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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포좀에 사용하기 위한 절단가능 결합을 갖는 콘쥬게이트

(57) 요약

절단가능 디티오벤질 결합을 통해 치료제에 결합된 소수성 부분, 예컨대 지질의 콘쥬게이트가 기재된다. 디티오벤질 결합

은 약한 가황분해에 의한 절단에 민감해서, 그 원래 형태의 치료제를 방출한다. 결합은 비환원 조건 하에서는 안정하다. 콘

쥬게이트는 생체 내 투여용 리포좀 내에 삽입되어, 내인성 생체 내 환원 조건에 반응하거나 외인성 환원제 투여에 반응하

여 치료제를 방출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하기 화학식을 갖는, 리포좀 약물 전달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한 콘쥬게이트:

(식 중, L 은 리포좀 지질 이중막 내로 삽입되기 위한 소수성 부분이며, R1 은 디티오벤질 부분에 공유 부착된 치료 약물을

나타내고, CH2R
1 기의 방향은 오르토 위치 및 파라 위치에서 선택된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치료 약물이 우레탄, 아민, 아미드, 카르보네이트, 티오-카르보네이트, 에테르 및 에스테르로 구성된 군

으로부터 선택되는 결합으로 공유 부착된 콘쥬게이트.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L 이 콜레스테롤, 디아실글리세롤, 인지질, 및 스핑고미엘린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콘쥬게이

트.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L 이 하기 화학식을 갖는 콘쥬게이트를 생성하는 디아실글리세롤 유도체인 콘쥬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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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중, R2 및 R3 은 탄소수 8 내지 24 의 탄화수소이다).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R2 및 R3 이 탄소수 12 내지 22 의 탄화수소인 콘쥬게이트.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R2 및 R3 이 동일한 길이의 탄화수소 사슬인 콘쥬게이트.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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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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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청구항 37.
삭제

청구항 38.
삭제

청구항 39.
삭제

청구항 40.
삭제

청구항 41.
삭제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치료 약물이 디티오벤질 부분에 공유 부착되어 하기 화학식을 갖는 콘쥬게이트를 형성하는

콘쥬게이트 :

(식 중, R4 는 치료 약물의 잔기를 나타낸다).

청구항 44.

제 43 항에 있어서, R4 가 일차 또는 이차 아민 부분을 함유하는 치료 약물 잔기여서 디티오벤질 및 치료 약물 간 우레탄 결

합을 형성하는 콘쥬게이트, 또는 R4 가 카르복실 함유 치료 약물의 잔기여서 디티오벤질 및 치료 약물 간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하는 콘쥬게이트, 또는 R4 가 히드록실 부분을 함유하는 치료 약물 잔기여서 디티오벤질 및 치료 약물 간 카르보네이

트 결합을 형성하는 콘쥬게이트.

청구항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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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약물이 미토마이신 C, 미토마이신 A, 블레오마이신, 독소루비신, 다우노루비신, 플루

오로데옥시유리딘, 요오도데옥시유리딘, 에토포시드, AZT, 아시클로비어, 비다라빈, 아라비노실 시토신, 펜토스타틴, 퀴

니딘, 아트로핀, 클로람부실, 메토트렉세이트, 미톡산트론, 5-플루오로우라실 및 폴리펩티드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

는 콘쥬게이트.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R1 이 -OC(O)R4 이고, R4 가 하기 중 하나인 콘쥬게이트 :

(ⅰ) R4 가 일차 또는 이차 아민 부분을 함유하는 치료 약물 잔기여서 디티오벤질 및 치료 약물 간 우레탄 결합을 형성하며,

상기 치료 약물이 미토마이신 A, 미토마이신 C, 블레오마이신 및 폴리펩티드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됨 ; 또는

(ⅱ) R4 가 카르복실 함유 치료 약물의 잔기여서 디티오벤질 및 치료 약물 간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하며, 상기 치료 약물이

클로람부실 또는 메토트렉세이트임 ; 또는

(ⅲ) R4 가 히드록실 부분을 함유하는 치료 약물 잔기여서 디티오벤질 및 치료 약물 간 카르보네이트 결합을 형성하며, 상

기 치료 약물이 플루오로데옥시유리딘, 요오도데옥시유리딘, 에토포시드, AZT, 아시클로비어, 비다라빈, 아라비노실 시토

신, 펜토스타틴, 퀴니딘, 미톡산트론 및 아트로핀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됨.

청구항 47.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콘쥬게이트를 1 내지 30 몰 퍼센트로 함유하는 소낭-형성 지질을 포함하는 리포좀을 포함하는 리

포좀 조성물.

청구항 48.

리포좀 내 약물을 보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 47 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리포좀의 제조를 포함하고, 약물이 콘쥬게이

트로부터 방출될 때까지 리포좀 내에 보유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소수성 부분, 절단가능 결합, 및 치료제를 함유하는 콘쥬게이트에 관한 것이다. 보다 자세하게는, 본 발명은 리

포좀 제형물에 삽입되는, 지질, 절단가능 결합 및 약물을 함유하는 콘쥬게이트에 관한 것이다. 콘쥬게이트는 변형되지 않

은 상태의 약물을 방출하기 위해, 생체 내의 약한 가황분해적 조건 하에서 절단될 수 있다.

배경기술

리포좀은 다양한 치료 목적을 위해, 특히 리포좀을 전신 투여하여 치료제를 표적 위치 또는 세포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

는 폐쇄 지질 소포이다. 수용성, 생체적합성 중합체, 특히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사슬이 그라프트된 표면을 갖는 리포좀은

중요한 약물 전달체가 되고 있다. 이러한 리포좀은 중합체를 코팅하지 않은 리포좀에 비해 연장된 혈액 순환수명을 제공한

다. 그라프트된 중합체 사슬은 리포좀을 보호하거나 차폐하여, 혈장 단백질과의 비특이적 상호작용을 최소화한다. 이는 다

시, 리포좀이 세망내피계에서 대식세포 또는 기타 세포에 의해 인지되지 않고 순환하므로, 리포좀이 생체 내에서 제거되거

나 삭제되는 속도를 완화시킨다. 나아가, 소위 향상된 투과성 및 보유 효과로 인해, 리포좀은 혈관계가 손상되거나 늘어난

위치, 예컨대, 암, 염증 위치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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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전신 투여되는 리포좀이 표적 위치, 세포 또는 부위에 도달케 하기 위해서는 연장된 혈액 순환수명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종양 위치로의 리포좀 요법을 위해서는, 리포좀이 전신에 분포된 후 종양 위치로 침투해야 하므로, 약 12 시간 초과

의 혈액 순환수명이 바람직하다.

리포좀 기재 요법과 관련된 하나의 문제는 전신 분포에 충분한 시간 동안 리포좀 내에 약물이 보유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

한 문제는 오래 순환하는 리포좀, 즉 중합체 사슬이 그라프트된 리포좀을 투여하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비교적 소수의 약

물만이 효율적으로 로딩되고, 오랜 기간 보유되어 방출될 수 있다.

약물 보유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은 이중막이 트랩핑된 약물에 투과성이 적도록 하는 지질 이중막 성분을 선택하

는 것이다. 그러나, 지질 이중막은 목적한 시간, 예컨대 표적 부위에 편재되거나 충분히 생체분포된 후에, 예를 들어 지질

이중막을 통과하는 수송 또는 지질 소포의 분열에 의해, 약물이 방출될 정도로 충분히 유동적이어야 한다.

약물 보유를 개선하기 위한 또다른 접근법은 약물을 리포좀 지질 이중막 내 지질에 공유 부착하는 것이다 (Waalkes 등,

Selective Cancer Therap., 6:15-22 (1990); Asai 등, Biol. Pharm. Bull., 21:766-771 (1998)).

긴 혈액 순환수명을 갖고 목적한 시간 동안 트랩핑된 약물을 보유할 수 있으면서도 필요 시에 약물을 방출할 수 있는 리포

좀 조성물을 제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달성하기 위해 당분야에 기재된 하나의 접근법은 비소포형

성 지질, 예컨대 디올레오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DOPE), 및 지질 이중막 안정화 지질, 예컨대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

콜-디스테아로일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mPEG-DSPE) 으로 리포좀을 제형화하는 것이다 (Kirpotin, D 등, FEBS Lett.

388:115-118 (1996)). 상기 접근법에서, mPEG 는 절단가능 결합을 통해 DSPE 에 부착된다. 결합의 절단은 리포좀 함유

물을 신속히 방출하도록 리포좀을 불안정화시킨다.

PEG 중합체 사슬을 리포좀에 결합시키기 위한 불안정 결합이 기재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 5,013,556 호, 제 5,891,468

호; WO 98/16201). 이러한 리포좀 조성물 중의 불안정 결합은 예를 들어, 표면에 부착된 타겟팅 리간드를 노출시키거나

리포좀과 표적 세포의 융합을 유도하기 위해, 리포좀에서 PEG 중합체 사슬을 방출시킨다.

그러나, 현재까지, 생체 내 사용하기 적합한 조건 하에서, 리포좀으로부터 중합체 사슬을 방출시킬 수단을 얻지 못해왔다.

예를 들어, 일부 방출가능 결합은 중합체 사슬을 방출하기 위해 강력한 가황분해제, 예컨대 1,4-디티오트레이톨을 필요로

한다. 상기 환원제는 생체 내 사용하기에 허용가능하지 않다. PEG 를 리포좀 지질에 연결시키는 공지된 방출가능 결합의

또다른 문제점은 방출가능 결합의 절단이 비천연의 바람직하지 않은 변형 지질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체 내 사

용에 적합하고, 절단 후 천연의 변형되지 않은 형태의 약물 또는 치료제를 제공하는 절단가능 결합이 당분야에 여전히 필

요하다.

EP 0317957 에서, Senter 는 항체가 디술피드 벤질 카르바메이트 또는 카르보네이트 링커를 이용해 약물에 결합되고, 디

술피드 결합의 환원으로 약물이 방출되는, 약물-항체 전구약물을 기재하고 있다. Senter 의 교시는 환원제, 예컨대 1,4-

디티오트레이톨, 글루타티온, NADH 및 NADPH 의 작용 하, 약물-리간드 전구약물 분자의 절단에 특이적이다. 혈류를 통

해 순환하는 리포좀 내로 삽입되는 경우, 상기 링커의 행동은 Senter 의 개시를 기초로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리포좀

내에서, 중합체 및 지질 사이의 링커는 PEG 코팅 중에 묻히거나 차폐될 것이다. Senter 의 경우와 같은 단일 약물-리간드

전구약물의 방출을 예상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중합체 사슬의 리포좀 표면 코팅의 경우와 같은 일부 빽빽히

뭉쳐진 장벽에서의 링커의 방출은 예측하기가 더 어렵다.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연장된 혈액 순환수명이 PEG-코팅된 리포좀의 바람직한 특징이며, 암 위치로의 리포좀 요법을 위

해서는 약 12 시간 초과의 혈액 순환수명이 바람직하다. Senter 의 개시는 내인성 환원 조건 하, 예컨대 리포좀의 혈액 순

환 중에, 리포좀 내에 삽입된 콘쥬게이트의 방출 역학에 대한 지시를 제공하지 않는다.

발명의 개요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약물이 리포좀에서 방출되기 위해 필요한 시기 동안 보유되는 리포좀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

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리포좀에 사용하기 위한 콘쥬게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기 콘쥬게이트는 지질 이중막 내에 고

정하기 위한 소수성 부분, 약한 가황분해적 조건에 반응하는 절단가능 결합 및 치료제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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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요지에서, 본 발명은 리포좀 약물 전달 매개체에 사용하기 위한 콘쥬게이트를 포함하며, 콘쥬게이트는 하기 화학식

을 갖는다:

(식 중, L 은 리포좀 지질 이중막 내로 삽입하기에 적합한 소수성 부분이며, R1 은 디티오벤질 부분에 공유 부착된 치료 약

물을 나타내고, CH2R
1 기의 방향은 오르토 위치 및 파라 위치에서 선택된다).

하나의 구현예에서, 치료 약물은 우레탄, 아민, 아미드, 카르보네이트, 티오-카르보네이트, 에테르 및 에스테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결합에 의해 공유 부착된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L 은 콜레스테롤, 디아실글리세롤, 인지질 및 그의 유도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L 은 하기 화학식을 갖는 콘쥬게이트를 제공하는 디아실글리세롤 유도체이다:

(식 중, R2 및 R3 은 약 탄소수 8 내지 약 24, 또는 또다른 구현예에서, 탄소수 약 12 내지 약 22 의 탄화수소이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R2 및 R3 은 동일한 길이의 탄화수소 사슬이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약물은 미토마이신 C, 미토마이신 A, 블레오마이신, 독소루비신, 다우노루비신, 플루오로데옥시유리

딘, 요오도데옥시유리딘, 에토포시드, AZT, 아시클로비어, 비다라빈, 아라비노실 시토신, 펜토스타틴, 퀴니딘, 아트로핀,

클로람부실, 메토트렉세이트, 미톡산트론 및 5-플루오로우라실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치료 약물은 디티오벤질 부분에 공유 결합되어 하기 화학식을 갖는 콘쥬게이트를 형성한다:

(식 중, R4 는 치료 약물의 잔기를 나타낸다).

하나의 구현예에서, R4 는 일차 또는 이차 아민 부분를 함유하는 치료 약물의 잔기로서, 디티오벤질 및 치료 약물 간 우레

탄 결합을 형성한다. 상기 구현예에서, 치료 약물은, 예를 들어 미토마이신 A, 미토마이신 C, 블레오마이신 또는 폴리펩티

드일 수 있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R4 는 디티오벤질 및 치료 약물 간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하는, 카르복실-함유 치료 약물의 잔기이다.

상기 구현예에서 약물의 예에는 클로람부실 또는 메토트렉세이트가 포함된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R4 는 히드록실 부분을 함유하여 디티오벤질 및 치료 약물 간 카르보네이트 결합을 형성하는 치료 약

물 잔기이다. 상기 구현예에서 약물의 예에는 플루오로데옥시유리딘, 요오도데옥시유리딘, 에토포시드, AZT, 아시클로비

어, 비다라빈, 아라비노실 시토신, 펜토스타틴, 퀴니딘, 미톡산트론 및 아트로핀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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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구현예에서, 본 발명에는 약 1 내지 약 30 몰 퍼센트의 상기 기재된 화학식을 갖는 콘쥬게이트를 함유하는 소포형

성 지질로 구성된 리포좀을 함유하는 리포좀 조성물이 포함된다. 치료 약물은 생리적 조건 또는 인공적으로 유도된 조건에

반응하여 생체 내에서 콘쥬게이트로부터 방출된다.

또다른 요지에서, 본 발명에는 소포형성 지질 및 약 1 내지 약 30 몰 퍼센트의 상기 기재된 콘쥬게이트로 구성되는 리포좀

을 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리포좀 내 약물을 보유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리포좀은 생리적 조건 또는 인공적으로 유도된

조건에 반응하여 콘쥬게이트로부터 방출되기 전까지, 약물을 리포좀 내에 효과적으로 보유한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 목적 및 특징은, 동반되는 도면과 함께 하기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독서하여 보다 자세히 이해

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아민-, 히드록시- 또는 카르복실-함유 약물과 더 반응시키기 위한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알콜의 제

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2A 는 아미노-함유 약물을 반응성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카르보네이트에 부착시키기 위한 일반 반응식을 나타

낸다;

도 2B 는 도 2A 의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적 절단 후 산물을 나타낸다;

도 3A 는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5-플루오로우라실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3B 는 도 3A 의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적 절단 후 생성물을 나타낸다;

도 4 는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5-플루오로우라실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대안적 합성 반응식 및 상기 콘쥬게

이트의 가황분해적 절단 후 산물을 나타낸다;

도 5 는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클로람부실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 및 상기 콘쥬게이트의 가황분

해적 절단 후 산물을 나타낸다;

도 6A 는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미토마이신-C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6B 는 도 6A 의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적 절단 후 산물을 나타낸다;

도 7 은 콜레스테롤-디티오벤질-미토마이신-C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8 은 콜레스테롤-디티오벤질-미토마이신-C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또다른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9A-9C 는 세 가지 지질-디티오벤질-미토마이신-C 콘쥬게이트인, 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C (도 9A),

파라-디팔미토일-DTB-미토마이신-C (도 9B) 및 오르토-디팔미토일-DTB-미토마이신 C (도 9C) 의 구조를 나타낸다;

도 10A-10B 는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도 10A) 및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

DTB-미토마이신 C (도 10B) 로 구성되는 리포좀의 HPLC 크로마토그램이며, 각 도는 시스테인의 존재 하에서 리포좀을

인큐베이션한 시간의 함수로서의 따른 일련의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낸다;

도 11 은 시스테인의 존재 하에서 인큐베이션한 시간의 함수로서,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검은

다이아몬드) 및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검은 원) 로 구성되는 리포좀에서 방출되는

미토마이신 C 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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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A-12B 는 150 μM (검은 기호) 및 1.5 mM (흰 기호) 농도의 시스테인 존재 하에서 인큐베이션한 시간의 함수로서,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도 12A) 및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도 12B) 로 구성되는 리포좀에서 방출되는 미토마이신 C 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3 은 유리 미토마이신 c (흰 삼각형),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를 함유하는 리포좀 (검은 사각

형), 및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를 함유하는 리포좀 (흰 원) 에 대해, 미토마이신 C 의

양 (nM) 의 함수로서, 약물 및 시스테인 부재 하 M109 세포의 성장 기준 퍼센트로 표현되는 M109 세포의 성장률 그래프

이다;

도 14A 는 미토마이신 C 의 농도 (nM) 의 함수로서, 약물 또는 시스테인 부재 하 M109 세포의 성장 기준 퍼센트로 표현되

는, M109 세포의 성장률 그래프이다.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흰 삼각형) 및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에 더해 1000

μM 시스테인 (검은 삼각형) 으로 처리한 세포를 나타낸다. 또한, HSPC/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로 구성되

는 리포좀 제형물 (흰 원), 및 150 μM (흰 다이아몬드), 500 μM (검은 원) 및 1000 μM (흰 사각형) 농도로 부가적 시스테

인이 첨가된 리포좀 제형물로 처리한 세포를 나타낸다;

도 14B 는 미토마이신 C 의 농도 (nM) 의 함수로서, 약물 또는 시스테인 부재 하 M109 세포의 성장 기준 퍼센트로 표현되

는, M109 세포의 성장률 그래프이다.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흰 삼각형) 및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에 더해 1000

μM 시스테인 (검은 삼각형) 으로 처리한 세포를 나타낸다. 또한,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DTB-미토마이

신 C 를 함유하는 리포좀 제형물 (흰 원) 및 150 μM (흰 다이아몬드), 500 μM (검은 원) 및 1000 μM (흰 사각형) 농도로

부가적 시스테인이 첨가된 리포좀 제형물로 처리한 세포를 나타낸다;

도 15 는 다양한 농도의 시스테인에서 시험관 내 M109 세포에 대한, 유리 미토마이신 C (검은 사각형), HSPC/콜레스테롤

/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으로 구성되는 리포좀 (검은 원), 및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

신 C 로 구성되는 리포좀 (흰 삼각형) 과 연합된 미토마이신 C 의 세포독성 ((IC50시스테인 없을 때/IC50시스테인 있을 때)x100

으로 측정) 증가 퍼센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6A 는 유리 미토마이신 C (흰 사각형),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로 구성되는 리포

좀 (검은 다이아몬드), 및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로 구성되는 리포좀 (검은 원) 의 정맥 주사 후

시간 (시간) 의 함수로서 래트의 혈중 미토마이신 C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6B 는 유리 미토마이신 C (흰 사각형),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를 함유하는 리포

좀 (검은 다이아몬드), 및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를 함유하는 리포좀 (검은 원) 의 정맥 주사 후

시간 (시간) 의 함수로서 래트의 혈중 잔여 주사 용량 퍼센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I. 정의

"리포좀 지질 이중막 내로 삽입하기 적당한 소수성 부분" 라는 어구는 리포좀 지질 이중막의 소수성 이중막 영역에 도입될

수 있는 소수성 부분을 포함하는 임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기 소수성 부분은 전형적으로 소수성 지질 꼬리 및 친수

성 극성 머리를 갖는 양쪽성 지질, 예컨대 인지질 및 디아실글리세롤을 포함하는 지질이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스테롤, 인

지질 유도체, 디아실글리세롤, 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라이드 및 천연원에서 유래되거나 합성적으로 제조된 기타 지질을 또

한 나타낸다.

"치료 약물 잔기" 에서와 같은 "잔기" 라는 용어는 약물 분자의 하나 이상의 원자가 치환되었거나 제거되어 결합을 형성하

는, 결합을 형성하도록 또다른 분자와 반응한 약물 분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폴리펩티드" 는 아미노산 중합체를 말하며, 특정 길이의 아미노산 중합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예를 들어, 용어 펩티드, 올리고펩티드, 단백질, 및 효소가 폴리펩티드의 정의 내에 포함된다. 상기 용어에는 또한, 폴리

펩티드의 발현후 변형, 예를 들어 당화, 아세틸화, 인산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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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는 하기 약어들이 사용된다: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 mPEG, 메톡시-PEG; DTB, 디티오벤질; DSPE, 디스테

아로일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HSPC, 수소화 콩 포스파티딜콜린; MMC, 미토마이신 C.

II. 콘쥬게이트 조성 및 제조 방법

하나의 측면에서,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의 콘쥬게이트를 포함한다:

(식 중, L 은 리포좀 지질 이중막 내로 삽입하기 적합한 소수성 부분이며, R1 은 디티오벤질 부분에 공유 부착된 치료 약물

잔기를 나타내고, CH2R
1 기의 방향은 오르토 위치 및 파라 위치에서 선택된다). 소수성 부분, L 은 전형적으로 지질, 예컨

대 디아실글리세롤, 스테롤, 인지질, 이러한 지질의 유도체, 기타 천연 생성 지질 및 그의 합성 유사체이다.

콘쥬게이트에서, 치료 약물은 공유 결합에 의해 디티오벤질 부분에 부착되어, 화학식에서 R1 으로 나타내는 약물 잔기를

형성한다. 당업자가 이해할 것과 같이, 결합은 약물 및 반응 화학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치료 약물

은 우레탄, 아민, 아미드, 카르보네이트, 티오-카르보네이트, 에테르 및 에스테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결합에

의해 디티오벤질 부분에 공유 부착된다.

우레탄 결합은 O(C=O)NH-R4 또는 O(C=O)N=R4 의 형태를 취하며, 여기서 R4 는 치료 약물 잔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일차 또는 이차 아민을 함유하는 약물, 예컨대 미토마이신 C, 미토마이신 A, 블레오마이신 및 치료용 폴리펩티드와 같이

소수 명명되는 것들이 반응하여 약물 내 아민 부분과 우레탄 결합을 형성한다.

카르보네이트 결합은 O(C=O)O-R4 의 형태를 취하며, 여기서 R4 는 약물 잔기를 나타내고, 카르보네이트 결합은 약물 중

의 페놀 또는 알콜 또는 히드록실 부분에서 유도된다. 티오-카르보네이트는 O(C=O)S-R4 의 형태를 취하며, 여기서 R4 는

약물 잔기를 나타내고, 결합은 약물 중의 부분에서 유도된다. 디티오벤질 알콜과 반응하여 카르보네이트 결합을 형성하는

상기 부분을 갖는 약물의 예에는 플루오로데옥시유리딘, 요오도데옥시유리딘, 에토포시드, AZT, 아시클로비어, 비다라빈,

아라비노실 시토신, 펜토스타틴, 퀴니딘, 미톡산트론 및 아트로핀이 포함된다.

에스테르 결합은 O(C=O)-R4 의 형태를 취하며, 여기서 R4 는 약물 잔기를 나타낸다. 결합은 치료 약물 중 카르복실산 부

분과의 반응에서 유도되며, 클로람부실 및 디티오벤질 간 에스테르 결합을 갖는 콘쥬게이트의 예가 하기에 기재된다. 메토

트렉세이트는 콘쥬게이트의 디티오벤질 부분과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약물의 또다른 예이다.

디티오벤질 부분에 약물을 부착시키는 우레탄, 카르보네이트 또는 에스테르 결합을 갖는 콘쥬게이트는 일반적으로 하기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식 중, R4 는 치료 약물의 잔기를 나타낸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콘쥬게이트에는 O-R4 의 형태를 취하는 에테르 결합이 포함되며, 여기서 R4 는 치료 약물 잔기를 나

타낸다. 결합은 전형적으로 약물 상 알콜 작용기와의 반응에서 유도된다.

아미드 결합은 N=R4 의 형태이며, 여기서 R4 는 약물 잔기를 나타내고, 결합은 약물 중 N 과 디티오벤질의 CH2 부분에 직

접 부착된다. 아민 결합이 형성된, 약물 5-플루오로우라실과의 콘쥬게이트가 하기 기재될 것이다. 아미드 결합 또한 치료

제로서의 펩티드와 형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아미노산 잔기, 예컨대 아스파르트산 또는 글루탐산의 유리 카르복실이 디티

오벤질아민과 축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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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드 결합은 NH(C=O)-R4 의 형태를 취하며, 여기서 R4 는 약물 잔기를 나타낸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상기 구현예에서, 중간체 화합물인 파

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콜 (화합물 IV) 의 합성은 선택된 치료 약물과의 후속 반응을 위해 준비된다. 화합물 IV

는 실시예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3-메르캅토-1,2-프로판디올 (화합물 I) 을 과산화수소와 반응시켜 rac-3,3'-디티오비

스(1,2-프로판디올) (화합물 II) 을 형성함으로써 제조된다.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올) 은 소수성 부분 R 로

아실화된다. 예를 들어, R 은 탄소수 약 8 내지 약 24 의 지방산일 수 있다. 실시예 1 은 R 이 스테아르산인 반응 절차를 상

술한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R 은 탄소수 약 12 내지 약 22 의 지방산이다. 화합물 II 의 아실화로 Rac-3,3'-디티오비스

(1,2-프로판디스테아로일) (화합물 III) 이 얻어지며, 이를 염화술푸릴 및 4-메르캅토벤즈알콜과 반응시켜 목적한 중간체

산물인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콜 (화합물 IV) 을 형성한다. 화합물 IV 는 반응성 카르복실 부분 (R'CO2H)

를 갖는 약물과 쉽게 반응하여,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 약물이 DTB 에 연결된 지질-디티오벤질 (DTB)-약물 콘쥬게이트

(화합물 V) 를 형성한다. 또한, 화합물 IV 는 반응성 아민 부분 (R'-NH2) 을 갖는 약물과 쉽게 반응하여, 우레탄 결합을 통

해 약물이 DTB 에 연결된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 (화합물 VI) 를 형성한다. 또한, 화합물 IV 는 반응성 히드록실 부

분 (R'OH) 을 갖는 약물과 쉽게 반응하여, 카르보네이트 결합을 통해 약물이 DTB 에 연결된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

(화합물 VII) 를 형성한다.

각종 약물을 본 발명의 콘쥬게이트에 사용하기 위해 나타낸다. 특히, 본 발명은 반응에 적합한 아민 (NH 또는 NH2), 카르

복실, 술프히드릭 또는 히드록실 부분을 갖는 약물을 나타낸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반응에 적합한" 이란, 예를 들어 디티

오벤질 알콜의 형태인, 디티오벤질 부분과 반응할 수 있는 하나의 언급된 부분을 약물이 가짐을 의미한다. 약물의 예에는

반응에 적합한 NH 기를 갖는 5-플루오로우라실, 반응성 카르복실을 갖는 클로람부실 및 반응성 아민 (아지리딘기) 을 갖

는 미토마이신 C 가 포함된다.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예시적 합성 구현예를 예시하고, 도 3-9 에 대해 설명한

다. 사용하려는 기타 약물이 예에는 미토마이신 C, 미토마이신 A, 블레오마이신, 독소루비신, 다우노루비신, 플루오로데옥

시유리딘, 요오도데옥시유리딘, 에토포시드, AZT, 아시클로비어, 비다라빈, 아라비노실 시토신, 펜토스타틴, 퀴니딘, 아트

로핀, 클로람부실, 메토트렉세이트, 미톡산트론 및 5-플루오로우라실이 포함된다. 폴리펩티드, 아미노글리코시드, 알칼로

이드 모두가 또한 본 발명에 사용하기 적합함이 이해될 것이다.

실시예 1 은 또한, 콘쥬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한 중간체 화합물로 작용할 수 있는, 오르토-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

콜의 제조 반응 조건에 대해 상술한다.

도 2A-2B 는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의 제조 (도 2A) 및 환원제의 존재 하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적 절단 (도 2B)

을 나타낸다. 도 2A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수성 부분 R 이 지방산 R"(CO)OH, 예컨대 스테아르산 (CH3(CH2)16CO 2H)

에서 유도된 도 1 의 화합물 VII 를 포스포겐 (COCl2) 의 존재 하에서, 아민 함유 약물인 H2N-약물과 반응시킨다. 상기 반

응으로 도 2A 에 예시된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가 얻어진다. 환원 조건, 즉, 환원제, 예컨대 시스테인 또는 글루타티

온에 노출 시, 콘쥬게이트는 분해되어 도 2B 에 나타낸 산물을 제공한다. 나타낸 바와 같이,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적 절

단은 변형되지 않은, 천연 상태의 약물을 재생시킨다. 하기에 나타낼 것처럼, 콘쥬게이트 중 약물이 대상으로의 생체 내 투

여를 위해 리포좀에 쉽게 삽입될 수 있으므로, 상기는 바람직한 특징이다. 나아가, 하기에 나타낼 것과 같이, 콘쥬게이트

형태의 약물은 독성이 없다. 투여 후 및 내인성 환원제에의 노출 또는 외인성 환원제에의 노출 시, 콘쥬게이트는 분해되어

자연 상태의,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약물을 제공한다.

도 3A 에서는, 5-플루오로우라실의 콘쥬게이트 제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이 예시된다. 화합물 IV 인 파라-디아실-디글리

세롤-디티오벤잘알콜을 염화파라-톨루엔술포닐과 반응시켜, 중간체 화합물 IX 를 형성한다. 5-플루오로우라실 음이온

또는 소듐 염 (화합물 X) 과의 반응으로 목적한 지질-DTB-5-플루오로우라실 콘쥬게이트 (화합물 XI) 가 얻어진다. 환원

제인 R'-SH 에 노출 시 지질-DTB-5-플루오로우라실 콘쥬게이트 (화합물 XI) 의 분해를 도 3B 에 나타낸다. 콘쥬게이트

의 가황분해적 절단으로 변형되지 않은 형태의 5-플루오로우라실이 재생된다.

도 4 는 디아실디글리세롤-DTB-5-플루오로우라실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대안적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4 에

서, 1-클로로에틸 클로로포르메이트 (화합물 XII) 를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화합물 IV) 과 반응시켜,

반응성 클로로에틸 카르보네이트-DTB-디아실디글리세롤 중간체 (화합물 XII) 를 형성한다. 이어서 중간체를 트리에탄올

아민 (TEA) 의 존재 하에서, 5-플루오로우라실과 반응시켜 지질-DTB-5-플루오로우라실 콘쥬게이트 (화합물 XIV) 를

생성한다.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적 절단 및 5-플루오로우라실의 재생을 또한 도 4 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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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쥬게이트의 또다른 구현예를 도 5 에 나타낸다. 상기 구현예에서, 반응성 카르복실 부분을 함유하는 약물인 클로람부실

(화합물 XV) 을 1,3-디시클로헥시카르보디이미드 (DCC) 및 디메틸아미노피리딘 (DMAP) 의 존재 하에서 파라-디아실-

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화합물 IV) 과 반응시켜, 지질-DTB-클로람부실 콘쥬게이트 (화합물 XVI) 를 형성한다. 환

원제에 노출 시, 콘쥬게이트는 나타낸 산물로 가황분해된다. 이어서 변형되지 않은 형태의 클로람부실이 재생된다.

도 6A 는 본 발명의 또다른 구현예에 따른 콘쥬게이트의 합성을 나타낸다. 나타낸 반응식에서, 반응성 아민 부분을 함유하

는 약물인 미토마이신 C (화합물 XVII, 도 6B) 를 포스포겐의 존재 하에서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화

합물 IV) 과 반응시켜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화합물 XVIII) 를 형성한다. 합성의 자세

한 사항은 실시예 2 에 제시된다.

도 6B 는 디아실디글리세롤-DTB-미토마이신-C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를 나타낸다. 환원제의 존재 하에서, 콘쥬게이트

는 분해되어 나타낸 미토마이신 C (화합물 XVII) 및 기타 산물을 재생한다.

상기 명시한 바와 같이, 콘쥬게이트 중의 소수성 부분은 임의 수의 소수성 부분, 예컨대 지질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디아실디글리세롤 지질을 사용하여 하기 화학식을 갖는 콘쥬게이트를 형성하였다:

(식 중, R2 및 R3 은 탄소수 약 8 내지 약 24 의 탄화수소이다).

소수성 부분으로서, 디아실글리세롤에 덧붙여, 기타 지질이 예상된다. 도 7 은 콘쥬게이트 중 소수성 부분으로서 콜레스테

롤이 사용되는 또다른 구현예를 나타낸다. 콜레스테롤 (화합물 XIV) 을 트리에틸아민 (TEA) 의 존재 하에서, 디클로로메

탄 중 염화메탄술포닐과 반응시킨다. 이어서, 생성된 중간체를 티올 유도체, 궁극적으로 주요 디티오벤질 알콜로 전환시

켜, 디아실글리세롤에 대해 상기 기재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토마이신 C 를 결합시키는데 사용한다.

콜레스테롤-DTB-미토마이신-C 콘쥬게이트를 제조하기 위한 대안적 반응식을 도 8 에 나타낸다. 메톡시카르보닐디티오

에틸 아민을 콜레스테롤 클로로포르메이트와 직접 반응시켜, 우레탄 결합을 형성한다. 이어서, 메르캅토벤질알콜을 사용

하여, DTB-콜레스테롤 화합물을 수득한다. 미토마이신 C 를 상기 및 실시예 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합시킨다.

당업자는 상기 기재된 다양한 콘쥬게이트가 단지 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매우 다양한 기타 소수성 부분 및 기타 약물,

예컨대 독소루비신 및 다우노루비신을 예상할 수 있고, 본 발명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하기 기재되는, 본 발명을 지지하기

위해 수행된 부가 시험에서, 도 6A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된 콘쥬게이트로 화합물 XVII 인 파라-디스테아로일-DTB-

미토마이신 C 를 사용하였다. 참고의 편리를 위해, 상기 콘쥬게이트를 도 9A 에 나타낸다. 기타 디아실 지질, 예컨대 디팔

미토일 지질을 사용할 수 있음이 이해되며, 도 9B 는 파라-디팔미토일-DTB-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를 나타낸다. 또한,

콘쥬게이트가 이성질체 결합도 또한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이는, 도 9C 에 나타낸 바와 같은 오르토-디팔미토일-

DTB-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에서 자명하다.

III. 콘쥬게이트 함유 리포좀의 제조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에는 소포형성 지질 및 상기 기재된 콘쥬게이트를 함유하는 리포좀 조성물이 포함된다. 리포좀은

다양한 치료 목적, 특히 리포좀의 전신 투여에 의해 치료제를 표적 위치 또는 세포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폐 지질 소포

이다. 특히, 친수성 중합체 사슬, 예컨대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 이 표면에 코팅된 리포좀은, 이러한 리포좀이 중합체가

코팅되지 않은 리포좀에 비해 연장된 혈액 순환수명을 제공하므로, 약물 전달체로서 바람직하다. 중합체는 혈액 단백질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단백질의 결합 및 세망내피계의 기타 세포 및 대식세포에 의한 흡수 및 제거를 위한 리포좀 인

지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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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리포좀에는, 하나의 구현예에서 소포형성 지질인 지질, 및 임의로 기타 이중막 성분과 배합된 콘쥬게이트

가 포함된다. "소포형성 지질" 이란 수 중에서 자발적으로 이중막 소포를 형성하는 지질이다. 소포형성 지질은 바람직하게

는 두 개의 탄화수소 사슬, 전형적으로 아실 사슬, 및 극성 머리기를 갖는다. 당분야에는 다양한 합성 소포형성 지질 및 천

연 생성 소포형성 지질이 공지되어 있으며, 두 개의 탄화수소 사슬은 전형적으로 탄소수 약 12 내지 약 24 의 길이이고, 다

양한 불포화도를 갖는다. 예에는 인지질, 예컨대 포스파티딜콜린 (PC),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PE), 포스파티드산 (PA),

포스파티딜이노시톨 (PI), 및 스핑고미엘린 (SM) 이 포함된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 바람직한 지질은 수소화 콩 포스파티딜

콜린 (HSPC) 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지질군은 디아실글리세롤이다. 이러한 지질은 시판되거나, 공개된 방법에 따라 제조

될 수 있다.

소포형성 지질은 일정도의 유동성 또는 강성을 얻기 위해, 혈청 중 리포좀의 안정성을 조절하기 위해, 그리고 리포좀 중 트

랩핑된 약제의 방출율을 조절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보다 단단한 지질 이중막, 또는 액체 결정성 이중막을 갖는 리포좀

은 비교적 단단한 지질, 예컨대 비교적 높은 상전이 온도, 예컨대 약 80℃ 이하를 갖는 지질을 삽입하여 제조할 수 있다. 강

성의, 즉 포화된 지질은 지질 이중막의 보다 큰 막 강성에 기여한다. 기타 지질 성분, 에컨대 콜레스테롤도 또한 지질 이중

막 구조 내 막 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액체 유동성은 비교적 유동적인 지질, 전형적으로 비교적 낮은 액체에서 액체-결정상으로의 전이 온도, 예컨대 실온 이하

(약 20-25℃) 를 갖는 지질 상을 갖는 것들을 삽입하여 얻어진다.

또한, 리포좀은 지질 이중막 내로 삽입될 수 있는 기타 성분, 예컨대 스테롤을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기타 성분은 전형적

으로 이중막 내부의 소수성 영역과 접촉하는 소수성 부분, 및 막 외부의 극성 표면쪽으로 배열된 극성 머리기 부분을 갖는

다.

본 발명의 리포좀 중 또다른 지질 성분은, 친수성 중합체로 유도체화된 소포형성 지질이다. 상기 지질 성분에서, 유도체화

지질은 지질 이중막 표면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친수성 중합체 사슬의 표면 코팅을 형성시킨다. 전형적으로, 약 1-20 몰

퍼센트의 유도체화 지질이 지질 조성물 중에 함유된다.

소포형성 지질의 유도체화에 적합한 친수성 중합체에는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메틸에테르, 폴리메틸옥사졸린, 폴리

에틸옥사졸린, 폴리히드록시프로필옥사졸린, 폴리히드록시프로필메트아크릴아미드, 폴리메트아크릴아미드, 폴리디메틸

아크릴아미드, 폴리히드록시프로필메트아크릴레이트, 폴리히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 히드록시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

시에틸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폴리아스파르트아미드가 포함된다. 중합체는 동종중합체 또는 블록 또는 랜덤

공중합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친수성 중합체 사슬은, 바람직하게는, 약 500 내지 약 10,000 달톤, 바람직하게는 약 1,000 내지 약 5,000 달톤

의 분자량을 갖는 PEG 사슬인,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이다. PEG 의 메톡시- 또는 에톡시-캡핑된 유사체도 또한 바람

직한 친수성 중합체이다. 이러한 중합체는 다양한 중합체 크기, 예컨대 약 12 내지 약 220,000 달톤으로 시판되고 있다.

본 발명의 리포좀에는 전형적으로 약 1 내지 약 30 몰 퍼센트,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30 몰 퍼센트, 보다 바람직하게

는 약 5 내지 약 20 몰 퍼센트의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가 포함된다. 본 발명을 지지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에서, 소포

형성 지질 수소화 콩 포스파티딜콜린 (HSPC),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로 유도체화된 디스테아로일 포스파티딜에탄올

아민 (mPEG-DSPE), 및 도 9A 에 나타낸 콘쥬게이트인 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화합물 XVIII) 를 함유

하는 리포좀을 실시예 4A-4B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하였다. 한 리포좀 제형물은 지질 HSCP/콜레스테롤/mPEG-

DSPE/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화합물 XVIII) 가 60/30/5/5 의 몰비로 존재하며, 콜레스테롤을 함유하였

다 (실시예 4A). 콜레스테롤을 함유하지 않는 두 번째 제형물을 제조하고 분석하였다 (실시예 4B). 상기 제형물에서, 지질

HSCP/mPEG-DSPE/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화합물 XVII) 는 90/5/5 의 몰 비로 존재하였다.

IV. 콘쥬게이트 함유 리포좀의 시험관 내 특징분석

A. 시험관 내 약물 방출

리포좀을 실시예 4A-4B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하고 시험관 내 특징분석하여, 환원제에의 노출에 따른 미토마이신 C

의 방출율을 측정하였다. 시험관 내 연구를 위해, 시험 매질에, 전형적으로 약 150 μM 농도의 시스테인을 첨가하여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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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유도하였다. 생체 내, 내인성 환원 조건이 약물 방출을 위한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에 영향을 미

치기에 충분할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생체 내 환원 조건을 적합한 환원제, 예컨대 시스테인 또는 글루타티온의 투여에

의해 인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도 더 예상된다.

리포좀 제형물, 예컨대 HSPC/콜레스테롤/mPEG-DSPE/콘쥬게이트인 화합물 XVIII (이하, "콜레스테롤 있는 제형물") 및

HSCP/mPEG-DSPE/콘쥬게이트인 화합물 XVIII (이하,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 을 24 시간 동안, 150 μM 시스

테인의 존재 하 37℃ 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시료를 선택한 시점마다 채취하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 로

분석하여, 콘쥬게이트 및 유리 미토마이신 C 의 양을 정량하였다. HPLC 조건을 실시예 5 에 기재하였다.

도 10A-10B 는 두 개 리포좀 제형물의 HPLC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낸다. 도 10A 에서는,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

의 결과를 나타낸다. 시점 0 에서는, 측정가능한 유리 미토마이신 C 가 없고, 측정가능한 모든 약물은 리포좀에 결합한 지

질-DTB-약물 콘쥬게이트의 형태이다. 인큐베이션 시간이 증가할수록, 콘쥬게이트 결합 미토마이신 C 의 존재에서 상응

하는 감소와 함께 리포좀에서 방출되어 유리 형태로 측정가능한 미토마이신 C 의 양이 증가한다.

도 10B 는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제형물의 결과를 나타낸다. 시점 0 에서 채취한 첫번째 시료에는, 측정가능한 유리 미

토마이신 C 가 없었다. 150 μM 시스테인의 존재 하에서 1 시간 인큐베이션한 후, 리포좀 결합 지질-DTB-미토마이신 콘

쥬게이트의 분해를 시사하는 소량의 유리 약물이 검출되었다. 도 10A 와 대조하여,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은 보다 느린

콘쥬게이트 분해율을, 따라서 보다 느린 약물의 방출을 나타낸다.

도 11 은 도 10A-10B 의 크로마토그램에서 측정된 바와 같은, 두 개의 리포좀 제형물에서 방출된 미토마이신 C 의 퍼센트

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검은 다이아몬드) 이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검은 원) 보다 높은 방출

율을 가졌다. 콜레스테롤 없는 제형물에서는, 2 시간 후 미토마이신 C 의 50% 초과가 리포좀 결합 콘쥬게이트로부터 방출

되었다. 두 가지 제형물에 대해, 24 시간 인큐베이션 기간의 말기에는 약물의 80% 초과가 방출되었다.

또다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리포좀 제형물을 1.5 mM 시스테인 중에 인큐베이션하였다. 실시예 5 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분

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 12A-12B 에 나타낸다. 도 12A 는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내에 삽입된 지질-DTB-약물 콘쥬

게이트 (HSPC/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로부터 방출된 미토마이신 C 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대조를 위해,

150 μM 과의 인큐베이션 중 방출 퍼센트 (검은 다이아몬드) 를 또한 나타낸다. 보이는 바와 같이, 더 높은 농도의 환원제

(1.5 mM, 흰 다이아몬드) 와 인큐베이션하여, 콘쥬게이트 분해율 및 약물 방츌율이 증가한다.

도 12B 는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제형물의 결과를 나타낸다. 1.5 mM 에서 인큐베이션한 리포좀 (흰 원) 은 150 μM 시

스테인에서 인큐베이션한 동일 리포좀 (검은 원) 보다 상당히 높은 분해율을 나타낸다.

B. 시험관 내 세포독성

지질-DTB-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화합물 XVIII) 함유 리포좀의 시험관 내 세포독성을 마우스 폐 육종주인 M-109 세

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실시예 6 에 기재된 바와 같이, M109 세포를 유리 미토마이신 C 또는 디스테아로일-DTB-미

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함유 리포좀의 존재 하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실시예 6A 에 명시된 몰 비로 실시예 4A-4B 에 기

재된 바와 같이 제조된 리포좀을 시험하였다. 150 μM, 500 μM 및 1000 μM 농도의 시스테인을 일부 시험 세포에 첨가하

여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 및 미토마이신 C 의 방출을 일으켰다.

실시예 6 에 기재된 바와 같이, IC50 값을 대조군 성장율을 50% 억제시키는 약물 농도 (IC50) 로 취하였다. 결과를 표 1 에

나타낸다.

[표 1]

제형물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72 시간 배양한 후 M109 종양 세포의 IC50 값

제형물
시스테인 농도

0 150 μM 500 μM 1000 μM

유리 MMC1 285 ±92 n.d.4 n.d. 300 ±71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2 1750 ±356 1140 ±368 650 ±42 510 ±113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3 5400 ±1414 4550 ±1484 3600 ±1272 2550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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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M = 미토마이신 C
2HSPC/콜레스테롤/mPEG-DSPE/디스테아로일-DTB-MMC (90/45/5/5)
3HSPC/mPEG-DSPE/디스테아로일-DTB-MMC (90/5/5)
4n.d. = 수행하지 않음

세포독성 연구에서 결정된 M109 마우스 육종 세포의 성장율 퍼센트를 도 13 에 나타낸다. 성장율 퍼센트는 미토마이신 C

및 시스테인의 부재 하 M109 세포의 성장율을 기준으로 한 퍼센트로 표현되며, 미토마이신 C 농도 (nM) 의 함수로 나타

낸다. 세포의 성장율은 실시예 6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였다. 보이는 바와 같이,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흰 원) 및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 (검은 사각형) 둘 다에서 시스테인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성장율 퍼센트는 감소한다.

또한, 시스테인은 유리 미토마이신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토마이신 C 는 콘쥬게이트에서 방출되어 세포 성장

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다.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또는 리포좀 결합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의 형태인 미토마이신 C 로 처리한 M109 마우스

육종 세포의 시험관 내 성장율을 도 14A-14B 에 나타낸다. 도 14A 에서는,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의 결과를 나

타낸다. 그래프에서, M109 세포의 성장율은 약물 및 시스테인의 부재 하 M109 세포의 성장을 기준으로 한 퍼센트로 표현

되며, 미토마이신 C 농도 (nM) 의 함수로 나타낸다.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흰 삼각형) 및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에 더해 1000 μM 의 시스테인 (검은 삼각형) 을 처리한 세포는 유리 형태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성장율 감소를 나타낸다.

HSPC/PEG-DSPE/DSPE-DTB-미토마이신 C 로 구성되는 리포좀 제형물 (흰 원), 및 150 μM (흰 다이아몬드), 500 μM

(검은 원) 및 1000 μM (흰 사각형) 농도로 부가적 시스테인이 첨가된 리포좀 제형물로 처리한 세포는 시스테인 용량 의존

적 방식으로 세포의 세포독성을 나타낸다.

도 14B 는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제형물에 대한 유사 그래프이다. 콜레스테롤에 더해 150 μM (흰 다이아몬드), 500 μM

(검은 원) 및 1000 μM (흰 사각형) 농도의 부가적 시스테인을 함유하는 리포좀 조성물로 처리한 세포에서 동일한 양식이

관찰되었다. 즉, 시스테인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성장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시스테인이 유도한 미토마이신 C 의 방

출이 시스테인 농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리포좀 제형물과는 대조적으로,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흰 삼각형) 로 처리한 세포의 시험관 내 성장율은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에 더해 1000 μM 시스테인 (검은 삼각형) 을

처리한 세포의 성장율과 동일하였다.

도 15 는 유리 미토마이신 C 및 리포좀 제형물의, 시스테인 농도 (μM) 의 함수로서의 세포독성의 증가 퍼센트를 나타낸다.

세포독성의 증가는 IC50 의 감소 퍼센트, 예컨대 시스테인의 부재 하 IC50 에 대한 시스테인의 존재 하 IC50 곱하기 100 (

(IC50시스테인 없는 경우/IC50시스테인 있는 경우)x100) 으로 측정되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세포독성 퍼센트는, 콜레스테롤 있

는 리포좀 (흰 삼각형) 및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 (검은 원) 둘 다에서, 시스테인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저히

증가한다. 유리 미토마이신 C (검은 사각형) 의 세포독성은 시스테인의 존재에 영향받지 않는다.

세포독성 데이타는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이 시스테인에 의해 보다 많이 영향받음을 나타낸다. 특정 시스테인 농

도에서의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의 IC50 는 단독 유리 약물보다 단지 2 배 더 낮다.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제형

물은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보다 세포독성이 적다. 또한 데이타는, 시스테인이 종양 세포에 세포독성 효과를 갖지

않으며, 유리 미토마이신 C 의 세포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데이타로부터, 시스테인이 리포좀 결합

미토마이신 C 의 세포독성을 용량 의존적 방식으로 증가시킴이 현저하다. 따라서, 리포좀 제형물에서 관찰되는 세포독성

효과는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로부터 시스테인이 매개한 미토마이신 C 의 방출에 의해 대부분 설명된다.

C. 생체 내 약동역학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및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의 생체 내 약동역학을 래트에서 측정하였다. 실시예 7 에 기재

된 바와 같이, 동물들에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또는 본 발명에 따른 지질-DTB-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형태의 리포

좀에 삽입된 미토마이신 C 약 0.1 mg/mL 를 단회 볼루스 정맥주사하였다. 주사 후, 혈액 시료를 채취하여, 미토마이신 C

의 양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도 16A-16B 에 나타낸다.

도 16A 는 정맥 주사 후, 시간의 함수로서 래트의 혈액 중 미토마이신 C 의 농도 (㎍/mL) 를 나타낸다. 보이는 바와 같이,

유리 형태로 정맥 투여한 유리 미토마이신 C (흰 사각형) 는 혈액으로부터 신속히 제거된다. 리포좀 결합 지질-DTB-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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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쥬게이트의 형태인 미토마이신 C 는 상당히 더 긴 시기동안 순환하며 남아 있다.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검은 다이아

몬드) 및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검은 원) 과 연합된 미토마이신 C 는 혈액 중에서 20-25 시간 동안 10 ㎍/mL 초과로 검

출되었다.

도 16B 는 시험 제형물의 정맥 주사 후, 시간의 함수로서 혈액 중 잔여 주사 용량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실제로 유리 미토

마이신 C (흰 사각형) 의 용량은 약 5 분 초과 시점에서 혈액 중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리포좀 제형물의 주사 20 시

간 후, 미토마이신 C 용량의 약 15-18 퍼센트가 순환하며 남아 있었다. 이는 순환 중인 리포좀 내에서 미토마이신 C-

DTB-지질 콘쥬게이트가 안정하게 남아있고, 혈장 중에서 최소한의 가황분해적 절단이 일어남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기

시스템이 연장된 혈액 순환수명 및 종양 내 증가된 축적을 나타내는 장기 순환 리포좀 (스텔스 리포좀) 과 상용성인 것

으로 나타났다.

V. 실시예

하기 실시예는 본원에 기재된 본 발명을 보다 예시하며,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재료

모든 재료는 상업적 공급자, 예컨대 Aldrich Corporation 에서 구매하였다.

실시예 1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콜 (화합물 IV) 및 오르토-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콜의 합성

A.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콜

본 반응은 도 1 에 예시되어 있다. Snyder, W.R. (Journal of Lipid Research, 28:949 (1987)) 의 방법에 따라 화합물 II

및 III 을 제조하였다.

물 5 ml 중 3-메르캅토-1,2-프로판디올 (화합물 I, 1 g, 9.26 mmol) 을 함유하는 10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를 얼음조에

위치시켰다. 상기 신속 교반 플라스크에, 온도를 30-40℃ 로 유지하면서 과산화수소 (정확히 0.5 몰 당량, 525 ㎕, 4.63

mmol) 을 적가하였다. 발열 단계의 말기에, 반응물을 실온에서 하룻밤동안 교반하였다. 아세토니트릴을 20 ml 양씩 연속

첨가하여, 회전 증발로 물을 공비반응시켰다. 아세토니트릴 첨가 공정을 3-4 회 또는 물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반복하여,

깨끗한 오일을 얻었다. 금속 스파툴라로 플라스크를 긁어내고 -20℃ 에서 하룻밤동안 냉각시킨 후, 오일성 산물을 고형화

하였다 (화합물 II,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올)). 백악질의 고체를 P2O5 상에서 진공 건조하였다.

화합물 (980 mg, 4.6 mmol) 을 오븐 건조된 10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첨가하고 건조 염화메틸렌 (40 mL) 중에 용해

시켜,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올) 산물 (화합물 II) 을 아실화시켰다. 상기물에, 스테아르산 (4.92 g, 17.1

mmol) 및 4-디메틸아미노)피리디늄 4-톨루엔술포네이트 (1.38 g, 4.6 mmol) 를 촉매로서 첨가하여 실온 (25℃) 에서 20

분 동안 교반하였다. 이어서, 디이소프로필카르보디이미드 (3.1 mL, 20 mmol) 을 피펫팅하여 실온에서 하룻밤동안 반응

시켰다. GF (헥산 중 10% 에틸아세테이트) 상 TLC 실릭은 디올기의 완전 반응을 나타내었다. (rac-3,3'-디티오비스

(1,2-프로판디올) Rf=0.60;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스테아로일) Rf=0.35). 약염기성 이온교환 수지인

Amberlyst A-21 (~3 g) 및 강산성 이온교환 수지인 Amberlyst 15 (~ 3 g) 를 반응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30 분 동

안 교반한 후, 수지를 여과하고 여과액을 건조시켰다. 잔류물을 이소프로판올로부터 3 회 (100 mL 씩) 재결정화시켰다.

고체 산물,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스테아로일) (화합물 III) 을 수합하여 P2O5 상에서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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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에서,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스테아로일) (화합물 III) (2.97 g, 2.33 mmol) 의 용액을 톨루엔 (30

mL) 중에 용해시켜 얼음 조에 위치시켰다. 염화술푸릴 (1.9 mL, 23.2 mmol) 을 플라스크 내로 피펫팅하고 혼합물을 차가

운 얼음조 온도에서 30 분 동안 교반하였다. 이어서, 플라스크를 실온에 위치시키고 다시 30 분 동안 교반하였다. 과량의

염화술푸릴을 회전 증발기로 제거하였다. 신선한 톨루엔 일정량 (20 mL) 을 반응 플라스크에 첨가하여 얼음조에 위치시켰

다. 상기물에, 톨루엔 중 4-메르캅토벤즈알콜 (780 mg, 5.6 mmol) 용액을 느린 속도로 첨가하였다. 5 시간의 반응 시간

후, 모든 용매를 회전 증발로 증발시켜 건조하였다. 따뜻한 에틸 아세테이트 (10 mL) 를 반응 플라스크에 첨가하여 고체를

용해시키고 불용성 물질을 여과하였다. 에틸 아세테이트 용액에, 에테르 50 mL 을 첨가하여 침전시키고, 고체 산물 (파라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화합물 IV) 을 여과로 수합하였다. 상기 공정을 2 회 반복하였다. 수율: 75%.

산물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화합물 IV) 을 정제하기 위해, 클로로포름 중 실리카 겔 칼럼 (20 x 2.5

cm) 을 제조하였다. 시료를 최소량의 클로로포름 중에 용해시키고, 두 개의 상이한 이동상을 첨가하여 크로마토그래피하

였다. 일차로, 100% CHCl3 (100 ml) 를 용출하였다. 상기 분획에는 불순물인 디티오벤질 알콜이 함유된다. 1HNMR 로 확

인하였다. 이어서, 이동상을 클로로포름 중 15% 메탄올로 변화시켜, 순수한 산물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로 수합하였다.

CH3OH:CHCl3 (15:85) 500 ml 로 용출하여, 순수한 DGTBA (TLC 상에 한 점임) 를 수합하였다. 용매를 증발시킨 후, 고

체를 t-BuOH 로부터 동결건조하여 P2O5 상에서 진공 건조하였다. 최종 정제로 수율이 40%, 1.4 g 으로 감소하였다.

시료 5 mg 을 원소 분석 실험실 (Midwest Micro Lab) 에 제출하였다.

분석 이론치 실측치

탄소 70.93 % 70.67 %

수소 10.50 % 10.41 %

황 8.25 % 8.31 %

B. 오르토-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콜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스테아로일) (화합물 III) (200 mg, 0.156 mmol) 용액을 톨루엔 (30 mL) 중에 용해시

키고, 얼음조에 위치시켰다. 염화술푸릴 (39 ㎕, 0.47 mmol) 을 플라스크 내로 피펫팅하고, 혼합물을 차가운 얼음조 온도

에서 30 분 동안 교반하였다. 이어서, 플라스크를 실온에 위치시키고, 다시 30 분 동안 교반하였다. 과량의 염화술푸릴을

회전 증발기로 제거하였다. 신선한 톨루엔의 일정량 (20 mL) 을 반응 플라스크에 첨가하여 얼음조에 위치시켰다. 상기물

에, 톨루엔 중 2-메르캅토벤즈알콜 (48 mg, 35 mmol) 용액을 느린 속도로 첨가하였다. 반응 시간 5 시간 후, 모든 용매를

회전 증발로 증발시켜 건조하였다. 따뜻한 에틸 아세테이트 (10 mL) 를 반응 플라스크에 첨가하여 고체를 용해시키고 불

용성 물질을 여과하였다. 에틸 아세테이트 용액에, 에테르 50 mL 을 첨가하여 침전시키고, 고체 산물 (오르토-디아실-디

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을 여과로 수합하였다. 상기 공정을 2 회 반복하였다. 고체를 P2O5 상에서 진공 건조하였다.

실시예 2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미토마이신 C (화합물 XVIII) 의 합성

본 반응을 도 6A 에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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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를 포스겐 (3.1 mmol) 및 톨루엔 (5 mL) 으로 충진하고 용액을 0℃ 로 냉각하였다. 톨루엔 (2.5

mL) 중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화합물 IV, 실시예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함, 0.31 mmol) 의 용

액을 제조하였다. 이어서, 알콜 용액을 포스겐 용액에 적가하였다. 혼합물을 하룻밤동안 실온으로 가온시켰다. 18 시간 후,

용액을 진공 농축하여 과량의 포스겐을 제거하였다. 조 염화아실를 톨루엔 (5 mL) 중에 재용해시켰다.

미토마이신 C (0.31 mmol), 디메틸아미노피리딘 (0.031 mmol) 및 DMF (1 mL) 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미토마이신 C 용

액을 염화아실 용액에 적가하였다. 1 시간 후, 톨루엔을 증발제거하고 조 산물을 실리카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하였다

(1:1 헥산: 에틸 아세테이트). 이어서, 정제 산물을 t-BuOH (50 mL) 에 취하여 동결건조하였다. 산물은 자주색 고체였다

(183 mg, 53%). Rf = 0.38 (50% 헥산:에틸 아세테이트);

실시예 4

리포좀 제조

A.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1. 리포좀 제조

HSPC 59 mg, 콜레스테롤 14.4 mg, mPEG-DSPE 17.4 mg 및 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7.4 mg (몰 비

60/30/5/5) 를 60-65℃ 에서 탈수 에탄올 1 mL 에 첨가하고 용해될 때까지, 약 10 분 동안 혼합하였다.

증류수 중 10 mM 히스티딘 및 150 mM NaCl 로 구성된 수화 배지를 70℃ 로 가온시켰다.

따뜻한 지질 용액을 혼합하면서, 따뜻한 (63-67℃) 수화 매질에 신속히 첨가하여, 불균질한 크기를 갖는 리포좀 현탁액을

형성하였다. 현탁액을 63-67℃ 에서 1 시간 동안 혼합하였다.

2. 압출

테플론을 붙인 스테인레스 스틸 용기 내에 장착된 폴리카르보네이트 필터 카트리지를 통해 조절 압출시켜, 리포좀을 원하

는 평균 입자 지름으로 크기를 맞추었다. 6-8 시간의 기간인 압출 공정 동안, 리포좀 현탁액을 63-65℃ 에서 유지하였다.

3. 투석여과

투석여과에 의해, 에탄올을 리포좀 현탁액으로부터 제거하였다. 무균수에 히스티딘 (10 mM) 및 염화나트륨 (150 mM) 을

용해시켜, 히스티딘/염화나트륨 용액을 제조하였다. 용액의 pH 를 약 7 로 조절하였다. 용액을 0.22 ㎛ Durapore 필터를

통해 여과하였다. 리포좀 현탁액을 히스티딘/염화나트륨 용액으로 약 1:1 (v/v) 비로 희석하여, 폴리술폰 중공-섬유 울트

라필터를 통해 투석여과하였다. 히스티딘/염화나트륨 용액에 대해 8 배 부피의 교환을 수행하여 에탄올을 제거하였다. 공

정 유동 온도를 약 20-30℃ 로 유지하였다. 총 투석여과 시간은 약 4.5 시간이었다.

4. 무균 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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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좀 현탁액을 33-38℃ 로 가열하고, 0.2 ㎛ Gelman Supor 폴리에테르술폰 필터를 통해 여과하였다. 총 여과 시간은

약 10 분이었다.

각 공정 단계 (수화, 압출, 투석 및 여과) 후, 지질 농도 및 콘쥬게이트/약물 농도를 HPLC 로 측정하였다. 리포좀 입자 크기

는 다이나믹 광산란으로 측정하였고, 외부 현탁액 매질 중 "유리", 비결합 미토마이신 C 의 양은 HPLC 로 측정하였다.

 
지질-DTB-MMC1,2 콘쥬게

이트 (㎍/mL)

지질

(mg/mL)
콘쥬게이트/지질 비

리포좀 크기 (nm) 유리 MMC2

(%)90° 30°

수화 후 699 12.50 56 -- -- 2

압출 후 369 8.49 43 105 186 4

투석 후 311 7.78 40 -- -- 0

여과 후 315 7.22 44 103 120 0

1콘쥬게이트=화합물 XVIII, 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2MMC=미토마이신 C

B.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리포좀을 90/5/5 의 몰비의 HSPC, mPEG-DSPE 및 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지

질 조성으로 제조하였다. 구체적으로, HSPC 88.5 mg, mPEG-DSPE (PEG MW 2000 달톤) 17.9 mg 및 콘쥬게이트 7.3

mg 을 에탄올 1 mL 에 용해시켰다. 리포좀 크기, 지질 및 약물 농도, 및 외부 현탁액 매질 중 유리 미토마이신 C 농도를 각

공정 단계 후에 측정하였다.

 지질-DTB-MMC1,2 콘쥬게

이트 (㎍/mL)

지질

(mg/mL)
콘쥬게이트/지질 비

리포좀 크기 (nm) 유리 MMC2

(%)90° 30°

수화 후 525 10.94 48 -- -- 3

압출 후 466 9.95 47 85 110 6

투석 후 404 8.35 48 -- -- 0

여과 후 378 7.92 48 82 93 0

1콘쥬게이트=화합물 XVIII, 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2MMC=미토마이신 C

실시예 5

시험관 내 특징분석을 위한 HPLC 조건

실시예 4A-4B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된 리포좀을 0.6 M 옥타일글루코피라노시드에 희석하였다. 리포좀을 37℃ 에서,

150 mM 시스테인의 존재 하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시점 0, 30 분, 1 시간, 2 시간, 4 시간 및 24 시간에 시료를 채취하였

다. 20 ㎕ 부피를 Water Symmetry C8 3.5 x 5 cm 칼럼을 이용한 HPLC 로 분석하였다. 유속은 1 mL/분이었고, 이동상

농도구배는 하기와 같았다:

개시 10 % MEOH 90 % 10 mM NaPO4, pH = 7

5 분 25 % MEOH 75 % 10 mM NaPO4, pH = 7

10 분 25 % MEOH 75 % 10 mM NaPO4, pH = 7

15 분 100 % MEOH --

25 분 100 % MEOH --

30 분 10 % MEOH 90 % 10 mM NaPO4, pH = 7

35 분 10 % MEOH 90 % 10 mM NaPO4, pH = 7

실시예 6

세포독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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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포좀 제조

실시예 4A-4B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된 리포좀은 HSPC/mPEG-DSPE/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90/5/5)

또는 HSPC/콜레스테롤/mPEG-DSPE/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90/45/5/5) 로 구성되었다. 리포좀 제제를

0.45 ㎛ 셀룰로오스 막을 통해 무균 여과하고, 압출을 통해 크기를 줄이지 않았다. 리포좀을 제형화한 후, 미토마이신 C 농

도를 이소프로판올에 10-20 배 희석시켜 가용화된 리포좀 중 360 nm 에서의 흡광도로 측정하고, 인지질 농도를 무기 포

스페이트 분석으로 측정하였다.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은 275 ±90 nm 의 평균 지름을 가졌다.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은 150 ±50 nm 의 평균 지름을

가졌다. 두 가지 리포좀 제형물에서 인지질 농도는 10 μM/mL 이었고, 두 가지 제형물에서 미토마이신 C 의 농도는 120 ㎍

/mL 이었다.

B. 화학민감성 분석 및 성장율 측정

유리 미토마이신 C 또는 리포좀 내에 삽입된 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형태인 미토마이신 C 의 세포

독성 효과를 이전 (Horowitz, A.T. 등, Biochem. Biophys. Acta, 1109:203-209 (1992)) 에 기재된 메틸렌 블루 염색 방

법을 약간 변형한 발색측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종료 시, 세포를 고정하고, 메틸렌 블루 염색 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

다.

분석에서, 200 ㎕ 량의 배양액 (RPMI-1640 배지 + 10% 우 태아 혈청) 에서 지수적으로 성장하는 1500 개의 M109 마우

스 육종 세포를 96 웰 평편바닥 마이크로타이터 플레이트 상에 플레이팅하였다. 세포가 부착하여 성장을 개시하는 동안인

배양 20 시간 후, 시험 제형물 (유리 미토마이신 C 또는 리포좀 제형물) 20 ㎕ 를 각 웰에 첨가하였다. 약물 농도가 10 배씩

증가할 때마다, 4 가지 약물 농도점을 시험하였다. 각 시험을 세 개 웰씩, 두 개의 평행 플레이트 상에서 수행하였다. 세포

를 72 시간 동안 연속 처리하였다.

72 시간 처리 기간 후, 각 웰에 2.5% 글루타르알데히드 50 ㎕ 를 10 분 동안 첨가하여 배양물을 고정시켰다. 탈이온수로 3

회, 0.1 M 보레이트 완충액 (pH 8.5) 으로 1 회 플레이트를 세척한 후, 실온 (20-25℃) 에서 메틸렌 블루 (pH 8.5, 0.1 M

완충 보레이트 중의 1 %) 100 ㎕ 로 60 분 동안 염색하였다. 플레이트를 탈이온수의 5 개 조에서 헹구어, 세포에 결합하지

않은 염료를 제거한 후 건조하였다. 37℃ 에서, 0.1 N HCl 200㎕ 로 60 분 동안 염료를 추출하고, 마이크로플레이트 분광

계를 이용하여 광학 밀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수는 분광계의 흡광도와 잘 연관되는 혈구계로 세포를 계수하여 측정하였다. 초기 세포 플레이팅 밀도는 연구 말기의

세포 수 및 흡광도 간 선형비례 관계가 확실시 되도록 선택하였다. 각 연구에서, 약물을 첨가하기 전에 6 개 웰을 고정시켜,

초기 평균 흡광도를 결정하였다. 상기 값을 사용하여, 하기 공식을 이용한 대조군 및 약물 처리 세포의 성장율 (GR) 및 배

가 시간 (DT) 를 계산하였다: DT = ln2/ln[(ODt/ODc)/h]; 여기서, DT = 배가 시간 (시간); ODt = 연구 말기의 시험 웰의

광학 밀도; ODc = 연구 개시의 대조군 웰의 광학 밀도; h = 인큐베이션 기간 (시간) 이다.

성장율은 GR = (ln2/DT) 로 계산하였다. 성장 억제 퍼센트 또는 성장율 조절 퍼센트는, 약물 처리 세포의 성장율을 비처리

한 대조군 세포의 성장율로 나누어 얻었다. 대조군 성장율의 50% 억제를 일으키는 약물 농도 (IC50) 는, 성장 억제 곡선의

가장 가까운 두 값을 내삽하여 계산하였다.

10-8 - 10-5 M 범위의 미토마이신 C 를 분석하였다. 10-8 - 3 x 10-5 M 범위의 콘쥬게이트 결합 리포좀 제형물을 분석하

였다. 상호작용 연구를 위해, 시스테인 (SIGMA, St. Louis, MO) 을 미토마이신 C 또는 리포좀 제형물과 함께, 150, 500,

또는 1000 μM 의 최종 농도로 첨가하였다.

결과를 표 1 및 도 13, 14 및 15A-15B 에 나타낸다.

실시예 7

생체 내 약동역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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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포좀 제형물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및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을 실시예 5A 및 5B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하였다.

에탄올 119 ㎕ 에 미토마이신 C 11.9 mg 을 용해시켜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용액을 제조하였다. 용해 후, 10 mM 히

스티딘/150 mM 식염수 용액 약 11.8 ㎕ 을 첨가하였다. 사용 전에, 미토마이신 C 용액을 히스티딘/식염수 용액 100 ㎍/

mL 로 희석하여 여과하였다.

B. 동물

8 마리의 래트를 무작위로 하기와 같은 처리군으로 사용하였다:

래트 번호 체중 (mg) 제형물
MMC 농도 (mg/

mL)

용량

(mL)

용량

(mg/kg)

1 262.9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0.088 1.5 0.50

2 268.2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0.088 1.5 0.49

3 264.0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0.106 1.5 0.53

4 238.1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0.106 1.5 0.67

5 226.0 유리 MMC 0.1 2.26 0.66

6 232.0 유리 MMC 0.1 2.32 0.88

7 250.0 유리 MMC 0.1 2.60 0.80

8 263.0 유리 MMC 0.1 2.63 0.59

시험 제형물의 단일 정맥 주사를 볼루스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혈액 시료를 주사 후 하기 시간에 각 동물로부터 채취하였

다: 30 초, 15 분, 30 분, 1 시간, 2 시간, 4 시간, 8 시간, 24 시간, 48 시간, 72 시간 및 96 시간. 혈액 중 미토마이신 C 의

양을 하기 주어진 HPLC 절차에 의해 측정하였다. 7.5% EDTA 5.1 ml 중에 요오도아세트아미드 199.3 mg 을 넣어 200

mM 요오도아세트아민 용액을 제조하였다. 200 mM 요오도아세트아미드 용액 15 ㎕ 를 각 혈액 시료 1 ㎕ 에 넣었다.

C. 혈장 중 미토마이신 C 를 측정하기 위한 HPLC 방법

1. 용액 제조

탈이온수로 채운 1 L 부피측정 플라스크 내에 인산암모늄 1.321 g 을 넣어 pH=7, 10 mM 인산암모늄을 함유하는 수성 완

충액을 제조하였다. 혼합물을 교반하고, o-인산으로 pH 를 7 로 조절하였다. 완충액을 사용 전에 0.45 ㎛ 나일론 필터를

통해 여과하였다.

메탄올 이동상 및 수성 완충액을 Waters Alliance 이중 펌프를 이용한 농도구배 프로그램을 통해 혼합하였다.

2. 표준 용액 및 품질 조절 시료의 제조

2 개 개별 중량의 미토마이신 C 및 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를 표준 및 품질 조절 시료로서 제조하였다. 미토마이신 C 및

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1 mg 을 계량하여 개별적으로 희석제 (20% 클로로포름 및 80% 메탄올 혼합물) 1 mL 에 용해

시켰다. 두 화합물의 스톡 용액 농도는 1 mg/mL 이었다. 희석제 중에 여러 희석물을 제조하여, 표준 및 품질 조절 시료용

으로 5 ㎍/mL 내지 100 ㎍/mL 농도를 얻었다.

래트 혈장 0.1 mL 량에 적절한 부피 (10 ㎕-50 ㎕) 의 미토마이신 C 및 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표준 용액을 넣었다. 미

토마이신 C 및 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에 대한 농도 범위는 각각 0.05-5.0 ㎍/mL 및 0.1-5 ㎍/mL 이었다. 메탄올로 최

종 부피를 1 mL 로 조절하였다. 유사한 절차를 따라, 품질 조절 시료를 제조하였다. 래트 혈장 중, 품질 조절 시료의 농도

는 미토마이신 C 가 0.1, 0.5 및 5 ㎍/mL 및 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가 0.1, 1 및 5 ㎍/mL 이었다. 시료를 실온에서 10

분 동안 3,000 rpm 에서 회전침전시켰다. 상청액 300 ㎕ 를 주사용 삽입물 300 ㎕ 가 들어있는 HPLC 바이알에 옮겼다.

3. 시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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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장 시료 100 ㎕ 를 메탄올 900 ㎕ 로 변성시킨 후, 3,000 rpm 에서 10 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상청액 300 ㎕ 양을 주

사용 삽입물 300 ㎕ 가 들어있는 HPLC 바이알에 옮겼다.

4. 크로마토그래피 조건

Supelco C-8, 5 μ, 4.6 mm x 5 cm 칼럼을 사용하였다. 이동상 A 는 pH 7, 10 mM 인산암모늄이었다. 이동상 B 는 메

탄올이었다. 유속은 1 mL/분이었고, 360 nm 에서 UV 로 검출하였다. 주사액 부피는 40 ㎕ 이었고, 통상 수행 시간은 15

분이었다. 농도구배 프로그램은 하기와 같았다:

시간 (분) 이동상 A 의 양 (%) 이동상 B 의 양 (%)

0 90 10

4 70 30

8 0 100

12 90 10

15 90 10

5. 분석 및 계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제조된 직선상 표준물 (6 개 농도 레벨) 을 주사하였다. 이어서, 품질 조절 및 혈장 시료를 분석을 위

해 주사하였다.

PE-Nelson Turbochrom (4.1 버전) 시스템으로, 피크 넓이 및 정체 시간을 측정하였다. 직선 회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토마이신 C 및 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6 개 농도 레벨로부터의 표준 반응으로 직선화 방법을

평가하였다. 데이타는 1/x2 의 중량 인자로, 직선 회귀 공식 y=B*x + A 로 맞춰졌다. 품질 조절 시료뿐만 아니라 표준물

의 농도를 역계산하여, 상기 방법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결과를 도 16A-16B 에 나타낸다.

본 발명을 특정 구현예에 대해 기재하였으나, 당업자에게는 본 발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변화 및 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음이 자명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아민-, 히드록시- 또는 카르복실-함유 약물과 더 반응시키기 위한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알콜의 제

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2A 는 아미노-함유 약물을 반응성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카르보네이트에 부착시키기 위한 일반 반응식을 나타

낸다;

도 2B 는 도 2A 의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적 절단 후 산물을 나타낸다;

도 3A 는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5-플루오로우라실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3B 는 도 3A 의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적 절단 후 생성물을 나타낸다;

도 4 는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5-플루오로우라실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대안적 합성 반응식 및 상기 콘쥬게

이트의 가황분해적 절단 후 산물을 나타낸다;

도 5 는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클로람부실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 및 상기 콘쥬게이트의 가황분

해적 절단 후 산물을 나타낸다;

도 6A 는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미토마이신-C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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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B 는 도 6A 의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적 절단 후 산물을 나타낸다;

도 7 은 콜레스테롤-디티오벤질-미토마이신-C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8 은 콜레스테롤-디티오벤질-미토마이신-C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또다른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9A-9C 는 세 가지 지질-디티오벤질-미토마이신-C 콘쥬게이트인, 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C (도 9A),

파라-디팔미토일-DTB-미토마이신-C (도 9B) 및 오르토-디팔미토일-DTB-미토마이신 C (도 9C) 의 구조를 나타낸다;

도 10A-10B 는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도 10A) 및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

DTB-미토마이신 C (도 10B) 로 구성되는 리포좀의 HPLC 크로마토그램이며, 각 도는 시스테인의 존재 하에서 리포좀을

인큐베이션한 시간의 함수로서의 따른 일련의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낸다;

도 11 은 시스테인의 존재 하에서 인큐베이션한 시간의 함수로서,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검은

다이아몬드) 및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검은 원) 로 구성되는 리포좀에서 방출되는

미토마이신 C 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2A-12B 는 150 μM (검은 기호) 및 1.5 mM (흰 기호) 농도의 시스테인 존재 하에서 인큐베이션한 시간의 함수로서,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도 12A) 및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도 12B) 로 구성되는 리포좀에서 방출되는 미토마이신 C 의 퍼센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3 은 유리 미토마이신 c (흰 삼각형),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를 함유하는 리포좀 (검은 사각

형), 및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를 함유하는 리포좀 (흰 원) 에 대해, 미토마이신 C 의

양 (nM) 의 함수로서, 약물 및 시스테인 부재 하 M109 세포의 성장 기준 퍼센트로 표현되는 M109 세포의 성장률 그래프

이다;

도 14A 는 미토마이신 C 의 농도 (nM) 의 함수로서, 약물 또는 시스테인 부재 하 M109 세포의 성장 기준 퍼센트로 표현되

는, M109 세포의 성장률 그래프이다.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흰 삼각형) 및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에 더해 1000

μM 시스테인 (검은 삼각형) 으로 처리한 세포를 나타낸다. 또한, HSPC/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로 구성되

는 리포좀 제형물 (흰 원), 및 150 μM (흰 다이아몬드), 500 μM (검은 원) 및 1000 μM (흰 사각형) 농도로 부가적 시스테

인이 첨가된 리포좀 제형물로 처리한 세포를 나타낸다;

도 14B 는 미토마이신 C 의 농도 (nM) 의 함수로서, 약물 또는 시스테인 부재 하 M109 세포의 성장 기준 퍼센트로 표현되

는, M109 세포의 성장률 그래프이다.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흰 삼각형) 및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에 더해 1000

μM 시스테인 (검은 삼각형) 으로 처리한 세포를 나타낸다. 또한,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DTB-미토마이

신 C 를 함유하는 리포좀 제형물 (흰 원) 및 150 μM (흰 다이아몬드), 500 μM (검은 원) 및 1000 μM (흰 사각형) 농도로

부가적 시스테인이 첨가된 리포좀 제형물로 처리한 세포를 나타낸다;

도 15 는 다양한 농도의 시스테인에서 시험관 내 M109 세포에 대한, 유리 미토마이신 C (검은 사각형), HSPC/콜레스테롤

/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으로 구성되는 리포좀 (검은 원), 및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

신 C 로 구성되는 리포좀 (흰 삼각형) 과 연합된 미토마이신 C 의 세포독성 ((IC50시스테인 없을 때/IC50시스테인 있을 때)x100

으로 측정) 증가 퍼센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6A 는 유리 미토마이신 C (흰 사각형),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로 구성되는 리포

좀 (검은 다이아몬드), 및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로 구성되는 리포좀 (검은 원) 의 정맥 주사 후

시간 (시간) 의 함수로서 래트의 혈중 미토마이신 C 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6B 는 유리 미토마이신 C (흰 사각형), HSPC/콜레스테롤/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를 함유하는 리포

좀 (검은 다이아몬드), 및 HSPC/m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를 함유하는 리포좀 (검은 원) 의 정맥 주사 후

시간 (시간) 의 함수로서 래트의 혈중 잔여 주사 용량 퍼센트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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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정의

"리포좀 지질 이중막 내로 삽입하기 적당한 소수성 부분" 라는 어구는 리포좀 지질 이중막의 소수성 이중막 영역에 도입될

수 있는 소수성 부분을 포함하는 임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기 소수성 부분은 전형적으로 소수성 지질 꼬리 및 친수

성 극성 머리를 갖는 양쪽성 지질, 예컨대 인지질 및 디아실글리세롤을 포함하는 지질이다. 트리글리세라이드, 스테롤, 인

지질 유도체, 디아실글리세롤, 스테롤 및 트리글리세라이드 및 천연원에서 유래되거나 합성적으로 제조된 기타 지질을 또

한 나타낸다.

"치료 약물 잔기" 에서와 같은 "잔기" 라는 용어는 약물 분자의 하나 이상의 원자가 치환되었거나 제거되어 결합을 형성하

는, 결합을 형성하도록 또다른 분자와 반응한 약물 분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폴리펩티드" 는 아미노산 중합체를 말하며, 특정 길이의 아미노산 중합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

서, 예를 들어, 용어 펩티드, 올리고펩티드, 단백질, 및 효소가 폴리펩티드의 정의 내에 포함된다. 상기 용어에는 또한, 폴리

펩티드의 발현후 변형, 예를 들어 당화, 아세틸화, 인산화 등이 포함된다.

본원에서는 하기 약어들이 사용된다: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 mPEG, 메톡시-PEG; DTB, 디티오벤질; DSPE, 디스테

아로일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HSPC, 수소화 콩 포스파티딜콜린; MMC, 미토마이신 C.

II. 콘쥬게이트 조성 및 제조 방법

하나의 측면에서, 본 발명은 하기 화학식의 콘쥬게이트를 포함한다:

(식 중, L 은 리포좀 지질 이중막 내로 삽입하기 적합한 소수성 부분이며, R1 은 디티오벤질 부분에 공유 부착된 치료 약물

잔기를 나타내고, CH2R
1 기의 방향은 오르토 위치 및 파라 위치에서 선택된다). 소수성 부분, L 은 전형적으로 지질, 예컨

대 디아실글리세롤, 스테롤, 인지질, 이러한 지질의 유도체, 기타 천연 생성 지질 및 그의 합성 유사체이다.

콘쥬게이트에서, 치료 약물은 공유 결합에 의해 디티오벤질 부분에 부착되어, 화학식에서 R1 으로 나타내는 약물 잔기를

형성한다. 당업자가 이해할 것과 같이, 결합은 약물 및 반응 화학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치료 약물

은 우레탄, 아민, 아미드, 카르보네이트, 티오-카르보네이트, 에테르 및 에스테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결합에

의해 디티오벤질 부분에 공유 부착된다.

우레탄 결합은 O(C=O)NH-R4 또는 O(C=O)N=R4 의 형태를 취하며, 여기서 R4 는 치료 약물 잔기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일차 또는 이차 아민을 함유하는 약물, 예컨대 미토마이신 C, 미토마이신 A, 블레오마이신 및 치료용 폴리펩티드와 같이

소수 명명되는 것들이 반응하여 약물 내 아민 부분과 우레탄 결합을 형성한다.

카르보네이트 결합은 O(C=O)O-R4 의 형태를 취하며, 여기서 R4 는 약물 잔기를 나타내고, 카르보네이트 결합은 약물 중

의 페놀 또는 알콜 또는 히드록실 부분에서 유도된다. 티오-카르보네이트는 O(C=O)S-R4 의 형태를 취하며, 여기서 R4 는

약물 잔기를 나타내고, 결합은 약물 중의 부분에서 유도된다. 디티오벤질 알콜과 반응하여 카르보네이트 결합을 형성하는

상기 부분을 갖는 약물의 예에는 플루오로데옥시유리딘, 요오도데옥시유리딘, 에토포시드, AZT, 아시클로비어, 비다라빈,

아라비노실 시토신, 펜토스타틴, 퀴니딘, 미톡산트론 및 아트로핀이 포함된다.

에스테르 결합은 O(C=O)-R4 의 형태를 취하며, 여기서 R4 는 약물 잔기를 나타낸다. 결합은 치료 약물 중 카르복실산 부

분과의 반응에서 유도되며, 클로람부실 및 디티오벤질 간 에스테르 결합을 갖는 콘쥬게이트의 예가 하기에 기재된다. 메토

트렉세이트는 콘쥬게이트의 디티오벤질 부분과 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약물의 또다른 예이다.

디티오벤질 부분에 약물을 부착시키는 우레탄, 카르보네이트 또는 에스테르 결합을 갖는 콘쥬게이트는 일반적으로 하기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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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중, R4 는 치료 약물의 잔기를 나타낸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콘쥬게이트에는 O-R4 의 형태를 취하는 에테르 결합이 포함되며, 여기서 R4 는 치료 약물 잔기를 나

타낸다. 결합은 전형적으로 약물 상 알콜 작용기와의 반응에서 유도된다.

아미드 결합은 N=R4 의 형태이며, 여기서 R4 는 약물 잔기를 나타내고, 결합은 약물 중 N 과 디티오벤질의 CH2 부분에 직

접 부착된다. 아민 결합이 형성된, 약물 5-플루오로우라실과의 콘쥬게이트가 하기 기재될 것이다. 아미드 결합 또한 치료

제로서의 펩티드와 형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아미노산 잔기, 예컨대 아스파르트산 또는 글루탐산의 유리 카르복실이 디티

오벤질아민과 축합된다.

아미드 결합은 NH(C=O)-R4 의 형태를 취하며, 여기서 R4 는 약물 잔기를 나타낸다.

도 1 은 본 발명에 따른 예시적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상기 구현예에서, 중간체 화합물인 파

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콜 (화합물 IV) 의 합성은 선택된 치료 약물과의 후속 반응을 위해 준비된다. 화합물 IV

는 실시예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3-메르캅토-1,2-프로판디올 (화합물 I) 을 과산화수소와 반응시켜 rac-3,3'-디티오비

스(1,2-프로판디올) (화합물 II) 을 형성함으로써 제조된다.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올) 은 소수성 부분 R 로

아실화된다. 예를 들어, R 은 탄소수 약 8 내지 약 24 의 지방산일 수 있다. 실시예 1 은 R 이 스테아르산인 반응 절차를 상

술한다. 또다른 구현예에서, R 은 탄소수 약 12 내지 약 22 의 지방산이다. 화합물 II 의 아실화로 Rac-3,3'-디티오비스

(1,2-프로판디스테아로일) (화합물 III) 이 얻어지며, 이를 염화술푸릴 및 4-메르캅토벤즈알콜과 반응시켜 목적한 중간체

산물인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콜 (화합물 IV) 을 형성한다. 화합물 IV 는 반응성 카르복실 부분 (R'CO2H)

를 갖는 약물과 쉽게 반응하여,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 약물이 DTB 에 연결된 지질-디티오벤질 (DTB)-약물 콘쥬게이트

(화합물 V) 를 형성한다. 또한, 화합물 IV 는 반응성 아민 부분 (R'-NH2) 을 갖는 약물과 쉽게 반응하여, 우레탄 결합을 통

해 약물이 DTB 에 연결된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 (화합물 VI) 를 형성한다. 또한, 화합물 IV 는 반응성 히드록실 부

분 (R'OH) 을 갖는 약물과 쉽게 반응하여, 카르보네이트 결합을 통해 약물이 DTB 에 연결된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

(화합물 VII) 를 형성한다.

각종 약물을 본 발명의 콘쥬게이트에 사용하기 위해 나타낸다. 특히, 본 발명은 반응에 적합한 아민 (NH 또는 NH2), 카르

복실, 술프히드릭 또는 히드록실 부분을 갖는 약물을 나타낸다. 본원에서 사용되는 "반응에 적합한" 이란, 예를 들어 디티

오벤질 알콜의 형태인, 디티오벤질 부분과 반응할 수 있는 하나의 언급된 부분을 약물이 가짐을 의미한다. 약물의 예에는

반응에 적합한 NH 기를 갖는 5-플루오로우라실, 반응성 카르복실을 갖는 클로람부실 및 반응성 아민 (아지리딘기) 을 갖

는 미토마이신 C 가 포함된다.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예시적 합성 구현예를 예시하고, 도 3-9 에 대해 설명한

다. 사용하려는 기타 약물이 예에는 미토마이신 C, 미토마이신 A, 블레오마이신, 독소루비신, 다우노루비신, 플루오로데옥

시유리딘, 요오도데옥시유리딘, 에토포시드, AZT, 아시클로비어, 비다라빈, 아라비노실 시토신, 펜토스타틴, 퀴니딘, 아트

로핀, 클로람부실, 메토트렉세이트, 미톡산트론 및 5-플루오로우라실이 포함된다. 폴리펩티드, 아미노글리코시드, 알칼로

이드 모두가 또한 본 발명에 사용하기 적합함이 이해될 것이다.

실시예 1 은 또한, 콘쥬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한 중간체 화합물로 작용할 수 있는, 오르토-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

콜의 제조 반응 조건에 대해 상술한다.

도 2A-2B 는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의 제조 (도 2A) 및 환원제의 존재 하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적 절단 (도 2B)

을 나타낸다. 도 2A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수성 부분 R 이 지방산 R"(CO)OH, 예컨대 스테아르산 (CH3(CH2)16CO 2H)

에서 유도된 도 1 의 화합물 VII 를 포스포겐 (COCl2) 의 존재 하에서, 아민 함유 약물인 H2N-약물과 반응시킨다. 상기 반

응으로 도 2A 에 예시된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가 얻어진다. 환원 조건, 즉, 환원제, 예컨대 시스테인 또는 글루타티

온에 노출 시, 콘쥬게이트는 분해되어 도 2B 에 나타낸 산물을 제공한다. 나타낸 바와 같이,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적 절

단은 변형되지 않은, 천연 상태의 약물을 재생시킨다. 하기에 나타낼 것처럼, 콘쥬게이트 중 약물이 대상으로의 생체 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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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위해 리포좀에 쉽게 삽입될 수 있으므로, 상기는 바람직한 특징이다. 나아가, 하기에 나타낼 것과 같이, 콘쥬게이트

형태의 약물은 독성이 없다. 투여 후 및 내인성 환원제에의 노출 또는 외인성 환원제에의 노출 시, 콘쥬게이트는 분해되어

자연 상태의,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약물을 제공한다.

도 3A 에서는, 5-플루오로우라실의 콘쥬게이트 제조를 위한 합성 반응식이 예시된다. 화합물 IV 인 파라-디아실-디글리

세롤-디티오벤잘알콜을 염화파라-톨루엔술포닐과 반응시켜, 중간체 화합물 IX 를 형성한다. 5-플루오로우라실 음이온

또는 소듐 염 (화합물 X) 과의 반응으로 목적한 지질-DTB-5-플루오로우라실 콘쥬게이트 (화합물 XI) 가 얻어진다. 환원

제인 R'-SH 에 노출 시 지질-DTB-5-플루오로우라실 콘쥬게이트 (화합물 XI) 의 분해를 도 3B 에 나타낸다. 콘쥬게이트

의 가황분해적 절단으로 변형되지 않은 형태의 5-플루오로우라실이 재생된다.

도 4 는 디아실디글리세롤-DTB-5-플루오로우라실 콘쥬게이트의 제조를 위한 대안적 합성 반응식을 나타낸다. 도 4 에

서, 1-클로로에틸 클로로포르메이트 (화합물 XII) 를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화합물 IV) 과 반응시켜,

반응성 클로로에틸 카르보네이트-DTB-디아실디글리세롤 중간체 (화합물 XII) 를 형성한다. 이어서 중간체를 트리에탄올

아민 (TEA) 의 존재 하에서, 5-플루오로우라실과 반응시켜 지질-DTB-5-플루오로우라실 콘쥬게이트 (화합물 XIV) 를

생성한다.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적 절단 및 5-플루오로우라실의 재생을 또한 도 4 에 나타낸다.

콘쥬게이트의 또다른 구현예를 도 5 에 나타낸다. 상기 구현예에서, 반응성 카르복실 부분을 함유하는 약물인 클로람부실

(화합물 XV) 을 1,3-디시클로헥시카르보디이미드 (DCC) 및 디메틸아미노피리딘 (DMAP) 의 존재 하에서 파라-디아실-

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화합물 IV) 과 반응시켜, 지질-DTB-클로람부실 콘쥬게이트 (화합물 XVI) 를 형성한다. 환

원제에 노출 시, 콘쥬게이트는 나타낸 산물로 가황분해된다. 이어서 변형되지 않은 형태의 클로람부실이 재생된다.

도 6A 는 본 발명의 또다른 구현예에 따른 콘쥬게이트의 합성을 나타낸다. 나타낸 반응식에서, 반응성 아민 부분을 함유하

는 약물인 미토마이신 C (화합물 XVII, 도 6B) 를 포스포겐의 존재 하에서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화

합물 IV) 과 반응시켜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질-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화합물 XVIII) 를 형성한다. 합성의 자세

한 사항은 실시예 2 에 제시된다.

도 6B 는 디아실디글리세롤-DTB-미토마이신-C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를 나타낸다. 환원제의 존재 하에서, 콘쥬게이트

는 분해되어 나타낸 미토마이신 C (화합물 XVII) 및 기타 산물을 재생한다.

상기 명시한 바와 같이, 콘쥬게이트 중의 소수성 부분은 임의 수의 소수성 부분, 예컨대 지질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상기

실시예에서, 디아실디글리세롤 지질을 사용하여 하기 화학식을 갖는 콘쥬게이트를 형성하였다:

(식 중, R2 및 R3 은 탄소수 약 8 내지 약 24 의 탄화수소이다).

소수성 부분으로서, 디아실글리세롤에 덧붙여, 기타 지질이 예상된다. 도 7 은 콘쥬게이트 중 소수성 부분으로서 콜레스테

롤이 사용되는 또다른 구현예를 나타낸다. 콜레스테롤 (화합물 XIV) 을 트리에틸아민 (TEA) 의 존재 하에서, 디클로로메

탄 중 염화메탄술포닐과 반응시킨다. 이어서, 생성된 중간체를 티올 유도체, 궁극적으로 주요 디티오벤질 알콜로 전환시

켜, 디아실글리세롤에 대해 상기 기재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토마이신 C 를 결합시키는데 사용한다.

콜레스테롤-DTB-미토마이신-C 콘쥬게이트를 제조하기 위한 대안적 반응식을 도 8 에 나타낸다. 메톡시카르보닐디티오

에틸 아민을 콜레스테롤 클로로포르메이트와 직접 반응시켜, 우레탄 결합을 형성한다. 이어서, 메르캅토벤질알콜을 사용

하여, DTB-콜레스테롤 화합물을 수득한다. 미토마이신 C 를 상기 및 실시예 2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합시킨다.

당업자는 상기 기재된 다양한 콘쥬게이트가 단지 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매우 다양한 기타 소수성 부분 및 기타 약물,

예컨대 독소루비신 및 다우노루비신을 예상할 수 있고, 본 발명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하기 기재되는, 본 발명을 지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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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수행된 부가 시험에서, 도 6A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된 콘쥬게이트로 화합물 XVII 인 파라-디스테아로일-DTB-

미토마이신 C 를 사용하였다. 참고의 편리를 위해, 상기 콘쥬게이트를 도 9A 에 나타낸다. 기타 디아실 지질, 예컨대 디팔

미토일 지질을 사용할 수 있음이 이해되며, 도 9B 는 파라-디팔미토일-DTB-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를 나타낸다. 또한,

콘쥬게이트가 이성질체 결합도 또한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이는, 도 9C 에 나타낸 바와 같은 오르토-디팔미토일-

DTB-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에서 자명하다.

III. 콘쥬게이트 함유 리포좀의 제조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에는 소포형성 지질 및 상기 기재된 콘쥬게이트를 함유하는 리포좀 조성물이 포함된다. 리포좀은

다양한 치료 목적, 특히 리포좀의 전신 투여에 의해 치료제를 표적 위치 또는 세포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폐 지질 소포

이다. 특히, 친수성 중합체 사슬, 예컨대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 이 표면에 코팅된 리포좀은, 이러한 리포좀이 중합체가

코팅되지 않은 리포좀에 비해 연장된 혈액 순환수명을 제공하므로, 약물 전달체로서 바람직하다. 중합체는 혈액 단백질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단백질의 결합 및 세망내피계의 기타 세포 및 대식세포에 의한 흡수 및 제거를 위한 리포좀 인

지를 방지한다.

본 발명에 따른 리포좀에는, 하나의 구현예에서 소포형성 지질인 지질, 및 임의로 기타 이중막 성분과 배합된 콘쥬게이트

가 포함된다. "소포형성 지질" 이란 수 중에서 자발적으로 이중막 소포를 형성하는 지질이다. 소포형성 지질은 바람직하게

는 두 개의 탄화수소 사슬, 전형적으로 아실 사슬, 및 극성 머리기를 갖는다. 당분야에는 다양한 합성 소포형성 지질 및 천

연 생성 소포형성 지질이 공지되어 있으며, 두 개의 탄화수소 사슬은 전형적으로 탄소수 약 12 내지 약 24 의 길이이고, 다

양한 불포화도를 갖는다. 예에는 인지질, 예컨대 포스파티딜콜린 (PC),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PE), 포스파티드산 (PA),

포스파티딜이노시톨 (PI), 및 스핑고미엘린 (SM) 이 포함된다. 본 발명에 사용하기 바람직한 지질은 수소화 콩 포스파티딜

콜린 (HSPC) 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지질군은 디아실글리세롤이다. 이러한 지질은 시판되거나, 공개된 방법에 따라 제조

될 수 있다.

소포형성 지질은 일정도의 유동성 또는 강성을 얻기 위해, 혈청 중 리포좀의 안정성을 조절하기 위해, 그리고 리포좀 중 트

랩핑된 약제의 방출율을 조절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보다 단단한 지질 이중막, 또는 액체 결정성 이중막을 갖는 리포좀

은 비교적 단단한 지질, 예컨대 비교적 높은 상전이 온도, 예컨대 약 80℃ 이하를 갖는 지질을 삽입하여 제조할 수 있다. 강

성의, 즉 포화된 지질은 지질 이중막의 보다 큰 막 강성에 기여한다. 기타 지질 성분, 에컨대 콜레스테롤도 또한 지질 이중

막 구조 내 막 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액체 유동성은 비교적 유동적인 지질, 전형적으로 비교적 낮은 액체에서 액체-결정상으로의 전이 온도, 예컨대 실온 이하

(약 20-25℃) 를 갖는 지질 상을 갖는 것들을 삽입하여 얻어진다.

또한, 리포좀은 지질 이중막 내로 삽입될 수 있는 기타 성분, 예컨대 스테롤을 함유할 수 있다. 이러한 기타 성분은 전형적

으로 이중막 내부의 소수성 영역과 접촉하는 소수성 부분, 및 막 외부의 극성 표면쪽으로 배열된 극성 머리기 부분을 갖는

다.

본 발명의 리포좀 중 또다른 지질 성분은, 친수성 중합체로 유도체화된 소포형성 지질이다. 상기 지질 성분에서, 유도체화

지질은 지질 이중막 표면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친수성 중합체 사슬의 표면 코팅을 형성시킨다. 전형적으로, 약 1-20 몰

퍼센트의 유도체화 지질이 지질 조성물 중에 함유된다.

소포형성 지질의 유도체화에 적합한 친수성 중합체에는 폴리비닐피롤리돈, 폴리비닐메틸에테르, 폴리메틸옥사졸린, 폴리

에틸옥사졸린, 폴리히드록시프로필옥사졸린, 폴리히드록시프로필메트아크릴아미드, 폴리메트아크릴아미드, 폴리디메틸

아크릴아미드, 폴리히드록시프로필메트아크릴레이트, 폴리히드록시에틸아크릴레이트, 히드록시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

시에틸셀룰로오스,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폴리아스파르트아미드가 포함된다. 중합체는 동종중합체 또는 블록 또는 랜덤

공중합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친수성 중합체 사슬은, 바람직하게는, 약 500 내지 약 10,000 달톤, 바람직하게는 약 1,000 내지 약 5,000 달톤

의 분자량을 갖는 PEG 사슬인,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이다. PEG 의 메톡시- 또는 에톡시-캡핑된 유사체도 또한 바람

직한 친수성 중합체이다. 이러한 중합체는 다양한 중합체 크기, 예컨대 약 12 내지 약 220,000 달톤으로 시판되고 있다.

본 발명의 리포좀에는 전형적으로 약 1 내지 약 30 몰 퍼센트,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약 30 몰 퍼센트, 보다 바람직하게

는 약 5 내지 약 20 몰 퍼센트의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가 포함된다. 본 발명을 지지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에서, 소포

형성 지질 수소화 콩 포스파티딜콜린 (HSPC),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로 유도체화된 디스테아로일 포스파티딜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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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 (mPEG-DSPE), 및 도 9A 에 나타낸 콘쥬게이트인 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화합물 XVIII) 를 함유

하는 리포좀을 실시예 4A-4B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하였다. 한 리포좀 제형물은 지질 HSCP/콜레스테롤/mPEG-

DSPE/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화합물 XVIII) 가 60/30/5/5 의 몰비로 존재하며, 콜레스테롤을 함유하였

다 (실시예 4A). 콜레스테롤을 함유하지 않는 두 번째 제형물을 제조하고 분석하였다 (실시예 4B). 상기 제형물에서, 지질

HSCP/mPEG-DSPE/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화합물 XVII) 는 90/5/5 의 몰 비로 존재하였다.

IV. 콘쥬게이트 함유 리포좀의 시험관 내 특징분석

A. 시험관 내 약물 방출

리포좀을 실시예 4A-4B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하고 시험관 내 특징분석하여, 환원제에의 노출에 따른 미토마이신 C

의 방출율을 측정하였다. 시험관 내 연구를 위해, 시험 매질에, 전형적으로 약 150 μM 농도의 시스테인을 첨가하여 환원

조건을 유도하였다. 생체 내, 내인성 환원 조건이 약물 방출을 위한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에 영향을 미

치기에 충분할 수 있음이 이해될 것이다. 생체 내 환원 조건을 적합한 환원제, 예컨대 시스테인 또는 글루타티온의 투여에

의해 인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도 더 예상된다.

리포좀 제형물, 예컨대 HSPC/콜레스테롤/mPEG-DSPE/콘쥬게이트인 화합물 XVIII (이하, "콜레스테롤 있는 제형물") 및

HSCP/mPEG-DSPE/콘쥬게이트인 화합물 XVIII (이하,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 을 24 시간 동안, 150 μM 시스

테인의 존재 하 37℃ 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시료를 선택한 시점마다 채취하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 로

분석하여, 콘쥬게이트 및 유리 미토마이신 C 의 양을 정량하였다. HPLC 조건을 실시예 5 에 기재하였다.

도 10A-10B 는 두 개 리포좀 제형물의 HPLC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낸다. 도 10A 에서는,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

의 결과를 나타낸다. 시점 0 에서는, 측정가능한 유리 미토마이신 C 가 없고, 측정가능한 모든 약물은 리포좀에 결합한 지

질-DTB-약물 콘쥬게이트의 형태이다. 인큐베이션 시간이 증가할수록, 콘쥬게이트 결합 미토마이신 C 의 존재에서 상응

하는 감소와 함께 리포좀에서 방출되어 유리 형태로 측정가능한 미토마이신 C 의 양이 증가한다.

도 10B 는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제형물의 결과를 나타낸다. 시점 0 에서 채취한 첫번째 시료에는, 측정가능한 유리 미

토마이신 C 가 없었다. 150 μM 시스테인의 존재 하에서 1 시간 인큐베이션한 후, 리포좀 결합 지질-DTB-미토마이신 콘

쥬게이트의 분해를 시사하는 소량의 유리 약물이 검출되었다. 도 10A 와 대조하여,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은 보다 느린

콘쥬게이트 분해율을, 따라서 보다 느린 약물의 방출을 나타낸다.

도 11 은 도 10A-10B 의 크로마토그램에서 측정된 바와 같은, 두 개의 리포좀 제형물에서 방출된 미토마이신 C 의 퍼센트

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검은 다이아몬드) 이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검은 원) 보다 높은 방출

율을 가졌다. 콜레스테롤 없는 제형물에서는, 2 시간 후 미토마이신 C 의 50% 초과가 리포좀 결합 콘쥬게이트로부터 방출

되었다. 두 가지 제형물에 대해, 24 시간 인큐베이션 기간의 말기에는 약물의 80% 초과가 방출되었다.

또다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리포좀 제형물을 1.5 mM 시스테인 중에 인큐베이션하였다. 실시예 5 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분

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 12A-12B 에 나타낸다. 도 12A 는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내에 삽입된 지질-DTB-약물 콘쥬

게이트 (HSPC/PEG-DSPE/지질-DTB-미토마이신 C) 로부터 방출된 미토마이신 C 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대조를 위해,

150 μM 과의 인큐베이션 중 방출 퍼센트 (검은 다이아몬드) 를 또한 나타낸다. 보이는 바와 같이, 더 높은 농도의 환원제

(1.5 mM, 흰 다이아몬드) 와 인큐베이션하여, 콘쥬게이트 분해율 및 약물 방츌율이 증가한다.

도 12B 는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제형물의 결과를 나타낸다. 1.5 mM 에서 인큐베이션한 리포좀 (흰 원) 은 150 μM 시

스테인에서 인큐베이션한 동일 리포좀 (검은 원) 보다 상당히 높은 분해율을 나타낸다.

B. 시험관 내 세포독성

지질-DTB-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화합물 XVIII) 함유 리포좀의 시험관 내 세포독성을 마우스 폐 육종주인 M-109 세

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실시예 6 에 기재된 바와 같이, M109 세포를 유리 미토마이신 C 또는 디스테아로일-DTB-미

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함유 리포좀의 존재 하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실시예 6A 에 명시된 몰 비로 실시예 4A-4B 에 기

재된 바와 같이 제조된 리포좀을 시험하였다. 150 μM, 500 μM 및 1000 μM 농도의 시스테인을 일부 시험 세포에 첨가하

여 콘쥬게이트의 가황분해 및 미토마이신 C 의 방출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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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6 에 기재된 바와 같이, IC50 값을 대조군 성장율을 50% 억제시키는 약물 농도 (IC50) 로 취하였다. 결과를 표 1 에

나타낸다.

[표 1]

제형물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72 시간 배양한 후 M109 종양 세포의 IC50 값

제형물
시스테인 농도

0 150 μM 500 μM 1000 μM

유리 MMC1 285 ±92 n.d.4 n.d. 300 ±71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2 1750 ±356 1140 ±368 650 ±42 510 ±113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3 5400 ±1414 4550 ±1484 3600 ±1272 2550 ±778

1MMM = 미토마이신 C
2HSPC/콜레스테롤/mPEG-DSPE/디스테아로일-DTB-MMC (90/45/5/5)
3HSPC/mPEG-DSPE/디스테아로일-DTB-MMC (90/5/5)
4n.d. = 수행하지 않음

세포독성 연구에서 결정된 M109 마우스 육종 세포의 성장율 퍼센트를 도 13 에 나타낸다. 성장율 퍼센트는 미토마이신 C

및 시스테인의 부재 하 M109 세포의 성장율을 기준으로 한 퍼센트로 표현되며, 미토마이신 C 농도 (nM) 의 함수로 나타

낸다. 세포의 성장율은 실시예 6 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였다. 보이는 바와 같이,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흰 원) 및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 (검은 사각형) 둘 다에서 시스테인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성장율 퍼센트는 감소한다.

또한, 시스테인은 유리 미토마이신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미토마이신 C 는 콘쥬게이트에서 방출되어 세포 성장

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다.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또는 리포좀 결합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의 형태인 미토마이신 C 로 처리한 M109 마우스

육종 세포의 시험관 내 성장율을 도 14A-14B 에 나타낸다. 도 14A 에서는,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의 결과를 나

타낸다. 그래프에서, M109 세포의 성장율은 약물 및 시스테인의 부재 하 M109 세포의 성장을 기준으로 한 퍼센트로 표현

되며, 미토마이신 C 농도 (nM) 의 함수로 나타낸다.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흰 삼각형) 및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에 더해 1000 μM 의 시스테인 (검은 삼각형) 을 처리한 세포는 유리 형태 약물의 독성으로 인해 성장율 감소를 나타낸다.

HSPC/PEG-DSPE/DSPE-DTB-미토마이신 C 로 구성되는 리포좀 제형물 (흰 원), 및 150 μM (흰 다이아몬드), 500 μM

(검은 원) 및 1000 μM (흰 사각형) 농도로 부가적 시스테인이 첨가된 리포좀 제형물로 처리한 세포는 시스테인 용량 의존

적 방식으로 세포의 세포독성을 나타낸다.

도 14B 는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제형물에 대한 유사 그래프이다. 콜레스테롤에 더해 150 μM (흰 다이아몬드), 500 μM

(검은 원) 및 1000 μM (흰 사각형) 농도의 부가적 시스테인을 함유하는 리포좀 조성물로 처리한 세포에서 동일한 양식이

관찰되었다. 즉, 시스테인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성장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시스테인이 유도한 미토마이신 C 의 방

출이 시스테인 농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리포좀 제형물과는 대조적으로,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흰 삼각형) 로 처리한 세포의 시험관 내 성장율은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에 더해 1000 μM 시스테인 (검은 삼각형) 을

처리한 세포의 성장율과 동일하였다.

도 15 는 유리 미토마이신 C 및 리포좀 제형물의, 시스테인 농도 (μM) 의 함수로서의 세포독성의 증가 퍼센트를 나타낸다.

세포독성의 증가는 IC50 의 감소 퍼센트, 예컨대 시스테인의 부재 하 IC50 에 대한 시스테인의 존재 하 IC50 곱하기 100 (

(IC50시스테인 없는 경우/IC50시스테인 있는 경우)x100) 으로 측정되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세포독성 퍼센트는, 콜레스테롤 있

는 리포좀 (흰 삼각형) 및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 (검은 원) 둘 다에서, 시스테인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현저히

증가한다. 유리 미토마이신 C (검은 사각형) 의 세포독성은 시스테인의 존재에 영향받지 않는다.

세포독성 데이타는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이 시스테인에 의해 보다 많이 영향받음을 나타낸다. 특정 시스테인 농

도에서의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의 IC50 는 단독 유리 약물보다 단지 2 배 더 낮다.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제형

물은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보다 세포독성이 적다. 또한 데이타는, 시스테인이 종양 세포에 세포독성 효과를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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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유리 미토마이신 C 의 세포독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데이타로부터, 시스테인이 리포좀 결합

미토마이신 C 의 세포독성을 용량 의존적 방식으로 증가시킴이 현저하다. 따라서, 리포좀 제형물에서 관찰되는 세포독성

효과는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로부터 시스테인이 매개한 미토마이신 C 의 방출에 의해 대부분 설명된다.

C. 생체 내 약동역학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및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의 생체 내 약동역학을 래트에서 측정하였다. 실시예 7 에 기재

된 바와 같이, 동물들에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또는 본 발명에 따른 지질-DTB-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형태의 리포

좀에 삽입된 미토마이신 C 약 0.1 mg/mL 를 단회 볼루스 정맥주사하였다. 주사 후, 혈액 시료를 채취하여, 미토마이신 C

의 양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도 16A-16B 에 나타낸다.

도 16A 는 정맥 주사 후, 시간의 함수로서 래트의 혈액 중 미토마이신 C 의 농도 (㎍/mL) 를 나타낸다. 보이는 바와 같이,

유리 형태로 정맥 투여한 유리 미토마이신 C (흰 사각형) 는 혈액으로부터 신속히 제거된다. 리포좀 결합 지질-DTB-약물

콘쥬게이트의 형태인 미토마이신 C 는 상당히 더 긴 시기동안 순환하며 남아 있다.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검은 다이아

몬드) 및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검은 원) 과 연합된 미토마이신 C 는 혈액 중에서 20-25 시간 동안 10 ㎍/mL 초과로 검

출되었다.

도 16B 는 시험 제형물의 정맥 주사 후, 시간의 함수로서 혈액 중 잔여 주사 용량의 퍼센트를 나타낸다. 실제로 유리 미토

마이신 C (흰 사각형) 의 용량은 약 5 분 초과 시점에서 혈액 중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리포좀 제형물의 주사 20 시

간 후, 미토마이신 C 용량의 약 15-18 퍼센트가 순환하며 남아 있었다. 이는 순환 중인 리포좀 내에서 미토마이신 C-

DTB-지질 콘쥬게이트가 안정하게 남아있고, 혈장 중에서 최소한의 가황분해적 절단이 일어남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기

시스템이 연장된 혈액 순환수명 및 종양 내 증가된 축적을 나타내는 장기 순환 리포좀 (스텔스 리포좀) 과 상용성인 것

으로 나타났다.

V. 실시예

하기 실시예는 본원에 기재된 본 발명을 보다 예시하며, 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재료

모든 재료는 상업적 공급자, 예컨대 Aldrich Corporation 에서 구매하였다.

실시예 1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콜 (화합물 IV) 및 오르토-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콜의 합성

A.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콜

본 반응은 도 1 에 예시되어 있다. Snyder, W.R. (Journal of Lipid Research, 28:949 (1987)) 의 방법에 따라 화합물 II

및 III 을 제조하였다.

물 5 ml 중 3-메르캅토-1,2-프로판디올 (화합물 I, 1 g, 9.26 mmol) 을 함유하는 10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를 얼음조에

위치시켰다. 상기 신속 교반 플라스크에, 온도를 30-40℃ 로 유지하면서 과산화수소 (정확히 0.5 몰 당량, 525 ㎕, 4.63

mmol) 을 적가하였다. 발열 단계의 말기에, 반응물을 실온에서 하룻밤동안 교반하였다. 아세토니트릴을 20 ml 양씩 연속

첨가하여, 회전 증발로 물을 공비반응시켰다. 아세토니트릴 첨가 공정을 3-4 회 또는 물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반복하여,

깨끗한 오일을 얻었다. 금속 스파툴라로 플라스크를 긁어내고 -20℃ 에서 하룻밤동안 냉각시킨 후, 오일성 산물을 고형화

하였다 (화합물 II,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올)). 백악질의 고체를 P2O5 상에서 진공 건조하였다.

화합물 (980 mg, 4.6 mmol) 을 오븐 건조된 10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첨가하고 건조 염화메틸렌 (40 mL) 중에 용해

시켜,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올) 산물 (화합물 II) 을 아실화시켰다. 상기물에, 스테아르산 (4.92 g, 17.1

등록특허 10-0669053

- 31 -



mmol) 및 4-디메틸아미노)피리디늄 4-톨루엔술포네이트 (1.38 g, 4.6 mmol) 를 촉매로서 첨가하여 실온 (25℃) 에서 20

분 동안 교반하였다. 이어서, 디이소프로필카르보디이미드 (3.1 mL, 20 mmol) 을 피펫팅하여 실온에서 하룻밤동안 반응

시켰다. GF (헥산 중 10% 에틸아세테이트) 상 TLC 실릭은 디올기의 완전 반응을 나타내었다. (rac-3,3'-디티오비스

(1,2-프로판디올) Rf=0.60;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스테아로일) Rf=0.35). 약염기성 이온교환 수지인

Amberlyst A-21 (~3 g) 및 강산성 이온교환 수지인 Amberlyst 15 (~ 3 g) 를 반응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30 분 동

안 교반한 후, 수지를 여과하고 여과액을 건조시켰다. 잔류물을 이소프로판올로부터 3 회 (100 mL 씩) 재결정화시켰다.

고체 산물,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스테아로일) (화합물 III) 을 수합하여 P2O5 상에서 건조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스테아로일) (화합물 III) (2.97 g, 2.33 mmol) 의 용액을 톨루엔 (30

mL) 중에 용해시켜 얼음 조에 위치시켰다. 염화술푸릴 (1.9 mL, 23.2 mmol) 을 플라스크 내로 피펫팅하고 혼합물을 차가

운 얼음조 온도에서 30 분 동안 교반하였다. 이어서, 플라스크를 실온에 위치시키고 다시 30 분 동안 교반하였다. 과량의

염화술푸릴을 회전 증발기로 제거하였다. 신선한 톨루엔 일정량 (20 mL) 을 반응 플라스크에 첨가하여 얼음조에 위치시켰

다. 상기물에, 톨루엔 중 4-메르캅토벤즈알콜 (780 mg, 5.6 mmol) 용액을 느린 속도로 첨가하였다. 5 시간의 반응 시간

후, 모든 용매를 회전 증발로 증발시켜 건조하였다. 따뜻한 에틸 아세테이트 (10 mL) 를 반응 플라스크에 첨가하여 고체를

용해시키고 불용성 물질을 여과하였다. 에틸 아세테이트 용액에, 에테르 50 mL 을 첨가하여 침전시키고, 고체 산물 (파라

-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화합물 IV) 을 여과로 수합하였다. 상기 공정을 2 회 반복하였다. 수율: 75%.

산물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화합물 IV) 을 정제하기 위해, 클로로포름 중 실리카 겔 칼럼 (20 x 2.5

cm) 을 제조하였다. 시료를 최소량의 클로로포름 중에 용해시키고, 두 개의 상이한 이동상을 첨가하여 크로마토그래피하

였다. 일차로, 100% CHCl3 (100 ml) 를 용출하였다. 상기 분획에는 불순물인 디티오벤질 알콜이 함유된다. 1HNMR 로 확

인하였다. 이어서, 이동상을 클로로포름 중 15% 메탄올로 변화시켜, 순수한 산물을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로 수합하였다.

CH3OH:CHCl3 (15:85) 500 ml 로 용출하여, 순수한 DGTBA (TLC 상에 한 점임) 를 수합하였다. 용매를 증발시킨 후, 고

체를 t-BuOH 로부터 동결건조하여 P2O5 상에서 진공 건조하였다. 최종 정제로 수율이 40%, 1.4 g 으로 감소하였다.

시료 5 mg 을 원소 분석 실험실 (Midwest Micro Lab) 에 제출하였다.

분석 이론치 실측치

탄소 70.93 % 70.67 %

수소 10.50 % 10.41 %

황 8.25 % 8.31 %

B. 오르토-디글리세롤디티오벤즈알콜

rac-3,3'-디티오비스(1,2-프로판디스테아로일) (화합물 III) (200 mg, 0.156 mmol) 용액을 톨루엔 (30 mL) 중에 용해시

키고, 얼음조에 위치시켰다. 염화술푸릴 (39 ㎕, 0.47 mmol) 을 플라스크 내로 피펫팅하고, 혼합물을 차가운 얼음조 온도

에서 30 분 동안 교반하였다. 이어서, 플라스크를 실온에 위치시키고, 다시 30 분 동안 교반하였다. 과량의 염화술푸릴을

회전 증발기로 제거하였다. 신선한 톨루엔의 일정량 (20 mL) 을 반응 플라스크에 첨가하여 얼음조에 위치시켰다. 상기물

에, 톨루엔 중 2-메르캅토벤즈알콜 (48 mg, 35 mmol) 용액을 느린 속도로 첨가하였다. 반응 시간 5 시간 후, 모든 용매를

회전 증발로 증발시켜 건조하였다. 따뜻한 에틸 아세테이트 (10 mL) 를 반응 플라스크에 첨가하여 고체를 용해시키고 불

용성 물질을 여과하였다. 에틸 아세테이트 용액에, 에테르 50 mL 을 첨가하여 침전시키고, 고체 산물 (오르토-디아실-디

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을 여과로 수합하였다. 상기 공정을 2 회 반복하였다. 고체를 P2O5 상에서 진공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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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미토마이신 C (화합물 XVIII) 의 합성

본 반응을 도 6A 에 예시한다.

50 mL 둥근바닥 플라스크를 포스겐 (3.1 mmol) 및 톨루엔 (5 mL) 으로 충진하고 용액을 0℃ 로 냉각하였다. 톨루엔 (2.5

mL) 중 파라-디아실-디글리세롤-디티오벤잘-알콜 (화합물 IV, 실시예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함, 0.31 mmol) 의 용

액을 제조하였다. 이어서, 알콜 용액을 포스겐 용액에 적가하였다. 혼합물을 하룻밤동안 실온으로 가온시켰다. 18 시간 후,

용액을 진공 농축하여 과량의 포스겐을 제거하였다. 조 염화아실를 톨루엔 (5 mL) 중에 재용해시켰다.

미토마이신 C (0.31 mmol), 디메틸아미노피리딘 (0.031 mmol) 및 DMF (1 mL) 의 용액을 제조하였다. 미토마이신 C 용

액을 염화아실 용액에 적가하였다. 1 시간 후, 톨루엔을 증발제거하고 조 산물을 실리카 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하였다

(1:1 헥산: 에틸 아세테이트). 이어서, 정제 산물을 t-BuOH (50 mL) 에 취하여 동결건조하였다. 산물은 자주색 고체였다

(183 mg, 53%). Rf = 0.38 (50% 헥산:에틸 아세테이트);

실시예 4

리포좀 제조

A.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1. 리포좀 제조

HSPC 59 mg, 콜레스테롤 14.4 mg, mPEG-DSPE 17.4 mg 및 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7.4 mg (몰 비

60/30/5/5) 를 60-65℃ 에서 탈수 에탄올 1 mL 에 첨가하고 용해될 때까지, 약 10 분 동안 혼합하였다.

증류수 중 10 mM 히스티딘 및 150 mM NaCl 로 구성된 수화 배지를 70℃ 로 가온시켰다.

따뜻한 지질 용액을 혼합하면서, 따뜻한 (63-67℃) 수화 매질에 신속히 첨가하여, 불균질한 크기를 갖는 리포좀 현탁액을

형성하였다. 현탁액을 63-67℃ 에서 1 시간 동안 혼합하였다.

2. 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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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플론을 붙인 스테인레스 스틸 용기 내에 장착된 폴리카르보네이트 필터 카트리지를 통해 조절 압출시켜, 리포좀을 원하

는 평균 입자 지름으로 크기를 맞추었다. 6-8 시간의 기간인 압출 공정 동안, 리포좀 현탁액을 63-65℃ 에서 유지하였다.

3. 투석여과

투석여과에 의해, 에탄올을 리포좀 현탁액으로부터 제거하였다. 무균수에 히스티딘 (10 mM) 및 염화나트륨 (150 mM) 을

용해시켜, 히스티딘/염화나트륨 용액을 제조하였다. 용액의 pH 를 약 7 로 조절하였다. 용액을 0.22 ㎛ Durapore 필터를

통해 여과하였다. 리포좀 현탁액을 히스티딘/염화나트륨 용액으로 약 1:1 (v/v) 비로 희석하여, 폴리술폰 중공-섬유 울트

라필터를 통해 투석여과하였다. 히스티딘/염화나트륨 용액에 대해 8 배 부피의 교환을 수행하여 에탄올을 제거하였다. 공

정 유동 온도를 약 20-30℃ 로 유지하였다. 총 투석여과 시간은 약 4.5 시간이었다.

4. 무균 여과

리포좀 현탁액을 33-38℃ 로 가열하고, 0.2 ㎛ Gelman Supor 폴리에테르술폰 필터를 통해 여과하였다. 총 여과 시간은

약 10 분이었다.

각 공정 단계 (수화, 압출, 투석 및 여과) 후, 지질 농도 및 콘쥬게이트/약물 농도를 HPLC 로 측정하였다. 리포좀 입자 크기

는 다이나믹 광산란으로 측정하였고, 외부 현탁액 매질 중 "유리", 비결합 미토마이신 C 의 양은 HPLC 로 측정하였다.

 지질-DTB-MMC1,2 콘쥬게

이트 (㎍/mL)

지질

(mg/mL)
콘쥬게이트/지질 비

리포좀 크기 (nm) 유리 MMC2

(%)90° 30°

수화 후 699 12.50 56 -- -- 2

압출 후 369 8.49 43 105 186 4

투석 후 311 7.78 40 -- -- 0

여과 후 315 7.22 44 103 120 0

1콘쥬게이트=화합물 XVIII, 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2MMC=미토마이신 C

B.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제형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리포좀을 90/5/5 의 몰비의 HSPC, mPEG-DSPE 및 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지

질 조성으로 제조하였다. 구체적으로, HSPC 88.5 mg, mPEG-DSPE (PEG MW 2000 달톤) 17.9 mg 및 콘쥬게이트 7.3

mg 을 에탄올 1 mL 에 용해시켰다. 리포좀 크기, 지질 및 약물 농도, 및 외부 현탁액 매질 중 유리 미토마이신 C 농도를 각

공정 단계 후에 측정하였다.

 
지질-DTB-MMC1,2 콘쥬게

이트 (㎍/mL)

지질

(mg/mL)
콘쥬게이트/지질 비

리포좀 크기 (nm) 유리 MMC2

(%)90° 30°

수화 후 525 10.94 48 -- -- 3

압출 후 466 9.95 47 85 110 6

투석 후 404 8.35 48 -- -- 0

여과 후 378 7.92 48 82 93 0

1콘쥬게이트=화합물 XVIII, 파라-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2MMC=미토마이신 C

실시예 5

시험관 내 특징분석을 위한 HPLC 조건

실시예 4A-4B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된 리포좀을 0.6 M 옥타일글루코피라노시드에 희석하였다. 리포좀을 37℃ 에서,

150 mM 시스테인의 존재 하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시점 0, 30 분, 1 시간, 2 시간, 4 시간 및 24 시간에 시료를 채취하였

다. 20 ㎕ 부피를 Water Symmetry C8 3.5 x 5 cm 칼럼을 이용한 HPLC 로 분석하였다. 유속은 1 mL/분이었고, 이동상

농도구배는 하기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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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10 % MEOH 90 % 10 mM NaPO4, pH = 7

5 분 25 % MEOH 75 % 10 mM NaPO4, pH = 7

10 분 25 % MEOH 75 % 10 mM NaPO4, pH = 7

15 분 100 % MEOH --

25 분 100 % MEOH --

30 분 10 % MEOH 90 % 10 mM NaPO4, pH = 7

35 분 10 % MEOH 90 % 10 mM NaPO4, pH = 7

실시예 6

세포독성 연구

A. 리포좀 제조

실시예 4A-4B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된 리포좀은 HSPC/mPEG-DSPE/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90/5/5)

또는 HSPC/콜레스테롤/mPEG-DSPE/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90/45/5/5) 로 구성되었다. 리포좀 제제를

0.45 ㎛ 셀룰로오스 막을 통해 무균 여과하고, 압출을 통해 크기를 줄이지 않았다. 리포좀을 제형화한 후, 미토마이신 C 농

도를 이소프로판올에 10-20 배 희석시켜 가용화된 리포좀 중 360 nm 에서의 흡광도로 측정하고, 인지질 농도를 무기 포

스페이트 분석으로 측정하였다.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은 275 ±90 nm 의 평균 지름을 가졌다.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은 150 ±50 nm 의 평균 지름을

가졌다. 두 가지 리포좀 제형물에서 인지질 농도는 10 μM/mL 이었고, 두 가지 제형물에서 미토마이신 C 의 농도는 120 ㎍

/mL 이었다.

B. 화학민감성 분석 및 성장율 측정

유리 미토마이신 C 또는 리포좀 내에 삽입된 디스테아로일-DTB-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형태인 미토마이신 C 의 세포

독성 효과를 이전 (Horowitz, A.T. 등, Biochem. Biophys. Acta, 1109:203-209 (1992)) 에 기재된 메틸렌 블루 염색 방

법을 약간 변형한 발색측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종료 시, 세포를 고정하고, 메틸렌 블루 염색 분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

다.

분석에서, 200 ㎕ 량의 배양액 (RPMI-1640 배지 + 10% 우 태아 혈청) 에서 지수적으로 성장하는 1500 개의 M109 마우

스 육종 세포를 96 웰 평편바닥 마이크로타이터 플레이트 상에 플레이팅하였다. 세포가 부착하여 성장을 개시하는 동안인

배양 20 시간 후, 시험 제형물 (유리 미토마이신 C 또는 리포좀 제형물) 20 ㎕ 를 각 웰에 첨가하였다. 약물 농도가 10 배씩

증가할 때마다, 4 가지 약물 농도점을 시험하였다. 각 시험을 세 개 웰씩, 두 개의 평행 플레이트 상에서 수행하였다. 세포

를 72 시간 동안 연속 처리하였다.

72 시간 처리 기간 후, 각 웰에 2.5% 글루타르알데히드 50 ㎕ 를 10 분 동안 첨가하여 배양물을 고정시켰다. 탈이온수로 3

회, 0.1 M 보레이트 완충액 (pH 8.5) 으로 1 회 플레이트를 세척한 후, 실온 (20-25℃) 에서 메틸렌 블루 (pH 8.5, 0.1 M

완충 보레이트 중의 1 %) 100 ㎕ 로 60 분 동안 염색하였다. 플레이트를 탈이온수의 5 개 조에서 헹구어, 세포에 결합하지

않은 염료를 제거한 후 건조하였다. 37℃ 에서, 0.1 N HCl 200㎕ 로 60 분 동안 염료를 추출하고, 마이크로플레이트 분광

계를 이용하여 광학 밀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수는 분광계의 흡광도와 잘 연관되는 혈구계로 세포를 계수하여 측정하였다. 초기 세포 플레이팅 밀도는 연구 말기의

세포 수 및 흡광도 간 선형비례 관계가 확실시 되도록 선택하였다. 각 연구에서, 약물을 첨가하기 전에 6 개 웰을 고정시켜,

초기 평균 흡광도를 결정하였다. 상기 값을 사용하여, 하기 공식을 이용한 대조군 및 약물 처리 세포의 성장율 (GR) 및 배

가 시간 (DT) 를 계산하였다: DT = ln2/ln[(ODt/ODc)/h]; 여기서, DT = 배가 시간 (시간); ODt = 연구 말기의 시험 웰의

광학 밀도; ODc = 연구 개시의 대조군 웰의 광학 밀도; h = 인큐베이션 기간 (시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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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율은 GR = (ln2/DT) 로 계산하였다. 성장 억제 퍼센트 또는 성장율 조절 퍼센트는, 약물 처리 세포의 성장율을 비처리

한 대조군 세포의 성장율로 나누어 얻었다. 대조군 성장율의 50% 억제를 일으키는 약물 농도 (IC50) 는, 성장 억제 곡선의

가장 가까운 두 값을 내삽하여 계산하였다.

10-8 - 10-5 M 범위의 미토마이신 C 를 분석하였다. 10-8 - 3 x 10-5 M 범위의 콘쥬게이트 결합 리포좀 제형물을 분석하

였다. 상호작용 연구를 위해, 시스테인 (SIGMA, St. Louis, MO) 을 미토마이신 C 또는 리포좀 제형물과 함께, 150, 500,

또는 1000 μM 의 최종 농도로 첨가하였다.

결과를 표 1 및 도 13, 14 및 15A-15B 에 나타낸다.

실시예 7

생체 내 약동역학 연구

A. 리포좀 제형물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및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을 실시예 5A 및 5B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하였다.

에탄올 119 ㎕ 에 미토마이신 C 11.9 mg 을 용해시켜 유리 형태의 미토마이신 C 용액을 제조하였다. 용해 후, 10 mM 히

스티딘/150 mM 식염수 용액 약 11.8 ㎕ 을 첨가하였다. 사용 전에, 미토마이신 C 용액을 히스티딘/식염수 용액 100 ㎍/

mL 로 희석하여 여과하였다.

B. 동물

8 마리의 래트를 무작위로 하기와 같은 처리군으로 사용하였다:

래트 번호 체중 (mg) 제형물
MMC 농도 (mg/

mL)

용량

(mL)

용량

(mg/kg)

1 262.9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0.088 1.5 0.50

2 268.2 콜레스테롤 있는 리포좀 0.088 1.5 0.49

3 264.0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0.106 1.5 0.53

4 238.1 콜레스테롤 없는 리포좀 0.106 1.5 0.67

5 226.0 유리 MMC 0.1 2.26 0.66

6 232.0 유리 MMC 0.1 2.32 0.88

7 250.0 유리 MMC 0.1 2.60 0.80

8 263.0 유리 MMC 0.1 2.63 0.59

시험 제형물의 단일 정맥 주사를 볼루스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혈액 시료를 주사 후 하기 시간에 각 동물로부터 채취하였

다: 30 초, 15 분, 30 분, 1 시간, 2 시간, 4 시간, 8 시간, 24 시간, 48 시간, 72 시간 및 96 시간. 혈액 중 미토마이신 C 의

양을 하기 주어진 HPLC 절차에 의해 측정하였다. 7.5% EDTA 5.1 ml 중에 요오도아세트아미드 199.3 mg 을 넣어 200

mM 요오도아세트아민 용액을 제조하였다. 200 mM 요오도아세트아미드 용액 15 ㎕ 를 각 혈액 시료 1 ㎕ 에 넣었다.

C. 혈장 중 미토마이신 C 를 측정하기 위한 HPLC 방법

1. 용액 제조

탈이온수로 채운 1 L 부피측정 플라스크 내에 인산암모늄 1.321 g 을 넣어 pH=7, 10 mM 인산암모늄을 함유하는 수성 완

충액을 제조하였다. 혼합물을 교반하고, o-인산으로 pH 를 7 로 조절하였다. 완충액을 사용 전에 0.45 ㎛ 나일론 필터를

통해 여과하였다.

메탄올 이동상 및 수성 완충액을 Waters Alliance 이중 펌프를 이용한 농도구배 프로그램을 통해 혼합하였다.

2. 표준 용액 및 품질 조절 시료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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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개별 중량의 미토마이신 C 및 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를 표준 및 품질 조절 시료로서 제조하였다. 미토마이신 C 및

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1 mg 을 계량하여 개별적으로 희석제 (20% 클로로포름 및 80% 메탄올 혼합물) 1 mL 에 용해

시켰다. 두 화합물의 스톡 용액 농도는 1 mg/mL 이었다. 희석제 중에 여러 희석물을 제조하여, 표준 및 품질 조절 시료용

으로 5 ㎍/mL 내지 100 ㎍/mL 농도를 얻었다.

래트 혈장 0.1 mL 량에 적절한 부피 (10 ㎕-50 ㎕) 의 미토마이신 C 및 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표준 용액을 넣었다. 미

토마이신 C 및 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에 대한 농도 범위는 각각 0.05-5.0 ㎍/mL 및 0.1-5 ㎍/mL 이었다. 메탄올로 최

종 부피를 1 mL 로 조절하였다. 유사한 절차를 따라, 품질 조절 시료를 제조하였다. 래트 혈장 중, 품질 조절 시료의 농도

는 미토마이신 C 가 0.1, 0.5 및 5 ㎍/mL 및 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가 0.1, 1 및 5 ㎍/mL 이었다. 시료를 실온에서 10

분 동안 3,000 rpm 에서 회전침전시켰다. 상청액 300 ㎕ 를 주사용 삽입물 300 ㎕ 가 들어있는 HPLC 바이알에 옮겼다.

3. 시료 제조

혈장 시료 100 ㎕ 를 메탄올 900 ㎕ 로 변성시킨 후, 3,000 rpm 에서 10 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상청액 300 ㎕ 양을 주

사용 삽입물 300 ㎕ 가 들어있는 HPLC 바이알에 옮겼다.

4. 크로마토그래피 조건

Supelco C-8, 5 μ, 4.6 mm x 5 cm 칼럼을 사용하였다. 이동상 A 는 pH 7, 10 mM 인산암모늄이었다. 이동상 B 는 메

탄올이었다. 유속은 1 mL/분이었고, 360 nm 에서 UV 로 검출하였다. 주사액 부피는 40 ㎕ 이었고, 통상 수행 시간은 15

분이었다. 농도구배 프로그램은 하기와 같았다:

시간 (분) 이동상 A 의 양 (%) 이동상 B 의 양 (%)

0 90 10

4 70 30

8 0 100

12 90 10

15 90 10

5. 분석 및 계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제조된 직선상 표준물 (6 개 농도 레벨) 을 주사하였다. 이어서, 품질 조절 및 혈장 시료를 분석을 위

해 주사하였다.

PE-Nelson Turbochrom (4.1 버전) 시스템으로, 피크 넓이 및 정체 시간을 측정하였다. 직선 회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토마이신 C 및 미토마이신 C 콘쥬게이트 의 농도를 계산하였다. 6 개 농도 레벨로부터의 표준 반응으로 직선화 방법을

평가하였다. 데이타는 1/x2 의 중량 인자로, 직선 회귀 공식 y=B*x + A 로 맞춰졌다. 품질 조절 시료뿐만 아니라 표준물

의 농도를 역계산하여, 상기 방법의 정확도 및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결과를 도 16A-16B 에 나타낸다.

본 발명을 특정 구현예에 대해 기재하였으나, 당업자에게는 본 발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양한 변화 및 변형이 만들어질

수 있음이 자명할 것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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