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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조직 인자에 기초한 프로트롬빈 시간 시약의 제조방법은 소정량의 조직 인자(TF), 인지질 및 세정제 함유 

완충제를 배합하여 TF/인지질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배합 단계에 있어서, TF의 양은 측정된 T

F 활성을 기준으로 하여 예비결정된다. 이어서, 세정제를 TF/인지질 혼합물로부터 제거하여,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으로서 유용한,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인지질 혼합물을 제조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세정제의 

제거를 달성하기 위해 인지질 회수율을 기준으로 하여 예비스크리닝되는 소수성 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조직 인자, 프로트롬빈, 인지질, 세정제, 소수성 수지, TF/인지질 혼합물, rTF/인지질 혼합물, 예비스크리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한 가지 예시적 양태에 따르는 방법에서 일련의 단계를 설명하는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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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인지질 농도가 국제 민감도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은 인지질 농도가 평균 정상 프로트롬빈 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프로트롬빈 시간(Prothrombin time; PT) 시약 분야 및 특히 PT 시약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

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혈액 응고 시험은, 수술 받는 환자의 출혈 감수성의 측정 및 혈액 응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제 치료 환자의 모니터

링을 포함하는 다양한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수의 응고 시험이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중 하나가 '프로트롬

빈 시간'(PT) 시험이다. PT 시험은, PT 시험을 받는 혈액 샘플에 첨가된 트롬보플라스틴에 의한 외인성 응고 경로의 

활성화에 의존한다. 외인성 응고 경로의 활성화는,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전환되는 것을 촉매(이러한 촉매작용은 

응고 과정에 필수적이다)하는 단백질분해 효소인 트롬빈의 생성을 유도한다.

트롬보플라스틴[또한 조직 인자(TF)로서 공지되어 있다]은 인자 VIIa와 함께 복합체를 형성하는 막 결합된 당단백질

이다. 인자 VIIa/TF 복합체는 혈액 응고 과정을 개시한다. 일단 형성되면, 인자 VIIa/TF 복합체는 응고 캐스케이드의

외인성 및 내인성 경로에 수반되는 일련의 특이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궁극적으로 트롬빈의 형성, 피브린, 혈소

판 활성화 및 마지막으로 응혈 형성을 유도한다[참조 문헌: Nemerson, Yale, Tissue Factor and Hemostasis, Bloo

d, 71, pp. 1-8(1988)].

통상적인 PT 시험은 환자의 혈액 응고 시스템의 기능장애 또는 결핍을 진단하기 위해 시험관내 환경 및 제어된 조건

하에 상술된 일련의 효소적 반응을 이용한다. 응혈 형성이 발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프로트롬빈 시간 또는 PT 값으

로 언급된다.

상이한 종류의 트롬보플라스틴은 프로트롬빈 시간이 상이한 혈액 샘플을 구별하는 PT 시험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구별력이 보다 큰 트롬보플라스틴은 '보다 민감성'인 것으로 언급된다. 트롬보플라스틴 제제의 액

상 민 감도는 국제 민감도 지수(ISI)를 사용하여 등급화된다. ISI 값은 주어진 트롬보플라스틴 로트로 수득한 프로트

롬빈 시간 값에 대해 표준 참조 트롬보플라스틴 로트로 수득한 프로트롬빈 시간 값을 로그 눈금으로 플롯팅하여 수득

할 수 있다. 주어진 트롬보플라스틴 로트의 ISI 값은 표준 참조 트롬보플라스틴 로트의 ISI를 곱하여 수득한 직선의 기

울기이다. 보다 민감성의 트롬보플라스틴은 대략 1.0의 보다 낮은 ISI 값을 갖고, 덜 민감성의 트롬보플라스틴은 통상

적으로 대략 2.0 내지 3.0의 보다 높은 ISI 값을 갖는다.

PT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ISI가 대략 1.0인 고도의 민감성 PT 시약이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1.0의 ISI에서 국제 정상화 비율(INR)을 단순하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해 분야의 통상의 지식

을 가진 자는 INR의 사용이 민감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트롬보플라스틴 편차를 상쇄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INR

은 다음 수학식 1을 사용하여 계산한다[참조: Hirsh et al., Oral Anticoagulants: Mechanism of Action, Clinical Ef

fectiveness, and Optimal Therapeutic Range, Chest 2001; 119:8S-21S]:

수학식 1

위의 수학식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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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PT는 환자의 혈액 샘플의 프로트롬빈 시간이고,

평균 규정 PT(또는 MNPT)는 20명 이상의 정상(기준) 샘플 공여자로부터 수득 한 혈액 샘플의 평균 프로트롬빈 시간

이다.

PT 시약을 제조하는 통상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천연 또는 재조합 공급원으로부터의 PT, 천연 또는 합성 인지질, 

칼슘 및 완충제 조성물을 사용한다. 본원에서 전체가 참조로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제5,314,695호에는 PT 시약의 제

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당해 시약은, 천연 또는 재조합 조직 인자가 리포좀의 인지질 이층과 결합되고 삽입되어 있

는 리포좀 조성물을 포함한다. 당해 특허에 기재된 PT 시약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PT 시약의 제조에 사용된 TF 양의

결정은 질량 대 용적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으로 결정된다.

본원에서 전체가 참조로서 인용되는 미국 특허 제5,625,036호에는 PT 시험에 사용하기 위한 PT 시약 및 조직 인자

를 함유하는 지질 소포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당해 PT 시약은 재조합 사람 조직 인자, 천연 또는 합성 기원의 

인지질, 완충제 조성물 및 칼슘 이온을 사용한다. 안정화제 및 염이 또한 PT 시약에 사용될 수 있다.

PT 시험 장치에서 무수 트롬보플라스틴의 용도는 미국 특허 제4,418,141호 및 미국 특허원 제2002/0110922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 두 특허는 전체가 본원에서 참조로서 인용된다. 미국 특허 제5,418,141호에는 무수 시약 프로

트롬빈 시간 분석에서 재조합 트롬보플라스틴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재조합 트롬보플라스틴은 시험 정확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당해 특허에서 재조합 트롬보플라스틴은 천연 트롬보플라스틴과 비교하여, 무수 시약 

PT 분석에서 사용하는 경우, 덜 민감하고 덜 정확한 ISI 값을 나타낸다. 미국 특허원 제2002/0110922호 에는 유체성

시험 장치가 기재되어 있고, 유체성 시험 장치에는 트롬보플라스틴이 3개의 측정 부분에 혼입되어 있으며, 이들 3개

의 측정 부분 중 하나는 혈액 샘플의 PT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다른 2개의 측정 부분은 제어 부분으로서 사

용되며, 이는 유체성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한 PT 시간의 신뢰성을 증가시킨다. 제어 부분은 혈액 샘플에 존재하

는 항응고제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 트롬보플라스틴 이외의 성분들을 함유한다.

경험에 따르면, PT 시약의 통상적인 제조방법은 적합한 민감도의 PT 시약을 재현가능하게 생성하지 않는 것이 명백

해졌다. 따라서, 당해 분야에서는 적합한 민감도의 PT 시약을 재현가능하게 생성하는 PT 시약의 제조방법이 여전히 

요망되고 있다. 또한, 당해 방법은 단순해야 하고, 제조된 PT 시약의 합격 시험을 제공해야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적합한 민감도의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을 재현가능하게 수득하는, 조직 인자에 기초한 프로트롬빈 

시간(PT) 시약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단순하고, 제조된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의 합

격 시험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도달함에 있어서,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의 재현가능성[예: 로트-대-로트(lot-to-lot) 편차] 및 적합

성(예: 민감도)는 제조 도중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중요한 인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요한 인자는 (i) 제조 도중에 사용된 TF의 특이 활성 및 (ii) 제조 도중 및 조직 인자에 기초한 최종 PT 시약 둘 다의 

인지질 농도를 포함한다. TF의 활성 및 인지질 농도는 둘 다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제조 도중에 사용된 활성 TF(

활성 단위로 측정) 대 인지질 농도의 비율이 또한 흥미롭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는 방법의 양태는 하나 이상의 중

요한 인자가 제어되도록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제어는 적합한 민감도의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을 재현

가능하게 수득하는 제조방법(공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 양태에 따르는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의 제조방법은 소정량의 조직 인자(TF), 인지질 및 세정

제 함유 완충제를 배합하여 TF/인지질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당해 배합 단계에서, TF의 양은 이의 측

정된 TF 활성을 기준으로 하여 예비결정된다. 이어서, TF/인지질 혼합물로부터 세정제를 제거하여 실질적으로 세정

제를 함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물을 제조한다. 이러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물은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으로서 유용하다.

본 발명의 특징 및 잇점은 본 발명의 원리가 사용되는 예시적 양태를 기재한 하기 상세한 설명 및 첨부된 도면을 참조

로 하여 보다 양호하게 이해될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예시적 양태에 따르는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을 제조하는 공정(100)의 흐름도이다. 공정(100

)은 단계(110)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정량의 조직 인자(TF), 인지질 및 세정제 함유 완충제를 배합하여 TF/인지질 혼

합물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TF의 양은 측정된 TF 활성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단계 에서 예비결정된다.

공정(100)을 포함하는, 본 발명에 따르는 공정에 사용된 조직 인자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적합한 조직 인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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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적합한 조직 인자에는, 예를 들면, 천연 또는 합성 공급원으로부터 수득한 조직 인자가 포함된다. 재조합 조

직 인자(rTF)의 사용은, 예를 들면, 무수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고도의 민감성인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특히 유리하다.

소정량의 조직 인자의 TF 활성은 당업자에게 공지되고/되거나 본 발명에 따르는 방법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특별하

게 개발된 임의의 적합한 TF 활성 분석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당업자들은 이러한 TF 활성 분석이 TF 기능 활

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TF의 양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아님을 인지할 것이다.

TF 활성의 측정에 사용될 수 있는 특히 유리하고 단순한 TF 활성 분석은, 발명의 명칭이 '조직 인자 및 인자 VIIa의 

분석'이고 동일자로 출원된 공동 계류중인 미국 특허원 제---호(대리인 참조 번호 제MBHB-02-1049호로 임시로 

확인되고, 본원에서 전체가 기재된 것과 같이 참조로서 인용됨)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TF 활성 분석은 형광발생 

물질을 사용하여 인자 VIIa에 대한 보조인자로서 기능하는 TF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의 실시에 있어서, TF 

활성 분석은 조직 인자의 존재하에 형광발생 물질(예: 미국 특허 제5,399,487호에 기재되어 있고 본원에서 전체가 참

조로서 인용되는 형광발생 물질 6-펩티딜아미노-1-나프탈렌설폰아미드)을 분리하는 인자 VIIa의 능력을 결정한다. 

당해 분석에 있어서, TF에 대한 인자 VIIa의 결합은 당해 능력을 대략 100배 증가시킨다. 당해 TF 제제를 조직 인자

의 표준 제제[예를 들면, 세계 보건 기구 표준으로부터 입수가능함]과 비교하여 당해 TF 제제의 활성을 결정할 수 있

다. TF 활성 분석의 보다 상세한 설명은 상술된 미국 특허원 제---호(대리인 참조 번호 제MBHB-02-1049호로 임

시로 확인됨)에 기재되어 있다.

미국 특허원 제---호(대리인 참조 번호 제MBHB-02-1049호로 임시로 확인됨)의 TF 활성 분석을 사용하여 TF의 

활성을 측정하는 상황에서는 TF/인지질 혼합물의 TF 활성이 9000 내지 18000단위/L로 되도록 TF를 첨가하는 것이

재현가능한 및 민감성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

황하에서, TF 활성 단위는 1단위/ml의 TF 활성을 WHO에 의해 제공된 지시에 따라 재구성한 WHO 표준 트롬보플라

스틴에 지정하여 규정되어 있다. 당업자는 9000 내지 18000단위/1L의 범위가 TF/인지질 혼합물과 관련하여 명시되

어 있고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물과는 무관함을 인지할 것이다.

단계(110)에서 사용된 세정제 함유 완충제는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적합한 세정제 함유 완충제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세정제 함유 완충제는 100mM 3-[(3-콜아미도프로필)디메틸암모니오]-1-프로판설포네이트(CHAPS) 완충제

및/또는 CHAPS/소 감마 글로불린(BGG) 완충제일 수 있다. 단계(110)에 사용된 인지질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임의의

적합한 인지질 또는 인지질 혼합물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글리세롤, 포스파티딜에탄올

아민 및 포스파티딜세린을 함유하는 인지질 혼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배합 단계(110)은, 예를 들면, 소정량의 TF를 인지질과 세정제 함유 완충제 의 혼합물에 첨가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배합 단계는 TF를 인지질과 세정제 함유 완충제의 혼합물에 단순하고 성공적으로 도입시킨다. 당해 분

야에 공지된 PT 시약 제조방법에 있어서, 이러한 인지질과 세정제 함유 혼합물에 TF를 첨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질량

대 용적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된다(참조: 미국 특허 제5,314,695호). 이러한 통상의 접근법을 사용하면, PT 시약의 

제조 도중에 첨가된 TF의 질량은 알 수 있지만, 첨가된 TF의 기능상 성질(즉, 활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

이어서, 도 1의 단계(120)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정제를 TF/인지질 혼합물로부터 제거하여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

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물을 수득한다. 당업자는 이러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물이

조직 인자에 기초한 TF 시약으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할 것이다.

세정제의 제거는 당해 분야에 공지된 임의의 적합한 기술을 사용할 달성할 수 있다. 적합한 기술은, 예를 들면, 소수성

수지(예: XAD-16 소수성 수지)를 TF/인지질 혼합물에 첨가하는 단계, TF/인지질 혼합물이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포

함하지 않을 때까지 TF/인지질 혼합물 및 첨가된 수지를 항온처리하는 단계, 및 이어서 TF/인지질 혼합물로부터 소

수성 수지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다른 적합한 기술은 투석 또는 접촉 유동 여과에 의한 세정제의 단계적인 제

거를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 인지질 소포 혼합물은 기능상 무의미한 양의 세정제를 포함할 수 있고, 이도 

또한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인 것으로 간주된다. 기능상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정제의 농도는 통

상 의 실험을 통해 당업자가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0.2mM 미만의 CHAPs 세정제는 본 발명의 특정한 양태에서 

기능상 무의미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양태는 소정량의 TF를 인지질 및 세정제 함유 완충제 혼합물에 첨가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양태에 있어서, 인지질을 비변성 쯔비터이온성 세정제와 혼합하여, 인지질과 세정제의 혼합 

미셀을 포함하는 인지질 및 세정제 함유 완충제 혼합물을 제조할 수 있다. 비변성 쯔비터이온성 세정제의 예는 3-[(3

-콜아미도프로필)디메틸암모니오]-1-프로판설포네이트(CHAP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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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적합한 소수성 수지를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르는 방법에서 세정제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지에는 미

국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 소재의 시그마 케미칼스(Sigma Chemicals)사가 시판하는 앰버라이트(Amberlite) XAD-

16이 포함되지만, 이로써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업자는 본 발명에 따르는 공정에서 세정제를 제거하면, 예를 들면,

인지질은 TF가 TF 막 결합 도메인에 의해 도입되어 있는 단층 소포를 형성한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수득된 실질

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물은 TF를 함유하는 단층 소포의 균일한 혼합물이고, 이들 중 

일부는 단층 소포의 표면 위에 노출된 활성 부분으로 배향되어 있다. 인자 VIIa의 보조인자로서 사용되는 이러한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의 유용성은 소포 표면에서 이용가능한 다수의 기능 TF 분자에 의해 지시되는 것으로 생각된

다. 통상의 질량 대 용적을 기준으로 하는 TF의 첨가는 단지 이러한 TF의 양만을 보장하며, 이의 기능상 성질은 보장

하지 않는다. 대신에 소정량의 TF를 활성에 기초함 으로써, 소포 표면에서 이용가능한 기능 TF의 양을 보다 정확하

게 제어할 수 있고, 사실상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의 로트-대-로트로부터 '표준화'시킬 수 있다.

기능 TF의 양 이외에,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의 제조 도중에 사용된 인지질의 양도 또한 이의 적합성 및 재현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물에 존재

하는 인지질의 양은 세정제의 제거 도중에 인지질 손실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에 존재하는 인지질의 양을 제어하기 위해, 인지질 농도의 합격 시험을 본 발명에 따르는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공정은 (i)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

물의 총 인지질 농도를 측정하는 단계 및 (ii) 측정된 총 인지질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으

로서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물의 합격성을 결정하는 단계를 사용할

수 있다.

총 인지질 농도는, 예를 들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고 이의 공정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기 포스페이트의 분

석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참조: Chen et al., Microdetermination of Phosphorus, Analytical Chemistry, 28(1

1), 1756-1758(1956)]. 인지질은 본 발명에 따르는 공정에서 무기 포스페이트의 효능있는 유일한 공급원이기 때문

에, 포스페이트의 몰 농도는 샘플 중의 인지질의 몰 농도에 직접 비례한다.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

인지질 소포 혼합물에서 특히 유리한 인지질 농도(무기 포스페이트로서 측정함)는 2.5 내지 5.0mM의 범위이다. 인지

질 농도가 ≥3.0 내지 ≤5.0mM 범위인 것이 보다 유리하고, 인지질 농도가 3.8mM인 것이 특히 유리하다.

본 발명에 따르는 공정의 또 다른 예시적 양태에 있어서, 세정제의 제거에 사용되는 수지는 당해 공정에 사용하기 전

에 예비스크리닝된다. 이러한 예비스크리닝은 인지질의 회수율(실시예 1 참조)을 기준으로 하고, 예를 들면, 위에 기

재된 무기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양태에 따르는 예비스크리닝은 세정제 제거 단계 도중에 인지질의 손실

을 유리하게 제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물이 제어된 농도의 인지질을 

함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실시예 1: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소수성 크로마토그래피 수지의 예비스크리닝

다음 연구는, 본 발명에 따르는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지질의 회수율을 기준

으로 하여, 소수성 수지 로트가 성공적으로 예비스크리닝되는 예시적 기술을 입증한다. 소수성 수지 로트를 예비스크

리닝하기 위해, 4.95mM 용해된 인지질 혼합물[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글리세롤,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및 포

스파티딜세린을 함유함; 알라바마주 알라바스터 소재의 아반티 폴라 리피드스(Avanti Polar Lipids)사에서 시판] 및 

앰버라이트(Amberlite) XAD-16 소수성 수지(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 소재의 시그마 케미칼 컴파니사에서 시판) 30

g을 0.8% 글리신, 150mM 트레할로즈, 100mM CHAPS 및 0.05% 나트륨 아지드를 함유하는 20mM 트리스 및 150

mM NaCl(TBS) 완충제 100mL에서 배합한다. 이 완충제의 pH는 7.4이다.

인지질 및 소수성 수지를 실온에서 대략 1시간 동안 혼합한다. 혼합물의 상청액을 수집하고, 인지질에 대해 분석한다

(통상의 무기 포스페이트 분석을 사용하여 무기 포스페이트로서 측정함). 이어서, 인지질의 회수율(%)을 무기 포스페

이트 분석 결과로부터 계산한다. 소수성 수지의 6개 로트를 시험한 데이타는 표 1에 기재되어 있다. 수지 로트 번호 2

로 제조한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 로트는 최종 방출 시험에 일관되게 불합격하였다. 표 1의 데이타 및 회수율(%

)과 관련된 측정 정확성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인지질의 회수율이 75 내지 95%인 소수성 수지의 로트만을 조직 인자

에 기초한 PT 시약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기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 1]

수지의 로트 최종 무기 포스페이트 농도(mM) 회수율(%)

1 4.6 93

2 3.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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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4 88

4 4.4 88

5 4.1 82

6 3.9 79

실시예 2: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을 제조하는 예시적 공정

아반티 폴라 리피드스(알라바마주 알라바스터 소재)사로부터 수득한 몰 비 67:16:10:7(포스파티딜 콜린:포스파티딜 

글리세롤: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포스파티딜 세린)의 친핵성 인지질(1.5g)을 0.8% 글리신, 150mM 트레할로즈, 100

mM CHAPS 및 0.05% 나트륨 아지드를 함유하는 TBS 완충제 100mL에 용해시킨다. 당해 예시적 공정의 모든 단계

에서, 시약 용약은 30 내지 37℃로 유지하면서 혼합한다. 이러한 용해된 인지질의 무기 포스페이트 농도 분석을 기초

로 하여, 추가로 처리하기 위해 용해된 인지질 2.25mmol을 제거한다.

추가로 처리하기 위해 제거된 인지질 2.25mmol을 함유하는 용적을, 0.8% 글리신, 150mM 트레할로즈, 100mM CH

APS 및 0.05% 나트륨 아지드를 함유하는 TBS 완충제를 첨가하여 100ml로 조절한다. 이어서, 소 감마 글로불린 용

액(20mM CHAPS, 0.8% 글리신, 150mM 트레할로즈 및 0.05% 나트륨 아지드를 함유하는 TBS 중의 0.1%) 50mL를

용해된 인지질 혼합물에 첨가한다. 이어서, rTF(10mM CHAPS를 함유하는 TBS 중의) 및 추가의 완충제(0.8% 글리

신, 150mM 트레할로즈 및 0.05% 나트륨 아지드를 함유하는 TBS 완충제)를 인지질 혼합물에 첨가하여 rTF 농도가 

13,500단위/L인 TF/인지질 혼합물 500mL를 수득한다.

rTF/인지질 혼합물을 1시간 동안 혼합한 후, 예비스크리닝된(위에 기재한 예시적 기술에 따라) 및 예비세척된 XAD-

16 소수성 수지 150g을 첨가한다. 3.5시간 동안 혼합한 후, rTF/인지질 혼합물을 여과하여 소수성 수지를 제거하고, 

2 내지 8℃에서 저장한다. 수지의 첨가, 항온처리 및 당해 수지의 제거는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rTF/인

지질 소포 혼합물(즉,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을 생성한다.

이어서,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을 분석하여 이의 최종 인지질 농도(무기 포스페이트로서 측정함)를 결정한다. 

또한,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을 피 복하고, 시험 스트립 형태로 건조시킨다. 이어서, 각각 복수의 조직 인자에 기

초한 PT 시약 로트의 ISI 및 MNPT를 100개 이상의 전혈 모세관 샘플로 시험 스트립을 시험하여 측정하는데, 여기서

모세관 샘플 중 20개 이상은 정상 환자로부터 수득한 것이고, 80개 이상은 경구 항응고제 치료 환자로부터 수득한 것

이다. ISI 값은, 기준 장치로 시험한 트롬보플라스틴의 표준 로트에서 수득한 프로트롬빈 시간 값에 대해 당해 로트에

서 수득한 프로트롬빈 시간 값을 로그 눈금으로 플롯팅하여 수득한다. ISI 값은 기준 트롬보플라스틴의 ISI를 곱하여 

수득한 직선의 기울기이다. MNPT는 20개 이상의 정상 공여체의 평균 프로트롬빈 시간이다.

표 2는, 비교적 다양한 범위의 첨가된 rTF를 포함하고 예비스크리닝되지 않은 수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조

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 로트의 ISI 및 MNPT를 나타낸다. ISI 및 MNPT의 합격 범위는 각각 1.0 내지 1.3 및 7.0 

내지 9.0초이다. 표 2의 데이타는 TF 및 인지질의 특정한 배합물이 로트로 하여금 ISI 및 MNPT 방출 표준에 불합격

하게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낮은 TF 및 낮은 인지질 농도 모두가 PT 시약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수득

된 ISI는 합격 범위를 초과한다.

[표 2]

rTF에 기초한

PT 시약

로트 번호

TF/인지질

혼합물 중의

rTF 농도(U/L)

무기

포스페이트

농도(mM)

ISI MNPT(초) 합격/불합격

1 9,250 1.93 1.37 8.88 F

2 9,250 2.56 1.36 9.72 F

3 9,250 2.78 1.27 8.82 P

4 9,218 3.02 1.18 8.17 P

5 9,248 3.80 1.23 8.36 P

6 9,000 5.20 1.10 8.0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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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1,500 2.42 1.25 8.62 P

8 13,250 3.00 1.23 7.95 P

9 13,856 3.40 1.08 8.12 P

10 13,500 3.60 1.11 7.66 P

11 13,500 3.90 1.16 7.84 P

12 17,000 1.92 1.32 7.92 F

13 17,244 3.60 1.09 7.39 P

14 18,000 3.80 1.12 7.42 P

표 3은, 예시적 공정(위에 기재)에 따라 제조하고 각종 rTF 및 인지질 농도를 제공하기 위해 조절된, 조직 인자에 기

초한 PT 시약 로트에 대한 ISI 및 MNPT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 3의 결과는 본 발명에 따라 제조한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 로트가 일정한(즉, 재현가능한) 양의 rTF 및 인지질을 포함하고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로

트와 비교하여 보다 재현가능하고 적합한 ISI 및 MNPT 값을 가짐을 나타낸다. 표 3의 로트 중 모든 로트가 ISI 및 M

NPT 기준에 합격하였다.

[표 3]

rTF에 기초한

PT 시약

로트 번호

TF/인지질

혼합물 중의

rTF 농도(U/L)

무기

포스페이트

농도(mM)

ISI MNPT(초) 합격/불합격

15 9,056 2.5 1.18 7.93 P

16 9,056 2.5 1.15 7.80 P

17 9,056 2.5 1.15 8.07 P

18 13,500 3.9 1.11 7.39 P

19 13,500 3.2 1.16 7.42 P

20 13,500 3.9 1.09 7.44 P

21 13,500 3.9 1.11 7.88 P

22 13,500 3.6 1.14 7.59 P

23 13,500 3.6 1.11 7.71 P

24 13,500 3.2 1.19 7.72 P

25 18,000 3.8 1.10 7.48 P

26 13,500 3.2 1.15 7.64 P

27 13,500 3.7 1.14 7.93 P

28 13,500 3.9 1.11 7.58 P

29 13,500 3.4 1.13 7.65 P

표 3의 데이타를 기초로 하면, 적합한 rTF 활성 농도 범위는 9,000 내지 13,500이고, 적합한 인지질 농도 범위는 2.5

내지 3.9mM이다. 당업자에게 흥미로울 수 있는 첨가된 rTF 활성과 포스페이트 농도의 다양한 비율은 통상적으로 표

2 및 표 3의 데이타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적합한 민감도의 TF에 기초한 PT 시약을 재현가능하게 수득한다

는 측면에서 첨가된 rTF 활성 및 인지질에 대해 소정 농도 범위를 사용하는 것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정한 농도의 rTF에서 ISI 및 MNPT에 미치는 인지질 농도(무기 포스페이트로서 측정함)의 효과는 각각 도 2 및 도 

3에 제시되어 있다. 도 2는, 무기 포스페이트 농도 범위가 대략 2.5 내지 3.9인 경우, ISI의 목적하는 범위가 1.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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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을 입증한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무기 포스페이트 농도 범위는 또한 MNPT를 7.0 내지 9.0초의 

목적 범위내로 생성한다.

본원에 기재된 본 발명 양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본 발명을 실시할 때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하기 청

구의 범위는 본 발명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들 청구의 범위 속의 방법 및 이들의 균등물은 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

석된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은 적합한 민감도의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을 재현가능하게 수득하는 조직 인자에 기초한 프로트롬빈 

시간(PT) 시약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은 단순하고, 제조된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의 합

격 시험을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소정량의 조직 인자(TF), 인지질 및 세정제 함유 완충제를 배합하여 TF/인지질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여기서, 소

정량의 TF는 이의 측정된 TF 활성을 기준으로 한다) 및

TF/인지질 혼합물로부터 세정제를 제거하여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물을 제조함

으로써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을 제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조직 인자에 기초한 프로트롬빈 시간(PT) 시약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배합 단계가 소정량의 TF를 인지질과 세정제 함유 완충제의 혼합물에 첨가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배합 단계가 소정량의 재조합 조직 인자(rTF)를 첨가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제거 단계가,

소수성 수지를 TF/인지질 혼합물에 첨가하는 단계, TF/인지질 혼합물이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포함하지 않을 때까지 

TF/인지질 혼합물 및 첨가된 수지를 항온처리하는 단계 및 소수성 수지를 TF/인지질 혼합물로부터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달성되는 방법.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제거 단계가, 첨가 단계 전에 소수성 수지를 예비스크리닝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기술을 사용

하여 달성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예비스크리닝이, 용해된 인지질 회수율을 기준으로 하여, 소수성 수지를 예비스크리닝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예비스크리닝이, 75 내지 95% 범위의 용해된 인지질 회수율을 기준으로 하여, 소수성 수지를 예비

스크리닝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물의 총 인지질 농도를 측정하는 단계 및

측정된 총 인지질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

유하지 않는 TF/인지질 소포 혼합물의 합격성을 결정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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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측정 단계가 무기 인지질 농도로 환산하여 인지질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결정 단계가, 무기 포스

페이트 농도로 환산하여 2.5 내지 5.0mM 범위의 측정된 총 인지질 농도에 대해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용으로 

합격함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TF 활성이 형광발생 TF 활성 분석으로 측정되는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형광발생 TF 활성 분석이 6-펩티딜아미노-1-나프탈렌설폰아미드 형광발생 물질을 사용하는 방

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배합 단계가, TF/인지질 혼합물의 TF 활성이 1L당 9,000 내지 18,000단위 범위로 되도록 하는 소

정량의 TF를 배합하는 방법.

청구항 13.
소정량의 재조합 조직 인자(rTF)를 인지질과 세정제 함유 완충제의 혼합물에 첨가하여 소정량의 rTF, 인지질 및 세

정제 함유 완충제를 배합함으로써 rTF/인지질 혼합물을 제조하는 단계(여기서, 소정량의 rTF는 이의 측정된 rTF 활

성을 기준으로 하고, rTF 활성은 6-펩티딜아미노-1-나프탈렌설폰아미드 형광발생 기질을 사용하는 형광발생에 기

초한 rTF 분석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예비스크리닝된 소수성 수지를 rTF/인지질 혼합물에 첨가하는 단계,

rTF/인지질 혼합물이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포함하지 않을 때까지 rTF/인지질 혼합물 및 첨가된 예비스크리닝된 수

지를 항온처리하는 단계,

소수성 수지를 rTF/인지질 혼합물로부터 제거하여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rTF/인지질 소포 혼합물을 

제공하는 단계,

실질적으로 세정제를 함유하지 않는 rTF/인지질 소포 혼합물의 총 인지질 농도를 측정하는 단계 및

측정된 총 인지질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재조합 조직 인자에 기초한 PT 시약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세정

제를 함유하지 않는 rTF/인지질 혼합물의 합격성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재조합 조직 인자에 기초한 프로트롬

빈 시간(PT) 시약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배합 단계가, rTF/인지질 혼합물의 rTF 활성이 1L당 9,000 내지 18,000단위 범위로 되도록 하는 

소정량의 rTF를 배합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예비스크리닝이, 용해된 인지질 회수율을 기준으로 하여, 소수성 수지를 예비스크리닝함을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예비스크리닝이, 75 내지 95% 범위의 용해된 인지질 회수율을 기준으로 하여, 소수성 수지를 예비

스크리닝함을 포함하는 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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