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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 없음

(54) 글루카곤 억제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피검자에게서 글루카곤 수준을 저하시키고/시키거나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기 위한, 엑센딘, 엔센딘 아고
니스트, 또는 하나 이상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에 연결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를 갖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혈장 글루카곤을 저하시키거나 글루카곤 분비를 억
제시키는 것이 이로운 영향을 주는 글루카곤과다혈증 및 기타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글루카곤, 엑센딘, 당뇨병

명세서

관련 출원

    
본 출원은 " 신규한 엑센딘 (Exendin) 아고니스트 제형 및 이의 투여 방법"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9년 1월 14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116,380호 (및 2000년 1월 14일자로 출원된 상응하는 PCT 출원 번호 제PCT/US00
/00902호), " 글루카곤 억제 방법"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9년 4월 30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132,01
7호, 및 " 트리글리세리드 수준을 조절하고 이상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엑센딘 및 이의 아고니스트의 용도" 란 발명의 
명칭으로 2000년 1월 10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175,365호를 우선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전문이 본
원에 참조문헌으로 삽입되어 있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트, 또는 하나 이상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 또는 모 펩티드의 신장 정화치를 감
소시키기에 유용한 기타 화합물에 연결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 펩티드를 갖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
고니스트를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피검자에게서 글루카곤을 억제하고/하거나 저하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
한 방법은, 예를 들면, 글루카곤의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는 것이 이로운 영향을 주는 글루카
곤과다혈증 및 기타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
    

    배경기술

다음의 기재 내용은 본 발명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원에 제공된 모든 정보가 본원에 
청구된 발명에 대해 선행 기술이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구체적으로 또는 암시적
으로 언급된 문헌들도 모두 선행 기술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2 -



공개특허 특2002-0001719

 
엑센딘은 아리조나와 북멕시코 내생의 파충류인 멕시코산 구슬 도마뱀 및 아메리카 독도마뱀의 타액 분비물에서 발견
되는 펩티드이다. 엑센딘-3 [서열 1: His Ser Asp Gly Thr Phe Thr Ser Asp Leu Ser Lys Gln Met Glu Glu Glu 
Ala Val Arg Leu Phe Ile Glu Trp Leu Lys Asn Gly Gly Pro Ser Ser Gly Ala Pro Pro Pro Ser-NH 2 ]은 헬로더
마 호리둠 (Heloderma horridum) (멕시코산 구슬 도마뱀)의 타액 분비물에 존재하고, 엑센딘-4 [서열 2: His Gly 
Glu Gly Thr Phe Thr Ser Asp Leu Ser Lys Gln Met Glu Glu Glu Ala Val Arg Leu Phe Ile Glu Trp Leu Lys 
Asn Gly Gly Pro Ser Ser Gly Ala Pro Pro Pro Ser-NH 2 ]는 헬로더마 서스펙툼 (Heloderma suspectum) (아메
리카 독도마뱀)의 타액 분비물에 존재한다 [Eng, J., et al.,J. Biol. Chem., 265:20259-62, 1990; Eng, J., et al.,
J. Biol. Chem., 267:7402-05, 1992 참조]. 엑센딘-3의 아미노산 서열이 도 1에 제시되어 있다. 엑센딘-4의 아미
노산 서열은 도 2에 제시되어 있다. 엑센딘-4는 처음에는 독액 (venom)의 (강력하게 독성인) 성분인 것으로 생각되
었다. 현재에는, 엑센딘-4에 독성이 없고, 이는 대신 아메리카 독도마뱀의 타액선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엑센딘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계열의 몇몇 구성원과 일부 서열 유사성을 나타내는데, GLP-1[7-36]NH 2 (서열 3)
과 가장 높은 상동율 53%을 나타낸다 [Goke, et al.,J. Biol. Chem. , 268:19650-55, 1993 참조]. 종종 프로글루카
곤 [78-107]로서 지칭되거나 또는 본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바와 같이 간단히 " GLP-1" 로서 지칭되기도 하
는 GLP-1[7-36]NH2는 췌장 베타-세포로부터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인슐린향성 효과 (insulinotropic effec
t)를 갖고 있는데; GLP-1은 또한 췌장 알파-세포로부터의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Orsov, 
et al.,Diabetes, 42:658-61, 1993; D'Alessio, et al.,J. Clin. Invest., 97:133-38, 1996 참조]. GLP-1는 공복 
상태를 억제하고 [Willms B, et al.,J. Clin Endocrinol Metab81 (1):327-32, 1996; Wettergren A, et al.,Dig D
is Sci38 (4): 665-73, 1993 참조]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chjoldager BT, et al.,Dig Dis Sc
i34 (5): 703-8, 1989; O'Halloran DJ, et al.,J Endocrinol126 (1): 169-73, 1990; Wettergren A, et al.,Dig 
Dis Sci38 (4): 665-73, 1993 참조]. 카르복시 말단에 부가의 글리신 잔기를 지니고 있는 GLP-1[7-37]은 사람에
게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Orskov, et al.,Diabetes, 42:658-61, 1993 참조]. GLP-1의 인슐
린향성 효과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트랜스멤브레인 G-단백질 아데닐레이트-시클
라제-커플링된 수용체가 베타-세포주로부터 클로닝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Thorens,Proc. Natl. Acad. Sci. US
A89:8641-45, 1992 참조]. GLP-1는 자극된 인슐린 생산 증폭에 대해 보고된 작용으로 인해 최근 수 년 동안 중요
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Byrne MM, Goke B. Lessons from human studies with glucagon-like peptide-1: P
otential of the gut hormone for clinical use. In: Fehmann HC, Goke B. Insulinotropic Gut Hormone Glucago
n-Like Peptide 1. Basel, Switzerland: Karger, 1997:219-33 참조].

기타 보고서는 위 공복 상태의 억제 [Wettergren A, et al. (절단된 GLP-1 (프로글루카곤 78-107-아미드)은 사람
의 위장 기능과 췌장 기능을 억제한다),Dig. Dis. Sci.1993 Apr; 38 (4):665-73 참조], 글루카곤 분비의 억제 [Cr
eutzfeldt WOC, et al. (유형 I 당뇨병 환자에게서 외인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I (7-36) 아미드에 의한 공복시 과
혈당증의 저하 및 글루카곤 억제 작용),Diabetes Care1996; 19 (6):580-6 참조], 및 식욕 조절 취지의 역할 [Trut
on MD, et al. (급식을 집중 방식으로 조절하는 데 있어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의 역할),Nature1996 Jan; 379 
(6560): 69-72 참조]에 관한 것이다.

    
GLP-1는 또한 노화 쥐에서 섬 글루코스 민감도를 복원시켜, 이의 글루코스 내성을 보다 어린 쥐의 글루코스 내성 수
준으로 복원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gan JM, et al.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은 급성-상 인슐린 방출을 노화된 
쥐 수준으로 복원시킨다), Diabetologia 1997 Jun; 40 (Suupl 1):A130 참조]. 그러나, 생체내에서 GLP-1의 생물
학적 작용 기간이 짧다는 것이, 이를 치료제로서 개발하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상기 펩티드의 한 가지 특징이다. 아미
노산 서열을 변형시키고 이들을 특정 제형을 사용하여 전달하기 위한 시도를 포함한, GLP-1 또는 GLP-1 (7-37)의 
반감기를 연장시키기 위한 각종 방법이 시도되어 왔다 [GLP-1 (7-37)을 함유하는 제형에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봉입
시키는 것에 관한 " 연장된 펩티드 전달 방법" 이란 발명의 명칭의 유럽 공개 특허 공보 제0 619 322 A2호 (Darley 
et a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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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학적 연구 보고서에는 엑센딘-4가 특정의 인슐린-분비성 세포 상의 GLP-1 수용체, 기니아 피그 췌장으로부터의 
분산된 포도상선 세포 및 위벽 세포에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이러한 펩티드는 또한 소마토스타틴 방출
을 자극하고 분리된 위에서의 가스트린 방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Goke, et al.,J. Biol. Chem.268:19650
-55, 1993; Schepp, et al.,Eur. J. Pharmacol., 69:183-91, 1994; Eissele, et al.,Life Sci., 55:629-34, 199
4 참조]. 엑센딘-3 및 엑센딘-4는 췌장 포도상선 세포에서의 cAMP 생성과 이러한 세포로부터의 아밀라제 방출을 자
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Malhotra, R., et al.,Regulatory Peptides, 41:149-56, 1992; Raufman, et al.,J. Biol. 
Chem.267:21432-37, 1992; Singh, et al.,Regul. Pept.53:47-59, 1994 참조]. 부가적으로, 엑센딘-4는 GLP-
1 보다 작용 기간이 상당히 더 길다. 예를 들면, 한 실험에서는, 당뇨병에 걸린 마우스에서의 엑센딘-4에 의한 글루코
스 저하가 수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용량에 따라서는 24시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Eng J. (db/db 마우스
의 과다혈증에 대한 엑센딘-4의 연장된 효과),Diabetes1996 May; 45 (Suppl 2):152A (abstract 554) 참조]. 이
들의 인슐린향성 활성에 근거하여, 당뇨병을 치료하고 과혈당증을 예방하기 위해 엑센딘-3과 엑센딘-4를 사용하는 것
이 제안되었다 (Eng, 미국 특허 제5,424,286호).

엑센딘이 포유류 GLP-1의 종 상동체인지에 관한 연구 결과가, 아메리카 독도마뱀으로부터 엑센딘 유전자를 클로닝한 
첸 (Chen)과 드럭커 (Drucker)에 의해 보고되었다 [J. Biol. Chem. 272 (7):4108-15 (1997) 참조]. 아메리카 독
도마뱀이 또한 엑센딘 보다는 포유류 프로글루카곤과 더 유사한, 프로글루카곤 (이로부터 GLP-1이 프로세싱된다)에 
대한 별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관찰 결과는, 엑센딘이 단지 GLP-1의 종 상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지시해준다.

현재까지, 위 공복 상태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는 제제는 일반적으로 위장내 방사선의학적 검사시의 진단 보조제로서 
의학 분야에서 자리 매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글루카곤은 췌장 랑게르한스섬 (islets of Langerhans)의 
알파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폴리펩티드 호르몬이다. 이는 간의 글리코겐 분해 반응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글루코스를 이
동시키는 과혈당성 제제이다. 이는 췌장 인슐린 분비를 보다 덜한 정도로 자극할 수 있다. 글루카곤은, 예를 들면, 글루
코스를 정맥내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인슐린-유도된 저혈당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글루카
곤은 위장관의 능동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는 위장내 방사선의학적 검사시 진단 보조제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글루
카곤은 또한 경축과 연관된 통증있는 각종 위장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몇몇 연구에 사용되었다. 문헌 [Daniel, et al., 
Br. Med. J., 3:720, 1974]에는 진통제 또는 진경제로 치료를 받은 환자와 비교해서 글루카곤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에게서 급성 게실염 (diverticulitis)의 증상 경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되어 있다. 문헌 [Glauser, et 
al.,J. Am. Coll. Emergency Physns, 8:228, 1979]에는 글루카곤 요법에 따른 급성의 식도 음식 폐쇄증의 경감이 
기재되어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글루카곤이, 위약으로 치료를 받은 22명의 환자와 비교해서, 담도 질환에 걸린 2
1명의 환자에게서 통증과 통각을 상당히 경감시켰다 [M.J. Stower, et al.,Br. J. Surg., 69:591-2, 1982 참조].

아밀린 아고니스트를 사용하여 위장내 능동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공동 소유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4/10225호 
(1995년 3월 16일자 공개)에 기재되어 있다.

엔센딘 아고니스트를 사용하여 위장내 능동성을 조절하는 방법이, 1996년 8월 8일자로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8/
694,954호의 부분 연속 출원인, " 위장내 능동성을 조절하는 방법"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7년 8월 8일에 출원된 
공동 소유된 미국 특허 출원 제08/908,867호에 기재되어 있다.

    
엔센딘 아고니스트를 사용하여 식품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1997년 1월 7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
0/034,905호, 1997년 8월 7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055,404호, 1997년 11월 14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065,442호 및 1997년 11월 14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066,029호의 이익을 청구하
고 있는 " 식품 섭취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엑센딘 및 이의 아고니스트의 용도" 란 방법의 명칭으로 1998년 1월 7일에 
출원된 공동 소유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003,869호에 기재되어 있다.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이, 1997년 8월 8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055,404호의 이익을 청구하
고 있는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8월 6일에 출원된 공동 소유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16387호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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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가, 1997년 11월 14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065,442호의 이익을 청구하
고 있는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1월 13일에 출원된 공동 소유된 PCT 출
원 번호 제PCT/US98/24210호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기타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가, 1997년 11월 14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066,029호의 이익을 
청구하고 있는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1월 13일에 출원된 공동 소유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73호에 기재되어 있다.

엑센딘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기타 최근의 진보가, " 엑센딘 및 GLP-1의 변력 및 이뇨 효과" 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
8년 2월 13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075,122호, 및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제형 및 이의 투여 방법"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월 14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116,380호에 기재되어 있다.

치료학적 펩티드 및 단백질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 변형은 이점과 단점 모두를 가져다 줄 수 있다. PEG 변형이 
순환 시간의 향상, 항원성과 면역원성의 감소, 용해도 증진, 내단백질분해성, 생물학적 이용 효능 향상, 독성 감소, 안정
성 증진 및 보다 용이한 펩티드 제형화를 유도할 수 있긴 하지만 [Francis et al.,International Journal of Hematol
ogy, 68:1-18, 1998 참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PEG화에 따른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물 활성이 상
당히 저하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면역원성, 불안정성, 독성 및 반응성을 포함한 
몇 가지 유형의 불리한 효과를 나타내는 링커의 사용을 포함한다.

    
글루카고노마 (glucagonoma) (글루카곤-분비성 세포의 종양)는 글루코스 내성 이외에, 괴사적 이동성 홍반인 피부 
질환을 야기시킨다. 이는 안면, 복부, 손발 및 회음부에 국재된, 종종 수포와 결국에는 가피를 형성하는 비늘 모양의 적
색 발진이 돋아난 것이다. 이는 또한 혀와 입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손톱이 병이 걸리며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은 글루카곤 억제 호르몬 유사체인 옥트레오티드 (octreotide)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본원에서 기재된 화합물 역시 글루카곤 억제제로서 유용하므로, 상기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용하며, 이는 1966년에 문
헌 [Kaplan, L.M. (위장관 및 췌장의 엔도크린 종양), Ch 262, p1392; In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
icine, 12th Edition. McGraw-Hill Inc, New York, 1991]에 처음으로 기재되었다. 글루카곤 수준을 저하시키고/시
키거나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는데 유용한 것으로 본원에 기재된 화합물에는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트, 및 변형된 
엑센딘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 및 관련 제형, 및 투여형 제형이 포함된다.
    

상기 확인된 문헌, 특허 및 특허 출원, 및 본원에서 언급되거나 인용된 기타 모든 문헌의 내용이 본원에 참조문헌으로 
삽입되어 있다. 출원인은 상기 모든 문헌, 특허 및 특허 출원, 또는 본원에서 언급되거나 인용된 기타 문헌으로부터의 
임의의 또한 모든 물질 및 정보를 본 출원에 물리적으로 삽입할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피검자에게서 글루카곤 수준을 저하시키고/시키거나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또
한 괴사분해적 이동성 홍반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 글루카곤 억제제를 투여하는 것이 유리한 질환 및 글
루카곤과다혈증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한 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피검자에게서 글루카곤 수준을 저하시키기 위한,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트, 또는 
하나 이상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 또는 기타 분자량 증진 분자에 연결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를 갖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본 발명이 피검자에게서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기 위한,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트, 또는 하나 이
상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 또는 모 펩티드의 신장 정화치를 감소시키기에 유용한 기타 화합물에 연결된 엑센딘 또
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를 갖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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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글루카곤과다혈증과 연관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트, 또
는 하나 이상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 또는 기타 분자량 증진 분자에 연결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를 갖
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글루카고노마 또는 괴사분해적 이동성 홍반이 있는 피검자를 치료하기 위한,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트, 또는 하나 이상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 또는 기타 분자량 증진 분자에 연결된 엑센딘 또는 엔
센딘 아고니스트를 갖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엑센딘이 엑센딘-4이다. 기타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분자량 보다 큰 분자량을 가지며 (바람직하게는 약 10%, 50% 또는 90% 더 크다),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음전하 보다 큰 음전하를 가지고 (바람직하
게는 약 10%, 50% 또는 90% 더 크다),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신장 정화치 보다 낮은 신장 정화치를 가지며 (바람직하게는 약 10%, 50% 또는 90% 더 낮다),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반감기 보다 큰 반감기를 가지며 (바람직하게는 약 10%, 50% 
또는 90% 더 크다),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 보다 덜한 면역원성/항
원성을 지니고 있으며,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용해도 보다 큰 용
해도를 가지고 (바람직하게는 약 10%, 50% 또는 90% 더 크다),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엑센딘 또
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단백질 분해율 보다 낮은 단백질 분해율을 지니며 (바람직하게는 약 10%, 50% 또는 90% 더 
낮다),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독성 보다 덜한 독성을 지니고, 변
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안정성 보다 큰 안정성을 지니며, 변형된 엑
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투과성/생물학적 기능 보다 크거나 덜한 투과성/생물
학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바람직하게는 약 10%, 50% 또는 90% 더 크거나 덜하다).
    

상기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1개, 2개 또는 3개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에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폴리
에틸렌 글리콜 중합체는 바람직하게는 분자량이 500 내지 20,000일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변형된 엑센딘 또
는 엔센딘 아고니스트가 화합물 201 내지 217 중의 하나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화합물 209, 210 및 213 중의 하나, 
또는 화합물 201 및 202 중의 하나 또는 화합물 216 및 217 중의 하나이다 (하기 실시예 4 참조).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는 바람직하게는 아미노, 카르복실 또는 티오 기에 연결되고, 리신,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또는 시스테인의 측쇄의 N 또는 C 말단에 의해 연결될 수 있거나, 또는 상기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는 디아민 및 디
카르복실 기와 연결될 수 있다. 당해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바람직하게는,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
의 리신 아미노산 상의 엡실론 아미노기를 통하여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에 연결된다.

    
" 엔센딘 아고니스트" 란, 예를 들어, 위 능동성 및 위 공복 상태에 대한 엑센딘의 효과를 모사하는 화합물 (즉, 엑센딘
이 위 능동성과 위 공복 상태에 대해 이들의 작용을 발휘하게 되는 수용체에 효과적으로 결합되는 화합물, 바람직하게
는 엑센딘의 유사체 또는 유도체), 또는 예를 들어, 엑센딘이 식품 섭취량 감소 효과를 야기시키는 수용체 (들)에 결합
함으로써 이러한 식품 섭취량 감소에 대한 엑센딘의 효과를 모사하는 화합물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에는 " 식품 섭취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엑센딘 및 이의 아고니스트의 용도" 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월 7일
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003,869호 (및 이에 대한 우선권 출원들) (본 출원과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이의 
전문이 본원에 참조문헌으로 삽입되어 있다)에 기재된 것들이 포함된다.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효과는 본원
에 기재된 방법, 또는 엑센딘 효과를 결정하는 것으로 당해 분야에 공지된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거나, 평가하거
나 또는 스크리닝할 수 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치료학적 유효량의 아밀린 아고니스트를 또한 피검자에게 투여한다. 바람직한 면에서는, 이러한 아
밀린 아고니스트가 아밀린 또는 아밀린 아고니스트 유사체, 예를 들면,25,28,29 프로-사람-아밀린 (또한, " 프람린티
드" 로서 공지되고, " 아밀린 아고니스트 펩티드 및 이의 용도" 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7년 11월 11일자로 허여된 미
국 특허 제5,686,511호에 기재되어 미리 " AC-137" 로서 지칭됨), 또는 연어 칼시토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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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는, 피검자는 척추동물, 더욱 바람직하게는 포유동물, 가장 바람직하게는 사람이다. 바람직한 면에서는, 본 
발명의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트, 또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를 비경구 투여, 보다 바람직하게는 주
사 투여한다. 가장 바람직한 면에서는, 이러한 주사가 말초 주사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
센딘 아고니스트 약 1 ㎍-30 ㎍ 내지 약 5 ㎎을 매일 투여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
센딘 아고니스트 약 1-30 ㎍ 내지 약 2 ㎎, 또는 약 1-30 ㎍ 내지 약 1 ㎎을 매일 투여한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 약 3 ㎍ 내지 약 500 ㎍을 매일 투여한다.
    

변형 및 사용에 바람직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에는 다음에 포함된다:

엑센딘-4 (1-30) [서열 4: His Gly Glu Gly Thr Phe Thr Ser Asp Leu Ser Lys Gln Met Glu Glu Glu Ala Val 
Arg Leu Phe Ile Glu Trp Leu Lys Asn Gly Gly];

엑센딘-4 (1-30) 아미드 [서열 5: His Gly Glu Gly Thr Phe Thr Ser Asp Leu Ser Lys Gln Met Glu Glu Glu A
la Val Arg Leu Phe Ile Glu Trp Leu Lys Asn Gly Gly-NH 2 ];

엑센딘-4 (1-28) 아미드 [서열 6: His Gly Glu Gly Thr Phe Thr Ser Asp Leu Ser Lys Gln Met Glu Glu Glu A
la Val Arg Leu Phe Ile Glu Trp Leu Lys Asn-NH 2 ];

14 Leu,25 Phe 엑센딘-4 아미드 [서열 7: His Gly Glu Gly Thr Phe Thr Ser Asp Leu Ser Lys Gln Leu Glu Glu 
Glu Ala Val Arg Leu Phe Ile Glu Phe Leu Lys Asn Gly Gly Pro Ser Ser Gly Ala Pro Pro Pro Ser-NH 2 ];

14 Leu,25 Phe 엑센딘-4 (1-28) 아미드 [서열 8: His Gly Glu Gly Thr Phe Thr Ser Asp Leu Ser Lys Gln Leu 
Glu Glu Glu Ala Val Arg Leu Phe Ile Glu Phe Leu Lys Asn-NH 2 ]; 및

14 Leu,22 Ala,25 Phe 엑센딘-4 (1-28) 아미드 [서열 9: His Gly Glu Gly Thr Phe Thr Ser Asp Leu Ser Lys G
ln Leu Glu Glu Glu Ala Val Arg Leu Ala Ile Glu Phe Leu Lys Asn-NH 2 ].

정의

본 발명에 따라서 본원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다음 용어들은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

    
용어 " 아미노산" 은 이들의 구조가 D 및 L 입체이성체 형태를 허용하는 한은 모두 이러한 입체이성체 형태의, 천연 아
미노산, 천연이 아닌 아미노산, 및 아미노산 유사체를 지칭한다. 천연 아미노산에는 알라닌 (Ala), 아르기닌 (Arg), 아
스파라긴 (Asn), 아스파르트산 (Asp), 시스테인 (Cys), 글루타민 (Gln), 글루탐산 (Glu), 글리신 (Gly), 히스티딘 
(His), 이소루이신 (Ile), 루이신 (Leu), 리신 (Lys), 메티오닌 (Met), 페닐알라닌 (Phe), 프롤린 (Pro), 세린 (Se
r), 트레오닌 (Thr), 트립토판 (Trp), 티로신 (Tyr) 및 발린 (Val)이 포함된다. 천연이 아닌 아미노산에는 아제티딘
카르복실산, 2-아미노아디프산, 3-아미노아디프산, 베타-알라닌, 아미노프로피온산, 2-아미노부티르산, 4-아미노
부티르산, 6-아미노카프론산, 2-아미노헵타논산, 2-아미노이소부티르산, 3-아미노이소부티르산, 2-아미노피멜산, 
3급-부틸글리신, 2,4-디아미노이소부티르산, 데스모신, 2,2'-디아미노피멜산, 2,3-디아미노프로피온산, N-에틸글
리신, N-에틸아스파라긴, 호모프롤린, 히드록시리신, 알로-히드록시리신, 3-히드록시프롤린, 4-히드록시프롤린, 이
소데스모신, 알로-이소루이신, N-메틸알라닌, N-메틸글리신, N-메틸이소루이신, N-메틸펜틸글리신, N-메틸발린, 
나프탈라닌, 노르발린, 노르루이신, 오르니틴, 펜틸글리신, 피페콜린산 및 티오프롤린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아미노산 유사체에는 이들의 N-말단 아미노기 또는 이들의 측쇄 기가 화학적으로 차단되거나, 가역적 또는 비
가역적으로 변형되는 천연 및 천연이 아닌 아미노산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메티오닌 술폭시드, 메티오닌 술폰, S-
(카르복시메틸)-시스테인, S-(카르복시메틸)-시스테인 술폭시드 및 S-(카르복시메틸)-시스테인 술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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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아미노산 유사체" 는 C-말단 카르복시 기, N-말단 아미노기 또는 측쇄 관능기 중의 어느 하나를 또 다른 관능
기에 대해 화학적으로 변형시킨 아미노산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아스파르트산-(베타-메틸 에스테르)는 아스파르트
산의 아미노산 유사체이거나; N-에틸글리신은 글리신의 아미노산 유사체이거나; 또는 알라닌 카르복스아미드는 알라
닌의 아미노산 유사체이다.

용어 " 아미노산 잔기" 는 다음 구조를 갖는 라디칼을 지칭한다: (1) -C (O)-R-NH-(여기서, R은 전형적으로 -C
H (R')-이고, R'는 아미노산 측쇄, 전형적으로 H 또는 탄소 함유 치환체이다); (2) 14 페이지 (여기서, p는 아제티딘
카르복실산, 프롤린 또는 피페콜산 잔기를 각각 나타내는 1, 2 또는 3이다).

알킬 기와 같은 유기 라디칼과 관련하여 본원에서 지칭된 용어 " 저급" 은 탄소 원자를 약 6개 이하, 바람직하게는 4개 
이하, 유리하게는 1개 또는 2개 갖는 기로 정의된다. 이러한 기는 직쇄 또는 분지쇄일 수 있다.

" 제약학상 허용되는 염" 에는 당해 화합물의 조합물로부터 유도된 본 발명의 화합물과 유기 또는 무기 산과의 염이 포
함된다. 실제적으로, 염 형태의 사용은 염기 형태의 사용에 상응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유리 염기와 염 형태 모두에 
유용하며, 이들 양 형태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다음 약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 ACN" 또는 " CH 3 CN" 은 아세토니트릴을 지칭한다.

" Boc" , " tBoc" 또는 " Tboc" 는 t-부톡시 카르보닐을 지칭한다.

" DCC" 는 N,N'-디시클로헥실카보디이미드를 지칭한다.

" Fmoc" 는 플루오레닐메톡시카르보닐을 지칭한다.

" HBTU" 는 2-(1H-벤조트리아졸-1-일)-1,1,3,3-테트라메틸우로늄 헥사플루오로포스페이트를 지칭한다.

" HOBt" 는 1-히드록시벤조트리아졸 모노히드레이트를 지칭한다.

" homoP" 또는 " hPro" 는 호모프롤린을 지칭한다.

" MeAla" 또는 " Nme" 는 N-메틸알라닌을 지칭한다.

" naph" 는 나프틸알라닌을 지칭한다.

" pG" 또는 " pGly" 는 펜틸글리신을 지칭한다.

" tBuG" 는 3급-부틸글리신을 지칭한다.

" ThioP" 또는 " tPro" 는 티오프롤린을 지칭한다.

" 3Hyp" 는 3-히드록시프롤린을 지칭한다.

" 4Hyp" 는 4-히드록시프로린을 지칭한다.

" NAG" 는 N-알킬글리신을 지칭한다.

" NAPG" 는 N-알킬펜틸글리신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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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val" 은 노르발린을 지칭한다.

" Norleu" 는 노르루이신을 지칭한다.

본 발명의 기타 특징 및 이점은 다음의 바람직한 양태의 기재 내용과 청구의 범위로부터 명백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엑센딘-3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 (서열 1)을 제시한 것이다.

도 2는 엑센딘-4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 (서열 2)을 제시한 것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유용한 특정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 (서열 10 내지 40)을 제시한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특정한 화합물인 화합물 1 내지 174에 대한 아미노산 서열을 제시한 것이다.

도 5는 엑센딘-4 정화치에 대한 작용성 신절제술의 효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6은 신절제술된 피검자 및 가짜 피검자에게서 엑센딘-4 혈장 수준의 말기 소멸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트, 또는 하나 이상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 또는 기타 분자량을 증진시키기에 
유용한 기타 화합물에 연결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 펩티드를 갖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를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피검자에게서 글루카곤을 억제하고/하거나 저하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예를 들면, 글루카곤의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는 것이 이로운 영향을 주는 글루카곤과다혈증 
및 기타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 그러한 질환은 글루카고노마 및 괴사분해적 이동성 홍반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는 않는다.
    

변형된 엑센딘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

본 발명의 변형된 엑센딘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예를 들면, 천연 엑센딘, 합성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와 같
은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에 연결된 하나 이상의 PEG 중합체를 포함한다.

엑센딘-4

엑센딘-4는 아메리카 독도마뱀의 타액 분비물로부터 분리시킨 천연의 펩티드이다. 엑센딘-4를 동물 시험한 결과, 혈
중 글루코스 농도를 저하시키는 이의 능력이 수 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39개 아미노산 폴리펩티드인 엑
센딘-4는 본원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고체 상 합성법을 사용하여 합성하는데, 이러한 합성 물질은 본래의 엑센딘-4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엑센딘-4의 비-임상적 약리학이 연구되어 왔다. 뇌에서는, 엑센딘-4가 후뇌 중의 아레아 
포스트레마 (area postrema) 및 뉴클레우스 트랙터스 솔리타리우스 (nucleus tractus solitarius) 영역 및 전뇌 중의 
서브포니칼 (subfornical) 기관에 주로 결합된다. 엑센딘-4 결합은 쥐, 및 마우스 뇌 및 신장에서 관찰되었다. 엑센딘
-4가 신장에서 결합되는 구조물은 공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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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센딘-4와 GLP-1의 생물학적 작용을 비교한 각종 실험을 수행한 결과, 엑센딘-4에 대한 특성들의 보다 바람직한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엑센딘-4의 단일 피하 용량이 db/db (당뇨병) 및 ob/ob (당뇨병성 비만) 마우스에서 혈장 글
루코스치를 40% 정도까지 저하시켰다. 당뇨병성 패티 적커 (Fatty Zucker; ZDF) 쥐에서는, 엑센딘-4로 5주간 치료
한 결과, HbA1c (혈장 글루코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글리코실화 헤모글로빈의 측정치)를 41% 정도까지 저하
시켰다. 비만 ZDF 쥐에서 5주간 치료한 후, 인슐린 민감도도 또한 76% 향상되었다. 글루코스 내성 영장류에서는, 혈
장 글루코스의 용량-의존적 감소가 또한 관찰되었다.

    
엑센딘-4의 인슐린향성 작용이 또한 설치류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비-절식된 할란 스프라그 돌리 (Harlan Spra
gue Dawley; HSD) 쥐에서는 글루코스에 대한 인슐린 반응을 100% 이상 개선시켰으며, 비-절식된 db/db 마우스에
서는 글루코스에 대한 인슐린 반응을 대략 10배까지 개선시켰다. 보다 높은 예비치료 혈장 글루코스 농도는 보다 큰 글
루코스-저하 효과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관찰된 엑센딘-4의 글루코스 저하 효과는 글루코스-의존적인 것으로 여겨
지며, 동물이 이미 양호한 혈당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최소이다.
    

    
엑센딘-4 용량은 HSD 쥐에서 위 공복 상태를 의존적으로 서서히 하였으며, 이러한 작용에 대해서는 GLP-1 보다 약 
90배 정도 더 강력하였다. 엑센딘-4는 또한 말초 투여 후 NIH/Sw (스위스산) 마우스에서 식품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작용에 대해서는 GLP-1 보다 1000배 이상 더 강력하였다. 엑센딘-4는 과혈당증 클램프 
상태인 과인슐린혈증 동안 마취시킨 ZDF 쥐에서 혈장 글루카곤 농도를 대략 40% 감소시켰지만, 정상적인 쥐에서 양
호한 혈당을 나타내는 동안에는 혈장 글루카곤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엑센딘-4는 비만 ZDF 쥐의 체중을 용량
-의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깡마른 ZDF 쥐에서 관찰된 체중 감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글루카곤을 저하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통하여,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트, 및 예를 들어, 엑센딘
-4를 함유하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가, 글루카곤 저하가 유리한 사람, 예를 들면, 글루카고노마 및 
괴사분해적 이동성 홍반이 있는 사람, 및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지 않든지 당
뇨병에 걸린 사람에게 유용할 것이다 (실시예 5 참조).

    
엑센딘-4의 독성을 마우스, 쥐 및 원숭이에서의 단일-용량 연구; 쥐 및 원숭이에서의 반복된-용량 (연속해서 28일까
지 매일 투여한 용량) 연구; 및 돌연변이 유발성 및 염색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관내 시험에서 조사하였다. 현재
까지, 어떠한 사멸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혈액학, 임상 화학, 또는 육안적 또는 현미경적 조직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치
료-관련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엑센딘-4는 비-돌연변이 유발성이며, 시험된 농도 (5000 ㎍/㎖ 이하)에서 염색
체 변화를 야기시키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엑센딘-4의 비-임상적 약력학과 대사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 많은 면역검정이 개발되었다. 제한된 민감도 (약 1
00 pM)를 이용한 방사선 면역검정을 초기 약력학적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속적으로, 15 pM의 하한 정량치를 이용하
여, 엑센딘-4에 대한 두부위 IRMA 검정을 확인하였다. 피하 제공된 엑센딘-4의 생물학적 이용 효능도는 방사선 면역
검정을 이용한 경우에 대략 50 내지 80%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복강내 투여 후에 관찰된 것과 유사하다 (48 내지 
60%). 30 내지 43분 사이 (T max )에 피크 혈장 농도 (Cmax )가 발생하였다. Cmax 와 AUC 값 모두는 일률적으로 용
량과 관련이 있다. 피하 제공된 엑센딘-4에 대한 가시적 말기 반감기는 대략 90 내지 110분이었다. 이는 정맥내 투여 
후에 관찰된 14 내지 41분 보다 상당히 더 길다. IRMA 검정을 사용한 경우에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엑센딘-4를 
이용한 분해 연구는 GLP-1을 사용한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엑센딘-4가 분해에 대해 비교적 내성이 있다는 것을 지시
해준다.

엔센딘 아고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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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활성 관계 (SAR)의 연구를 통해, 엑센딘의 항당뇨병 활성과 관련될 수 있는 구조를 대사에 대한 안정성 및 물리
적 특징의 개선 (특히 그것이 펩티드 안정성 및 대체 전달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것일 경우)에 대해 
평가하여 각종 엔센딘 아고니스트 펩티드 화합물을 신규 개발하였다. 엔센딘 아고니스트에는 하나 이상의 천연 아미노
산이 결실되거나 또 다른 아미노산 (들)로 대체된 엑센딘 펩티드 유사체가 포함된다. 바람직한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엑
센딘-4의 아고니스트 유사체이다. 특히 바람직한 엔센딘 아고니스트에는 1997년 8월 8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
호 제60/055,404호의 이익을 청구하고 있는,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8월 
6일에 출원된 공동 소유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16387호; 1997년 11월 14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065,442호의 이익을 청구하고 있는,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1월 
13일에 출원된 공동 소유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10호; 및 1997년 11월 14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066,029호의 이익을 청구하고 있는,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
1월 13일에 출원된 공동 소유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73호에 기재된 것들이 포함된다 (도면을 포함한 이
들의 전문이 본원에 참조문헌으로 삽입되어 있다).
    

    
엔센딘 아고니스트로서의 활성은, 예를 들면, 다음에 기재된 검정에서의 활성으로써 표시될 수 있다. 위 능동성 및 위 
공복 상태에 대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효과는 본원에 기재된 방법, 또는 위 능동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당
해 분야에 공지된 기타 등가의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하거나, 평가하거나 이에 대해 스크리닝할 수 있다. 엔센딘 아고니
스트 화합물 또는 후보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에 대한 음성 수용체 검정 또는 스크린, 예를 들면, 1993년 11월 23
일자로 허여된 미국 특허 제5,264,372호 (이의 내용이 본원에 참조문헌으로 삽입되어 있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아밀
린 수용체 제제를 사용하는 아밀린 수용체 검정/스크린, 아데닐 시클라제 활성 자극물과 커플링된 칼슘 수용체를 함유
하는, 예를 들어, T47D 및 MCF7 유방 암종 세포를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칼시토닌 수용체 검정/스크린, 및/또는, 예를 
들어, SK-N-MC 세포를 사용하는 CGRP 수용체 검정/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다.
    

    
위 능동성을 느리게 하는 특정 화합물의 능력을 확인하거나 평가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상기 한 가지 방법은 (a) 글루코
스 또는 곡물을 시스템 내로 도입하는 것에 반응하여 상승된 혈장 글루코스를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 능동성
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함유하는 시험용 시스템과, 하나 이상의 시험 화합물을 함유하는 시험용 샘플을 함께 조합
하는 단계; 및 (b) 이러한 시스템 중에서의 혈장 글루코스의 존재 여부 또는 증가량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양성 
및/또는 음성 대조군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범위 내에는, 화학식 I 내지 VIII의 화합물의 제약학상 허용되는 염, 및 상기 화합물과 이의 염을 포함
하는 제약 조성물이 포함된다.

화학식 I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에는 또한 다음 화학식 I의 화합물 [서열 41]을 포함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065,442호
에 기재된 것들이 포함된다:

화학식 I
Xaa1 Xaa2 Xaa3 Gly Xaa 5 Xaa6 Xaa7 Xaa8 Xaa9 Xaa10 Xaa11 Xaa12 Xaa13 Xaa14 Xaa15 Xaa16 Xaa17 Ala Xaa 19 Xaa20

Xaa21 Xaa22 Xaa23 Xaa24 Xaa25 Xaa26 Xaa27 Xaa28 -Z1

상기 식에서,

Xaa1 은 His, Arg 또는 Tyr이고;

Xaa2 는 Ser, Gly, Ala 또는 Thr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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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a3 은 Asp 또는 Glu이고;

Xaa5 는 Ala 또는 Thr이며;

Xaa6 은 Ala,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7 은 Thr 또는 Ser이며;

Xaa8 은 Ala, Ser 또는 Thr이고;

Xaa9 는 Asp 또는 Glu이며;

Xaa10 은 Ala, Leu, Ile, Val, 펜틸글리신 또는 Met이고;

Xaa11 은 Ala 또는 Ser이며;

Xaa12 는 Ala 또는 Lys이고;

Xaa13 은 Ala 또는 Gln이며;

Xaa14 는 Ala, Leu, Ile, 펜틸글리신, Val 또는 Met이고;

Xaa15 는 Ala 또는 Glu이며;

Xaa16 은 Ala 또는 Glu이고;

Xaa17 은 Ala 또는 Glu이며;

Xaa19 는 Ala 또는 Val이고;

Xaa20 은 Ala 또는 Arg이며;

Xaa21 은 Ala 또는 Leu이고;

Xaa22 는 Ala,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23 은 Ile, Val, Leu, 펜틸글리신, 3급-부틸글리신 또는 Met이고;

Xaa24 는 Ala, Glu 또는 Asp이며;

Xaa25 는 Ala, Trp,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26 은 Ala 또는 Leu이며;

Xaa27 은 Ala 또는 Lys이고;

Xaa28 은 Ala 또는 Asn이며;

Z1 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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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2

Gly-Z2 ,

Gly Gly-Z 2 ,

Gly Gly Xaa 31 -Z2 ,

Gly Gly Xaa 31 Ser-Z2 ,

Gly Gly Xaa 31 Ser Ser-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Z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Z2 또는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Z2

[여기서,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은 독립적으로 Pro, 호모프롤린, 3Hyp, 4Hyp, 티오프롤린, N-알킬글리신, 
N-알킬펜틸글리신 또는 N-알킬알라닌이고, Z2 는 -OH 또는 -NH2 이다]인데;

단, Xaa3 , Xaa5 , Xaa6 , Xaa8 , Xaa10 , Xaa11 , Xaa12 , Xaa13 , Xaa14 , Xaa15 , Xaa16 , Xaa17 , Xaa19 , Xaa20 , Xaa

21 , Xaa24 , Xaa25 , Xaa26 , Xaa27 및 Xaa28 중 3개 이하 만이 Ala이다.

N-알킬글리신, N-알킬펜틸글리신 및 N-알킬알라닌에 바람직한 N-알킬 기에는 바람직하게는 탄소 원자수 1 내지 
약 6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의 저급 알킬 기가 포함된다.

바람직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에는 Xaa1 이 His 또는 Tyr인 것이 포함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Xaa 1 이 His이다.

Xaa2 가 Gly인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14 가 Leu, 펜틸글리신 또는 Met인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25 가 Trp 또는 Phe인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6 이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22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 23 이 Ile 또는 Val인 화합물이 바람직
하다.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및 N-알킬알라닌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화합
물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Z1 이 -NH2 이다.

바람직하게는, Z2 가 -NH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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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면에 따르면, Xaa 1 이 His 또는 Tyr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His이고; Xaa 2 가 Gly이며; Xaa 6 이 Phe 또는 나프틸
알라닌이고; Xaa14 가 Leu, 펜틸글리신 또는 Met이며; Xaa 22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 23 이 Ile 또는 Val
이고;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또는 N-알킬알라닌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
는 화학식 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Z 1 이 -NH2 이다.

특히 바람직한 면에 따르면,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에는 Xaa1 이 His 또는 Arg이고; Xaa 2 가 Gly 또는 Ala이며; Xaa 3 이 
Asp 또는 Glu이고; Xaa 5 가 Ala 또는 Thr이며; Xaa 6 이 Ala,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7 이 Thr 또는 Ser이며
; Xaa 8 이 Ala, Ser 또는 Thr이고; Xaa 9 가 Asp 또는 Glu이며; Xaa 10 이 Ala, Leu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Xaa 11 이 A
la 또는 Ser이며; Xaa 12 가 Ala 또는 Lys이고; Xaa 13 이 Ala 또는 Gln이며; Xaa 14 가 Ala, Leu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 Xaa 15 가 Ala 또는 Glu이며; Xaa 16 이 Ala 또는 Glu이고; Xaa 17 이 Ala 또는 Glu이며; Xaa 19 가 Ala 또는 Val이고; 
Xaa20 이 Ala 또는 Arg이며; Xaa 21 이 Ala 또는 Leu이고; Xaa 22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 23 이 Ile, Val 
또는 tert-부틸글리신이고; Xaa 24 가 Ala, Glu 또는 Asp이며; Xaa 25 가 Ala, Trp 또는 Phe이고; Xaa 26 이 Ala 또는 
Leu이며; Xaa 27 이 Ala 또는 Lys이고; Xaa 28 이 Ala 또는 Asn이며; Z 1 이 -OH, -NH2 , Gly-Z 2 , Gly Gly-Z 2 , Gl
y Gly Xaa 31 -Z2 , Gly Gly Xaa 31 Ser-Z2 , Gly Gly Xaa 31 Ser Ser-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Z 2 , Gly G
ly Xaa 31 Ser Ser Gly Ala-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Z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
a36 Xaa37 -Z2 , 또는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Z2 이고; Xaa31 , Xaa36 , Xaa37 및 Xaa

38 이 독립적으로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또는 N-메틸알라닌이며; Z 2 가 -OH 또는 -NH2 인데; 단, Xaa 3 , Xa
a5 , Xaa6 , Xaa8 , Xaa10 , Xaa11 , Xaa12 , Xaa13 , Xaa14 , Xaa15 , Xaa16 , Xaa17 , Xaa19 , Xaa20 , Xaa21 , Xaa24 , 
Xaa25 , Xaa26 , Xaa27 및 Xaa28 중 3개 이하 만이 Ala인 화학식 I의 화합물이 포함된다.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에는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1월 13일에 출원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
/24210호에서 화합물 2 내지 23으로서 동정된 화합물이 포함된다.

특히 바람직한 면에 따르면, Xaa14 가 Leu, Ile, Val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Leu 또는 펜틸글리신이
고, Xaa25 가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인 화합물이 제공된다. 이들 
화합물은 유리한 작용 지속 기간을 가지며, 시험관내와 생체내에서는 물론이고 화합물의 합성 과정 중에도 산화적 분해
가 덜 일어난다.

화학식 II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에는 또한 다음 화학식 II의 화합물 [서열 42]을 포함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066,029호
에 기재된 것들이 포함된다:

화학식 II
Xaa1 Xaa2 Xaa3 Xaa4 Xaa5 Xaa6 Xaa7 Xaa8 Xaa9 Xaa10 Xaa11 Xaa12 Xaa13 Xaa14 Xaa15 Xaa16 Xaa17 Ala Xaa 19 Xaa2

0 Xaa21 Xaa22 Xaa23 Xaa24 Xaa25 Xaa26 Xaa27 Xaa28 -Z1

상기 식에서,

Xaa1 은 His, Arg, Tyr, Ala, Norval, Val 또는 Norleu이고;

Xaa2 는 Ser, Gly, Ala 또는 Thr이며;

Xaa3 은 Ala, Asp 또는 Glu이고;

Xaa4 는 Ala, Norval, Val, Norleu 또는 Gly이며;

Xaa5 는 Ala 또는 Thr이며;

Xaa6 은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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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a7 은 Thr 또는 Ser이며;

Xaa8 은 Ala, Ser 또는 Thr이고;

Xaa9 는 Ala, Norval, Val, Norleu, Asp 또는 Glu이며;

Xaa10 은 Ala, Leu, Ile, Val, 펜틸글리신 또는 Met이고;

Xaa11 은 Ala 또는 Ser이며;

Xaa12 는 Ala 또는 Lys이고;

Xaa13 은 Ala 또는 Gln이며;

Xaa14 는 Ala, Leu, Ile, 펜틸글리신, Val 또는 Met이고;

Xaa15 는 Ala 또는 Glu이며;

Xaa16 은 Ala 또는 Glu이고;

Xaa17 은 Ala 또는 Glu이며;

Xaa19 는 Ala 또는 Val이고;

Xaa20 은 Ala 또는 Arg이며;

Xaa21 은 Ala 또는 Leu이고;

Xaa22 는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23 은 Ile, Val, Leu, 펜틸글리신, 3급-부틸글리신 또는 Met이고;

Xaa24 는 Ala, Glu 또는 Asp이며;

Xaa25 는 Ala, Trp,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26 은 Ala 또는 Leu이며;

Xaa27 은 Ala 또는 Lys이고;

Xaa28 은 Ala 또는 Asn이며;

Z1 은 -OH,

-NH2

Gly-Z2 ,

Gly Gly-Z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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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 Gly Xaa 31 -Z2 ,

Gly Gly Xaa 31 Ser-Z2 ,

Gly Gly Xaa 31 Ser Ser-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Z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Z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Z2 또는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Xaa39 -Z2

[여기서,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은 독립적으로 Pro, 호모프롤린, 3Hyp, 4Hyp, 티오프롤린, N-알킬글리신, 
N-알킬펜틸글리신 또는 N-알킬알라닌이고, Z2 는 -OH 또는 -NH2 이다]인데;

단, Xaa3 , Xaa4 , Xaa5 , Xaa6 , Xaa8 , Xaa9 , Xaa10 , Xaa11 , Xaa12 , Xaa13 , Xaa14 , Xaa15 , Xaa16 , Xaa17 , Xaa19 , 
Xaa20 , Xaa21 , Xaa24 , Xaa25 , Xaa26 , Xaa27 및 Xaa28 중 3개 이하 만이 Ala이며; Xaa 1 이 His, Arg 또는 Tyr인 경
우, Xaa3 , Xaa4 및 Xaa9 중의 하나 이상이 Ala이다.

    
N-알킬글리신, N-알킬펜틸글리신 및 N-알킬알라닌에 바람직한 N-알킬 기에는 바람직하게는 탄소 원자수 1 내지 
약 6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탄소 원자수 1 내지 4의 저급 알킬 기가 포함된다. 적합한 화학식 II의 화합물에는 " 신규
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1월 13일에 출원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
73호에서 실시예 1 내지 89에서 동정된 화합물 (각각 " 화합물 1 내지 89" ) 뿐만 아니라 실시예 104 및 105에서 동
정된 상응하는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에는 Xaa1 이 His, Ala 또는 Norval인 것이 포함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Xaa 1 이 
His 또는 Ala이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Xaa 1 이 His이다.

Xaa2 가 Gly인 화학식 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3 이 Ala인 화학식 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4 가 Ala인 화학식 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9 가 Ala인 화학식 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14 가 Leu, 펜틸글리신 또는 Met인 화학식 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25 가 Trp 또는 Phe인 화학식 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6 이 Ala,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22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 23 이 Ile 또는 Val인 화학식 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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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및 N-알킬알라닌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화학
식 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Z1 이 -NH2 이다.

바람직하게는, Z2 가 -NH2 이다.

한 면에 따르면, Xaa 1 이 Ala, His 또는 Tyr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Ala 또는 His이고; Xaa 2 가 Ala 또는 Gly이며; X
aa6 이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14 가 Ala, Leu, 펜틸글리신 또는 Met이며; Xaa 22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
이며; Xaa23 이 Ile 또는 Val이고; Xaa 31 , Xaa36 , Xaa37 및 Xaa38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또는 N-알킬알라
닌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며; Xaa39 가 Ser 또는 Tyr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Ser인 화학식 II의 화합물이 바람직
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Z1 이 -NH2 이다.

특히 바람직한 면에 따르면,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에는 Xaa1 이 His 또는 Ala이고; Xaa 2 가 Gly 또는 Ala이며; Xaa 3 이 
Ala, Asp 또는 Glu이고; Xaa 4 가 Ala 또는 Gly이며; Xaa 5 가 Ala 또는 Thr이며; Xaa 6 이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 Xaa 7 이 Thr 또는 Ser이며; Xaa 8 이 Ala, Ser 또는 Thr이고; Xaa 9 가 Ala, Asp 또는 Glu이며; Xaa 10 이 Ala, Leu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Xaa11 이 Ala 또는 Ser이며; Xaa 12 가 Ala 또는 Lys이고; Xaa 13 이 Ala 또는 Gln이며; Xaa 14

가 Ala, Leu, Met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Xaa 15 가 Ala 또는 Glu이며; Xaa 16 이 Ala 또는 Glu이고; Xaa 17 이 Ala 또는 
Glu이며; Xaa 19 가 Ala 또는 Val이고; Xaa 20 이 Ala 또는 Arg이며; Xaa 21 이 Ala 또는 Leu이고; Xaa 22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23 이 Ile, Val 또는 3급-부틸글리신이고; Xaa 24 가 Ala, Glu 또는 Asp이며; Xaa 25 가 Ala, T
rp 또는 Phe이고; Xaa 26 이 Ala 또는 Leu이며; Xaa 27 이 Ala 또는 Lys이고; Xaa 28 이 Ala 또는 Asn이며; Z 1 이 -OH, 
-NH2 , Gly-Z 2 , Gly Gly-Z 2 , Gly Gly Xaa 31 -Z2 , Gly Gly Xaa 31 Ser-Z2 , Gly Gly Xaa 31 Ser Ser-Z 2 , Gly G
ly Xaa 31 Ser Ser Gly-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Z2 , G
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Z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Z2 또는 G
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Xaa39 -Z2 이고;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이 독립적으로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또는 N-메틸알라닌이며; Z 2 가 -OH 또는 -NH2 인데; 단, Xaa 3 , Xaa5 , Xaa6 , Xaa8 , 
Xaa10 , Xaa11 , Xaa12 , Xaa13 , Xaa14 , Xaa15 , Xaa16 , Xaa17 , Xaa19 , Xaa20 , Xaa21 , Xaa24 , Xaa25 , Xaa26 , X
aa27 및 Xaa28 중 3개 이하 만이 Ala이고; Xaa 1 이 His, Arg 또는 Tyr인 경우, Xaa 3 , Xaa4 및 Xaa9 중의 하나 이상이 
Ala인 화학식 II의 화합물이 포함된다. 특히 바람직한 화학식 II의 화합물에는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
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1월 13일에 출원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73호에 기재된, 서열 5 내지 93의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화합물이 포함된다.

특히 바람직한 면에 따르면, Xaa14 가 Ala, Leu, Ile, Val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Leu 또는 펜틸글리
신이고, Xaa25 가 Ala,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인 화학식 II의 화
합물이 제공된다. 이들 화합물은 시험관내와 생체내 모두에서 산화적 분해 뿐만 아니라 당해 화합물의 합성 동안에 덜 
민감할 것이다.

화학식 III

    
또한, 본 발명의 범위 내에는, 각종 길이의 펩티드를 갖는 보다 협소한 종류의 화합물, 예를 들면, 각각 28, 29 또는 3
0개 아미노산 잔기 길이의 펩티드를 포함하지 않는 종류의 화합물이 포함된다. 부가적으로, 본 발명은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1월 13일에 출원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10호에 기
재되고 특정한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보다 협소한 종류의 화합물, 예를 들면, 다음 화학식 III의 화합물 [서열 43] 및 
이의 제약학상 허용되는 염을 포함한다:
    

화학식 III
Xaa1 Xaa2 Xaa3 Gly Xaa 5 Xaa6 Xaa7 Xaa8 Xaa9 Xaa10 Xaa11 Xaa12 Xaa13 Xaa14 Xaa15 Xaa16 Xaa17 Ala Xaa 18 Xaa19

Xaa20 Xaa21 Xaa22 Xaa23 Xaa24 Xaa25 Xaa26 Xaa27 Xaa28 -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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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Xaa1 은 His 또는 Arg이고;

Xaa2 는 Gly 또는 Ala이며;

Xaa3 은 Asp 또는 Glu이고;

Xaa5 는 Ala 또는 Thr이며;

Xaa6 은 Ala,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7 은 Thr 또는 Ser이며;

Xaa8 은 Ala, Ser 또는 Thr이고;

Xaa9 는 Asp 또는 Glu이며;

Xaa10 은 Ala, Leu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Xaa11 은 Ala 또는 Ser이며;

Xaa12 는 Ala 또는 Lys이고;

Xaa13 은 Ala 또는 Gln이며;

Xaa14 는 Ala, Leu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Xaa15 는 Ala 또는 Glu이며;

Xaa16 은 Ala 또는 Glu이고;

Xaa17 은 Ala 또는 Glu이며;

Xaa19 는 Ala 또는 Val이고;

Xaa20 은 Ala 또는 Arg이며;

Xaa21 은 Ala 또는 Leu이고;

Xaa22 는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23 은 Ile, Val 또는 3급-부틸글리신이고;

Xaa24 는 Ala, Glu 또는 Asp이며;

Xaa25 는 Ala, Trp 또는 Phe이고;

Xaa26 은 Ala 또는 Leu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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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a27 은 Ala 또는 Lys이고;

Xaa28 은 Ala 또는 Asn이며;

Z1 은 -OH,

-NH2 ,

Gly-Z2 ,

Gly Gly-Z 2 ,

Gly Gly Xaa 31 -Z2 ,

Gly Gly Xaa 31 Ser-Z2 ,

Gly Gly Xaa 31 Ser Ser-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Z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Z2 또는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Z2

[여기서,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은 독립적으로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및 N-메틸알라닌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Z2 는 -OH 또는 -NH2 이다]인데;

단, Xaa3 , Xaa5 , Xaa6 , Xaa8 , Xaa10 , Xaa11 , Xaa12 , Xaa13 , Xaa14 , Xaa15 , Xaa16 , Xaa17 , Xaa19 , Xaa20 , Xaa

21 , Xaa24 , Xaa25 , Xaa26 , Xaa27 및 Xaa28 중 3개 이하 만이 Ala이다.

화학식 IV

부가적으로, 본 발명은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1월 13일에 출원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73호에 기재되고 특정한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보다 협소한 종류의 펩티드 화합물, 예를 
들면, 다음 화학식 IV의 화합물 [서열 44] 및 이의 제약학상 허용되는 염을 포함한다:

화학식 IV
Xaa1 Xaa2 Xaa3 Xaa4 Xaa5 Xaa6 Xaa7 Xaa8 Xaa9 Xaa10 Xaa11 Xaa12 Xaa13 Xaa14 Xaa15 Xaa16 Xaa17 Ala Xaa 18 Xaa1

9 Xaa20 Xaa21 Xaa22 Xaa23 Xaa24 Xaa25 Xaa26 Xaa27 Xaa28 -Z1

상기 식에서,

Xaa1 은 His 또는 Ala이고;

Xaa2 는 Gly 또는 Ala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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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a3 은 Ala, Asp 또는 Glu이고;

Xaa4 는 Ala 또는 Gly이며;

Xaa5 는 Ala 또는 Thr이며;

Xaa6 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7 은 Thr 또는 Ser이며;

Xaa8 은 Ala, Ser 또는 Thr이고;

Xaa9 는 Ala, Asp 또는 Glu이며;

Xaa10 은 Ala, Leu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Xaa11 은 Ala 또는 Ser이며;

Xaa12 는 Ala 또는 Lys이고;

Xaa13 은 Ala 또는 Gln이며;

Xaa14 는 Ala, Leu, Met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Xaa15 는 Ala 또는 Glu이며;

Xaa16 은 Ala 또는 Glu이고;

Xaa17 은 Ala 또는 Glu이며;

Xaa19 는 Ala 또는 Val이고;

Xaa20 은 Ala 또는 Arg이며;

Xaa21 은 Ala 또는 Leu이고;

Xaa22 는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23 은 Ile, Val 또는 3급-부틸글리신이고;

Xaa24 는 Ala, Glu 또는 Asp이며;

Xaa25 는 Ala, Trp 또는 Phe이고;

Xaa26 은 Ala 또는 Leu이며;

Xaa27 은 Ala 또는 Lys이고;

Xaa28 은 Ala 또는 Asn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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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 은 -OH,

-NH2 ,

Gly-Z2 ,

Gly Gly-Z 2 ,

Gly Gly Xaa 31 -Z2 ,

Gly Gly Xaa 31 Ser-Z2 ,

Gly Gly Xaa 31 Ser Ser-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Z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Z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Z2 또는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Ser-Z2

[여기서,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은 독립적으로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또는 N-메틸알라닌이고, Z 2 는 
-OH 또는 -NH2 이다]인데;

단, Xaa3 , Xaa5 , Xaa6 , Xaa8 , Xaa10 , Xaa11 , Xaa12 , Xaa13 , Xaa14 , Xaa15 , Xaa16 , Xaa17 , Xaa19 , Xaa20 , Xaa

21 , Xaa24 , Xaa25 , Xaa26 , Xaa27 및 Xaa28 중 3개 이하 만이 Ala이며; Xaa 1 이 His, Arg 또는 Tyr인 경우, Xaa 3 , 
Xaa4 및 Xaa9 중의 하나 이상이 Ala이다.

바람직한 화학식 IV의 화합물에는 Xaa1 이 His, Ala, Norval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오닐인 것이 포함된다. 바람직하
게는, Xaa1 이 His,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오닐 또는 Ala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His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오닐이
다.

Xaa2 가 Gly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4 가 Ala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9 가 Ala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14 가 Leu, 펜틸글리신 또는 Met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25 가 Trp 또는 Phe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6 이 Ala,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22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 23 이 Ile 또는 Val인 화학식 IV
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 21 -



공개특허 특2002-0001719

 
Z1 이 -NH2 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및 N-알킬알라닌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독립적으
로 선택되는 화학식 I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39 가 Ser 또는 Tyr이고, 바람직하게는 Ser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Z2 가 -NH2 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Z1 이 -NH2 인 화학식 I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화학식 IV의 화합물에는 Xaa21 이 Lys-NHε -R (여기서, R은 Lys, Arg, C 1 -C1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카노
일이다)인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IV의 화합물에는 X1 이 Lys Asn, Lys-NH ε -R Asn 또는 Lys-NH ε -R Ala (여기서, R은 Lys, 
Arg, C1 -C1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카노일이다)인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IV의 화합물에는 " 신규한 엔센
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1월 13일에 출원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73호에 
기재된, 서열 95 내지 110 중에서 선택된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화합물이 포함된다.

화학식 V

또한, 다음 화학식 V의 화합물 [서열 45]을 포함한,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
년 11월 13일에 출원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10호에 기재된 화합물이 제공된다:

화학식 V
5 10

Xaa1 Xaa2 Xaa3 Gly Xaa 5 Xaa6 Xaa7 Xaa8 Xaa9 Xaa10 Xaa11 Xaa12 Xaa13 Xaa14 Xaa15 Xaa16 Xaa17 Ala Xaa 19 Xaa20

Xaa21 Xaa22 Xaa23 Xaa24 Xaa25 Xaa26 X1 -Z1

상기 식에서,

Xaa1 은 His, Arg, Tyr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오닐이고;

Xaa2 는 Ser, Gly, Ala 또는 Thr이며;

Xaa3 은 Asp 또는 Glu이고;

Xaa5 는 Ala 또는 Thr이며;

Xaa6 은 Ala, Phe,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7 은 Thr 또는 Ser이며;

Xaa8 은 Ala, Ser 또는 Thr이고;

Xaa9 는 Asp 또는 Glu이며;

Xaa10 은 Ala, Leu, Ile, Val, 펜틸글리신 또는 Met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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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a11 은 Ala 또는 Ser이며;

Xaa12 는 Ala 또는 Lys이고;

Xaa13 은 Ala 또는 Gln이며;

Xaa14 는 Ala, Leu, Ile, 펜틸글리신, Val 또는 Met이고;

Xaa15 는 Ala 또는 Glu이며;

Xaa16 은 Ala 또는 Glu이고;

Xaa17 은 Ala 또는 Glu이며;

Xaa19 는 Ala 또는 Val이고;

Xaa20 은 Ala 또는 Arg이며;

Xaa21 은 Ala, Leu 또는 Lys-NH ε -R (여기서, R은 Lys, Arg, C 1 -C1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카노일 또는 시클로알킬
알카노일이다)이고;

Xaa22 는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23 은 Ile, Val, Leu, 펜틸글리신, 3급-부틸글리신 또는 Met이고;

Xaa24 는 Ala, Glu 또는 Asp이며;

Xaa25 는 Ala, Trp,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26 은 Ala 또는 Leu이며;

X1 은 Lys Asn, Asn Lys, Lys-NH ε -R Asn, Asn Lys-NH ε -R, Lys-NH ε -R Ala, Ala Lys-NH ε -R (여기
서, R은 Lys, Arg, C 1 -C1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카노일 또는 시클로알킬알카노일이다)이고;

Z1 은 -OH,

-NH2 ,

Gly-Z2 ,

Gly Gly-Z 2 ,

Gly Gly Xaa 31 -Z2 ,

Gly Gly Xaa 31 Ser-Z2 ,

Gly Gly Xaa 31 Ser Ser-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Z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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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Z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Z2 또는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Z2

[여기서,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은 독립적으로 Pro, 호모프롤린, 3Hyp, 4Hyp, 티오프롤린, N-알킬글리신, 
N-알킬펜틸글리신 및 N-알킬알라닌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Z2 는 -OH 또는 -NH2 이다]인
데;

단, Xaa3 , Xaa5 , Xaa6 , Xaa8 , Xaa10 , Xaa11 , Xaa12 , Xaa13 , Xaa14 , Xaa15 , Xaa16 , Xaa17 , Xaa19 , Xaa20 , Xaa

21 , Xaa24 , Xaa25 및 Xaa26 중 3개 이하 만이 Ala이다.

또한, 본 발명의 범위 내에는, 화학식 V의 화합물의 제약학상 허용되는 염 및 이러한 화합물 및 이의 염을 포함하는 제
약 조성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V의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에는 Xaa1 이 His, Tyr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오닐인 것이 포함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Xaa1 이 His이다.

Xaa1 이 4-이미다조프로피오닐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2 가 Gly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14 가 Leu, 펜틸글리신 또는 Met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25 가 Trp 또는 Phe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한 면에 따르면, Xaa 6 이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22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 23 이 Ile 또는 Val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Z1 이 -NH2 이다. 한 면에 따르면, Xaa 31 , Xaa36 , Xaa37 및 X
aa38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및 N-알킬알라닌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화학식 V의 화
합물이 특히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Z2 가 -NH2 이다.

바람직한 화학식 V의 화합물에는 X1 이 Lys Asn, Lys-NH ε -R Asn 또는 Lys-NH ε -R Ala (여기서, R은 Lys, A
rg, C 1 -C1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카노일이다)인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V의 화합물에는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1월 13일에 출원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10호에서 
화합물 62 내지 69로서 동정된 화합물이 포함된다.

이러한 바람직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에는 Xaa1 이 His, Ala 또는 Norval인 것이 포함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Xaa1 이 His 또는 Ala이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Xaa 1 이 His이다.

Xaa2 가 Gly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3 이 Ala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4 가 Ala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9 가 Ala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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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a14 가 Leu, 펜틸글리신 또는 Met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25 가 Trp 또는 Phe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6 이 Ala,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22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 23 이 Ile 또는 Val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및 N-알킬알라닌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화학
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Z1 이 -NH2 이다.

바람직하게는, Z2 가 -NH2 이다.

한 면에 따르면, Xaa 1 이 Ala, His 또는 Tyr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Ala 또는 His이고; Xaa 2 가 Ala 또는 Gly이며; X
aa6 이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14 가 Ala, Leu, 펜틸글리신 또는 Met이며; Xaa 22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
이며; Xaa23 이 Ile 또는 Val이고; Xaa 31 , Xaa36 , Xaa37 및 Xaa38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또는 N-알킬알라
닌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며; Xaa39 가 Ser 또는 Tyr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Ser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바람직
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Z1 이 -NH2 이다.

특히 바람직한 면에 따르면,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에는 Xaa1 이 His 또는 Ala이고; Xaa 2 가 Gly 또는 Ala이며; Xaa 3 이 
Ala, Asp 또는 Glu이고; Xaa 4 가 Ala 또는 Gly이며; Xaa 5 가 Ala 또는 Thr이며; Xaa 6 이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 Xaa 7 이 Thr 또는 Ser이며; Xaa 8 이 Ala, Ser 또는 Thr이고; Xaa 9 가 Ala, Asp 또는 Glu이며; Xaa 10 이 Ala, Leu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Xaa11 이 Ala 또는 Ser이며; Xaa 12 가 Ala 또는 Lys이고; Xaa 13 이 Ala 또는 Gln이며; Xaa 14

가 Ala, Leu, Met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Xaa 15 가 Ala 또는 Glu이며; Xaa 16 이 Ala 또는 Glu이고; Xaa 17 이 Ala 또는 
Glu이며; Xaa 19 가 Ala 또는 Val이고; Xaa 20 이 Ala 또는 Arg이며; Xaa 21 이 Ala 또는 Leu이고; Xaa 22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23 이 Ile, Val 또는 3급-부틸글리신이고; Xaa 24 가 Ala, Glu 또는 Asp이며; Xaa 25 가 Ala, T
rp 또는 Phe이고; Xaa 26 이 Ala 또는 Leu이며; Xaa 27 이 Ala 또는 Lys이고; Xaa 28 이 Ala 또는 Asn이며; Z 1 이 -OH, 
-NH2 , Gly-Z 2 , Gly Gly-Z 2 , Gly Gly Xaa 31 -Z2 , Gly Gly Xaa 31 Ser-Z2 , Gly Gly Xaa 31 Ser Ser-Z 2 , Gly G
ly Xaa 31 Ser Ser Gly-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Z2 , G
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Z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Z2 또는 G
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Xaa39 -Z2 이고;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이 독립적으로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또는 N-메틸알라닌이며; Z 2 가 -OH 또는 -NH2 인데; 단, Xaa 3 , Xaa5 , Xaa6 , Xaa8 , 
Xaa10 , Xaa11 , Xaa12 , Xaa13 , Xaa14 , Xaa15 , Xaa16 , Xaa17 , Xaa19 , Xaa20 , Xaa21 , Xaa24 , Xaa25 , Xaa26 , X
aa27 및 Xaa28 중 3개 이하 만이 Ala이고; Xaa 1 이 His, Arg 또는 Tyr인 경우, Xaa 3 , Xaa4 및 Xaa9 중의 하나 이상이 
Ala인 화학식 V의 화합물이 포함된다. 특히 바람직한 화학식 V의 화합물에는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
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1월 13일에 출원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10호에 기재된, 서열 5 내지 93으
로서 동정된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화합물이 포함된다.

특히 바람직한 면에 따르면, Xaa14 가 Ala, Leu, Ile, Val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Leu 또는 펜틸글리
신이고, Xaa25 가 Ala,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인 화학식 V의 화
합물이 제공된다. 이들 화합물은 시험관내와 생체내 모두에서 산화적 분해 뿐만 아니라 당해 화합물의 합성 동안에 덜 
민감할 것이다.

화학식 VI

또한, 다음 화학식 VI의 화합물 [서열 46]을 포함한,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
8년 11월 13일에 출원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73호에 기재된 화합물이 제공된다:

화학식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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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Xaa1 Xaa2 Xaa3 Xaa4 Xaa5 Xaa6 Xaa7 Xaa8 Xaa9 Xaa10 Xaa11 Xaa12 Xaa13 Xaa14 Xaa15 Xaa16 Xaa17 Ala Xaa 19 Xaa2

0 Xaa21 Xaa22 Xaa23 Xaa24 Xaa25 Xaa26 X1 -Z1

상기 식에서,

Xaa1 은 His, Arg, Tyr, Ala, Norval, Val, Norleu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오닐이고;

Xaa2 는 Ser, Gly, Ala 또는 Thr이며;

Xaa3 은 Ala, Asp 또는 Glu이고;

Xaa4 는 Ala, Norval, Val, Norleu 또는 Gly이며;

Xaa5 는 Ala 또는 Thr이며;

Xaa6 은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7 은 Thr 또는 Ser이며;

Xaa8 은 Ala, Ser 또는 Thr이고;

Xaa9 는 Ala, Norval, Val, Norleu, Asp 또는 Glu이며;

Xaa10 은 Ala, Leu, Ile, Val, 펜틸글리신 또는 Met이고;

Xaa11 은 Ala 또는 Ser이며;

Xaa12 는 Ala 또는 Lys이고;

Xaa13 은 Ala 또는 Gln이며;

Xaa14 는 Ala, Leu, Ile, 펜틸글리신, Val 또는 Met이고;

Xaa15 는 Ala 또는 Glu이며;

Xaa16 은 Ala 또는 Glu이고;

Xaa17 은 Ala 또는 Glu이며;

Xaa19 는 Ala 또는 Val이고;

Xaa20 은 Ala 또는 Arg이며;

Xaa21 은 Ala, Leu 또는 Lys-NH ε -R (여기서, R은 Lys, Arg, C 1 -C1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카노일 또는 시클로알레
일-알카노일이다)이고;

Xaa22 는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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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a23 은 Ile, Val, Leu, 펜틸글리신, 3급-부틸글리신 또는 Met이고;

Xaa24 는 Ala, Glu 또는 Asp이며;

Xaa25 는 Ala, Trp,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26 은 Ala 또는 Leu이며;

X1 은 Lys Asn, Asn Lys, Lys-NH ε -R Asn, Asn Lys-NH ε -R, Lys-NH ε -R Ala, Ala Lys-NH ε -R (여기
서, R은 Lys, Arg, C 1 -C1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카노일 또는 시클로알킬알카노일이다)이고;

Z1 은 -OH,

-NH2 ,

Gly-Z2 ,

Gly Gly-Z 2 ,

Gly Gly Xaa 31 -Z2 ,

Gly Gly Xaa 31 Ser-Z2 ,

Gly Gly Xaa 31 Ser Ser-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Z 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Z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Z2 ,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Z2 또는

Gly Gly Xaa 31 Ser Ser Gly Ala Xaa 36 Xaa37 Xaa38 Xaa39 -Z2

[여기서,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은 독립적으로 Pro, 호모프롤린, 3Hyp, 4Hyp, 티오프롤린, N-알킬글리신, 
N-알킬펜틸글리신 및 N-알킬알라닌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Z2 는 -OH 또는 -NH2 이다]인
데;

단, Xaa3 , Xaa4 , Xaa5 , Xaa6 , Xaa8 , Xaa9 , Xaa10 , Xaa11 , Xaa12 , Xaa13 , Xaa14 , Xaa15 , Xaa16 , Xaa17 , Xaa19 , 
Xaa20 , Xaa21 , Xaa24 , Xaa25 및 Xaa26 중 3개 이하 만이 Ala이고; Xaa 1 이 His, Arg, Tyr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
오닐인 경우, Xaa3 , Xaa4 및 Xaa9 중의 하나 이상이 Ala이다.

바람직한 화학식 VI의 화합물에는 Xaa1 이 His, Aal, Norval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오닐인 것이 포함된다. 바람직하
게는, Xaa1 이 His,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오닐 또는 Ala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His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오닐이
다.

Xaa2 가 Gly인 화학식 V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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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a4 가 Ala인 화학식 V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9 가 Ala인 화학식 V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14 가 Leu, 펜틸글리신 또는 Met인 화학식 V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25 가 Trp 또는 Phe인 화학식 V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화학식 VI의 화합물에는 Xaa6 이 Ala,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22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
aa23 이 Ile 또는 Val인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VI의 화합물에는 Z1 이 -NH2 인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VI의 화합물에는 Xaa31 , Xaa36 , Xaa37 및 Xaa38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및 N-알킬알라닌
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VI의 화합물에는 Xaa39 가 Ser 또는 Tyr이고, 바람직하게는 Ser인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VI의 화합물에는 Z2 가 -NH2 인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VI의 화합물에는 Z1 이 -NH2 인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VI의 화합물에는 Xaa21 이 Lys-NHε -R (여기서, R은 Lys, Arg, C 1 -C1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카노
일이다)인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VI의 화합물에는 X1 이 Lys Asn, Lys-NH ε -R Asn 또는 Lys-NH ε -R Ala (여기서, R은 Lys, 
Arg, C1 -C1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카노일이다)인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VI의 화합물에는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1월 13일에 출
원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24273호에 기재된, 서열 95 내지 110으로 동정된 것들 중에서 선택된 아미노산 서
열을 갖는 화합물이 포함된다.

화학식 VII

본 발명에 따라서 특히 유용한 화합물은 다음 화학식 VII의 화합물 [서열 47]을 포함한, " 식품 섭취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엑센딘 및 이의 아고니스트의 용도" 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1월 7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출원 제09/003,86
9호에 기재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이다:

화학식 VII
1 5 10 15

Xaa1 Xaa2 Xaa3 Gly Thr Xaa 4 Xaa5 Xaa6 Xaa7 Xaa8 Ser Lys Gln Xaa 9 Glu Glu

20 25 30

Glu Ala Val Arg Leu Xaa 10 Xaa11 Xaa12 Xaa13 Leu Lys Asn Gly Gly Xaa 14 Ser

35

Ser Gly Ala Xaa 15 Xaa16 Xaa17 Xaa18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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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식에서, Xaa1 은 His, Arg 또는 Tyr이고; Xaa 2 는 Ser, Gly, Ala 또는 Thr이며; Xaa 3 은 Asp 또는 Glu이고; Xa
a4 는 Phe, Tyr 또는 나프탈라닌이며; Xaa 5 는 Thr 또는 Ser이며; Xaa 6 은 Ser 또는 Thr이고; Xaa 7 은 Asp 또는 Glu
이며; Xaa8 은 Leu, Ile, Val, 펜틸글리신 또는 Met이고; Xaa 9 는 Leu, Ile, 펜틸글리신, Val 또는 Met이며; Xaa 10 은 
Phe, Tyr 또는 나프탈라닌이고; Xaa 11 은 Ile, Val, Leu, 펜틸글리신, 3급-부틸글리신 또는 Met이며; Xaa 12 는 Glu 
또는 Asp이고; Xaa 13 은 Trp,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 14 , Xaa15 , Xaa16 및 Xaa17 은 독립적으로 Pro, 
호모프롤린, 3Hyp, 4Hyp, 티오프롤린, N-알킬글리신, N-알킬펜틸글리신 또는 N-알킬알라닌이고; Xaa 18 은 Ser, 
Thr 또는 Tyr이고; Z는 -OH 또는 -NH 2 인데; 단, 상기 화합물은 서열 1 또는 2 중의 어느 하나를 갖지 않는다.

N-알킬글리신, N-알킬펜틸글리신 및 N-알킬알라닌에 바람직한 N-알킬 기에는 바람직하게는 탄소 원자수 1 내지 
약 6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4의 저급 알킬 기가 포함된다. 적합한 화합물에는 서열 10 내지 40의 아미노산 서
열을 갖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화학식 VII의 화합물의 제약학상 허용되는 염이 본 발명에서 유용하다.

바람직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에는 Xaa1 이 His 또는 Tyr인 것이 포함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Xaa 1 이 His이다.

Xaa2 가 Gly인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9 가 Leu, 펜틸글리신 또는 Met인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13 이 Trp 또는 Phe인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4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11 이 Ile 또는 Val이며, Xaa 14 , Xaa15 , Xaa16 및 Xaa17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또는 N-알킬알라닌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N-알킬알라닌은 탄
소 원자수 1 내지 약 6의 N-알킬 기를 갖는다.

특히 바람직한 면에 따르면, Xaa15 , Xaa16 및 Xaa17 은 동일한 아미노산 잔기이다.

Xaa18 이 Ser 또는 Tyr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Ser인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Z가 -NH2 이다.

한 면에 따르면, Xaa 1 이 His 또는 Tyr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His이고; Xaa 2 가 Gly이며; Xaa 4 가 Phe 또는 나프틸
알라닌이고; Xaa9 가 Leu, 펜틸글리신 또는 Met이며; Xaa 10 이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 11 이 Ile 또는 Val이
고; Xaa14 , Xaa15 , Xaa16 및 Xaa17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또는 N-알킬알라닌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며
; Xaa 18 이 Ser 또는 Tyr, 더욱 바람직하게는 Ser인 화학식 V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Z가 -N
H2 이다.

특히 바람직한 면에 따르면,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에는 Xaa1 이 His 또는 Arg이고; Xaa 2 가 Gly이며; Xaa 3 이 Asp 또
는 Glu이고; Xaa 4 가 Phe 또는 나프탈라닌이며; Xaa 5 가 Thr 또는 Ser이며; Xaa 6 이 Ser 또는 Thr이고; Xaa 7 이 Asp 
또는 Glu이며; Xaa 8 이 Leu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Xaa 9 가 Leu 또는 펜틸글리신이며; Xaa 10 이 Phe 또는 나프탈라닌
이고; Xaa11 이 Ile, Val 또는 3급-부틸글리신이며; Xaa 12 가 Glu 또는 Asp이고; Xaa 13 이 Trp 또는 Phe이며; Xaa 1

4 , Xaa15 , Xaa16 및 Xaa17 이 독립적으로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또는 N-메틸알라닌이고; Xaa 18 이 Ser 또는 
Tyr이고; Z가 -OH 또는 -NH 2 인데; 단, 상기 화합물이 서열 1 또는 2 중의 어느 하나를 갖지 않는 화학식 VII의 화
합물이 포함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Z가 NH 2 이다.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에는 서열 10, 11, 22, 23, 24, 27, 29, 3
6, 37 및 40의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화합물이 포함된다.

특히 바람직한 면에 따르면, Xaa9 가 Leu, Ile, Val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Leu 또는 펜틸글리신이고, 
Xaa13 이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인 화합물이 제공된다. 이들 화
합물은 유리한 작용 지속 기간을 나타내고, 시험관내와 생체내 모두에서 산화적 분해 뿐만 아니라 당해 화합물의 합성 
동안에 덜 민감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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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VIII

또한, 다음 화학식 VIII의 화합물 [서열 48]을 포함한,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
98년 8월 6일에 출원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16387호에 기재된 화합물이 제공된다:

화학식 VIII
1 5 10 15

Xaa1 Xaa2 Xaa3 Gly Thr Xaa 4 Xaa5 Xaa6 Xaa7 Xaa8 Ser Lys Gln Xaa 9 Glu Glu

20 25 30

Glu Ala Val Arg Leu Xaa 10 Xaa11 Xaa12 Xaa13 Leu X1 Gly Gly Xaa 14 Ser

35

Ser Gly Ala Xaa 15 Xaa16 Xaa17 Xaa18 -Z

상기 식에서, Xaa1 은 His, Arg, Tyr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오닐이고; Xaa 2 는 Ser, Gly, Ala 또는 Thr이며; Xaa 3 은 
Asp 또는 Glu이고; Xaa 4 는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 5 는 Thr 또는 Ser이며; Xaa 6 은 Ser 또는 Thr이고
; Xaa 7 은 Asp 또는 Glu이며; Xaa 8 은 Leu, Ile, Val, 펜틸글리신 또는 Met이고; Xaa 9 는 Leu, Ile, 펜틸글리신, Val 
또는 Met이며; Xaa 10 은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11 은 Ile, Val, Leu, 펜틸글리신, 3급-부틸글리신 또
는 Met이며; Xaa 12 는 Glu 또는 Asp이고; Xaa 13 은 Trp, Phe, Tyr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 1 은 Lys Asn, Asn Ly
s, Lys-NH ε -R Asn 또는 Asn Lys-NH ε -R (여기서, R은 Lys, Arg, C 1 -C1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카노일 또는 시
클로알킬알카노일이다)이고; Xaa14 , Xaa15 , Xaa16 및 Xaa17 은 독립적으로 Pro, 호모프롤린, 3Hyp, 4Hyp, 티오프롤
린, N-알킬글리신, N-알킬펜틸글리신 또는 N-알킬알라닌이고; Xaa 18 은 Ser, Thr 또는 Tyr이고; Z는 -OH 또는 
-NH2 인데; 단, 상기 화합물은 서열 1 또는 2 중의 어느 하나를 갖지 않는다.

적합한 화학식 VIII의 화합물에는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8년 8월 6일에 출원
된 PCT 출원 번호 제PCT/US98/16387호에 기재된, 서열 37 내지 40의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화합물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화학식 VIII의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에는 Xaa 1 이 His, Tyr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오닐인 화합물이 포
함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Xaa1 이 His 또는 4-이미다조프로피오닐이다.

Xaa2 가 Gly인 화학식 VI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9 가 Leu, 펜틸글리신 또는 Met인 화학식 VI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13 이 Trp 또는 Phe인 화학식 VI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1 이 Lys Asn 또는 Lys-NH ε -R Asn (여기서, R은 Lys, Arg, C 1 -C1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카노일이다)인 화학식 
VI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Xaa4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10 이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 11 이 Ile 또는 Val이며, Xaa 14 , Xaa

15 , Xaa16 및 Xaa17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또는 N-알킬알라닌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화학식 VI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특히 바람직한 면에 따르면, Xaa 18 이 Ser 또는 Tyr이다. Xaa 18 이 Ser인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는, Z가 -NH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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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바람직한 면에 따르면, Xaa4 가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고; Xaa 10 이 Phe 또는 나프틸알라닌이며; Xaa 11 이 
Ile 또는 Val이고; X 1 이 Lys Asn 또는 Lys-NH ε -R Asn (여기서, R은 Lys, Arg, C 1 -C10 직쇄 또는 분지쇄 알카
노일이다)이며; Xaa14 , Xaa15 , Xaa16 및 Xaa17 이 Pro, 호모프롤린, 티오프롤린 또는 N-알킬알라닌 중에서 독립적으
로 선택되는 화학식 VIII의 화합물이 바람직하다.

변형된 엑센딘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제조

본 발명의 변형된 엑센딘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하나 이상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를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
스트에 연결시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따라서, 엑센딘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합성이 먼저 기재된 다음,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 (들)를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에 연결시키는 방법이 기재된다.

엑센딘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제조

엑센딘, 및 본원에 기재된 엑센딘 유사체 및 엑센딘 유도체와 같은 엔센딘 아고니스트 화합물은, 예를 들어, 문헌 [En
g, et al.,J. Biol. Chem.265:20259-62, 1990; and Eng, et al.,J. Biol. Chem.267:7402-05, 1992]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 삽입됨)에 기재된 바와 같은 펩티드 정제를 통하여 제조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엑센딘 및 엔센딘 아
고니스트 펩티드는 표준 고체-상 펩티드 합성 기술 및 바람직하게는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펩티드 합성기를 사용하여, 
당해 분야의 숙련인에게 공지된 방법에 의해, 예를 들면 문헌 [Raufman, et al.,J. Biol. Chem.267:21432-37, 199
2] (본원에 참조문헌으로 삽입됨)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 및 투여형의 활성 성분을 구성
하고 있는 화합물은 표준 고체-상 펩티드 합성 기술 및 바람직하게는 자동화 또는 반자동화 펩티드 합성기를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α-N-카르바모일 보호된 아미노산 및 수지 상에서 증대하고 있
는 펩티드 쇄에 부착된 아미노산을, 실온하에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 등의 염기의 존재하에, 디시클로헥실카르보디이미
드 및 1-히드록시벤조트리아졸 등의 커플링제의 존재하에 디메틸포름아미드, N-메틸피롤리디논 또는 메틸렌 클로라
이드 등의 불활성 용매 중에서 커플링시킨다. 이로써 생성된 펩티드-수지로부터,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또는 피페리딘
과 같은 시약을 사용하여 상기 α-N-카르바모일 보호기를 제거하고, 펩티드 쇄에 가해질 그 다음의 목적하는 N-보호
된 아미노산을 이용하여 상기 커플링 반응을 반복한다. 적합한 N-보호기는 당해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는데, t-부
틸옥시카르보닐 (tBoc) 및 플루오레닐메톡시카르보닐 (Fmoc)이 본원에서 바람직하다.

    
펩티드 합성기에 사용된 용매, 아미노산 유도체 및 4-메틸벤즈히드릴-아민 수지는 다음 공급원 [Applied Biosystem
s Inc.; Foster City, CA]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다음의 측쇄-보호된 아미노산을 상기 공급원 [Applied Biosyst
ems Inc.]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BSD-112344.1-Arg (Pmc), Boc-Thr (Bzl), Fmoc-Thr (t-Bu), Boc-Se
r (Bzl), Fmoc-Ser (t-Bu), Boc-Tyr (BrZ), Fmoc-Tyr (t-Bu), Boc-Lys (Cl-Z), Fmoc-Lys (Boc), Boc-
Glu (Bzl), Fmoc-Glu (t-Bu), Fmoc-His (Trt), Fmoc-Asn (Trt) 및 Fmoc-Gln (Trt). Boc-His (BOM)은 공
급원 [Applied Biosystems Inc. 또는 Bachem Inc.; Torrance, CA]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아니솔, 디메틸설파이
드, 페놀, 에탄디티올 및 티오아니졸은 공급원 [Aldrich Chemical Company (Milwaukee, WI)]으로부터 수득할 수 
있다. 다음 공급원 [Air Products and Chemicals (Allentown, PA)]은 HF를 공급한다. 에틸 에테르, 아세트산 및 메
탄올은 다음 공급원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고체 상 펩티드 합성은 마개가 장착된 NMP/HOBt (Option 1) 시스템 및 tBOC 또는 Fmoc 화학 [ABI 430A 펩티드 
합성기, 버젼 1.3B에 대한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스 사용자 매뉴얼 (1988년 7월 1일, 섹션 6, pp.49-70) 참조; A
pplied Biosystems, Inc., Foster City, CA]을 사용하여 캡핑시키며, 자동화 펩티드 합성기 (모델 430A, Applied B
iosystems, Inc., Foster City, CA)로 수행할 수 있다. Boc-펩티드-수지를 HF로 절단시킬 수 있다 (-50℃ 내지 0
℃, 1시간). 물과 아세트산을 교대로 사용하여 이 펩티드를 수지로부터 추출할 수 있으며, 여액을 동결건조시킨다. Fm
oc-펩티드 수지를 표준 방법에 따라서 절단할 수 있다 [Introduction to Cleavage Techniques, Applied Biosyste
ms, Inc., 1990, pp. 6-12 참조]. 어드밴스드 켐 테크 합성기 (Advanced Chem Tech Synthesizer; 모델 MPS 35
0, Louisville, Kentucky)를 사용하여 펩티드를 어셈블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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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스 델타 프렙 3000 시스템을 사용하여, 펩티드를 RP-HPLC (정제 및 분석용)하여 정제할 수 있다. C4, C8 또는 
C18 정제 칼럼 (10μ, 2.2 x 2.5 ㎝; Vydac, Hesperia, CA)을 사용하여 펩티드를 분리할 수 있으며, C4, C8 또는 C
18 분석용 칼럼 (5μ, 0.46 x 25 ㎝; Vydac)을 사용하여 순도를 결정할 수 있다. 용매 (A=0.1% TFA/물 및 B=0.1
% TFA/CH3 CN)를 1.0 ㎖/분의 유속으로 분석용 칼럼에 전달하고 15 ㎖/분의 유속으로 예비용 칼럼에 전달할 수 있다. 
아미노산 분석을 워터스 피코 태그 (Waters Pico Tag) 시스템 상에서 수행하고, 맥시마 (Maxima)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프로세싱할 수 있다. 펩티드를 증기-상 산 가수분해 (115℃, 20-24시간)함으로써 가수분해시킬 수 있다. 가수
분해물을 유도체화시키고, 표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Cohen, et al.,The Pico Tag Method: A Manual of Adv
anced Techniques for Amino Acid Analysis, pp. 11-52, Millopore Corporation, Milford, MA (1989) 참조]. 
고속 원자 충격 분석을 엠-스캔, 인코포레이트드 (M-Scan, Incorporated, West Chester, PA)에 의해 수행할 수 있
다. 질량 눈금 교정은 세슘 요오다이드 또는 세슘 요오다이드/글리세롤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비상 탐지 시기를 
이용한 혈장 탈착 이온화 분석은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즈 바이오-이온 20 질량 분광계 상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전
기분무 질량 분광법을 VG-트리오 기기 상에서 수행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 및 투여형에 유용한 펩티드 활성 성분 화합물은 또한 현재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재조합 
DNA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Sambrook et al.,Molecular Cloning: A Laboratory Manual, 2d Ed., Cold 
Spring Harbor (1989) 참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러한 화합물은 균질 상 펩티드 합성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유용한 비-펩티드 화합물은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산염-함유 아미노
산 및 이러한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펩티드는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Bartlet and Land
en,Biorg. Chem.14:356-377 (1986) 참조].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의 접합

    
PEG를 펩티드/단백질에 커플링시키기 위한 몇가지 전략이 있다 [J. Hematology 68:1 (1998); Bioconjugate Chem. 
6:150 (1995); and Crit. Rev. Therap. Drug Carrier Sys. 9:249 (1992) 참조] (이들 모두는 본원에 전문이 참조
문헌으로 삽입되어 있다). 따라서, 당해 분야의 숙련인은 하나 이상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를 본원에 기재된 엑센
딘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널리 공지된 상기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적합한 폴리에틸렌 글
리콜 중합체는 전형적으로 시판되고 있거나, 또는 당해 분야의 숙련인에게 공지된 기술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이러한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는 바람직하게는 분자량이 500 내지 20,000이고, 분지되거나 측쇄인 중합체일 수 있다.
    

PEG를 본래의 펩티드 또는 단백질 위에 부착시키는 것은 아미노, 카르복실 또는 티올 기에 커플링시킴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이들 기는 전형적으로 N 및 C 말단일 것이며, 리신,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및 시스테인과 같은 천연 아미노
산의 측쇄 상에 있을 것이다. 엑센딘 4 및 기타 엑센딘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는 고체 상 펩티드 화학 기술로써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직각형 보호기를 갖는 디아미노 및 디카르복실기를 함유하는 각종 잔기가 PEG와의 접합에 도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폴리에틸렌 글리콜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장 정화치를 조절할 수 있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외의 하나 
이상의 중합체에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를 접합시키는 것을 제공한다. 이러한 중합체의 예로는 알부민 및 젤라
틴이 있다 [Gombotz and Pettit, Bioconjugate Chem., 6:332-351, 1995 참조] (이의 전문이 본원에 참조문헌으로 
삽입된다).

유용성

본원에 기재된 제형 및 투여량은 이들의 약리학적 특성 관점에서 보면 유용하다. 특히, 본원에 기재된 화합물은 동물 및 
사람에게서 글루카곤 수준을 저하시키는 능력으로써 입증된 바와 같이, 글루카곤 수준을 저하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시키는 제제로서의 활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화합물을 사용하여, 글루카곤 수준을 저하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
제시킴으로써 완화시킬 수 있는 질환 또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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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참조된 화합물은 각종 무기 및 유기 산 및 염기와 염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염에는 유기 및 무기 산, 예를 들면, 
HCl, HBr, H 2 SO4 , H3 PO4 ,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아세트산, 포름산, 메탄술폰산, 톨루엔술폰산, 말레산, 푸마르산 
및 캄포르술폰산을 이용하여 제조된 염이 포함된다. 염기를 사용하여 제조된 염에는 암모늄 염, 알칼리 금속 염, 예를 
들면, 나트륨 및 칼륨 염, 및 알칼리 토금속 염, 예를 들면, 칼슘 및 마그네슘 염이 포함된다. 아세테이트, 히드로클로라
이드 및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 염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염은 생성물의 유리 산 또는 염기 형태를, 염이 불용성인 용
매 또는 매질 중에서, 또는 진공하 또는 동결 건조시키거나 현존하는 염의 이온을 적합한 이온 교환 수지 상에서 또 다
른 이온으로 교환시킴으로써 제거되는 물과 같은 용매 중에서, 적당한 염기 또는 산의 하나 이상의 등가물과 반응시키
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제형화 및 투여

본 발명의 변형된 엑센딘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 제형 및 투여량은 이들의 엑센딘 유사 효과 관점에서 유용하고, 편리하
게는 비경구 (정맥내, 근육내 및 피하 포함) 투여용으로 적합한 제형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경구, 비내, 볼, 설하 및 
폐동맥을 포함한 또 다른 전달 경로에 유용한 제형 및 투여량이 또한 본원에 기재되어 있다.

    
엑센딘-4에 대한 대체 전달 경로의 실행 가능성은 투여 후, 당뇨병에 걸린 동물에게서 혈장 글루코스 저하와 같은 생물
학적 반응을 관찰한 것과 연계하여, 엑센딘-4를 순환시 측정함으로써 조사하였다. 몇몇 표면들, 호흡기 (비내, 기관내 
및 폐동맥 경로) 및 장기 (설하, 섭식 및 십이지장내 경로)를 거친 엑센딘-4의 통과를 조사하였다. 호흡기를 통한 각 
투여 경로를 사용하고 또한 위장관을 통한 설하 및 섭식된 펩티드를 사용하여, 혈액 중에서의 엑센딘-4의 생물학적 효
과 및 외형을 관찰하였다. 기관내 투여, 비내 투여, 장기를 통한 투여, 및 설하 투여 모두가 기재되었다.
    

몇몇 경우에는, 함께 투여하기 위한 단일 조성물 또는 용액 중에,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와 또 다른 항
-글루카곤제, 예를 들면, 아밀린 또는 아밀린 아고니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항
-글루카곤제를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트, 또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와 별개로 투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경우에는 아밀린과 같은 기타 글루카곤 저하제와 함께 제형화되거나 이와는 별개로,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트, 또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적합한 투여 포맷은 
각 개개의 환자에 대한 담당의에 의해 최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적합한 제약학상 허용되는 담체 및 이들의 제형화는 표
준 제형화 보고서, 예를 들면, 이. 더블류. 마틴 (E.W. Martin)에 의한 보고서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
ces)에 기재되어 있다 [Wang, Y.J. and Hanson, M.A. " Parenteral Formulations of Proteins and Peptides: St
ability and Stabilizers" ,Journal ofParenteral Science and Technology, Technical Report No. 10, Supp. 42:
2S (1988) 참조].

    
본 발명에 유용한 화합물은 주사 또는 주입용 비경구 조성물로서 제공될 수 있다. 이들은, 예를 들면, 불활성 오일, 적합
하게는 식물성 오일, 예를 들면, 참깨유, 땅콩유, 올리브유 또는 기타 허용되는 담체에 현탁시킬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이들을 수성 담체, 예를 들면, pH 약 5.6 내지 7.4의 등장성 완충 용액에 현탁시킨다. 이들 조성물은 통상적인 멸균 기
술로 멸균시키거나, 또는 멸균 여과시킬 수 있다. 당해 조성물은 필요에 따라 생리학적 상태와 비슷하게 만드는, 제약학
상 허용되는 보조 물질, 예를 들면, pH 완충제를 함유할 수 있다. 유용한 완충제로는, 예를 들면, 아세트산 나트륨/아세
트산 완충제가 있다. 좌제 또는 " 데포" 서방출형 제제는 치료학적 유효량의 상기 제제가 경피 주사 또는 전달 후에 수 
시간 또는 수 일에 걸쳐 혈류 내로 전달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목적하는 등장성은 염화나트륨 또는 기타 제약학상 허용되는 제제, 예를 들면, 덱스트로스, 붕산, 타르트르산 나트륨, 
프로필렌 글리콜, 폴리올 (예: 만니톨 및 솔비톨), 또는 기타 무기 또는 유기 용질을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다. 염화 나
트륨이 나트륨 이온을 함유하는 완충제에 특히 바람직하다.

    
청구된 화합물은 또한 이의 제약학상 허용되는 염 (예: 산 부가염) 및/또는 복합체로서 제형화될 수 있다. 제약학상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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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염은 이들이 투여된 농도에서 비-독성인 염이다. 이러한 염 제제는 해당 조성물이 이의 생리학적 효과를 발휘하
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이 조성물의 물리-화학적 특징을 변화시킴으로써 약리학적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물리
적 특성의 유용한 변화의 예에는 경점막 투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융점을 낮추는 것과, 보다 높은 농도의 약물 투여를 촉
진시키기 위해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제약학상 허용되는 염에는 산 부가 염, 예를 들면, 설페이트, 히드로클로라이드, 포스페이트, 설파메이트, 아세테이트, 
시트레이트, 락테이트, 타르트레이트, 메탄설포네이트, 에탄설포네이트, 벤젠설포네이트, p-톨루엔설포네이트, 시클로
헥실설파메이트 및 퀴네이트를 함유하는 염이 포함된다. 제약학상 허용되는 염은 염산, 황산, 인산, 설팜산, 아세트산, 
시트르산, 락트산, 타르타르산, 말론산, 메탄술폰산, 에탄술폰산, 벤젠술폰산, p-톨루엔술폰산, 시클로헥실설팜산 및 
키나산 등의 산으로부터 수득할 수 있다. 이러한 염은, 예를 들면, 생성물의 유리 산 또는 염기 형태를, 염이 불용성인 
용매 또는 매질 중에서, 또는 진공하 또는 동결 건조시키거나 현존하는 염의 이온을 적합한 이온 교환 수지 상에서 또 
다른 이온으로 교환시킴으로써 제거되는 물과 같은 용매 중에서, 적당한 염기 또는 산의 하나 이상의 등가물과 반응시
킴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담체 또는 부형제를 사용하여 당해 화합물의 투여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담체 및 부형제의 예로는 탄산칼슘, 인산칼슘, 
각종 당, 예를 들면, 락토스, 글루코스 또는 수크로스, 또는 각종 유형의 전분, 셀룰로스 유도체, 젤라틴, 식물유, 폴리
에틸렌 글리콜 및 생리학적으로 적합한 용매가 있다. 당해 조성물 또는 제약 조성물은 정맥내, 복강내, 피하 및 근육내, 
경구, 국부 또는 경근육을 포함한 상이한 경로에 의해 투여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상기 조성물의 용액을 메틸셀룰로스 등의 점증제로 점증시킬 수 있다. 이들은 유-중-수 또는 수-중-유
의 유화된 형태로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카시아 분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예: 트윈) 또는 이온성 계면활성
제 (예: 알칼리 폴리에테르 알코올 설페이트 또는 술포네이트, 예를 들면, 트리톤)를 포함한, 광범위한 어떠한 제약학상 
허용되는 유화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유용한 조성물은 일반적으로 허용된 과정에 따라 성분들을 혼합함으로써 제조한다. 예를 들면, 선택된 성분
들을 블렌더 또는 기타 표준 장치에서 간단히 혼합하여 농축된 혼합물을 생성시킨 다음, 물 또는 점증제 및 가능하게는 
pH 조절용 완충제 또는 긴장성 조절용 부가 용질을 가함으로써 최종 농도 및 점도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의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화합물이 또 다른 항-글루카곤 제제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일정량의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트, 또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를 함유하는 단위 투여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글루카곤을 제
어하는데 사용하고 글루카곤 수준을 저하 또는 억제시키는 것이 유리한 질환에 사용하기 위한 엑센딘, 엔센딘 아고니스
트, 또는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치료학적 유효량은 식사 후 혈중 글루카곤 수준을 목적하는 바 대로 
저하시키는 양이다. 당뇨병에 걸렸거나 글루코스 내성이 있는 개개인에서는, 혈장 글루카곤 수준이 정상인 보다 높을 
수 있다. 이러한 개개인에게서, 식사 후 혈중 글루카곤 수준을 저하시키거나 " 가라앉히는 것" 이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당해 분야의 숙련인에 의해 인지된 바와 같이, 치료제의 유효량은 환자의 연령 및 체중, 환자의 신체 상태, 글루카
곤 수준 또는 획득하고자 하는 글루카곤 억제 저해 수준,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한 수 많은 요인들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이러한 제약 조성물은 피검자에게서 글루카곤을 저하시키는데 유용하고, 저하 또는 억제된 글루카곤이 감소되는 것이 
유리한 기타 질환에서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당해 화합물의 유효한 1일 항-글루카곤 용량은 전형적으로 70 ㎏ 환자의 경우 단일 용량 또는 분할 용량으로 투여된, 
0.01 또는 0.03 내지 약 5 ㎎/일, 바람직하게는 약 0.01 또는 0.5 내지 2 ㎎/일,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0.01 또는 0.1 
내지 1 ㎎/일의 범위 내일 것이다. 투여될 정확한 용량은 담당의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특정 화합물이 상기 언급된 범
위 내에 있는지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연령, 체중 및 상태에 좌우된다. 예를 들면, 글루카곤 상승 징후가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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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나타나는 당뇨병의 첫 번째 증상시 또는 진단 직후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투여는 주사 투여, 바람직하게는 피하 
또는 근육내 투여일 수 있다. 경구적으로 활성인 화합물은 경구 섭취하지만, 투여량은 5 내지 10배 증가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승되거나, 부적절하거나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식사 후 혈중 글루카곤 수준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데 있
어서, 본 발명의 화합물을 상기 제시된 바와 유사한 투여량 범위로 상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투여하지만, 이러
한 화합물은 보다 자주, 예를 들면, 1일 1회, 2회 또는 3회 투여한다. " 신규한 엔센딘 아고니스트 제형 및 이의 투여 
방법" 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9년 1월 14일에 출원된 공동 소유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116,380호 (및 그것을 
우선권 주장하는, 2000년 1월 14일에 출원된 상응하는 PCT 출원 번호 제(아직 지정되지 않음)호), 및 " 트리글리세리
드 수준을 조절하고 이상지혈증을 치료하기 위한 엑센딘 및 이의 아고니스트의 용도" 란 발명의 명칭으로 1999년 1월 
14일에 출원된 미국 가출원 번호 제60/(아직 지정되지 않음)호 (본 출원은 이를 우선권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 전
문이 본원에 참조문헌으로 삽입되어 있다)에 기재된 엑센딘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 제형, 그의 투여량 및 투여 경로가 
특히 바람직하다.
    

환자에 대한 본 출원의 화합물의 최적 제형 및 투여 양태는 특정 질환 또는 장애, 목적하는 효과 및 환자의 유형과 같이 
당해 분야에 공지된 요인에 좌우된다. 상기 화합물이 전형적으로 사람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될 것이긴 하지만, 이들 
화합물은 또한 기타 영장류, 가축, 예를 들면, 돼지, 소 및 가금류, 및 스포츠용 동물 및 애완용 동물, 예를 들면, 말, 개 
및 고양이와 같이 기타 척추동물에서의 유사하거나 또는 동일한 질환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련의 실험 결과를 기재하고 있는 다음 실시예가 포함된다. 본 발명에 관한 실험은 물
론 본 발명을 특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현재 공지되지 있거나 또는 후에 개발되는, 당해 분야의 
숙련인의 이해 범위 내에 드는 본 발명의 이러한 다양성은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고 다음에 청구된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시예

실시예 1 - 엑센딘-3의 제조

His Ser Asp Gly Thr Phe Thr Ser Asp Leu Ser Lys Gln Met Glu Glu Glu Ala Val Arg Leu Phe Ile Glu Trp 
Leu Lys Asn Gly Gly Pro Ser Ser Gly Ala Pro Pro Pro Ser-NH 2 [서열 1]

    
상기 아미드화 펩티드를, Fmoc-보호된 아미노산 (공급원: Applied Biosystems, Inc.)을 사용하여, 4-(2'-4'-디메
톡시페닐)-Fmoc 아미노메틸 페녹시 아세트아미드 노르루이신 MBHA 수지 (Novabiochem, 0.55 mmol/g) 상에서 
어셈블리하였다. 일반적으로, 합성 내내 단일-커플링 주기를 사용하였고, 고속 Moc (HBTU 활성화) 화학을 이용하였
다. 피페리딘을 사용하여, 증대하고 있는 펩티드 사슬을 탈보호 (Fmoc 기 제거)시켰다. 표준 방법 (Introduction to 
Cleavage Techniques, Applied Biosystems, Inc.)에 따라서 트리에틸실란 (0.2 ㎖), 에탄디티올 (0.2 ㎖), 아니졸 
(0.2 ㎖), 물 (0.2 ㎖) 및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15 ㎖)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완료된 펩티드 수지의 최종 탈보호를 
달성하였다. 이 펩티드를 에테르/물 (50 ㎖)에 침전시키고 원심분리시켰다. 이 침전물을 빙초산에서 재구성하고 동결
건조시켰다. 이와 같이 동결건조시킨 펩티드를 물에 용해시켰다. 조 순도는 약 75%였다.
    

정제 단계 및 분석에 사용된 것은 용매 A (물 중의 0.1% TFA) 및 용매 B (ACN 중의 0.1% TFA)였다.

펩티드 함유 용액을 정제 C-18 칼럼에 적용하고 정제시켰다 (40분에 걸친 용매 A 중의 10 내지 40% 용매 B). C-1
8 분석용 칼럼을 사용하여 분획물의 순도를 평등하게 결정하였다. 순수한 분획물을 모아, 상기 동정된 펩티드를 공급하
였다. 상기 동결건조된 펩티드를 분석 RP-HPLC (30분에 걸쳐 용매 A 중의 30% 내지 60% 용매 B 구배)하여 체류 
시간이 19.2분인 것으로 관찰된 생성물 펩티드를 수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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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 엑센딘-4의 제조

His Gly Glu Gly Thr Phe Thr Ser Asp Leu Ser Lys Gln Met Glu Glu Glu Ala Val Arg Leu Phe Ile Glu Trp L
eu Lys Asn Gly Gly Pro Ser Ser Gly Ala Pro Pro Pro Ser-NH 2 [서열 2]

    
상기 아미드화 펩티드를, Fmoc-보호된 아미노산 (공급원: Applied Biosystems, Inc.)을 사용하여 4-(2'-4'-디메
톡시페닐)-Fmoc 아미노메틸 페녹시 아세트아미드 노르루이신 MBHA 수지 (Novabiochem, 0.55 mmol/g) 상에서 
어셈블리하고, 상기 수지로부터 절단시키고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엑센딘-3과 유사한 방식으로 탈보호 및 정제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것은 용매 A (물 중의 0.1% TFA) 및 용매 B (ACN 중의 0.1% TFA)였다. 상기 동결건조된 
펩티드를 분석 RP-HPLC (30분에 걸쳐 용매 A 중의 36% 내지 46% 용매 B 구배)하여 체류 시간이 14.9분인 것으로 
관찰된 생성물 펩티드를 수득하였다. 전기분무 질량 분광법 (M): 계산치 4186.6; 실측치 4186.0 내지 4186.8 (4 롯
트).
    

실시예 3: 신장에 의한 정화치

    
신장은 몇몇 분자 (약물, 펩티드, 단백질)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몇몇 분자의 경우, 이러한 과정은, 
신장이 사구체에서 혈액을 여과하여 다음에 기재된 한외여과물을 생성시킬 때 시작된다. 이 사구체 여과기는 분자량을 
기준으로 하여 식별할 뿐만 아니라 음전하를 띤 선택적인 배리어로서 작용하여 음이온성 화합물의 체류를 증진시킴으
로써 식별한다. 분자량이 5kD 미만이고 유효 반경이 15Å 미만인 혈장 중의 자유 분자 분획 (단백질에 결합되지 않음)
이 용이하게 여과된다. 분자량이 보다 큰 분자의 경우에는, 보다 제한된 기준에 근거하여, 주로 분자 크기, 구조 및 총 
전하에 근거하여 여과된다. 사구체 여과에 대한 컷오프 점 (cutoff point)은 보유되는 알부민 (67 kD)과 여과되는 헤
모글로빈 (68 kD) 사이에 놓여있다. 유효 반경이 약 36Å인 알부민은 사구체에서 1% 미만이 여과된다.
    

    
일단 사구체 내에서는 특정 분자가, 이를 재흡수하거나 또는 이를 헨레 루프 (loop of Henle)를 통하여 원위 세관 (여
기서, 집합관이 여액을 방광 내로 배출한다)으로 통과시키는 근위 세관을 이동하게 된다. 여과된 단백질과 펩티드는 전
형적으로 인접 세관 내의 브러쉬 보더 (brush border) 효소에 의해 절단되어, 이로부터 이들이 나트륨/아미노 동시수
송기 (스캐빈징 펌프)에 의해 효율적으로 회복된다. 그렇지 않고는, 극성이고, 이온화되었으며 분자량이 큰 분자가 재
흡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전반에 걸쳐, 신피질 (근위 세관) 내의 대사성 효소가 또한 상기 분자를 보다 극성
인 분자로 분해시킴으로써, 뇨 로의 배출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많은 펩티드 호르몬 (예를 들면, 아밀린, 칼시토
닌)은, 사구체 여과 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아마도 혈장에 근접 가능한 혈관성 엑토효소 (ectoenzyme)에 의해 신장 순
환을 통한 통과에 의해 분해된다. 이들 실시예에서는, 혈장으로부터의 펩티드 정화 속도가 신장 혈장 혈류 속도와 유사
한데, 이는 사구체 여과 속도보다 약 3배 더 크다.
    

    
엑센딘-4의 혈장 순환성 대사물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결과, 단백질분해적 분해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
지 않았는데; 동물에게서 많은 용량을 정맥내 투여한 후의 혈장에 대한 HPLC 분석 결과는, 본래의 엑센딘 만이 존재하
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분해 산물의 형성을 지시해주는 " 딸" 피크가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 모" 
HPLC 피크가 사라진 것이 " 딸" HPLC 피크의 존재 (이는 연속해서 아펩티드 분해물로서 동정됨)와 연관이 있다고 연
구된 다른 펩티드 (예를 들면, 아밀린 및 GLP-1)에 대한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엑센딘의 혈장 분해물이 존재하지 않
는 것은 신장 순환을 포함한, 어떠한 부위에서도 단백질 분해가 거의 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시해준다. 
따라서, 신장에 의한 어떠한 정화도 단백질 분해적이지 않은 수단, 즉 여과 또는 능동 배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파라
-아미노 마뇨산염을 사용하여 일어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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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120 내지 130 ㎖/분), 원숭이 (약 9 ㎖/분) 및 쥐 (3.2 내지 4.4 ㎖/분)에서의 초기 엑센딘 정화 측정치는 이들 
종에서 보고된 사구체 여과 속도와 부합되었다. 신장 여과가 엑센딘 제거의 주요 양태일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엑센딘이 일정 속도로 주입된, 밤새 절식시키고 신절제시킨 숫컷 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엑센딘-4의 정지 상태 혈
장 수준은, 신장이 본래 상태로 존재하는 쥐와 비교해서 신절제된 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데이타는 신장이 엑
센딘-4 정화의 80% 이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도 5 및 6 참조). 본래 쥐에서의 엑센딘 정화 속도는 
이들 쥐에서 예상된 사구체 여과 속도 (4.2 ㎖/분)와 유사하다. 이들 연구 결과를 모두 취합해 보면, 대사가 전신을 통
해 일어나지 않았으며 엑센딘 4의 대부분의 정화는 (신장 혈관내 단백질 분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과에 의해 신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뇨에서 완전한 길이의 면역반응성 엑센딘의 양이 적은 것은, 이것이 여과 후 근위 
세관 내의 브러쉬 보더 효소에 의해 절단되었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실시예 4 - 엑센딘-4는 당뇨병성 패티 적커 쥐에서 과혈당증 클램프 동안 글루카곤 분비를 감소시킨다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글루카곤과다혈증은 종종, 예를 들어, 유형 1 및 유형 2 당뇨병의 특징이고, 본원에 기재되거나 지
칭된 이들 질환 및 기타 질환에서 과도한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글루카곤 억제제를 사용하는 효능있는 치료 
요법이다. 본 실시예에서는, 마취시킨 당뇨병성 패티 적커 (ZDF) 숫컷 쥐에서 글루카곤 분비에 대한 엑센딘-4의 효과
를 검사하였다. 과인슐린혈증성 과혈당증 클램프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글루카곤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일정하
게 유지하였다. 식염수 (n=7) 또는 엑센딘-4 (0.21 ㎍ + 2.1 ㎍/㎖/h; n=7)를 정맥내 주입하기 60분 전에 혈장 글
루코스를 약 34 mM에서 클램핑하였다. 이들 주입에 앞서 측정된 혈장 글루카곤 농도는 양 그룹에서 유사하였다 (각각 
306 ±30 pM 대 252 ±32 pM; n.s.).
    

    
엑센딘-4 주입된 쥐에서의 평균 혈장 글루카곤 농도는 최종 60분간의 클램프 동안 식염수-주입된 쥐에서의 평균 혈
장 글루카곤 농도의 거의 절반이다 (각각 165 ±18pM 대 298 ±26pM; P< 0.002). 과혈당증 클램프 프로토콜은 
또한 인슐린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클램프 동안의 글루코스 주입 속도는 엑센딘-4-처리된 쥐 대 
대조군 쥐에서 111 ±7% 증가하였다 (P< 0.001). 달리 말하면, 엑센딘-4는 과혈당증 클램프 연구 동안 ZDF 쥐에
서 글루카곤 억제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효과는 당뇨병에 걸린 사람에게서 치료학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실시예 5 - 유형 2 당뇨병에 걸린 사람에게서 글루카곤 분비에 대한 엑센딘-4의 대사 효과

    
본 실시예에서는, 최소 7일 동안은 다른 당뇨병 치료 요법을 중단시킨, 유형 2 당뇨병에 걸린 8명의 비-인슐린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합성 엑센딘-4의 안전성, 내성 및 효능을 평가하였다. 각 환자에게, 위약 (PBO) 및 엑센딘-4 
0.1, 0.2 및 0.3 ㎍/㎏을 단일-블라인드, 용량-증가, 위약 조절된 크로스오버 디자인으로 48시간 간격으로 피하 (SC) 
주사하였다. 5명의 환자에게는 또한 0.4 ㎍/㎏ 용량을 투여하였다. 절식시, 및 엑센딘-4/PBO 주사시 투여된 7 Kcal/
㎏ 서스타칼 (Sustacal)(등록상표) 챌린지에 반응하여 나타난 혈장 글루코스, 인슐린 및 글루카곤 농도를 평가하였다. 
서스타칼과 함께 투여된 액체 아세트아미노펜 20 ㎎/㎏을 경구 투여한 후 혈청 아세트아미노펜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위 공복 상태를 평가하였다. 보고된 불리한 사건들, EKG 및 안전성 랩 모니터링을 기준으로 하여 어떠한 안전성 이슈
도 확인되지 않았다. 0.3 및 0.4 ㎍/㎏ 용량은 용량-의존적 구토 증가를 야기시켰으며, 보다 고용량에서는 토하였다.
    

    
혈장 글루코스 농도는 PBO와 비교해서 모든 엑센딘-4 용량에서 감소하였지만, 인슐린 농도는 상당히 상이하지는 않았
다. 기선으로부터의 혈장 글루코스 AUC의 8시간 평균 ±SE 변화는 PBO, 0.1, 0.2, 0.3 및 0.4 ㎍/㎏ 용량에 대해 각
각, +391 ±187, -263 ±108, -247 ±64, -336 ±139 및 -328 ±70 ㎎*시간/dl이었다. 혈장 글루카곤의 3시간 
변화는 각각 +128.0 ±19.2, -5.6 ±10.5, -29.4 ±18.6, -40.5 ±24.5 및 +6.9 ±38.6 pg*시간/㎖였다. 위 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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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모든 용량에서 느렸으며, 6시간에 걸쳐 흡수된 평균 총 아세트아미노펜은 PBO와 비교해서, 0.1, 0.2, 0.3 및 0.
4 ㎍/㎏ 용량에 대해 각각 51%, 50%, 57% 및 79% 감소하였다. 요약하면, 어떠한 안전성 이슈도 확인되지 않았던 환
자에게 엑센딘-4를 SC 주사하는 것은 ≤0.3 ㎍/㎏ 용량에서 내성이 있으며, 혈장 글루코스 및 글루카곤을 감소시켰으
며, 위 공복 속도를 낮추었다. 이들 관찰 결과는, 유형 1 및 유형 2 당뇨병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 글루카
곤 수준을 저하시키고/시키거나 글루카곤을 억제하는 것이 유리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엑센딘의 용도를 뒷받침해준
다.
    

실시예 6: PEG 변형된 엑센딘 4

    
분자량이 4187인 39개 아미노산 펩티드인 엑센딘 4의 경우에는, 이의 크기를 증가시키고/시키거나 이의 음이온성 성
질을 증가시키는 변형이 신장에 의한 이의 여과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엑센딘 4의 정화는 대부분이 신장에 의해서이
기 때문에, 이는 이의 반감기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PEG화의 기타 특성들 (존재할 수 있는 신장 및/또는 세포 
정화 기전의 회피로 인한 혈장 반감기 증가; 면역원성 및 항원성 저하; 용해도 증가; 단백질 분해에 대한 내성; 독성 감
소 (용량 스파이크를 피함); 열 및 기계적 안정성 개선; 점액 또는 상피층의 투과성 개선; 및 특이적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선택적인 조절)은 엑센딘 4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다.
    

특히, 본 출원인은 다중의 약리학 (아마도 다중의 수용체 아유형을 나타냄)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PEG 기를 적당한 위
치에 놓아둠으로써 엑센딘 4의 상이한 생물학적 활성 스펙트럼을 선별할 수 있다. PEG 사슬 자체의 존재, 이러한 PEG 
쇄에 의해 점유된 특정 부위 또는 단백질에 대해 불리한 효과를 갖고 있는 커플링 상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PEG화 
단백질에 대한 생물학적 활성 상실 또는 변화가 보고되었다.

    
엑센딘 및 엔센딘 아고니스트의 신장에서의 여과 측면에서 PEG 변형에 대해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크기와 전
하이다. 변형되지 않은 엑센딘 4는 분자량이 대략 4.2 kD이고 생리학적 pH에서 전반적인 총 전하가 대략 -2인 성질상 
음이온성이다. 1개, 2개 또는 3개의 PEG 구성분이 엑센딘 4 또는 엑센딘 4의 유사체에 공유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개의 PEG 구성분이 바람직하다. PEG의 크기는 분자량 500 내지 20,000, 바람직하게는 5,000 내지 12,
000으로 다양할 수 있다.
    

PEG를 공유 부착시키기 위한 많은 방법은 리신 상의 엡실론-아미노기의 이점을 취한다. 엑센딘 4는 PEG의 부착에 의
해 변형될 수 있는 2개의 리신을 갖는다. 엑센딘 4의 단축된 유사체인 AC3177의 알라닌 스캔 (Leu 14 , Phe 25 1-28 
엑센딘-4)은 알라닌에 의한 치환에 민감한 위치를 나타내었다. 위치 12 및 27에서의 2개의 리신은 이러한 치환에 의
해 적당하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리신 특이적 R기 측쇄 (메틸렌 사슬 플러스 엡실론-아미노기)의 상실이 관용되었
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완전한 길이의 펩티드인 엑센딘-4에 관해서는, 상기 2개의 리신 위치가 PEG 부착에 적절하다 
(화합물 1 및 2 참조). 또한, PEG를 접합시키는데 사용된 화학에 따라서, 이들 위치에서 엡실론-아미노기를 차폐시킴
으로써 상기 펩티드의 음이온성 성질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1) HGEGTFTSDLSK (PEG)QMEEEAVRLFIEWLKNGGPSSGAPPPS-NH 2

(202) HGEGTFTSDLSKQMEEEAVRLFIEWLK (PEG)NGGPSSGAPPPS-NH 2

알라닌 스캔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Lys-PEG 또는 등가물의 삽입에 의해 변형될 수 있는 기타 유사 위치는, 예를 들
면 다음과 같다:

(203) HK (PEG)EGTFTSDLSKQMEEEAVRLFIEWLKNGGPSSGAPPPS-NH 2

(204) HGEGK (PEG)FTSDLSKQMEEEAVRLFIEWLKNGGPSSGAPPPS-N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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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HGEGTFTK (PEG)DLSKQMEEEAVRLFIEWLKNGGPSSGAPPPS-NH 2

(206) HGEGTFTSDK (PEG)SKQMEEEAVRLFIEWLKNGGPSSGAPPPS-NH 2

(207) HGEGTFTSDLK (PEG)KQMEEEAVRLFIEWLKNGGPSSGAPPPS-NH 2

(208) HGEGTFTSDLSKK (PEG)MEEEAVRLFIEWLKNGGPSSGAPPPS-NH 2

(209)* HGEGTFTSDLSKQMEK (PEG)EAVRLFIEWLKNGGPSSGAPPPS-NH 2

(210)* HGEGTFTSDLSKQMEEK (PEG)AVRLFIEWLKNGGPSSGAPPPS-NH 2

(211) HGEGTFTSDLSKQMEEEAK (PEG)RLFIEWLKNGGPSSGAPPPS-NH 2

(212) HGEGTFTSDLSKQMEEEAVRK (PEG)FIEWLKNGGPSSGAPPPS-NH 2

(213)* HGEGTFTSDLSKQMEEEAVRLFIK (PEG)WLKNGGPSSGAPPPS-NH 2

(214) HGEGTFTSDLSKQMEEEAVRLFIEK (PEG)LKNGGPSSGAPPPS-NH 2

(215) HGEGTFTSDLSKQMEEEAVRLFIEWLKK (PEG)GGPSSGAPPPS-NH 2

K (PEG)로의 변형에 대해 나타내어지는, 글루탐산을 정상적으로 함유하는 상기 3가지 위치*는 또한 글루탐산 측쇄 카
르복실 기인 E (PEG)에 접합시킴으로써 변형시킬 수 있다.

Lys-PEG를 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사체는 가정된 GlyGly 턴에서이다:

(216) HGEGTFTSDLSKQMEEEAVRLFIEWLKNK (PEG)GPSSGAPPPS-NH 2

(217) HGEGTFTSDLSKQMEEEAVRLFIEWLKNGK (PEG)PSSGAPPPS-NH 2

엑센딘-4의 위치 29 내지 39는 엑센딘-4와 거의 동일하게 강력한 활성을 갖고 있는 AC3177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
이 글루코스 저하 활성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독이나 조합된 상태의 이들 중의 어떠한 것도K (PEG)또는 등가
물을 대체할 수 있다.

당해 분야의 숙련인은, 본 발명이 상기 목적들을 수행하고 본원에 언급된 목표 및 이점 뿐만 아니라 본원에 내재된 이점
들을 획득하도록 잘 적응된다는 것을 용이하게 인지할 것이다. 본원에 기재된 분자상 복합체, 및 방법, 과정, 치료, 분자, 
특정 화합물이 대표적인 바람직한 양태를 예시하는 것이며, 이로써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취
지 내에 포괄되는 본원에서의 변화 및 기타 용도는 당해 분야의 숙련인에게 명백하며, 본 발명의 범위로써 규정된다.

당해 분야의 숙련인에게는, 본 발명의 범위 및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서 본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 각종 치환 및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용이하게 명백할 것이다.

본 명세서에서 언급된 모든 특허 및 공보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숙련인의 수준을 나타낸다. 모든 특허 및 공
보는, 개개의 공보가 참조문헌으로 삽입될 것으로 지시된 경우와 동일한 정도로 본원에 참조문헌으로 삽입된다.

    
본원에 예시적으로 기재된 발명은 적합하게는, 본원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어떠한 요소 (들), 제한 (들)의 부재
하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각 경우에 있어서, " 포함하는" , "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및 " 이루어
지는" 이란 용어 중의 어떠한 것도 다른 두 용어 중의 어느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이용된 용어 및 표현들은 제한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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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자 한 용어이며, 본원에 기재되고 제시된 특징 또는 이의 일부분의 어떠한 등가물을 배제한 용어 및 표현을 사
용하고자 한것은 아니지만, 각종 변형은 청구된 본 발명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
이 이의 바람직한 양태 및 임의의 특징으로서 구체적으로 기재되긴 하였지만, 본원에 기재된 개념의 변화 및 변형이 당
해 분야의 숙련인에 의해 다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형 및 변화가 첨부된 청구의 범위에 정의된 바와 같은 본 발
명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특징 및 국면이 마르쿠스 (Markus) 군으로 기재된 경우, 당해 분야의 숙련인은 본 발명이 마르쿠스 군
의 개개의 구성원 또는 이러한 구성원의 소그룹 측면으로 기재되기도 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면, X가 브롬, 
염소 및 요오드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것으로 기재된 경우, X가 브롬인 청구항 및 X가 브롬 및 염소인 청구항들
이 완전하게 기재된다.

본 발명은 본원에서 광범위하고도 총칭적으로 기재되었다. 일반적인 기재 내용에 속하는 보다 협소한 종류 및 아속 군
들 각각 역시 본 발명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에는, 절제된 물질이 본원에 구체적으로 인용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상기 속
으로부터 어떠한 주제도 조건부로 제거하든지 음성적으로 제한한 본 발명의 일반적인 기재 내용이 포함된다.

기타 양태가 다음의 청구의 범위 내에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엑센딘 (exendin), 엔센딘 아고니스트, 변형된 엑센딘 및 변형된 엔센딘 아고니스트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화
합물의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글루카곤 저하량을 피검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피검자에게서 혈장 글루카곤
을 저하시키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검자가 괴사분해적 이동성 홍반에 걸린 피검자인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피검자가 글루카고노마 (glucagonoma)를 지니고 있는 피검자인 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엔센딘 아고니스트가 엑센딘인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엑센딘이 엑센딘-4인 방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피검자가 사람인 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변형된 엑센딘 또는 엔센딘 아고니스트가 하나 이상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에 연결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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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이상의 폴리에틸렌 글리콜 중합체가 각각 500 내지 20,000의 분자량을 갖는 것인 방법.

도면
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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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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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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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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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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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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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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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ba

 - 48 -



공개특허 특2002-0001719

 
도면 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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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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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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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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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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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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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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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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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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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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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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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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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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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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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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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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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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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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