화된 고분자의 예로는 아마이드 결합(am
ide bond)을 가진 PEG-N-하이드록시석신이미드-활성화된 에스테르(PEG-N-Hydroxysuccinimide-activated 
esters), 알킬 결합을 가진(alkyl bond) PEG-에폭사이드(epoxide)와 PEG-트레실레이트(tresylate), 우레탄 결합
(urethane bond)을 가진 PEG-카보닐 이미다졸(carbonyl imidazole)과 PEG-니트로페닐 카보네이트(nitropheny
l carbonates), N-말단에 쉬프 베이스(Schiff's base)를 가진 PEG-알데하이드(aldehyd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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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펩타이드에는 라이신기가 무작위적으로 존재하므로 아미노기에 반응하는 PEG를 사용하게 되면 PEG가 비특이적으
로 결합하게 되어 불균일한 혼합물이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균일한 PEG 결합체를 만들기 위해 폴리펩타이드의 시스
테인(cysteine)기, 올리고당(oligo sugar), 하이드록시기, 아르기닌(arginine)기 등 목적하는 특정부위에 PEG를 결
합시키는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폴리펩타이드의 시스테인기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PEG 유도체로는 PEG-비닐 설폰(vinyl sulphone), PEG-아이오
도아세트아마이드(iodoacetamide), PEG- 말레이미드(maleimide), PEG-오르소피리딜 디설파이드(orthopyridyl 
disulfide) 등이 있으며, 주로 말레이미드(maleimide)를 함유한 PEG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PEG-비
닐 설폰은 수용액 상에서 안정성이 가장 좋으며, PEG-오르소피리딜 디설파이드는 디설파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어 가
역적으로 체내에서 분해될 수 있다. 이러한 유도체들을 이용한 펩타이드의 예로는 인터루킨-3(interleukin-3) 및 인
터루킨-2(interleukin-2) 등이 있다.
    

폴리펩타이드의 올리고당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PEG 유도체로는 알데하이드(aldehyde)를 함유한 물질과 반응하여 
비교적 안정한 히드라존(hydrazone)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PEG-히드라자이드(hydrazide)를 들 수 있다. PEG-히
드라자이드는 특히 당단백질(glycoprotein)의 당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특정부위 결합을 위
한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

폴리펩타이드의 하이드록시기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PEG 유도체로는 PEG-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를 들 수 있
으며, 폴리펩타이드의 아르기닌기에 PEG를 결합시킬 때는 구아니디노(guanidino)기에 잘 반응하는 페닐글리옥살(ph
enylglyoxal)을 함유한 PEG유도체가 사용된다.

    
이와 같이 펩타이드를 단독으로 비강으로 전달 시에는 간 초회통과 효과를 거치지 않아 경구 투여에 비해 흡수율이 상
당히 개선되는 반면 체내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생체 이용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한 
결과, 본 발명자들은 펩타이드에 고분자를 수식하여 이루어지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을 제조하고, 상기 펩타이
드-고분자 결합체를 비강으로 투여 시에 펩타이드를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보다 체내에서 장기간 약효를 유지할 수 있
음을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펩타이드에 활성화된 고분자를 수식하여 이루어지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
성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펩타이드에 활성화된 생체적합성 고분자를 수식함으로써, 난용성인 펩타이드의 용해도
를 증가시키고 체내효소로부터의 분해를 방지하여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체내에서의 약효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펩타이드-고분자 결합체를 포함하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에 사용된 '생체적합성 폴리머'는 자연적이거나 합성에 의한 물질로 기본적으로는 물에 용해된다. 이러한 고분자
로는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이하 PEG라 한다), 폴리프로필렌글리콜(polypropylene glycol, PPG), 
폴리옥시에틸렌(polyoxyethylene, POE), 폴리트리메틸렌 글리콜(polytrimethylene glycol), 폴리락트산(polylact
ic acid) 및 그 유도체, 폴리아크릴산 및 그 유도체, 폴리(아미노산),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폴리포스파진(polyphosphazenes), 폴리(L-라이신)[poly(L-lysine)], 폴리알킬렌 옥사이드(polyalkylene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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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O), 폴리사카라이드(polysaccharide) 등의 수용성 고분자 및 덱스트란(dextran), 폴리비닐 피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 폴리아크릴 아마이드(polyacryl amide) 등의 비면역성 
고분자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분자량이 약 200 내지 20000 범위에 있는 고분자를 반응에 사용할 수 있으며, 500에서 12000 범위의 
분자량을 갖는 고분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서는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펩타이드에 활성화된 고분자를 결합시킨 비점막 전달을 위한 펩타이드-고분자 결
합체를 제공한다. 이 때, 펩타이드와 고분자의 결합은 공유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본 발명의 펩타이드-고분자 결합체의 제조시, 사용하는 펩타이드와 활성화된 고분자의 몰비는 약 1:1 내지 1:10이며, 
1:1 내지 1:7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펩타이드 한 분자당 활성화된 고분자가 1 ~ 3개 결합된 펩타이드-고분자 결
합체가 생성될 수 있는데, 펩타이드-모노(mono)고분자 결합체가 가장 높은 약리활성을 갖는다. 특히, 칼시토닌-PE
G 결합체의 경우 칼시토닌의 N-말단 및/또는 Lys 18 및/또는 Lys11 에 PEG가 수식될 수 있는데, 칼시토닌 한 분자에 
PEG 한 분자가 수식된 칼시토닌-(모노)PEG가 가장 높은 칼슘저하효과를 가지며 Lys 11 에 PEG가 수식된 이성체에 
비해 N-말단과 Lys18 에 PEG가 수식된 이성체가 지속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칼슘저하효과를 나타낸다. 반응액의 pH
가 5, 6, 7일때는 PEG가 80 % 이상 선택적으로 칼시토닌의 N-말단에 수식되며, pH 8 이상에서는 Lys 11 과 Lys18 에 
점차 PEG 수식되는 정도가 증가한다. 반면, 반응시간이나 몰비의 변화에 대해서는 각 이성체의 생성 정도에 별다른 차
이가 없다.

본 발명의 펩타이드와 활성화된 고분자의 결합 반응은 반응온도 0 ~ 25 ℃, pH 6부터 pH 9정도의 0.1M 인산 완충용
액(phosphate buffer)에서 몇 분 내지 12시간동안 진행된다.

    
고분자의 활성화 방법은 먼저 고분자가 모노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monomethoxy-poly(ethylene glycol), 
mPEG]과 같은 폴리알킬렌 옥사이드(polyalkylene oxide, 이하 PAO라 한다)가 되도록 하고, 이 PAO의 다른 부분을 
반응성을 가진 반응기로 전환하여 이루어진다. 활성화된 고분자는 라이신의 ε-아민기와 반응하여 펩타이드-고분자 
결합체를 형성하며, 라이신의 아민기외에도 펩타이드 내의 카르복실기, 활성화된 카르보닐기, 산화된 당, 및 메르캅토
(mercapto)기가 고분자와의 접합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펩타이드-고분자 결합체를 랫트(rat)에 비강으로 투여하고, 펩타이드의 시간별 혈중 농도를 측정함으로
써, 비점막을 통해 전달된 펩타이드가 체내에서 더 안정화되어 생물학적 활성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발명에 사용되는 펩타이드는 특정 치료용 약물에 한정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있는 모든 물질에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칼시토닌(calcitonin), 부갑상선 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 인슐린(insulin), 합성 엔
케팔린(enkephalin), 성장호르몬 분비 펩타이드(growth hormone releasing peptide, GHRP), 황체호르몬 분비 호
르몬(luteinizing hormone releasing hormone, LHRH) 및 그 유도체, 시상하부의 분비물질,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 CGRP), 갑상선 자극 호르몬, 흉선 체액성 인자(thymic humoral facto
r, THF)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칼시토닌(calcitonin, CT)은 32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일 사슬(chain) 펩타이드로 분자의 N-말단에 링(rin
g)을 형성하고 있으며 C-말단에 프롤린 아마이드(proline amide)기를 갖고 있다. 파골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골 흡수
를 억제하며 과칼슘혈증, 파제씨병, 골흡수에 의한 통증 및 폐경기후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된다. 종류로는 연어, 뱀장어, 
사람, 돼지 등에서 생성되는 칼시토닌이 있으며, 연어와 뱀장어 칼시토닌이 그 중 가장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 6 -



등록특허 10-0345214

 
부갑상선 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 이하 PTH라 한다)은 8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타이드 호르몬
으로 115개의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져 부갑상선에서 분비된다. 부갑상선 세포는 칼슘농도를 인식할 수 있는 부위(
site)를 가지고 있어 칼슘이 저농도일 때 PTH의 분비가 증가되고 고농도일 때는 감소된다. PTH는 또한 음식으로부터 
섭취된 칼슘의 소장에서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뼈로부터 혈액으로 칼슘을 이동시켜 결과적으로 혈중 칼슘농도를 증가시
키는 역할을 한다. PTH의 주 작용부위는 부신피질로서, 부신피질 막에 결합하여 cAMP와 IP 3 (inositol triphosphat
e), DAG(diacyl glycerol)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인슐린은 A사슬과 B사슬로 이루어진 폴리펩타이드이다. 21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A사슬과 3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B사슬은 1쌍의 디설파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A사슬 내에는 6번 아미노산과 11번 아미노산 사이에 하
나의 디설파이드 결합이 존재한다. 혈당량이 높아지면 췌장의 ??세포에서 즉시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에 의해 당은 
글리코겐(glycogen)으로 저장되거나 지방 또는 단백질 합성에 대한 에너지 기질로서 사용된다. 인슐린은 또한 칼슘의 
항상성에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인슐린이 고농도로 존재할 경우 세포 내로의 칼슘 흡수가 증가되어 세포 외액의 저
칼슘혈증이 유발된다.
    

엔케팔린은 아편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는 펜타펩타이드(pentapeptide)이다. Tyr-Gly-Gly-Phe에 연결된 C-말
단에 따라 메치오닌(methionine) 엔케팔린과 루신(leucine) 엔케팔린으로 분류된다. 엔케팔린은 통각 신경 섬유 말단
으로부터 기질(substance) P의 방출을 막아 뇌로 통증이 전달되는 것을 억제한다.

성장호르몬 분비 펩타이드(이하 GHRP라 한다)는 헵타(hepta)와 헥사(hexa)의 상태로 존재하며 성장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 GHRP의 성장 호르몬 분비효과는 인체에 투여되는 용량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춘기까지는 증가하나 그 
이후로는 감소한다.

GHRP-6는 His-Asp-Try-Ala-Try-Asp-Phe-Lys-NH 2 의 구조를 가진 헥사펩타이드(hexapeptide)로서 pH 
5.5와 6.0사이의 아세테이트 완충용액(acetate buffer)에서 매우 안정하며 경구 복용시 생체이용율(bioavailability)
은 0.3 %이고 흡수 반감기는 15분, 소실 반감기(elimination half life)는 60분이다. GHRP-6는 시상하부와 뇌하수
체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 성장 호르몬을 선택적으로 분비시킨다.

황체호르몬 분비 호르몬(이하, LH-RH라 한다)은 포유동물의 뇌하수체로부터 황체형성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키는 시상하부 펩타이드로서, 목적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뇌와 많은 말초 기관들의 활성
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LH-RH는 Pyro-Glu-His-Trp-Ser-Tyr-Gly-Leu-Arg-Pro-Gly-NH 2 의 데카펩타
이드(decapeptide) 구조를 가지며, 신장의 근위 세뇨관에서 분해된다.

LHRH 유도체에는 나파렐린(nafarelin), 부세룰린(buserulin), 졸리덱신(zolidexin) 등이 있다.

본 발명의 펩타이드-고분자 결합체를 포함하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은 비강으로 전달하기에 적합한 형태, 예
를 들면 액상의 형태로 제형화될 수 있으며, 주로 외용액제로서 분무제(Sprays)로 투여할 수 있다.

분무제의 제조를 위해서는 상기 물질을 용제에 녹이거나 현탁한 약액을 저비점의 분사제와 함께 특별한 분사장치(밸브)
를 갖춘 용기에 충전하는데, 압력을 이용하여 약액을 연무상으로 분사시킨다. 용기의 재질로는 양철, 알루미늄 등의 금
속이 사용되는데, 필요시에는 용기 내면에 방충도장을 입힐 수도 있다. 내부용적이 100 ml 이하인 경우는 유리 또는 합
성수지 용기가 허용된다. 분사제로는 보통 압축공기 및 불면성 액화가스인 프레온(freon 11, CCl 3 F;freon 12, CCl 2 F
;freon 114, C 2 Cl2 F4 )이 사용된다.

본 발명의 펩타이드-고분자 결합체를 포함하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의 투여량은 체중 1kg 당 약 0.1 μg 내지 
약 10 mg의 1일 투여량으로 각각의 펩타이드 종류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광범위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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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며, 본 발명의 내용이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실시예 1 PEG-sCT의 제조

(1-1) PEG5000-sCT의 제조

아부초우스키 등(Abuchowski et al, Cancer Biochem. Biophys.,7, 175-86, 1984)의 방법에 따라 PEG(MW 500
0)로부터 모노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제조하여 PEG의 하이드록시기 하나를 보호하고, 여기에 포스젠(phosg
ene) 및 N-하이드록시석신이미드(N-hydroxysuccinimide)를 가하여 석시닐-N-하이드록시석신이미드 에스테르(
succinyl-N-hydroxysuccinimide ester, 이하 SS-PEG라 한다)형으로 활성화 시켰다. 상기 활성화된 SS-PEG 4.
38 mg을 0.1M 인산 완충용액(pH 8.0)에 용해시키고, 여기에 0.2 ml의 연어 칼시토닌(Salmon calcitonin, sCT, 이
하 칼시토닌이라 한다. Novabiochem, LA Jolla, CA, USA)(5mg/ml, 0.1 M 인산 완충용액, pH 8.0)을 가하여 실온
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였다. 0.1M의 글라이신(glycine)을 첨가하여 반응을 중단시킨 다음, 반응하지 않은 칼시토닌과 
PEG를 pH 7.4의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를 이용한 투석법(dialysis)으로 제거함으로써, PEG5000-sCT
를 제조하였다.

(1-2) PEG12000-sCT의 제조

PEG(MW 12000)를 석시니미딜 석시네이트(succinimidyl succinate)로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SS-PEG 9.2 mg
을 사용하여 PEG12000-sCT를 제조하였다. 모든 과정은 상기 실시예 (1-1)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1-3) PEG2000-sCT의 제조

PEG(MW 2000)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SS-PEG 2 mg을 사용하여 PEG2000-sCT를 제조하였다. 모든 과정은 
상기 실시예 (1-1)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 실시예 2 PEG-sCT의 분리

상기 실시예 (1-1) 내지 (1-3)에서 제조된 PEG-sCT 결합체를 크기 배제 컬럼(size exclusion column)(Super H
R 12/30, PharmaciaLKB, Sweden)에 의해 PBS(pH 7.0)를 전개용매로 사용하여, 0.4 ml/min 유속으로 분리하였다
(도 1). 이 때 분자 크기에 따라 다른 시간 차로 컬럼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펩타이드들을 형광 스펙트로미터(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각각의 피크(peak)를 분리하였다. 각각 분리된 분획은 센트리콘-10(Centricon-10, Amicon, U
SA)으로 농축하여 냉장 보관하였다.

도 1는 크기 배제 컬럼을 거쳐 용출(elution)되는 각각의 피크를 형광 흡광계로 형광 세기를 측정한 것으로, 분자의 크
기가 가장 큰, 즉 PEG 3개가 칼시토닌 1분자에 수식된 트리(tri)-PEG-sCT이 가장 먼저 컬럼에서 용출되어 컬럼에 
시료 주입 후 30분 이내에 컬럼외에서 수집되며, 디(di)-PEG-sCT, 모노(mono)-PEG-sCT 순으로 분리되었다. 또
한 PEG가 접합되지 않은 칼시토닌 분자는 분자의 크기가 가장 작으므로 가장 늦게 컬럼 밖으로 용출되며 유출 시간은 
40분 이상이 걸렸다. 이 때, 컬럼을 형광 흡광계로 직접 연결시켜 컬럼에서 분리된 후 컬럼 밖으로 유출된 각각의 피크
들의 형광 세기를 측정하여 각 피크들을 수집하였다.

< 실시예 3 다양한 pH, 몰비 및 반응시간에 따른 PEG-sCT의 제조

(3-1) pH에 따른 PEG-sCT의 제조

pH 5 내지 pH 9의 0.1 M 인산 완충용액 각각에 6.8 μl의 칼시토닌(10 mg/ml)과 5 μl의 SS-PEG(60 mg/ml)을 
첨가하고, 0.1 M의 인산 완충용액 88.2 μl를 가하여 30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1 M의 글라이신 5 μl를 넣어 
반응을 중단시키고, 반응하지 않은 칼시토닌과 PEG를 pH 7.4의 PBS를 이용한 투석법으로 제거함으로써, PEG-sCT
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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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S-PEG/칼시토닌 몰비에 따른 PEG-sCT의 제조

6.8 μl의 칼시토닌(10 mg/ml)에 칼시토닌:SS-PEG 몰비가 1:1, 1:2, 1:3, 1:5, 1:10이 되도록 SS-PEG용액 10 μ
l를 첨가하여 5개의 반응물을 만든 후, 각각에 78.2 μl의 인산 완충용액(pH 8.0)을 가하였다. 모든 과정은 상기 실시
예 (3-1)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3-3) 반응 시간에 따른 PEG-sCT의 제조

6.8 μl의 칼시토닌(10 mg/ml)에 칼시토닌:SS-PEG 몰비가 1:3이 되도록 SS-PEG용액 10 μl를 첨가하고, 여기에 
78.2 μl의 인산 완충용액(pH 8.0)을 가한 5개의 동일한 반응물을 제조하였다. 이 반응물을 각각 5, 10, 20, 30, 60
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여 반응시켰다. 모든 과정은 상기 실시예 (3-1)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 실시예 4 모노-PEG-칼시토닌 이성체의 분리

상기 실시예 (3-1) 내지 (3-3)으로부터 제조된 PEG-sCT 결합체들을 크기 배제 컬럼을 이용하여 트리(tri)-PEG
-sCT, 디(di)-PEG-sCT 및 모노(mono)-PEG-sCT로 분리하였다. 모든 과정은 상기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에 따
라 수행되었다.

    
이렇게 분리된 모노-PEG-sCT를 역상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이
하 'HPLC'라 한다)법에 의해 세가지 이성체로 분리하였다. 컬럼은 100RP-8(4.0 x 125 mm, 5um, Merck)를 사용
하였으며, 이동상으로는 펜타플루오로프로피온산(pentafluoropropionic acid, PFPA)을 포함하는 아세토나이트릴(a
cetonitrile)의 선형 그라디엔트(linear gradient)를 사용하였다. 그라디엔트 조건은 36∼42 % 용매 B(0.1 % PFPA
가 첨가된 아세토니트릴)와 64∼58 % 용매 A (0.1 % PFPA가 첨가된 증류수)로 변화시켰다. 각각의 피크는 UV 흡
광계 215 nm나 형광 흡광계(excitation 280 nm, emissin 315 nm)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아미노산 분석법에 의해 분리된 3개의 모노-PEG-sCT 이성체는 칼시토신의 N-말단, Lys 18 , Lys 11 에 각각 PEG가 
수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응액의 pH가 5, 6, 7일때는 PEG가 80 % 이상 선택적으로 N-말단에 수식되며, pH 8 이
상에서는 Lys11 과 Lys18 에 점차 PEG 수식되는 정도가 증가하였다(도 2). 그러나, 반응시간이나 몰비의 변화에 대해
서는 각 이성체의 생성 정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도 3, 4).

< 실시예 5 PEG-PTH(1-34)의 제조 및 분리

(5-1) PEG5000-PTH(1-34)의 제조 및 분리

    
50 μl의 SS-PEG5000(23 mg / 0.20 ml, MW 5,000, 0.1M 인산 완충용액, pH 7.0)를 50 μl의 PTH 용액(2.4 m
g / 0.15 ml 0.1M 인산 완충용액, pH 7.0)에 5:1 (SS-PEG5000:PTH)의 몰비로 첨가하여 용해시킨 후, 혼합물을 
상온에서 흔들어 주면서 30분간 반응시켰다. 30분 후, 과량의 0.1M 글라이신(glycine) 용액을 첨가하여 반응을 중단
시키고, 반응하지 않은 부갑상선 호르몬과 PEG를 pH 7.4의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를 이용한 투석법(dia
lysis)으로 제거함으로써, PEG5000-PTH(1-34)를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PEG5000-PTH(1-34) 결합체를 HPLC 시스템과 슈퍼덱스(superdex)를 이용한 크기-배제 크로마토
그래피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이 때, PBS(pH 7.0)를 전개용매로 사용하여, 0.8 ml/min의 유속으로 분리하였다. 분
리된 분획(fraction)은 UV 흡광도를 측정하기 전까지 4 ℃에서 보관하였다. UV 흡광도(absorbance)는 215 nm에서 
측정하였고, 형광의 여기(excitation), 방출(emission) 파장은 280 nm 에서 315 nm까지 고정시켰다 (도 5).

(5-2) PEG2000-PTH(1-34)의 제조 및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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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EG2000 2 mg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실시예 (5-1)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PEG2000-PTH(1-34) 
결합체를 제조하고, 이를 분리 정제하였다.

< 실시예 6 PEG-GHRP-6의 제조 및 분리

(6-1) PEG5000-GHRP-6의 제조 및 분리

50 μl의 SS-PEG(23 mg / 0.20 ml, MW 5,000, 0.1M 인산 완충용액, pH 7.0) 를 50 μl의 GHRP-6 용액(0.6 m
g / 0.15 ml 0.1M 인산 완충용액, pH 7.0)에 5:1(SS-PEG:GHRP-6)의 몰비로 첨가하여 용해시킨 후, 혼합물을 상
온에서 흔들어 주면서 30분간 반응시켜 PEG-GHRP-6 결합체를 제조하고, 상기 실시예 (5-1)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
리 정제하였다. 분리된 모노(mono)-PEG-GHRP-6는 즉시 동결 건조기(freeze dryer)로 동결건조 하였다.

(6-2) PEG2000-GHRP-6 제조 및 분리

PEG2000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6-1)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PEG2000:GHRP-6 결합체를 제조하고, 이
를 분리 정제하였다.

< 실험예 7 다양한 pH 및 몰비에 따른 PEG-GHRP-6 생성 효과 비교

(7-1) pH 6인 인산 완충용액의 사용

SS-PEG5000과 GHRP-6를 5:1, 10:1, 15:1 및 20:1(SS-PEG:GHRP-6)의 몰비로 0.1M 인산 완충용액(pH 6.0)
에 용해시킨 후 혼합물을 상온에서 흔들어 주면서 30분간 반응시켜 다양한 몰비를 가진 PEG5000-GHRP-6 결합체를 
제조하고, 상기 실시예 (5-1)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 정제하였다.

[표 1]
pH 6에서의 몰비의 영향(n=3)

몰비[br/]GHRP-6:SS-
PEG5000

1:5 1:10 1:15 1:20

디(di)-PEG-GHRP-6 
& [br/]트리(tri)PEG-G
HRP-6

8.09±1.88 32.33±3.21 33.88±4.24 48.92±3.31

모노(mono)PEG-GHRP
-6

48.03±2.74 58.98±3.14 58.16±3.33 44.79±2.73

GHRP-6 43.88±2.21 8.79±1.17 7.96±2.77 6.29±0.11

표 1의 결과를 살펴보면, pH 6인 반응액에서 GHRP-6:SS-PEG5000의 몰비가 증가할수록 수식되지 않은 GHRP-6
의 양은 점차 감소하며, 디(di)-, 트리(tri)- PEG-GHRP-6의 양이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최대량의 모노(mono)-
PEG-GHRP-6를 생성하는 몰비는 10 배 내지 15배의 PEG을 사용하였을 때 얻어짐을 알 수 있었다.

(7-2) pH 7인 인산 완충용액의 사용

상기 실험예 (7-1)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PEG5000-GHRP-6 결합체를 제조하되, 인산완충용액의 pH는 7.0으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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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H 7에서의 몰비의 영향(n=3)
몰비[br/]GHRP-6:SS-
PEG5000

1:5 1:10 1:15 1:20

디(di)-PEG-GHRP-6 
& [br/]트리(tri)PEG-G
HRP-6

25.92±2.73 85.41±4.21 84.45±3.36 94.14±2.88

모노(mono)PEG-GHRP
-6

47.75±1.91 13.12±3.32 14.15±3.17 4.61±0.77

GHRP-6 26.33±1.44 1.47±0.77 1.40±0.81 1.25±0.49

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pH 7인 용액에서는 10배 이상의 PEG가 사용되었을 때 디(di)- 또는 트리(tri)-PEG-GHR
P-6이 모노(mono)-PEG-GHRP-6보다 많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7-3) pH 8인 인산 완충용액의 사용

상기 실험예 (7-1)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PEG5000-GHRP-6 결합체를 제조하되, 인산완충용액의 pH는 8.0으로 하
였다.

[표 3]
pH 8에서의 몰비의 영향(n=3)

몰비[br/]GHRP-6:SS-
PEG5000

1:5 1:10 1:15 1:20

디(di)-PEG-GHRP-6 
& [br/]트리(tri)PEG-G
HRP-6

17.19±2.03 83.98±2.37 86.87±2.11 100.00±0.00

모노(mono)PEG-GHRP
-6

55.92±1.97 16.02±2.11 13.13±1.92 0.00±0.00

GHRP-6 26.89±0.93 0.00±0.00 0.00±0.00 0.00±0.00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GHRP-6:PEG5000의 몰비가 1:5인 경우에는 모노- PEG-GHRP-6가 다량 생성되나 몰비
가 10 배이상일 경우는 pH 7에서와 마찬가지로 디(di)- 및 트리(tri)-PEG-GHRP-6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상기 표 1, 2, 3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pH 6에서는 몰비와 관계없이 모노-PEG-GHRP-6 결합체가 주로 생성
되었으며, pH 7 및 pH 8에서는 GHRP-6:SS-PEG5000의 몰비가 1:5인 경우에만 모노-PEG-GHRP-6 결합체가 주
로 생성되었다.

< 실시예 8 PEG-LHRH 제조 및 분리

(8-1) PEG5000-LHRH의 제조 및 분리

50 μl의 SS-PEG(23 mg / 0.20 ml, MW 5,000, 0.1M 인산 완충용액, pH 7.0) 를 50 μl의 LHRH 용액(0.5 mg 
/ 0.1 ml 0.1M 인산 완충용액, pH 7.0)에 1:5(LHRH:SS-PEG)의 몰비로 첨가하여 용해시킨 후, 혼합물을 상온에서 
흔들어 주면서 30분간 반응시켜 PEG-LHRH 결합체를 제조하고, 상기 실시예 (5-1)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리 정제하
였다.

(8-2) PEG2000-LHRH의 제조 및 분리

PEG2000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7-1)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PEG2000-LHRH 결합체를 제조하고, 이를 
분리 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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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예 9 PEG5000-트립토렐린(triptorelin)의 제조 및 분리

LHRH 대신 LHRH 유도체인 트립토렐린(triptorelin)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8-1)과 동일한 방법에 따
라 PEG5000-트립토렐린 결합체를 제조하고, 이를 분리 정제하였다.

< 실시예 10 PEG5000-오른타이드(orntide)의 제조 및 분리

LHRH 대신 LHRH 길항제인 오른타이드(orntide)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8-1)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PEG5000-오른타이드 결합체를 제조하고, 이를 분리 정제하였다.

< 실험예 1 sCT과 PEG-sCT의 칼슘저하 효과 비교

SD(Spraugue-Dawley) 웅성랫트 (220 ~ 300 g, Charles River Japan, Atsugi, Japan)에 펩토바비탈(peptobarb
ital) 45 mg/kg을 복강(i.p.)으로 투여하여 마취시켰다. 기관지, 식도는 PE-250 관(tube)으로, 대퇴동맥은 SP-45 
관으로 캐뉼레이션(cannulation)하였다. 플라시보 및 실험제제 20 μl씩을 해밀톤 시린지(Hamilton syringe)로 랫트 
비강에 투여하였다. 플라시보(placebo)로는 생리식염수를, 실험제제로는 실시예 2로부터 얻은 PEG5000-sCT, PEG
12000-sCT, PEG2000-sCT 및 sCT를 사용하였다. 랫트 당 연어 칼시토닌 0.05 내지 4.5 IU를 투여한 것이며 군당 
4마리씩의 랫트를 사용하였다. 플라시보 및 실험제제를 랫트에 투여하고, 투여 전, 그리고 투여 후 5, 15, 30, 60, 12
0, 240, 480, 960분에 혈액 200 μl를 취한 후, 이를 즉시 원심분리하여 혈장 100 μl를 취하였다. 칼슘 분석 키트(a
ssay kit, Sigma, USA)를 사용하여 혈장내의 칼슘농도를 측정하고, 투여 전의 칼슘농도를 100으로 하여 경시적인 혈
장내 칼슘 잔존율을 계산하였다. 측정되는 혈장내의 칼슘농도 단위는 mg/dl이며, 잔존율은 초기치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였다. 각각의 시간별 잔존율을 계산한 후 실험군 당 시간별 잔존율의 평균값에 대하여 곡선하면적(Area-Unde
r the curve, AUC)을 계산하였다. 혈장내의 시간별 칼슘농도 저하율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도 6).

△D(%)=(AUCCa-plac -AUCCa-sCT )/AUCCa-plac x 100

이 때, AUCCa-plac 는 플라시보 투여 후 960분까지의 AUC이며, AUCCa-sCT 는 칼시토닌 및 실험제제 투여 후 960
분까지의 AUC를 나타낸다.

[표 4]
혈장내의 시간별 칼슘농도 저하율(n=4)

시간 sCT PEG5000-sCT PEG12000-sCT PEG2000-sCT
0 100 % 100 % 100 % 100 %
5 98.9 % 100.3 % 96.8 % 97.9 %
15 93.7 % 97.7 % 96.2 % 94.3 %
30 95 % 93.6 % 95.9 % 91.5 %
60 98.7 % 86.9 % 97.0 % 88.0 %
120 97.8 % 82.2 % 98.4 % 84.8 %
240 100.3 % 73.9 % 101.3 % 82.2 %
480 101.6 % 82.3 % - 73.9 %
720 101 % 85.8 % 101.8 % 71.2 %

    
표 4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PEG가 수식되지 않은 칼시토닌은 비점막 투여 후 1시간 정도 칼슘 농도가 저하되다
가 2시간 이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지만, PEG 수식된 칼시토닌을 투여했을 때는 4시간 내지 8시간 이후에도 칼
슘저하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PEG의 분자량의 크기에 따라 칼슘저하효과가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즉, 분자량
이 5000이하인 경우에 칼슘저하효과는 비슷하게 지속되고 있으나 12000을 사용하였을 때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는 
PEG분자량이 거대해 질수록 비점막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는 정도가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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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분자량의 PEG가 수식된 칼시토닌은 수식되지 않은 칼시토닌에 비해 상당히 칼슘저하효과가 뛰어나며 그 지속성도 
월등히 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EG를 수식하여 비점막으로 수송함으로써 칼시토닌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약물에 의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 실험예 2 모노-PEG-칼시토닌 이성체의 칼슘저하 효과 비교

실시예 4에서 분리된 모노-PEG-sCT 이성체들의 칼슘저하효과를 비교하였다. 모든 과정은 실험예 1의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도 7).

도 7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Lys 11 에 PEG가 수식된 이성체에 비해 N-말단과 Lys18 에 PEG가 수식된 이성체가 
지속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칼슘저하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분리하지 않은 모노-PEG-sCT의 경우, N-말단 이성체
보다는 효과면에서 약간 떨어지나 여전히 sCT이나 Lys11 에 비해 월등히 나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펩타이드에 고분자를 수식하여 이루어지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은 난용성인 펩타이드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체내효소로부터의 분해를 방지하여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투여되는 약물의 횟수를 줄여 과다 약
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펩타이드-고분자 결합체로 이루어지는 약학적 조성물은 
비강으로 전달되므로 약물의 작용 발현 시간이 신속할 뿐만 아니라 생체 이용율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펩타이드에 활성화된 생체적합성 고분자가 공유 결합된펩타이드-고분자 결합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펩타이드는 칼시토닌(calcitonin), 부갑상선 호르몬(Parathyroid hormone, PTH), 인슐린(insulin), 
합성 엔케팔린(enkephalin), 성장 호르몬 분비 펩타이드(growth hormone releasing peptide, GHRP), 황체 호르몬 
분비 호르몬(luteinizing hormone releasing hormone, LHRH) 및 그 유도체, 시상하부의 분비물질,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alcitonin gene related peptide, CGRP), 갑상선 자극 호르몬, 흉선 체액성 인자(thymic humoral 
factor, THF) 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생체적합성 고분자는 분자량이 200 내지 200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생체적합성 고분자는 분자량이 500내지 120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생체적합성 고분자는 폴리에틸렌글리콜(polyethylene glycol, PEG), 폴리프로필렌글리콜(poly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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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ylene glycol, PPG), 폴리옥시에틸렌(polyoxyethylene, POE), 폴리트리메틸렌 글리콜(polytrimethylene glyc
ol),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 및 그 유도체, 폴리아크릴산 및 그 유도체, 폴리(아미노산), 폴리(비닐 알코올), 폴
리우레탄(polyurethane), 폴리포스파진(polyphosphazenes), 폴리(L-라이신)[poly(L-lysine)], 폴리알킬렌 옥사
이드(polyalkylene oxide, PAO), 폴리사카다이드(polysaccharide) 등의 수용성 고분자 및 덱스트란(dextran), 폴
리비닐 피롤리돈(polyvinyl pyrrolidone), 폴리비닐 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 폴리아크릴 아마이드(polya
cryl amide) 등의 비면역성 고분자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펩타이드와 활성화된 생체적합성 고분자의 반응 몰비는 약 1:1 내지 1:7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점
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펩타이드와 활성화된 생체적합성 고분자의 반응 pH는 5 내지 8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펩타이드는 칼시토닌이고, 상기 칼시토닌의 N-말단, Lys 18 및 Lys11 중 하나 이상에 생체 적합성 고
분자인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모노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공유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
적 조성물.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칼시토닌의 N-말단, Lys 18 및 Lys11 중 하나에 생체 적합성 고분자인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모노
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공유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칼시토닌의 N-말단 및 Lys 18 중 하나에 생체 적합성 고분자인 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모노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공유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점막 전달용 약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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