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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전달을 조절하기 위한 의료기구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인체내로 중수소화된 라파마이신의 조절된 국부적 전달을 위한 방법 및 의료기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본 발명은 이식 거부, 숙주(host) 대 이식편(graft) 질환, 이식편 대 숙주 질환, 백혈병/림프종, 과대증식성 혈관질환, 자기
면역 질환, 염증질환, 악성 종양 및 균주감염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라파마이신의 중수소화된 유도체 및 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시롤리무시스로서 알려진 라파마이신은 분자량이 913.6 Da이고, 화학식이 C51H79NO13인 31-원 마크롤라이드 락톤이

다. 용액에서, 시롤리무스는 피페콜산 아미드 결합의 주변에 있는 장애 회전에 기인하여 4:1(클로로포름)의 비율로 2개의
구조적인 트랜스-, 시스-이성체를 형성한다. 이는 물, 지방족 탄화수소 및 디에틸에테르에 거의 용해되지 않게 하는 반면
에, 알콜, 할로겐화 탄화수소 및 디메틸 술폭사이드에 용해될 수 있게 한다. 라파마이신은 용액에서 불안정하고, 플라즈마
및 37℃에서 저- 및 중성-pH 완충액 내에서, 반감기가 10시간 미만으로 분해된다. 분해물의 구조가 최근에 특정되어졌다.
라파마이신은 스트렙토마이세스 하이그로스콥피쿠스(Streptomyces hygroscopicus)(이들은 생체내 및 생체외에서 항진
균 활성, 특히 캔디다 알비칸스에 대하여 활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에 의하여 생성된 거대환 트리엔 항생제이다(참조:
C. Vezina et al., J. Antibiot. 28,721 (1975); S. N. Sehgal et al., J. Antibiot. 28,727 (1975); H. A. Baker et al., J.
Antibiot. 31,539 (1978); U. S. Pat. Nos. 3,929,992; and 3,9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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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마이신 단독(U.S. Pat. No. 4,885,171) 또는 피시반닐과의 배합물(U.S. Pat. No. 4,401,653)은 항암활성을 갖는다
고 보여주었다. 문헌( R. Martel et al., Can.J. Physiol. Pharmacol. 55,48 (1977))에는 라파마이신이 실험적인 알러지성
뇌척수염 모델, 다중 경화증을 위한 모델에서; 보조 관절염 모델,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위한 모델에 효과적이며; IgE-유형
항체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파마이신의 면역억제 효과는 문헌(FASEB 3,3411 (1989))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시클로스포린 A 및 FK-506, 다른
거대환 분자들도 면역억제제로서 효과적이다고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이식 거부를 방지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여주고 있
다(참조: FASEB 3,3411 (1989); FASEB 3,5256 (1989); and R. Y. Calne et al., Lancet 1183 (1978)). 비록 이는 면역
억제성 타크롤리무스와 구조적 동족 관계를 공유하면서 림프구내의 동일한 세포내적 결합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지만, 라
파마이신은 S6p70-키나아제를 억제하므로 타크롤리무스의 면역억제 활성과 구별되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 라파마이신
은 단독으로나 다른 면역억제제와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종내의 다른 이식편들의 이식편 생존율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 모델에서, 이의 독성 작용의 범위는, 비록 신독성은 감지되지 않았지만, 글루코스 항상성의 손상,
위의 손상, 위궤양, 체중 감소 및 혈소판 감소를 포함하여, 시클로스포린 또는 FK-506의 범위와 상이하다.

  라파마이신의 모노- 및 디-아실화 유도체(28 및 43 위치에서 에스테르화된 것)는 항진균제(U.S. Pat. No. 4,316,885)로
서 유용하다고 보여주고 있으며, 라파마이신의 수용성 프로드러그를 제조하는데 사용 되어진다(U.S. Pat. No. 4,650,
803). 최근에는, 라파마이신에 대한 넘버링 약정이 변경되어졌다: 따라서 화학적 약칭 명명법에 따르면, 상술한 에스테르
는 31- 및 42-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카르복실산에스테르(PCT 출원번호 WO92/05179), 카바메이트(U.S. Pat. No.
5,118,678), 아미드 에스테르(U.S. Pat. No. 5,118,678), (U.S. Pat. No. 5,118,678),플루오르화 에스테르(U.S. Pat. No.
5,100,883), 아세탈(U.S. Pat. No. 5,151,413), 실릴 에테르(U.S. Pat. No. 5,120,842), 디사이클릭 유도체(U.S. Pat.
No. 5,120,725), 라파마이신 이량체(U.S. Pat. No. 5,120,727) 및 O-아릴, 0-알킬, 0-알키에닐 및 O-알키닐 유도체
(U.S. Pat. No. 5,258,389)가 기재되어 있다.

  라파마이신은 사이토크롬 P-450 3A에 의하여 적어도 6개의 대사 산물로까지 물질대사시킨다. 사람 간 및 작은 창자 마
이크롬좀내의 인큐베이션 동안에, 시롤리무스는 가수분해되고 탈메틸화되어 39-O-데메틸 시롤리무스의 구조가 식별된
다. 시롤리무스-처리 쥐내의 담즙에서, 16개를 초과하는 가수분해되고 탈메틸화된 대사 산물이 감지되었다.

  라파마이신에서, C-7 탄소에서 메톡시기의 탈메틸화는 방출된 C-7 히드록실기와 고리계의 개방 형태와 평형상태에 있
는 이웃하는 피란 고리계와의 상호작용에 기인하여 라파마이신의 구조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다. 또한 C-7 히드록실기는
트리엔계와 작용하여 라파마이신의 자기면역 활성을 변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라파마이신 분자의 분해 및 이의 변
형된 활성에 대하여 설명한다.

  안정한 동위원소(예, 중수소, 13C, 15N, 18O)는 통상적으로 풍부한 각 원자의 동위원소보다 1 개의 중성자를 더 함유하는
비방사성 동위원소이다. 중수소화된 화합물은 비 중수소화된 모 화합물의 작용 메카니즘 및 대사 경로를 평가함으로써 화
합물의 생체내 대사 운명을 연구하는 제약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Blake et al., J. Pharm. Sci. 64, 3, 367-391, 1975]. 이
러한 대사 연구는 생체내에서 활성 화합물이 환자에게 투여되거나 또는 모 화합물로부터 생성된 대사산물이 독성 또는 발
암성인 것으로 증명되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약제의 설계에서 중요하다 [Foster et al., Advances in Drug
Research Vol. 14, pp.2-36, Academic Press, London, 1985].

  무거운 원자의 도입, 특히 수소에 대한 중수소의 치환은 약제의 약동력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위원소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도입(label)은 분자의 대사적으로 불활성인 위치에 있는 분자내에 위치할 경우, 이 효과는 통상적으로 미미하
다.

  약제의 안정한 동위원소 표지(labeling)는 pKa 및 지질 용해도와 같은 그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러한 변화는 신체를 통한 그의 경로를 따라 상이한 단계에서 약제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흡수, 분산, 대사 또는 분
비가 변할 수 있다. 흡수 및 분산은 분자 크기 및 물질의 지방친화성에 주로 의존하는 과정이다.

  중수소 원자와의 화학 결합이 절단되는 단계가 과정 중 속도 제한 단계일 경우 약제 대사는 큰 동위원소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안정한 동위원소-표지된 분자의 몇몇 물리적 특성은 비표지된 것과 다른 한편,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은 한가
지 중요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데, 즉 무거운 동위원소의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무거운 동위원소 및 다른 원자를
포함하는 임의의 결합이 가벼운 동위원소와 그 원자 사이의 동일한 결합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 결합이 절단되는 것이
속도 제한 단계인 임의의 반응에서, 이 반응은 반응속도론적 동위원소 효과 때문에 무거운 동위원소를 갖는 분자에 대해
더 천천히 진행될 것이다. C-D 결합 절단을 수반하는 반응은 C-H 결합 절단을 수반하는 유사한 반응보다 700 % 이하로
더 느릴 수 있다.

  중수소 표지화된 약제를 사용할 경우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C-D 결합이 대사 산물을 생성하는 임
의의 단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약물의 거동을 변경하는 어떤 효과도 없을 것이다. 만일 중수소가 약제의 대사와 관련된
부위에 배치될 경우, C-D 결합이 절단되는 것이 속도 제한 단계가 될 경우에만 동위원소 효과가 관찰될 것이다. 통상적으
로 혼합-기능 옥시다제에 의해 촉매화된 산화에 의해 지방족 C-H 결합의 절단이 일어날 경우마다, 중수소에 의한 수소의
치환으로 관찰가능한 동위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제안하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또한, 대사 부위로의 중수소의
도입으로, 중수소에 의해 치환되지 않은 탄소 원자에서 공격에 의해 생성되는 다른 대사 산물이 "대사 스위칭(metabolic
switching)" 과정으로 불리는 주요 경로가 되는 지점에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방향족계를 함유하는 화합물의 가장 중요한 대사 경로 중 하나가 탄소 치환기에 대해 3 또는 4 위치에 페놀기를 유
도하는 히드록실화라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로가 C-H 결합 절단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합의 절단은 대부
분 속도 제한 단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위원소 효과를 자주 동반하지는 않는다. 입체 중심에서 중수소에 의한 수소의
치환은 약제의 활성에 있어 더 큰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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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약제의 독성 및 이의 대사 산물 유도체, 분배 또는 제거(효소 유도)에서의 변화, 약제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친화성을 포함한다. 대사 반응을 포함하는 부위에서 중수소에 의한 수소의 치환은 약제의 독성의
증가를 유발할 것이다. 비록 지방족 탄소에서 중수소에 의한 수소의 치환은 더 큰 정도로 동위원소 효과를 가질 것이다. 지
방족 탄소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덜 자주 발생하지만, 방향족 탄소 원자에(히드록실화의 부위일 수 있는) 위치하는 중수소
는 관찰가능한 동위원소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페니실린과 같은 몇몇의 경우에, 방향족 고리상의 치환은 바람직한 입
체-특이 조건을 유발하여 약제의 활성을 증진시키는 C-C 결합 주변에 있는 고리의 회전의 억제를 유발할 것이다.

  인간의 대사연구에서 약 반세기 동안 안정한 동위원소가 실증된 중대한 부작용없이 사용되어져 왔다. 급성 D 사용과 관
련된 부작용은 영구적인 부작용의 가시적인 증거가 없어 일시적이다. D 독성의 한계는 동물에서 정의되었으며 인체 연구
에서 상상하여 사용된 농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Jones P J, Leatherdale S T Clin Sci (Colch) 1991 Apr; 80 (4):
277-280). D가 추가적인 유익한 약리적 적용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D 이외의 동위원소의 경우, 관찰된
독성의 증거는 대사 연구에서 사용되는 범위보다 훨씬 초과한 투여량에서조차도 발생되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다. 부작용
을 없애는 것은 작은 질량 차이 및 트레이셔의 유사한 성질과 현저하게 풍부한 동위원소에 기인할 것이다. 동물 연구로부
터 독성 한계점을 외삽하여(extrapolating) 추정하는 정확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만일 살아있는 유기체의 섬세한
항상성 특성의 혼란이 안정한 동위원소의 사용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생의학 연구에서 현재 투여되는 투여량보다 상당히
초과하는 몇몇 투여 수준에서도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선행 문헌에서는 라파마이신 분자의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것이 공개되
어 있지 않다. 또한 이들 문헌에서는 글리코실화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이 라파마이신의 안정성 및 분자의 생-유효성(bio-
availability)을 긍극적으로 증가시키는 용해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교시한 바도 없다. 따라서, 본 발명은 라파마이신보다
더 안정적이고, 분해되는 경향이 더 적고, 더 수용성이 있는 라파마이신 유도체에 관한 것이고 이러한 제제를 전달하기 위
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환자 또는 병든 가축 내의 혈관계, 식도, 호흡관, 결장, 담도, 요로, 또는 다른 경로와 같은 체강(body cavity)
내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도입되는 이식가능한 의료기구의 표면 또는 구조상에 중수소화된 라파마이신을 혼입하
여 중수소화된 라파마이신의 효율성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혈관계의
많은 처치는 스텐트, 카테터, 밸룬기구(balloons), 유도선(guide wires), 캐뉼러 등과 같은 기구의 도입을 수반한다. 본 발
명에 의하여, 중수소화된 라파마이신의 정밀한 양이 치료과정 동안 또는 과정에 수반하여 국부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한 양태로서, 본 발명은 환자 내로 도입하기 위하여 적응시킨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구조에는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을 함
유하는 치료제가 혼입되어 있는 이식가능한 의료기구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은 epi-7-듀테로메틸 라파마이신, 7,43-d6라파마이신, 7-듀테로메틸 라파마이신과

31,42-d2-라파마이신 및 이의 이성체들, 그리고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이러한 중수소화 라파마이

신은 글리코실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 대한 구체적 설명)

  본 발명은 환자의 신체내의 목표 지점에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조절된 국부적 전달을 위한 이식가능한 의료기구 및 방
법을 제공한다. 여기서 사용된 '조절된 국부적 전달'의 용어는 고정된 지점에서 원하는 시간 동안에 걸쳐 중수소화 라파마
이신의 특정한 방출속도로 정의된다. 본 발명의 이식가능한 의료기구는 단순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최소한의 단면적 프
로파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용이하고 재생가능한 투여를 허용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생활성
제' 및 '생활성 물질'은 혼용하여 사용될 것이다.

  의료기구로부터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을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들이 채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수소화 라파마
이신-중합체 혼합물은 의료기구의 표면상에 피복시켜 약제의 방출을 보류시킬 수 있다. 다른 방법은 미세세공, 채널, 또는
저장소를 포함하도록 변형된 의료기구의 구조내로 약제를 교묘하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수소화 라파마
이신은 용액화학 기술 또는 건조 화학기술 및 이의 혼합기술에 의하여 의료기구에 공유결합되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은 변
형된 스텐트 및 그라프트(graft: 이식편)를 사용하는 것을 예시할 것이지만, 본 발명의 기술은 하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
는 의료기구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에 의하여 피복된 의료기구)

  도 1과 관련하여, 본 발명에 따른 이식가능한 의료기구(10)가 예시되어 있고, 환자내로 도입하기 위하여 적응시킨 구조
(12)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적응시킨'이라는 용어는 구조(12)가 이러한 도입에 맞게 형상과 크기가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략하게, 구조(12)의 일부만을 예시한다.

  한 예로서, 구조(12)는 환자의 혈관계내로 삽입하기 위하여 특별히 적응시킨 스텐트로서 형성되어 있다. 공지 기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스텐트는 관상동맥혈관 및 주변혈관 또는 동맥 또는 다른 비-혈관강(non-vascular
lumens), 혈관 또는 다른 관체강(tubular body lumens)에 이식되는 관형 지지구조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예를 들면, 국
부적 약제 전달 및 스텐트 대체물의 이중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스텐트 구조는 그 중에서도 식도, 호흡
관, 결장, 담도, 요도 및 요관과 같은 비-혈관계 및 부위에 사용될 수도 있다.

  도 1과 관련하여, 구조(12)는 대안으로서 어떤 통상적인 혈관 또는 다른 의료기구로서 구성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나선
형으로 감긴 스트랜드, 천공된 실린더 등과 같은 다양한 통상적인 스텐트 또는 다른 보조제(adjuncts)를 포함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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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12)는 적어도 하나의 또는 일부분의 신체에 삽입하기 위해 적응시킨 의료기구이다. 이러한 의료기구의 예로는 카테
터, 유도선, 밸룬기구, 필터(예를 들면, 대정맥 필터), 스텐트, 스텐트 그라프트, 혈관 그라프트, 관강내 포장계, 약제-투여
중합체 피복물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이식기구 및 다른 기구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구는 관상 맥관계, 식도, 호흡관, 결
장, 담도, 비뇨관, 전립선, 뇌 등과 같은 신체 루멘 및 기관에 이식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용된다. 적당한 혈관 그라프트의
예는 다음 문헌(U.S. Pat. Nos. 5,509,931; 5, 527,353; and 5,556,426)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문헌(WO 96/12448 and
WO 96/17634)에 기재된 것과 같은 대정맥 필터도 본 발명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모든 특허 문헌들은 본 발명에서 참
고로 인용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을 제공하는 그라프트는, 스텐트 그라프트를 포함하면서, 혈관 대체
물로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합성 혈관 그라프트를 포함한다. 전형적인 혈관 그라프트는 병들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손상된 혈관의 일부분이 제거된 혈관의 남은 끝부분에 한 끝부분(또는 단부)이 봉합된 합성관이다. 전형적
인 스텐트 그라프트에서, 합성관 부분의 각각의 단부는 병들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손상된 혈관의 일부분이 제거된 혈관
의 남은 단부 각각에 고정된 스텐트를 포함한다. 다른 스텐트 그라프트의 대안으로서, 대체 도관(vessel)은 대퇴부 동맥 등
의 일부분과 같은 환자의 다른 부위로부터 제거한 도관의 일부분일 수 있다. 합성 그라프트의 경우에, 그라프트는 일반적
으로 관형이면서 직물형(woven), 편물형(knit), 또는 벨루어(velour) 구조일 수 있다. 바람직한 그라프트용 기재 및 스텐트
그라프트용 피복재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및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을 포함한다. 혈관 그라프트는 예를 들면,
헬릭스, 링 등으로 보강되어, 그라프트 관의 전체 표면에 균일한 강도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그라프트를 구성하는 재
질은, 한정하지는 않지만, 폴리에스테르,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실리콘 및 폴리우레탄과 같은 열가소성 재질
을 포함하는 생리적 적합성 재질이다. 바람직한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섬유 및 PTFE이다.

  다른 적합한 그라프트의 예로는 다음 미국 특허문헌(U.S. Pat. Nos. 5,509,931; 5,527,353, and 5,556,426)에 기재되어
있고, 이들 모두는 참고사항으로서 기재하였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로서, 그라프트는 중합체 물질/중수소화 라파마이
신의 복합층을 제공한다. 이러한 중합체/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복합-피복 그라프트는, 신체의 원하는 부위에 위치하였을
때, 그 부위에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방출을 확장시킨다.

  도 1과 관련하여, 구조(12)는 구조(12)의 의도된 사용에 적합하도록 기재부(base material; 13)를 포함한다. 이러한 기재
부(13)은 생적합성 물질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통상적인 물질이 기재부(13)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재부(13)는
탄성이거나 비탄성일 수 있다. 기재부(13)는 생분해성 또는 비생분해성일 수 있다.

  따라서 기재부(13)은 스테인레스강, 탄탈, 티탄, 니티놀(NITINOL®), 금, 백금, 인코넬(inconel), 이리듐, 은, 텅스텐, 또
는 다른 생적합성 금속, 또는 이들간의 합금; 탄소 또는 탄소섬유;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셀룰로오스 니트레이트; 실리
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우레탄, 폴리아미드, 폴리에스테르, 폴리오르토에스테르, 폴리안하이드리드, 폴리에
테르 술폰, 폴리카포네이트, 폴리프로필렌, 고분자량 폴리에틸렌,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또는 다른 생적합성 중합체
물질, 또는 이들의 혼합물 또는 공중합체; 폴리액트산, 폴리글리콜산 또는 이의 공중합체, 폴리안하이드리드, 폴리카프로
락톤, 폴리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발레레이트 또는 다른 생분해성 중합체, 또는 이들의 혼합물 또는 공중합체; 단백질, 세
포외적 매트릭스 성분, 콜라겐, 피브린 또는 다른 생리제;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의 적당한 혼합물로 구성될 수 있다. 구조
(12)가 혈관 스텐트로서 구성될 경우 스테인레스강 및 니티놀이 기재부로서 특히 유용하다.

  이식가능한 의료기구(10)는 또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 및 생적합성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 물질의 복합물에 의하여 형성
된 하나 이상의 복합층(15)을 포함할 수 있다. 다중 중합체-중수소화 라파마이신 복합층이 사용될 경우, 이러한 층은 동일
하거나 다른 중수소화 라파마이신 및/또는 동일하거나 다른 중합체를 함유할 수 있다. 중수소화 라파마이신과 중합체의 배
합은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진(monolithic) 매트릭스 저장소( matrix depot)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저장소는 의료기구로부터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방출속도를 조절하는데 부분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복합층(들)은 기재부(13)의 표면의 적어도 일부분에 적용되는 용액 또는 분산액(예를 들면, 현탁액, 유상액, 또는 반고체)
으로부터 형성되어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15)을 형성하게 된다. 기재부(13)의 표면의 적어도 일부분 상에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15)의 적용은 한정하지는 않지만, 분무, 침지, 페인팅과 같은 물리적 방법, 정전기 상
호작용, 물리적 흡착 또는 한정하지는 않지만, 기재부(13)에 화학적 접착과 같은 공유방법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중수
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15)은 예를 들면, 0.2 μg/mm2 내지 20 μg/mm2와 같은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실질적
양을 혼입시킬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복합층(15)내의 약제의 백분율은 1 % 내지 50% w/w 범위 내에서 변할 수 있다. 중
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15)은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투여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1 마이크론을 초
과하는 두께, 바람직하게는 5 내지 50 마이크론, 가장 바람직하게는 5 내지 25 마이크론의 두께로 적용된다. 매우 얇은, 예
를 들면 0.2 내지 0.3 마이크론의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15)도 또한 가능하며, 임의로는, 중수소화 라파마
이신-중합체 복합층(15)의 다중 층이 구조(12)의 기재부(이의 일부분)(13)의 외부 표면상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중
층은 같거나 다른 중합체 물질/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일 수 있다.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생적합성 중합체물질은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존
재하에 고형화 복합층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중합체 물질도 포함된다. 본 발명의 중합체 물질은 친수성 또는 소수성이며,
예를 들면, 폴리카르복실산,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와 셀룰로오스 니트레이트를 포함하는 셀룰로오스 중합체, 젤라틴, 폴
리비닐피롤리돈, 가교-결합된 폴리비닐피롤리돈, 말레산 무수물 중합체를 포함하는 폴리안하이드리드, 폴리아미드, 폴리
비닐 알콜, 폴리올레핀, EVA, 폴리비닐 에테르, 폴리비닐 방향족화합물과 같은 비닐 단량체들의 공중합체, 폴리에틸렌 옥
사이드, 글리코스아미노글리칸, 폴리사카라이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포함하는 폴리에스테르, 폴리아크릴아미
드, 폴리에테르, 폴리에테르 술폰, 폴리카보네이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및 고분량의 폴리에틸렌을 포함하는 폴리알
킬렌족,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을 포함하는 할로겐화 폴리알킬렌족, 폴리우레탄, 폴리오르토에스테르, 단백질, 폴리펩
티드, 실리콘, 실옥산 중합체, 폴리락트산, 폴리글리콜산, 폴리카프로락톤, 폴리하이드록시부티레이트 발레레이트 및 이의
혼합물과 중합체뿐만 아니라 다른 생분해성, 생흡수성 및 생안정성 중합체 및 공중합체이다. 폴리우레탄 분산액(예를 들
면, BAYHDROL®) 및 아크릴 라텍스 분산액과 같은 중합체 분산액으로부터의 피복물도 또한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중합체는 예를 들면, 단백질 중합체, 피브린, 콜라겐 및 이의 유도체, 셀룰로오스와 같은 폴리사카라이드, 전분, 덱
스트린, 알진산염( alginates) 및 이들 폴리사카라이드의 유도체, 세포외 매트릭스 성분, 히아루온산, 또는 다른 생리제 또
는 이들과의 적당한 혼합물일 수 있다. 복합층(15)은 단일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상술한 특정
물질의 공중합체 또는 물리적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양태로서, 이러한 중합체는 하이드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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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PLUS®; Boston Scientific Corporation, Natick, Mass.)로 시판되고 있고, 미국 특허 제5,091,205호(본 명세서
에서 참고 문헌으로 기재함)에 기재되어 있는 폴리아크릴산이다. 이러한 미국 특허 제5,091,205호에는 의료기구가 체액
에 노출되었을 때 일정하게 미끄러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폴리이소시아네이트로 피복되어 있는 의료기구에 대하
여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15)의 사용은 박층이나 다중층이 기재부(13)에 혼합물의 부착을 증진
시키는데 추가적인 도움을 준다.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15)은 또한 기재부(13)상에 위치하는 중수소화 라
파마이신의 양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비율 및/또는 중수소화 라파마이
신-중합체 복합층의 두께를 조절하여 수행된다. 또한, 복합층(15)은 다음의 차단층을 위한 공동 탄성(co-compliant) 표면
을 제공하며 의료기구의 확장 동안에 차단층의 기계적 완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
합체 복합층은 의료기구에 혈액 친화성 표면을 제공하는 추가적 이점을 갖는다. 따라서 생적합성 중합체물질은 혈관벽 또
는 혈류와 이식가능한 의료기구(10)간의 매개물로서 작용한다.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15)로부터 약제의 방출 프로파일은 약제의 용해도, 투여되는 약제의 양, 복합층(15)
내의 약제 대 중합체 비율 및 복합층의 두께와 다공성을 포함하는 많은 인자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방출 프로파
일은 증착과정 또는 저에너지 플라즈마 중합과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외부 차단층의 존재에 의하여 조절된다.

  계속되는 도 1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이식가능한 의료기구(10)는 또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15) 상에 위
치한 하나 이상의 차단층(20)을 포함한다. 이러한 차단층(들)의 한 목적은 기구(10)가 환자의 혈관계 또는 다른 체강내에
위치하였을 때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방출의 추가적인 조절을 제공한다. 차단층(20)의 두께는 이러한 조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된다. 또한 차단층(20)은 약제가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통상적인 취급 과정 및 생리적 환경으로부터 약제
를 보호한다.

  차단층(20)은 증착과정 또는 저에너지 플라즈마 중합과정에 의하여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15)의 외부 표
면상에 침착되는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 층이다. 저에너지 플라즈마 중합은 이식가능한 복합층-피복 의료기구를 플라즈마
중합의 출발에서 단량체 가스에 노출시켜 수행된다.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피복 기구는 플라즈마 챔버 또
는 다른 유사한 장치내에 위치되어 단량체 가스에 노출되는데, 이러한 단량체 가스는 예를 들면, 환형 또는 비환형 실옥산,
실란, 실릴이미다졸과 같은 실리콘-기재 단량체;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과 같은 플루오로-기재 단량체; 지방족 또는 방향
족 탄화수소; 아크릴 단량체; N-비닐 피롤리돈; 에틸렌 옥사이드 또는 이의 배합물이 있다. 단량체 가스는 이의 작용기에
고정하여 적당한 약제의 공유 결합이 일어나도록 작용기를 가질 수 있다. 단일중합체 증착이외에도, 2개 이상의 단량체 가
스들을 동시에 또는 차례로 도입하여 중합체 배합물, 공중합체, 또는 상호 침투하는 네트워크가 침착될 수 있다. 혼합물로
서 도입될 경우, 단량체 가스들의 비율은 원하는 특성을 얻기 위하여 조절될 수 있다.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원과 같은 에너
지원을 사용하여 저에너지 발생과정을 생성시킨다.

  대안으로서, 차단층은 증착과정에 의하여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증착될 수 있는 중합체의 예로는 파릴
렌(parylene) 또는 폴리아미드이다. 이러한 과정을 이용하여 파릴렌의 침착을 위해서는, p-크실릴렌(p-xylylene)의 이량
체 형태의 고온 열분해에 의하여 형성된 p-크실릴렌의 단량체 증기를 복합층(15)의 표면상에 50 ℃ 이하의 온도에서 축합
하여 차단층 중합체를 형성한다.

  저온 플라즈마는 순환하는 단량체 가스내에서 활성 물질을 발생기키고, 중합체가 형성된 다음 사전에 피복된 기구의 외
표면상에 침착된다. 또한 이러한 플라즈마는 단량체 가스와 함께 피복될 기구상에 활성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플
라즈마 중합이외에 플라즈마 그라프팅을 유도한다. 저온-플라즈마 중합 차단층의 특성, 즉 형성된 중합체의 두께 및 가교
결합 밀도는 예를 들면,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특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단량체 유량, 공급되는 플라즈
마의 압력과 힘, 반응 시간, 및 이들의 복합 인자에 의하여 조절된다.

  저에너지 플라즈마 중합의 이용은 저에너지 과정이 실온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중합법의 열적 효과를 방지하게
한다. 또한, 단량체는 플라즈마 챔버내로 가스 형태로 도입되기 때문에, 중수소화 라파마이신-복합층에 적용하기 위해 용
매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한다. 더욱이, 저에너지 과정을 위해 사용되는 시간 구성이 작기 때문에,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미치는 어떤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차단층(20)의 추가적 기능은 일어날 수도 있는, 예를 들면, 기구의 취급으로부터, 예컨대, 기구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위
치할 때까지 신체를 관통하여 기구를 조작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상으로부터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15)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 이상의 다른 방법으로도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플라즈마 중합과정은 복합층(15)내의 중합체 매트릭스에 차단층(20)을 고정하는 공유결합을 허용하게 한다.
복합층(15)과 차단층(20)간에 공유결합의 형성은 차단층(20)의 더욱 강한 부착력을 차후에 제공함으로써 복합층(15)내의
약제 저장소의 보호를 증가시킨다.

  또한, 소수성 차단층의 경우에, 생리적 환경으로부터 물의 확산을 억제함으로써, 용리( eluting) 환경과의 중수소화 라파
마이신의 접촉을 제한한다.

  또한, 플라즈마 중합에 의하여 형성된 차단층은 사실상 가교결합되며 가교결합도는 플라즈마 중합 과정의 인자, 예컨대
파우어를 변화시켜 변경시킬 수 있다. 가교결합 밀도를 증가시켜 내구력을 추가로 얻을 수 있으며 이로써 더욱 견고한 차
단층을 얻는 반면에, 가교결합 밀도를 저하시키면, 더욱 탄력적인 차단층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차단층(20)의 두께는 바람직하게는 5000 Å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0-2000 Å 이다.

  다른 양태로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 또는 다른 생활성 물질은 차단층내이거나 외부 표면상에 혼입된다. 예를 들면, 제2
생활성 물질이 특정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차단층(20)내로 도입된다. 도 2는 헤파린과 같은 생활성제의 외부 피복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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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스텐트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차단층(20)에 적용되어 층(25)을 형성하게 된다. 이 경우에, 중수소화 라파마이신-
중합체 복합층의 중수소화 라파마이신과 다른 외부 생활성제가, 약제 용액 내로 피복된 의료기구를 침지시키거나 해당 용
액을 분무와 같은 방법으로 층(20)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특정의 적합한 수단에 의하여, 용액 내에 위치시켜 차단
층(20)에 적용시킨다. 전자의 방법에서, 적용되는 생활성제의 양은, 차단층이 약제 용액이나 분산액에 노출되는 시간, 중
합체 가교결합 정도, 용액이나 분산액중의 약제의 농도 및/또는 의료기구에 적용되는 차단층의 양을 규제하여 조절된다.

  제2의 생활성제를 갖는 차단층은 제1 차단층과 유사한 조성을 가질 수 있거나 화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다를 수 있다.
제2 차단층의 성질은 외부 표면에 혼입된 생활성제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지정될 것이다.

  층(15)내에 사용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이 층(20)내의 생활성제와 동일한 경우에, 층(15)의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은 치료
창(therapeutic window)에 도달할 만큼의 초기 농축괴(bolus) 부하량을 제공하고, 이는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
합층(15)에 의하여 추가로 유지된다.

  층(15)내에 사용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이 층(20)내의 생활성제와 상이한 경우에, 층(20)내의 생활성제는 2개의 생활성
물질의 시너지 생활성 또는 독립적인 생활성에 의하여 달성되는 복합적 생리적 효과를 제공한다.

  이식될 경우, 의료기구의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중합체 복합층(15)내에 함유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실질적 양은 확장
된 시간 및 조절된 방식으로 감염된 부위내로 확산된다.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을 함유하는 채널을 갖는 의료기구

  의료기구의 표면은 차후 방출을 위하여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을 저장하기 위한 구조로 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장구조
는 특정의 적당한 형태를 갖는 채널 또는 저장 캔으로서 일반적으로 언급된다. 한 예로서, 도 3A 및 3B의 스텐트 지주대
(30)는 다수의 가늘고 긴 채널(33)을 갖도록 변형된다. 채널 내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을 혼입시키는 기술은 중수소화 라
파마이신 용액, 예를 들면, 용매로서 아세톤 또는 메틸렌 클로라이드내로 변형된 스텐트를 충분한 시간 동안 침수시켜 채
널 내로 용액을 침투시킨다. 용매를 증발시킨 다음, 스텐트를 새로운 용액 내에 간단하게 침수시켜 표면에 결합된 과량의
약제를 제거한다. 중합체의 용액을 스텐트에 적용시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방출에 대한 확산 조절제로서 작용하는 중
합체의 외부층을 형성한다.

  표면에 공유결합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을 갖는 의료기구

  의료기구의 표면은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공유결합 고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화학적으로 유도된 다음 공유결합 약제 테
테르(tether)의 용해에 의하여 나중에 방출된다. 예를 들면,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은 변형되어 스텐트의 표면에 부착하기
위하여 수분해적으로나 효소적으로 불안정한 공유결합을 함유할 수 있다. 에스테르, 아미드 또는 안하이드리드와 같은 공
유결합이 이를 위하여 적당할 수 있다.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합성

  도 4-7은 라파마이신 분자의 중수소화를 위한 부위의 예를 보여준다. 중수소화 라파마이신 분자의 비한정 예로는 다음
화합물이 포함된다: 도 4-7에 나타낸 화합물의 시스 및 트랜스 이성체를 포함하는 7-듀테로메틸 라파마이신(도 4), epi-
7-듀테로메틸 라파마이신(도 5), 7,43-d6-라파마이신(도 6) 및 31,42-d2-라파마이신(도 7). 도 8은 글리코실화된 듀테

로라파마이신의 제조 및 구조를 보여준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및 2는 피복된 의료기구의 단면도이고;

  도 3A 및 3B는 저장하고 있는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스텐트의 표면상에 채널을 갖는 스텐트의 각각 입면도 및 단면도
이며;

  도 4는 중수소화 부위를 보여주는 7-듀테로메틸 라파마이신의 화학적 구조이고;

  도 5는 중수소화 부위를 보여주는 epi-7-듀테로메틸 라파마이신의 화학적 구조이며;

  도 6은 중수소화 부위를 보여주는 7,43-d6-듀테로메틸 라파마이신의 화학적 구조이고;

  도 7은 중수소화 부위를 보여주는 31,42-d2-듀테로메틸 라파마이신의 화학적 구조이고; 그리고

  도 8은 글리코실화된 듀테로라파마이신의 제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시예

  (실시예 1)

  7-듀테로메틸 라파마이신(도 4)의 제조

공개특허 10-2005-0071702

- 6 -



  5 mg의 라파마이신을 2.5 ml의 디클로로메탄에 용해시켰다. 40 mg의 중수소화 메탄올을 가하였다. 10 비드의 나피온
(NAFION®) 촉매를 상기 용액에 가하였다. 내용물을 질소하에 실온에서 1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을 질량 스펙트럼
으로 감시하였다. 용액을 여과하여 농축하였다. 잔유물을 무수 벤젠에 용해하여 동결 건조하였다. 얻어진 백색 고체는 질
량 분광 분석에 의하면 균일하였고, LC/MS에 의하여 특성을 검증하였다.

  (실시예 2)

  31,42 d2-7-중수소화 라파마이신(도 7)의 제조

  라파마이신(11 mM)을 시클로헥산 및 디클로로메탄의 혼합물(1:1) 10 ml에 용해시켰다. 내용물을 빙욕에서 냉각하고 폴
리(비닐피리디늄)디크로메이트 0.5 그램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밤새 동안 교반하였고 이어서 반응물에 질량 스펙
트럼을 행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여과하여 물로 세척하고 무수 황산 마그네슘을 사용하여 건조하였다. 유기용액을 여과하
여 농축하였다. 조악한 생성물을 클로로포름-메탄올(20:10) 혼합물을 이용하여 실리카 컬럼에 의하여 정제하였다.

  순수한 분획물을 수거하여 농축하였다. 잔유물을 벤젠에 용해하여 동결 건조시켰다. 생성물을 LC/MS에 의하여 검증하
였다(M+(Na) 932). 이러한 물질을 무수 에테르(10 ml)에 용해시켰다. 10 당량의 리튬 알루미늄 중수소화물을 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2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 완결 후, 아세톤의 첨가로 과량의 LiAlD4를 분해하였다. 빙냉 아세트산을 가

하여 착물을 분해하였다.

  혼합물을 여과하였다. 여액을 에테르와 희석하고 물로 세척한 다음, 건조하여 농축하였다. 조악한 혼합물에 컬럼 크로마
토그라피를 행하고 클로로포름-메탄올 용매계를 사용하여 요구하는 물질을 용리시켰다. 순수한 분획을 수거하여 농축하
였다. 얻어진 화합물을 질량 스펙트럼에 의하여 시험하였다(M=(Na) 940). 이러한 화합물을 실시예 1에 기재한 절차에 따
라 원하는 최종 화합물(2)로 전환하였다.

  (실시예 3)

  글리코실화 듀테로라파마이신(도 8)의 제조

  도 8과 관련하여, 실시예 1에 의하여 제조된 화합물(10)(20 mg)을 5 ml의 디클로로메탄에 용해시켰다. 얻어진 용액에
디메틸아미노피리딘(2.2 mg)을 가하였다. 내용물을 -70 ℃로 냉각하였다. 반응 혼합물에 디클로로메탄 중의 4-니트로페
닐클로로포름에이트를 가하였다. 용액을 질소하에 실온에서 1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반응을 질량 스펙트럼으로 시험하
였다. 반응 완결 후,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희석하여 유기용액을 물, 0.2 M 빙냉 염산용액으로 세척하였다. 유
기층을 무수 황산 마그네슘을 사용하여 건조하였다. 여과 후, 유기용액을 여과하여 농축하였다. 조악한 생성물을 LC/MS
에 의하여 정제하여 순수한 화합물(30)(수율 10 mg)을 얻었다. 화합물(30)(0.9 mmol)을 무수 DMF(0.5 ml)내에 용해하였
다. 얻어진 혼합물에 2-아미노에틸-a-D-글리코피라노시드(7.2 mmol)의 용액을 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14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반응 완결 후,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으로 희석하였다. 유기용액을 진공하에 농축하였다. 잔유물을
물로 추출하고 수용액에 바오겔 컬럼을 행하여 원하는 순수 화합물(50)을 얻었다. 이러한 물질은 LC/MS에 의하여 검증하
였다(M+(Na) 1185).

  비록 본 발명의 바람직한 양태들은 상기에서 특정하여 개시하였지만, 본 발명의 정신과 의도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첨부한 청구범위의 범위내에서 상기의 기술 관점에서 본 발명의 다양한 변형 및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환자 내로 도입하기 위하여 적응시킨 구조를 가지며, 상기의 구조에는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을 함유하는 치료제가 혼입
되어 있는 이식가능한 의료기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은 epi-7-듀테로메틸 라파마이신, 7,43-d6라파마이신, 7-듀테로메틸 라

파마이신, 31,42-d2-라파마이신 및 이의 이성체들, 그리고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의료기구.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이 글리코실화되는 의료기구.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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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에 있어서, 상기의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이 42 위치에서 글리코실화되는 의료기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의 글리코실화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이 하기의 화학 구조식을 갖는 의료기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으로 피복되는 의료기구.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구조가 이러한 구조상에 형성된 하나 이상의 채널을 갖는 표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기의 하나
이상의 채널은 상기의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을 함유하는 의료기구.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i) 상기의 구조는 기재부( base material)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고

  (ii) 중합체 매트릭스에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을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층이 상기의 기재부의 외부 표면의 적어도 일부분
에 적용되는 의료기구.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iii) 상기의 층상에 위치하는 하나 이상의 차단층을 추가로 포함하면서, 상기의 차단층은 적당한 두께를 갖는 제2 중합체
매트릭스를 함유하여 상기의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의 조절된 방출을 제공하는 의료기구.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의 하나 이상의 차단층이 생활성제를 함유하는 의료기구.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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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있어서, 상기의 의료기구는 카테터, 유도선, 캐뉼러, 스텐트 그라프트, 피복 스텐트, 혈관 또는 다른 그라프트, 심
장페이스 메이커(심장 박동 조절장치)리드 또는 리드팁, 혈관성형술 기구, 이의 부품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의
료기구.

요약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은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을 함유하는 치료제가 혼입되어 있는 이식가능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환
자 신체내의 목표 지점으로 조절하면서 도입되어질 수 있다. 상기의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은 epi-7-듀테로메틸 라파마이
신, 7,43-d6라파마이신, 7-듀테로메틸 라파마이신, 31,42-d2-라파마이신 및 이의 이성체들, 그리고 이의 혼합물을 포함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중수소화 라파마이신은 글리코실화될 수 있다.

대표도

도 3a

색인어

이식, 의료기구, 중수소화 라파마이신, 글리코실화, 채널, 스텐트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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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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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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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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