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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슬의 N-말단 아미노산의 α-아미노기 또는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의 카르복시기에 탄소원자 12∼
40개인 지질친화성기가 결합되어 있는 인슐린 유도체는 천연(遷延)반응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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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발명은 수용성이며 천연(遷延)반응특성이 있는 인간 인슐린 유도체, 그것의 제조방법, 그것을 함유하는 
약학적 조성물 및 당뇨병 처방을 위한 인슐린 유도체의 이용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다수의 당뇨병 환자는 식이요법과 함께 기초적인 인슐린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미립자상(bolus) 상의 천
연성(遷延性) 인슐린(protracted -insulin) 주사를 1일 1∼2회, 식사와 관련한 인슐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속효성(rapid acting) 인슐린 주사를 1일 1∼2회 등 인슐린 주사를 1일 수회 처방받는다.

천연성 인슐린 조성은 종래 잘 알려져 있는바, 이중 널리 이용되는 조성은 결정형 또는 무정형 인슐린이 
주사가능한 수용액에 현탁된 것이다.  이 조성에서 인슐린 화합물로서 프로타민 인슐린, 아연 인슐린 또
는 프로타민 아연 인슐린이 전형적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인슐린 현탁액의 이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결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투약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
해진 양의 현탁액을 바이알(vial) 또는 카트리지에서 꺼내기 전에 조심스럽게 혼합하여 인슐린 입자가 균
일하게 현탁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응집방지를 위하여 인슐린 현탁액은 인슐린 용액에 비하여 좁은 온도범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과거 프로타민은 면역원성이 없다고 믿어왔으나, 현재에는 프로타민이 인간에 대하여 면역원이 될 수있으
며, 프로타민을 의약용으로 이용시 항체가 형성될수 있음이 밝혀졌다(사무엘 등, Clrn.  Exp.  Immunol. 
33, pp. 252-268; 1978).

또한 프로타민-인슐린 복합체 자체가 면역원성이 있음(커츠등, Drabetologia 25, pp. 32-324; 1983)이 증
명되었기 때문에 특정 종류의 환자에게는 프로타민이 함유된 천연성 인슐린 조성물을 처치하는 것을 금해
야 한다.

또다른 천연성 인슐린 조성물로서, 인슐린 액이 주사되었을 때 pH 상승에 의해 인슐린이 침전되는 생리학
적 pH 보다 낮은 pH값을 갖는 용액이 있다.   이 종류의 단점은 주사부위에서 인슐린 입자가 조직염증을 
유발하는 국부적 자극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국제출원 91/12817 (노보 노르디스크 A/S) 에는 코발트(III)와 인슐린 복합체로 구성된 수용성인 천연성 
인슐린 조성물이 개시되어 있다.  이 복합체의 천연성은 단지 중간정도이고 생물학적 유용성이 낮다.

인간 인슐린은 A-사슬의 N- 말단기, B-사슬의 N-말단기 및 Lys
B29
 의 ε-아미노기 등 3종의 기본적인 아미

노기를 함유한다.  이들 기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치환된 인슐린 유도체가 선행기술로 알려져 있다.  미
합중국 특허 제3,528,960호(릴리, 엘리)는 인슐린 분자의 1∼3개의 기본적 아미노기가 카르복시아로일기

를 갖는 N-카르복시아로일 인슐린에 관한 것이다.   N
εB29

-치환 인슐린은 개시되지 않았다.

영국 특허 제1,492,997호(Nat. Res. Dev. Corp. )은 혈당치 감소효과특성이 개선된 것으로  N
εB29 

에 카르
바 이 치환된 인슐린을 개시하고 있다.

일본 특허공개출원 1-254699호 (Kodama Co., Ltd)에서 Phe
B1
 의 아미노기 또는 Lys

B29
 의 ε-아미노기중의 

하나 또는 양쪽 모두에 지방산이 결합된 인슐린이 개시된다.   위 출원에서 출원인은 약학적으로 수용되
는 안정한 인슐린 제제를 얻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3개의 뉴클레오티드에 의하여 코딩될 필요가 없는 C5 이상의 아미노산이 B30위치에 있는 인슐린이 일본공

개특허출원 57-067548호 (시오노기)에 개시되었다. 이 인슐린 유사체는 당뇨병, 환자 특히 소 또는 돼지 
인슐린에 대하여 항체를 형성하여 인슐린에 대하여 저항성을 갖는 환자의 치료에 유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5,359,030호 (Ekwuribe, Protein Delivery, Inc. )는 상호 연관하여 생체내에서의 효
소분해에 대해 증대된 저항성을 갖게되는 직쇄상 폴리알킬렌부분과인지질부분을 포함하는 중합체와 공유
결합된 폴리펩티드로 이루어진 결합안정화 펩티드 조성물로서 경구적 또는 비경구적으로 투약되는 인슐린 
유도체를 개시하고 있다.

유럽 특허 511600 A2 는 구조식이 [protein] [Z]n 인 단백질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protein]은 
아미노기 대신에 수소 원소중 하나를 제거하여 아미노기로부터 각각 유도되는 n-아미노잔기를 가지는 단
백질이며, [Z]는 -CO-W-COOH 로 대표되는 잔기로서 W는 이종원소가 포함될수 있는 2가의 긴 직쇄상의 탄
화수소기이며, n은 [Z]와 [protein] 사이의 평균 아미드결합수이다.

상기 단백질 유도체는 모(母) 단백질에 비해 혈장내에서 반감기가 매우 길며, 항원성이 없음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인슐린이 상기 발명에 의하여 유도가능한 단백질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으나, 어떤 특정
의 인슐린 유도체에 대하여도 기재된 바 없으며, 바람직한 [Z] 또는 유용한 인슐린 유도체 획득을 위하여 
도입되어야 할 바람직한 [Z]의 존재위치에 대한 어떤 지시도 없다.

본 명세서에서 인슐린이란 용어는 천연 인슐린 및 천연인슐린의 유사체 및 유도체를 지칭하는 것임을 밝
혀둔다.   인슐린 유도체란 인슐린 활성이 있으며 

Lys
A7
 - Lys

B7
 -, Lys

A20
 - Lys

B19
 , 및 Lys

A6
 - Lys

A11
 의 황간 이중결합(disul fide bond)을 포함하는 인간 

인슐린과 유사한 분자구조인 폴리펩티드를 의미한다. 그러나 주사 가능하며 주사후에 용액상에 머무르고, 
염증 유발특성 및 면역원성이 저감된 인슐린 용액인 천연성의 인슐린 조성물이 요청된다.

본 발명은 생리학적 pH에서 용해되며 천연반응성인 인간인슐린 유도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본발명에 의한 인간 인슐린 유도체로 이루어지는 약학적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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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본발명에 의한 인간 인슐린 유도체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B-사슬의 N-말단 아미노기가 12∼40개의 C원자로 구성된 지방친화성 치환기를 갖거나, B-사슬의 C-말단 
카르복실산기가 12∼40개의 C원자로 구성된 지방친화성 치환기를 갖는 어떤 인슐린 유도체가 천연반응특
성을 가지며 생리학적 pH에서 용해됨이 밝혀졌다.   따라서 가장 넓은 관점에서 보면, 본발명은 다음과 
같은 서열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A21위치의 Xaa 는 Lys, Arg 및 Cys 이외의 아미노산;   

B1, B2, B3, B27, B28 및 B29 위치의 Xaa는 상호 독립적으로 Cys 이외의 아미노산이거나 결실된 것; 

B30 위치의 Xaa는 Cys 이외의 아미노산, Cys 나 Arg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디펩티드, Cys 나 Arg로 이루어
지지 아니한 테트라펩티드이거나 결실된 것;

또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B-사슬의 N-말단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12∼40개의 C원자로 이루어진 지질친
화성 기인 W를 가지며, 음전하를 띨 수 있는 기를 선택적으로 포함하거나,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가 12∼40개의 C원자로 이루어진 지질친화성기인 Z를 가지며, 음
전하를 띨수 있는 기를 선택적으로 포함한다.

(1) B1, B2, B3 위치의 아미노산이 하나 또는 그 이상 결실된때, N-말단 아미노산의 위치가 항상 7번 위

치 고수하는 Cys
B7
 에서부터 세어서 찾아질 것.

(2)    (a) B1-B2-B3 가 Phe-Val-Asn, A21 이 Asn 이고 B26-B27-B28-B29-B30 이Tyr-Thr-Pro-Lys-Thr 혹은 
Tyr-Thr-Pro-Lys-Ala 일 때, 상기 W 또는 Z는 항상 음전하를 띨수 있는 기를 포함할 것.

(b) B29와 B30이 결실되고, Z기가 위에서 정의된 바와같이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존재하고, B1, B2 
또는 B3 어느것도 결실되지 아니할 때, B1-B2 또는 B26-B27-B28 중 하나 이상이 각각 Phe-Val 또는 Tyr-
Thr-Pro 가 아닐 것.

(c) B29와 B30이 결실되고, Z기가 위에서 정의된 바와같이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존재하고, B1, B2 
또는 B3 중의 하나가 결실될 때, B-사슬의 N-말단 아미노산 또는 B-26-B27-B28중 하나 이상이 각각 Val 
또는 Tyr-Thr-Pro 가 아닐 것.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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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다음과 같은 서열의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A21위치의 Xaa 는 Lya, Arg 및 Cys 이외의 아미노산;

B1, B2, B3, B26, B27, B28, B29 및 B30 위치의 Xaa는 상호 독립적으로 Cys 가 아니거나 결실된 것;

또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B-사슬의 N-말단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12∼40개의 C원자로 이루어진 지질친
화성 기인 W를 가지며, 음전하를 띨 수 있는 기를 선택적으로 포함하거나,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가 12∼40개의 C원자로 이루어진 지질친화성기인 Z를 가지며, 음
전하를 띨수 있는 기를 선택적으로 포함한다.

(1) B1, B2, B3 위치의 아미노산이 하나 또는 그 이상 결실된때, N-말단 아미노산의 위치가 항상 7번 위

치 고수하는 Cys
B7
 에서부터 세어서 찾아질 것.

(2)    (a) B1-B2-B3 가 Phe-Val-Asn, A21 이 Asn 이고 B26-B27-B28-B29-B30 이Tyr-Thr-Pro-Lys-Thr 혹은 
Tyr-Thr-Pro-Lys-Ala 일 때, 상기 W 또는 Z는 항상 음전하를 띨수 있는 기를 포함할 것.

(b) B29와 B30이 결실되고, Z기가 위에서 정의된 바와같이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존재하고, B1, B2 
또는 B3 어느것도 결실되지 아니할 때, B1-B2 또는 B26-B27-B28 중 하나이상이 각각 Phe-Val 또는 Tyr-
Thr-Pro 가 아닐 것.

(c) B29와 B30이 결실되고, Z기가 위에서 정의된 바와같이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존재하고, B1, B2 
또는 B3 중의 하나가 결실될 때, B-사슬의 N-말단 아미노산 또는 B-26-B27-B28중 하나 이상이 각각 Val 
또는 Tyr-Thr-Pro 가 아닐 것.

지질친화성 기인 W가 B-사슬의 N-말단 아미노산의 α-아미노기에 부착될 때, B-사슬의 N-말단 아미노기가 
아민 부분을 이루고 W에 포함된 기가 카르복실부분을  이루어 α-아미노기와 W가 아미드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질친화성 기인 Z가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에 부착될 때, C-말단 카르복실기가 카르복
실부분을 이루고, Z에 포함된 아미노기가 아민부분을 이루어 카르복실기와 Z가 아미드 결합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지질친화성 기인 W가 B-사슬의 N-말단 아미
노산의 α-아미노기에 부착되는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같이 지질친화성 기인 Z가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에 부착되는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Ala, Asn, Gln, Glu, Gly 및 Ser 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아미
노산이 A21에 위치하는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1 위치의 아미노산이 Phe 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1 위치의 아미노산이 결실된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Ala 및 Val 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아미노산이 B2에 위치하는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Asn, Gln, Glu 및 Thr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아미노산이 B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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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는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26위치의 아미노산이 Tyr 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27 위치의 아미노산이 Thr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28 위치의 아미노산이 Pro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29 위치의 아미노산이 Lys 또는 Thr 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
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28 위치의 아미노산이 Lys이고 B29 위치의 아미노산이 Pro 인 인
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30 위치의 아미노산이 Thr 또는 ε-아실화 Lys 인 인슐린 유도체
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서열2의 30위치의 Xaa 가 디펩티드 Thr-Lys 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
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서열2의 30위치의 Xaa 가 디펩티드 Gly-Lys 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
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서열2의 30위치의 Xaa 가 트리펩티드 Glu-Ser-Lys인 인슐린 유도체
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서열2의 30위치의 Xaa 가 트리펩티드 Thr-Gly-Lys인 인슐린 유도체
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서열2의 30위치의 Xaa 가 테트라펩티드 Thr-Gly-Gly-Lys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서열2의 30위치의 Xaa 가 테트라 펩티드 Thr-Glu-Gly-Lys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서열2의 30위치의 Xaa 가 테트라 펩티드 Gly-Asp-Thr-Lys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이 ε-아실화 Lys 이고 C-말단 아미노산 
다음의 아미노산이 Gly 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모 인슐린은 des(B30) 인슐린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모  인슐린은  des(B30)  인간  인슐린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모 인슐린은 des(B28-B30) 인슐린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모 인슐린은 des(B27-B30) 인슐린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모 인슐린은 des(B26-B30) 인슐린인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28 위치의 아미노산이 Pro이고 B29 위치의 아미노산이 Thr 인 인
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사슬의 N-말단 α-아미노산기에 부착되고 일반식이 
CH3(CH2)nCH(COOH)NHCO(CH2)2CO- 인 상기 W를 갖는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여기서 n=9∼15인 정수).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사슬의 N-말단 α-아미노산기에 부착되고 일반식이 
CH3(CH2)rCONHCH(COOH)(CH2)2CO- 인 W를 갖는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여기서 r=9∼15인 정수).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사슬의 N-말단 α-아미노산기에 부착되고 일반식이 
CH3(CH2)sCONHCH((CH2)2COOH)CO- 인 W를 갖는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여기서 s=9∼15인 정수).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부착되고 일반식이 

-NHCH(COOH)(CH2)4NHCO(CH2)mCH3 즉, N
ε
-아실화 Lys인 상기 Z를 갖는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여기서 

m = 8∼18인 정수).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부착되고 일반식이 
-NHCH(COOH)(CH2)4NHCOCH((CH2)2COOH)NH-CO(CH2)pCH3인 Z를 갖는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여기서 p = 

10∼16인 정수).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부착되고 일반식이 
-NHCH(COOH)(CH2)4NHCO(CH2)2CH(COOH)NH-CO(CH2)qCH3인 Z를 갖는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여기서 q = 

10∼16인 정수).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수소화된 시클로펜타노페난트렌 골격으
로 이루어진 상기 Z기를 갖는 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아실화 아미노산, 특히 아실화 Lys인 상기 Z기를 갖는 인슐린 유도
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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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부착된 상기 Z 기를 갖는 인간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부착된 상기 Z 기를 갖는 des (B28-
B30)인간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부착된 상기 Z 기를 갖는 des (B27-
B30)인간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부착된 상기 Z 기를 갖는 des (B26-
B30)인간인슐린 유도체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당뇨병 치료약 제제에 관한 발명에 따라 인슐린 유도체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본발명에 의한 인슐린 유도체의 치료적 유효량 처방이 필요한 환자
의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것으로써, 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담체가 포함된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본발명에 의한 인슐린 유도체의 치료적 유효량 처방이 필요한 환자
의 당뇨병 치료를 위한 것으로써, 약학적으로 수용 가능한 담체가 포함된, 빠른 작용개시시간을 갖는 인
슐린 또는 그 유사체와의 혼합물형태의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본발명에 의한 생리학적 pH에서 용해되는 인슐린 유도체로 이루어
진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본발명에 의한 pH6.5∼ 8.5에서 용해되는 인슐린 유도체로 이루어
진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본발명에 의한 인슐린 유도체로 이루어진 천연성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본발명에 의한 인슐린 유도체를 약 120∼1200 nmol/㎖, 바람직하게
는 약 600 nmol/㎖ 함유하는 용액상의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본발명에 의한 인슐린 유도체의 치료적 유효량과 함께 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담체를 환자에 투약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처방이 필요한 환자의 당뇨병 치료방법에 관한 것
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본발명은 빠른 작용개시시간을 갖는 인슐린 또는 그 유사체와의 혼합물 형태
인 본발명에 의한 인슐린 유도체의 치료적 유효량과 함께 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담체를 환자에 투약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처방이 필요한 환자의 당뇨병 치료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인슐린 유도체의 예는 아래와 같다. 

(N
εB30

-테트라데카노일) Thr
B29
, Lys

B30
 인간 인슐린,

(N
εB28

-테트라데카노일) Lys
B28
 des(B29, B30) 인간 인슐린,

(N
εB27

-테트라데카노일) Lys
B27
 des(B28-B30) 인간 인슐린,

(N
εB26

-테트라데카노일) Lys
B26
 des(B27-B30) 인간 인슐린,

(N
εB32

-테트라데카노일) Glu
B30
, Ser

B31
, Lys

B32 
인간 인슐린,

(N
εB29

-아세틸, N
εB32

-테트라데카노일) Glu
B30
, Ser

B31
, Lys

B32 
인간 인슐린.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도 1은 플라스미드 pKV153, pKV159, pJB173, pTB174 및 pJB175의 조작과정을 보여주는 흐름도,

도 2a 및 이에 연속되는 도 2b는 pMT742 의 907∼1500 위치와 실시예1에서의 PCR1A, PCR1B 및 PCR1C 에 
이용되는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94, #593, #2371 및 #3075의 서열.

MF 알파 피리프로-리터(아미노산 1번∼ 85번)과 아미노산서열 B(1-29) AlaAlaLysA(1-21)을 포함하는 인슐
린 전구체에 대응되는 138개 아미노산 서열이 코딩 서열 아래에 기재되어 있다(아미노산 86번∼138번); 
여기서 A(1-21)은 인간 인슐린 A 사슬이고, B(1-29)는 Thr(B30)이 결실된 인간 인슐린 B 사슬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용어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약자인 3문자 코드와 1문자 코드는 J.  Biol.  Chem.  243,  p.  3558 
(1968)에 언급된 바에 근거하였다. 

DNA 서열에서 A, C, G 및 T는 각각 아데닌, 시토닌, 구아닌 및 티민이다.

다음과 같은 약자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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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O = 디메틸 술폭시드,

DMF = 디메틸 포름아미드,

Boc = 3차 - 부톡시 카르보닐,

NMP = 1-메틸-2-피롤리돈,

TFA = 트리플로로아세트산,

X-OSu = N-히드록시 숙신이미드 에스터,

X = 아실기,

RP-HPLC = 역상 HPLC.

지질친화성 인슐린 유도체의 제조

본발명에 의한 인슐린 유도체는 아래 기술된 것에 따라 준비될 수 있다.

1.     B30 위치에 유전 암호에 의하여 코딩될수 있는 아미노산, 예를들면 트레오닌(인간 인슐린) 또는 
알라닌(돼지 인슐린)인 것이 특징인 인슐린 유도체.

1.1    인간 인슐린의 N-말단 아미노산에 지질친화성기인 W의 부착에 의하여 변형된 인슐린.

인간 인슐린을 Boc 시약(예를들면, 디-3차-부틸 디카보네이트)으로 반응시켜 (A1, B29)-di Boc 인간 인슐

린 즉, A-사슬의 N-말단과 Lys
B29

의 ε-아미노기가 Boc-기로 보호된 인간 인슐린을 만든다.   선택적으로 
HPLC 등으로 정제한후, 산물의 B-사슬의 N-말단 α-아미노기에 아실기가 도입되도록 구조식 W-OSu인 N-히

드록시숙시닌이미드 에스터[여기서 W는 앞서 정의된 아실기임]과 반응시켜 Phe
B1
 의 α-아미노기에 아실기

를 도입시킨다.   마지막 단계에서, TFA로 Boc-기를 제거하고 산물인 N
αB1

-W  인간 인슐린을 분리한다. 

2.     B30 위치에 아미노산 잔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인슐린 유도체 즉, des(B30) 인슐린.

2.1    인간 인슐린 또는 돼지 인슐린으로부터 출발.

암모늄 완충액에서 카복시펩시다제 A를 처리하면 인간 및 돼지 인슐린은 des(B30) 인슐린으로 변환된다.  
선택적인 정제후,  des(B30)  인슐린을 Boc-시약(예,  디-3차-부틸  디카보네이트)과  반응시켜 (A1, B29)-
diBoc des(B30) 인슐린을 만든다.   선택적으로 HPLC 등으로 정제한후 산물을 구조식 W-OSu인 N-히드록시
숙시닌이미드 에스터[여기서 W는 앞서 정의된 아실기임]과 반응시켜 B1 위치의 아미노산의 α-아미노기에 

아실기를 도입시킨다.  마지막 단계에서, TFA로 Boc-기를 제거하고 산물인 (N
αB1

-W) des(B30) 인간 인슐린
을 분리한다. 

2.2    단일사슬 인간 인슐린 전구체로부터 출발

아르기닌 잔기를 매개로 B1과 연결되고 B26, B27, B28 또는 B30 위치의 C-말단 리신과 A1 사이에 연결고
리를 가진 확장부위(Ext)가 B1위치에 연장된 단일사슬 인간 인슐린 전구체를 출발물질로 이용할수 있다.   
상기 연결고리는 구조식 Yn-Arg [여기서, Y는 Cys, Lys 및 Arg가 아닌 아미노산, n = 0∼ 35인 정수] 인 
펩티드인 것이 바람직하다.   n  1이면 Y는 서로 다른 아미노산을 표시하는 것일수 있다.   B26, B27, 
B28 또는 B30 위치의 Lys 와 A1 사이의 바람직한 연결고리의 예는; AlaAlaArg, SerArg, SerAspAspAlaArg 
및 Arg 이다(유럽특허 163529호).

일반 구조식 Ext-Arg-B(1-Q)-Yn-Arg-A(1-21) [여기서, Q = 26, 27, 28 또는 30]인 이러한 전구체를 라이
실 엔도펩티다제,  예를들면 Achromobacter   lyticus 의단백질 분해효소로 처리하여 Ext-Arg-B(1-Q)Yn-
Arg-A(1-21) 인슐린을 얻는다.

(N
εBQ

-X) X-Ext-Arg-B(1-Q) X-Yn-Arg-A(1-21) 인슐린을 획득하기 위하여 상기 중간체를 일반 구조식 X-OSu 

[여기서, X는 아실기]인 N-히드록시숙시닌이미드 에스터와 반응시키는 아실반응을 통하여 Lys
BQ
 의 ε-아

미노기와 A 및 B-사슬의 N-말단 아미노기에 아실기 X를 도입시킨다.   이 중간체를 물 및 적절한 유기용
매, 예컨데 DMF, DMSO 또는 저가 알콜로 구성된 혼합물에서 트립신 처리하여 목적 유도사슬 Z-인간 인슐

린 [여기서, Z는 Lys
εBQ

-X]을 얻는다. 

약제 조성물

본 발명에 따른 인간 인슐린 유도체를 포함하는 약제 조성물은 그러한 치료의 필요에서 환자에게 비경구 
투약된다.  비경구 투약은, 주사기, 선택적으로 펜 모양의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하주사, 근육주사, 또는 
정맥주사에 의하여 수행된다.  선택적으로 비경구 투약은 주입 펌프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또다른 
선택은, 비강(鼻腔) 스프레이(nasal spray)의 형태로 인간 인슐린 유도체의 투약을 위한 가루 또는 액사
슬 조성물이다.  

본 발명의 화합물을 포함하는 약제 조성물은, 예를들면 레밍톤 약제과학, 1985(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에 설명된 바대로, 전형적인 기술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
의 주사가능한 인간 인슐린 조성물은, 소정의 목적제품을 만들기 위해 적합한 성분의 용해 및 혼합을 포
함하는 제약산업의 전형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따라서, 1공정에 따르면, 인간 인슐린 유도체는 제조되는 조성물의 최종 체적보다 어느정도 작은 양의 물
에 용해된다.  등장제, 보조제, 버퍼가 필요한 만큼 첨가되고, 필요하다면 수산화 나트륨 등의 염기나 염
산과 같은 산을 사용하여 용액의 pH가 조절된다.   최종적으로 용액의 체적은 성분의 소정의 농도를 맞추
기 위해 물을 사용하여 조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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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제의 예는 염화나트륨, 만니톨 및 글리세롤이다.  보존제의 예는 페놀, m-크레졸, 메틸 p-히드록시 
벤조에이트 및 벤질 알콜이다. 

적당한 버퍼의 예는 아세트산나트륨, 인산나트륨이다. 

본 발명의 특정한 인슐린의 바람직한 약제 조성물은 용액 6량체 복합체이다. 전형적으로 6량체 복합체는 
6량체당 2이상의 아연이온 및 페놀 또는 메타크레졸 또는 그 혼합물과 같은 페놀 화합물의 3이상의 분자
에 의하여 안정화된다. 

특정한 1실시예에서, 조성물은 2가지 다른 인슐린을 포함하는데, 가용성 6량체 복합체의 형태에서 그중 
하나는 지속적인 작용 특성을 가지며, 다른 하나는 신속한 작용개시특성을 가진다.  전형적으로 6량체 복
합체는 6량체당 2이상의 아연이온들 및, 페놀 또는 메탈-크레졸 또는 그 혼합물과 같은 페놀화합물의 3이
상의 분자에 의하여 안정화된다.  복합체들은 2개의 상이한 인슐린의 비가 1:5 내지 5:1로 혼합된 6량체
와 특정한 인슐린의 6량체의 혼합물이다. 

본 발명에 따라 인슐린 유도체의 비강 투약용 조성물은 예를들면, 유럽특허 제272097(노보 노르디스크 
A/S)에 기재된 바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인슐린 조성물은 당료병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어떤 환자에 대한 최적의 투약량은, 사용되
는 특정한 인간 인슐린 유도체의 효능, 연령, 체중, 육체활동, 및 환자의 식사, 다른 약제와의 가능한 조
합, 및 당뇨병의 심화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본 발명의 인간 인슐린 유도체의 일일 투약량은 공지의 인
슐린 조성물과 유사한 방법으로 본 기술분야에서의 당업자에 의하여 각 개개의 환자에 대해 결정하는 것
이 권장된다. 

편의상, 본 발명의 인간 인슐린 유도체는, 예를들면 인간인슐린 또는 돼지인슐린 또는 더 신속한 작용개
시 성질을 가진 인슐린 유사체등의 다른 형태의 인슐린과의 혼합물로서 사용된다.   그러한 인슐린 유사
체의 실시예들은 공보 EP  제2148  26호(노보 노르디스크 A/S),  EP  375437(노보 노르디스크 A/S)  및 EP 
383472(엘리릴리 및 코)의 유럽특허출원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은 다음의 실시예에 의하여 더 상세히 설명된다.  다만, 실시예는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않는다.  상술한 기재 및 하기의 실시예에서 개시된 특징들은 모두 별도로 및 그 결합에서, 본 발
명의 다양한 형태를 실현시키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실시예

플라스미드 및 DNA 물질 

모든 발현 플라스미드는 cPOT형이다.  그러한 플라스미드는 EP 특허출원 제171142호에 기재되어 있고, 플
라스미드 선택 및 안정화를 위해 Schizosaccharomy- ces pombe 트리오스 포스페이트 이소머라아제 유전자
(POT)를 포함하는데 특징이 있다. POT 유전자를 포함하는 플라스미드는 기탁된 E. coli 균주(ATCC 3968
5)로부터 입수 가능하다. 

상기 플라스미드는 S. cerevisiae  트리오스 포스페이트 이소머라아제 프로모우터 및 터미네이터(P TPI  및 

TTPI)를 더 포함한다.  이들은, MF 알파 프레프로 리더(prepro leader)/생성물을 위한 코딩영역을 둘러싸

는 EcoRI-XbaI  제한 부위에 의하여 정의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pMT742(이 젤-미타니, 엠 외., 유전자
(Gene) 73 (1988) 113-120)(도 1 참조)와 동일하다. 

pMT742 그자체의 EcoRI/XbaI 절편은, B 29 및 A1 (즉, B(1-29)-Ala-Ala-Lys- A(1-21))을 연결하는 Ala-
Ala-Lys 브릿지를 가지는 인슐린 전구체 MI3에 선행하는 Saccharomyces cerevisiae의 교배인자 (Mating 
Factor: MF) 알파 프레프로-리더 서열을 인코드한다. 

합성 DNA 절편은 포스포라미다이트 화학 및 산업적으로 입수가능한 시약(보케지, 에스, 엘, 및 카루더스, 
엠, 에이치., 테트라헤드론 레터스 22 (1981) 1859- 1869)을 사용하는 자동 DNA 합성기 (어플라이드 바이
오 시스템스 모델 380A)를 이용하여 합성된다.  다른 모든 방법 및 물질은 본 기술분야의 일반적인 것들
을 이용하였다(참조예: 샘드룩, 제이, 프릿치, 이, 에프, 및 마니아티스, 티, 분자 클로닝: 실험실 매뉴
얼, 콜드 스프링 하버 레버러토리 프레스, 뉴욕, 1989). 

분석 

준비된 인슐린 전구체의 분자량은 질량분석(MS), 바이오-이온 20 기구(바이오-이온 노르딕 에이비, 업살
라, 스웨덴)을 이용하는 플라즈마 흡수 질량 분석(PDMS) 또는 API III 바이오 몰리큘라 메스 에널라이저
(퍼킨 엘머 신엑스 인스트루먼트, 톤 힐, 캐나다)를 사용하는 전자 스프레이 질량분석(ESMS)를 이용하여 
얻어진다. 

인간 인슐린 K'rel에 대한 인슐린 유도체의 지질친화성은 물에 A) 10% 아세토니트릴을 포함하는 pH 7.3의 
0.1M인산나트륨  버퍼  및  B)  50%  아세토니트릴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40℃에서  정조성  용리에  의하여 

LiChrosorb 
R
 RP18(5㎛, 250×4mm) HPLC 컬럼에서 측정되었다.  용리는 214nm에서의 용출액의 흡수에 의하

여 관찰되었다.  잠복기 t0이 0.1mM 질산나트륨의 주사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인간인슐린에 대한 지속시

간 t인간, 이 A와 B의 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최소한 2tO으로 조절되었다. K'rel은 (t유도체-tO)/(t인간-to)으로 

정의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의 지속성에 대한 측정으로서, 돼지에서의 소멸속도가 연구되고 T50%가 결정되었다.  T50%

은 외부 γ-카운터로 측정된 것과 같이 주사 위치로부터 50%의 Al나 Tyr(
125
I)- 표지된 유사체가 사라졌을 

때의 시간이다(라이벨. 유 외., 인간의 피하흡수에 대한 모델로서의 돼지. In:  엠. 서래노리오스 앤드 
피. 제이. 레프버(Eds): 당뇨병 1985; 국제 당뇨 연합 12차 회의의 회보, 마드리드, 스페인, 1985(엑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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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 암스텔담, (1986) 891-96)). 

실시예 1 

효모 균주 yKV153으로부터,  S.  cerevisiae  MF  알파 프레프로 리더를 사용한 Glu-Glu-Ala-Glu-Ala-Glu-
Ala-Glu-Pro-Lys-Ala-Thr-Arg-B(1-29)-Ser-Asp-Asp-Al a-Arg-A(1-21) 인슐린 전구체의 합성

이하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합성되었다. 

다음의 두 폴리머라아제 연쇄반응법(PCR)이, 제조자의 지시(도 2 참조)에 따라 유전자 Amp PCR 시약키트
(퍼킨 엘머, 761 메인에버워크, CT, USA)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PCR1A:

0.2㎕의 pMT742 플라스미드 주형

4.0㎕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593(100pmol)

4.0㎕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94(100pmol)

10.0㎕의 10x PCR 버퍼

10.0㎕의 2.5mM dNTP

0.5㎕의 Taq 폴리머라아제 효소

71.3㎕의 물

PCR1B: 

0.2㎕의 pMT742 플라스미드 주형

4.0㎕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3075(100pmol)

4.0㎕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2371(100pmol)

10.0㎕의 10x PCR 버퍼

10.0㎕의 2.5mM dNTP

0.5㎕의 Taq 폴리머라아제 효소

71.3㎕의 물

두 경우에, 2사이클이 94℃에서 1분, 45℃에서 1분, 그리고 72℃에서 1분간 수행되고, 94℃에서 1분간, 
55℃에서 1분간, 72℃에서 1분간. 연속하여 11사이클이 수행되었다.

20㎕의 각 PCT혼합물이 2%의 아가로스 겔에 장착되고 표준기법(샘브룩외, 분자클로닝, 콜드스프링 하버 
레버러토리 프레스 1989)을 사용하여 전기영동이 수행되었다.  결과적인 DNA 절편(PCR1A에서의 4526p 및 
PCR1B에서의 170bp)가 아가로스 겔로부터 절단되어 유전자 클린 키트(바이오 101 인크., PO B04 2284, 라 
졸라, CA . USA)를 사용하여,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분리되었다.   정제된 DNA 절편은 100㎕의 물에 용해
되었다.  다음의 PCR이 수행되었다. 

PCR1C: 

1.0㎕의 PCR1A로부터의 DNA 절편

1.0㎕의 PCR1B로 부터의 DNA절편

10.0㎕의 10x PCR버퍼

10.0㎕의 2.5mM dNTP

0.5㎕의 Taq 폴리머라아제 효소

69.5㎕의 물

2 사이클이 94℃에서 1분, 45℃에서 1분, 72℃에서 1분동안 수행되었다. 계속적으로 4㎕의 올리고뉴클레
오티드 #94(100pmol) 및 4.0㎕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 2371(100pmol)이 첨가되고 15사이클이 94℃에서 1
분, 55℃에서 1분 72℃에서 1분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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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혼합물은 1%의 아가로스 겔에 장착되고, 결과적인 594bp 절편이 상기의 유전자 클린키트를 사용하여 
정제되었다.  정제된 PCR DNA 절편은 제한 엔도뉴클리아제 버퍼와 20㎕의 물에 용해되고 제한 엔도뉴클리
아제 EcoRI 및 XbaI (뉴 잉클랜드 바이오랩스, 인크, MA, USA)로 절단되었다.  산출된 550bp EcoRI/XbaI 
제한 절편은 아가로스 겔에 장착되고, 분리되고, 유전자 클린 키트를 사용 정제되었다. 

2개의 분리된 제한 엔도뉴클리아제 소화에서, 플라스미드 pMT742는 i)제한 엔도뉴클리아제 ApaI 및 XbaI
와 ii) 제한 엔도뉴클리아제 ApaI 및 EcoRI로 절단되었다.  이들 소화에서 8.6Kb ApaI/XbaI 제한 절편 및 
2.1kb ApaI/EcoRI 제한 절편이 분리되었다.

3개의 절편(즉, PCR1C로 부터의 550bp EcoRI/XbaI 제한 절편과 pMT742로부터의 8.6kb ApaI/XbaI 제한 절
편 및 2.1kb ApaI/EcoRI 제한 절편이 T4 DNA 리가아제 및 표준조건(샘드룩 외., 분자 클로닝, 콜드 스프
링 하버 레버러터리 프레스, 1989)(도 1참조)을 사용하여 서로 연결되었다.  연결 혼합물을 수용체 E. 

coli 세포(Ap
r-
)로 형질전환하고, 이어서 앰피실린 저항을 위해 선택이 수행되었다.  플라스미드는 표준 

DNA 미니프렙 기술(샘드룩 외., 분자 클로닝, 콜드 스프링 하버 레버러터리 프레스, 1989)을 사용하여 산
출된 E. coli 콜로니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리고 적절한 제한 엔도뉴클리아제(즉, EcoRI, ApaI 및 XbaI)
로 검사되었다. 

pKV153으로 지정된 선택된 플라스미드는, MF 알파 프레프로-리더 Glu-Glu- Ala-Glu-Ala-Glu-Ala-Glu-Pro-
Lys-Ala-Thr-Arg-B(1-29)-Ser-Asp-Asp-Ala-Arg-A(1- 21) 인슐린 전구체를 인코딩하는 올바른 서열을 포함
하기 위하여 DNA 시퀀싱 분석(제조자의 추천에 따라 미국 바이오 케미칼(주)로 부터의 시쿼나아제 키트 
사용)에 의하여 나타난다.  pKV153은 S. cerevisiae 균주 MT663으로 형질전환되고 공보번호 214826호의 
유럽특허출원에 기재된 대로 글루코오스에 성장을 위해 선택되었다.  산출된 효모균주는 yKV153으로 지정
되고,  HPLC와  질량분석에  의하여  배양배지에서 Glu-Glu-Ala-Glu-Ala-Glu-Ala-Glu-Pro-Lys-Ala-Thr-Arg-
B(1-29)-Ser-Asp-Asp-  Ala-Arg-A(1-21) 인슐린 전구체를 생산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2

Lys
B30
(N

ε
-테트라데카노일) Thr

B29
 인간 인슐린의 합성 

2a.   S.  cerevisiae  MF  알파 프레프로-리더를 사용한 효모 균주 yKV159로부터의 Glu-Glu-Ala-Glu-Ala-
Glu-Ala-Glu-Pro-Lys-Ala-Thr-Arg-B(1-28)-Thr-Lys-Ser- Asp-Asp-Ala-Arg-A(1-21) 인슐린 전구체의 합성 

다음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합성되었다:

다음의 폴리머라아제 연쇄반응(PCR)이 상기와 같이 유전자 Amp PCR시약 키트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PCR2:

0.2㎕의 pKV153 플라스미드 주형(실시예 1)

4.0㎕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3881(100pmol)

4.0㎕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2371(100pmol)

10.0㎕의 10x PCR 버퍼

10.0㎕의 2.5mM dNTP 

0.5㎕의 Taq 폴리머라아제 효소

71.3㎕의 물

2  사이클이 94℃에서 1분,  45℃에서 1분,  72℃에서 1분간 수행되고,  계속하여 94℃에서 1분  55℃에서 
1분, 72℃에서 1분간 11사이클을 수행하였다. 

PCR 혼합물은 2%의 아가로스 겔에 장착되고, 산출된 174bp 절편은 상기의 유전자 클린 키트로 
정제되었다.  정제된 PCR DNA 절편은 20㎕의 물과 제한 엔도뉴클리아제 버퍼에 용해되고, 제한 엔도뉴클
리아제 Hind III 및 XbaI로 절단되었다. 산출된 153bp Hind III/XbaI 제한 절편은 아가로스 겔에 장착되
고 분리되고 유전자 클린키트로 정제되었다.  두 개의 분리된 엔도뉴클리아제 소화에서 pMT742는 제한 엔
도뉴클리아제 ApaI 및 XbaI로 절단된 반면 pKV153(실시예 1로부터)는 제한 엔도뉴클레아제 ApaI과 EcoRI
로  절단된다.    이  소화에서  pMT742로부터의  8.6kb  ApaI/  XbaI  제한절편  및  pKV153으로부터의  2.1kb 
ApaI/EcoRI 제한절편이 분리되었다. 3개의 절편(즉, PCR2로부터의 550bp EcoRI/XbaI 제한 절편과 pMT748
으로부터의 8.6kb ApaI/XbaI 제한 절편 및 pKV153으로부터의 2.1Kb ApaI/EcoRI 제한 절편)이 상기의 T4 

DNA리가아제를 사용하여 연결되었다(도 1참조).    연결 혼합물은 수용체 E. coli 세포(Ap
r-
)로 형질전환

되고 이어서 암피실린 저항을 위해 선택이 수행되었다. 

플라스미드는 산출된 E. coli 콜로니로부터 분리되고 상기의 적합한 제한 엔도뉴클리아제 (즉, Hind III, 
ApaI 및 XbaI)에 대해 체크되었다. 

pKV159로  지정된  선택된  플라스미드는  MF  알파  프레프로-리더  Glu-Glu-Ala- Glu-Ala-Glu-Ala-Glu-Pro-
Lys-Ala-Thr-Arg-B(1-28)-Thr-Lys-Ser-Asp-Asp-Ala-Arg-A(1-21) 인슐린 전구체를 인코딩하는 올바른 시퀀
스를 포함하기 위해 DNA 시퀀싱 분석에 의하여 나타낸다.   pKV159는 S. cerevisiae 균주 MT663에 형질전
환되고 상기와 같이 글루코오즈상에 성장을 위해 선택되었다.  산출된 효모균주는 yKV159로 지정되고, 

23-10

1019970706447



HPLC 및 질량분석에 의해 배양배지에서 Glu-Glu-Ala-Glu-Ala-Glu-Ala-Glu- Pro-Lys-Ala-Thr-Arg-B(1-28)-
Thr-Lys-Ser-Asp-Asp-Ala-Arg-A(1-21) 인슐린 전구체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b.     Glu-Glu-Ala-Glu-Ala-Glu-Ala-Glu-Pro-Lys-Ala-Thr-Arg-B(1-28)-Thr- Lys-Ser-Asp-Asp-Ala-Arg-
A(1-21) 인슐린 전구체의 분리 

yKV 159균주는 72시간 동안 배양되고 5리터의 배양액이 수집되었다.  효모세포는 원심분리에 의해 제거되

고, pH값은 황산으로 3.0으로 조절되고 인슐린 전구체가 300ml의 스트림라인
R
 (Streamline) SP 이온교환기

로 패킹된 파마시아 스트림라인
R
 50 컬럼상에 농축되었다.   25mM의 시트르산 버퍼(pH 3.6)로 세척한 후, 

전구체가 0.5M NH3에 의해 용리되고 300㎖ 내지 600㎖의 분량이 수집되었다.   pH값은 2.5로 조절되고 전

구체는 100Å 공극크기의 15μ 구형 C18 실리카 및 버퍼로서 0.2M Na2SO4, 0.04M H3PO4를 사용하고, 23 내

지 33%의 아세트니트릴로부터의 구배를 사용한 RP-HPLC로 정제하였다.  전구체는 약 27-28% 아세토니트릴

에서 용리되었다.  전구체의 중심주 피크를 함유한 풀(pool)이 0.5M 아세트산에서 세파덱스
R
 G-50F 상에서 

겔 여과에 의해 염제거되고, 동결건조에 의해 전구체가 분리되었다.   수득량: 486mg

2c.    Ala-Thr-Arg-B(1-28)-Thr-Lys, Ser-Asp-Asp-Ala-Arg-A(1-21) 인슐린의 합성

상기에 설명된 대로 얻어진 486mg의 단일 사슬 전구체는 30ml의 0.05M 글루타메이트 버퍼(pH 9.0)에 용해
되고 3ml의 고정화된 A. 리티쿠스 프로테아제 겔이 첨가되었다(PCT/DK94/00347, page 45참조) 30℃에서 5
시간  동안  가볍게  교반한후,  겔이  여과에  의해  제거되고  2중  사슬,  연장된  인슐린이  10㎖의  에탄올, 
845mg의 시트르산삼나트륨 및 78mg의 염화아연의 첨가로 결정화되었다.   6.1로 pH값을 조정하고 밤새도
록 4℃에 저장한 후 결정이 원심분리에 의하여 수집되고, 이소프로판올로 두 번 세척되고 진공에서 건조
되었다.  수득량: 450mg

2d.  N
αA-5

, N
αB-3

, N
εB30

-트리(테트라데카노일) Ala-Thr-Arg-B(1-28)-Thr- Lys, Ser-Asp-Asp-Ala-Arg-A(1-
21) 인슐린의 합성

상기에서 설명된 대로 얻어진 450mg의 2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이 NMP에 3.15㎖의 DMSO와 0.69㎖의 2M 디
이소프로필에틸아민의 혼합물에 용해되었다.  그 용액은 15℃까지 냉각되고 DMSO/NMP(1:1, v/v)에의 0.69
㎖의 0.3M 테트라데카노익산 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가 첨가되었다.  15℃에서 2시간후에, 반응이 
에탄올/물(60:40, v/v)에의 112㎖의 0.01M 글리신버퍼의 첨가에 의하여 중단되고 pH값이 10.0으로 조절되
었다.  트리아실화된 중간체는 분리되지 않았다. 

2e.    Lys
B30
(N

ε
-테트라데카노일) Thr

B29
 인간 인슐린의 합성

상기 단계에서의 용액에 5㎖의 고정화된 트립신 겔(PCT/DK94/00347, page 46참조)이 첨가되었다.  15℃에
서 16시간동안 가볍게 교반한 후, 겔이 여과에 의하여 제거되었다.  그리고 pH값은 9.0으로 조절되고 용

액은 QAE-세파덱스
R
 A-25의 2.5×2.5cm 컬럼에 적용되었다. 

정조성 용리가 NH3로 pH 9.0으로 조정된 에탄올/물(60:40, v/v)에 0.12M NH4Cl 버퍼를 사용하여 17.3㎖/h

의 속도로 수행되었다. 

650㎖후에 컬럼으로부터 방출되는 목적한 화합물 및 650 내지 754㎖의 풀이 수집되었다.  최종적으로, 버

퍼가 세파덱스
R
 G-50파인에서의 겔여과에 의하여 0.01 M NH4HCO3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동결건조에 의해 

산물이 분리되었다.  수득량: 91mg

MS에 의한 목적화합물의 분자량: 6020±6

이론: 6018

MS에 의한 B사슬의 분자량: 3642±5

이론: 3640

MS에 의한 V8 프로테아제에 의해 소화된 B-사슬 C-터미널 절편의 분자량: 1326±2

이론: 1326

상대지질친화도, K'rel: 113

돼지에 피하 주사후 소멸 반감기, T50%: 20.3±5.2시간(n=6)

실시예 3 

Lys
B28
(N

ε
-테트라데카노일) des(B29-B30) 인간 인슐린의 합성 

3a.    S. cerevisiae MF 알파 프레프로-리더를 사용한 효모균주 yJB173으로부터 Glu-Glu-Ala-Glu-Ala-
Glu-Ala-Glu-Pro-Lys-Ala-Thr-Arg-B(1-27)-Lys-Ser-Asp- Asp-Ala-Arg-A(1-21) 인슐린 전구체의 합성 

다음의 올리고 뉴클레오티드가 합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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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Glu-Ala-Glu-Ala-Glu-Ala-Glu-Pro-Lys-Ala-Thr-Arg-B(1-27)-Lys-Ser-Asp-Asp-Ala-Arg-A(1-21)을 인코
딩하는 DNA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3881을 올리고뉴클레오디드 #627로 대체하므로써 실시예 2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산출된 플라스미드는 pJB173으로 지정되고 Glu-Glu-Ala-Glu-Ala-Glu-Ala-Glu-Pro-
Lys-  Ala-Thr-Arg-B(1-27)-Lys-Ser-Asp-Asp-Ala-Arg-A(1-21)를 발현하는 효모균주는 yJB  173으로 지정되
었다. 

3b.     Glu-Glu-Ala-Glu-Ala-Glu-Ala-Glu-Pro-Lys-Ala-Thr-Arg-B(1-27)-Lys- Ser-Asp-Asp-Ala-Arg-A(1-
21) 인슐린 전구체의 분리

yJB173균주는 72시간동안 배양되고 4.8리터의 배양액이 수집되었다.  효모세포는 원심분리에 의하여 제거
되고 pH값은 황산을 사용하여 3.0으로 조절되었다.  전도율은 7.8mS/cm였다.  인슐린 전구체는 300㎖의 

스트림라인
R
 SP 이온교환기로 패킹된 파마시아 스트림라인

R
 50 컬럼을 사용, 농축되었다.  pH 3.6의 25mM 

시트르산 버퍼로 세척한 후, 전구체는 0.5MNH3로 용리되고 300∼600㎖의 분량이 수집되었다.  자유로운 암

모니아가 실온에서 진공에서 증발되고 산출된 280㎖의 용액의 pH는 염산으로 9.0으로 조절되었다. 

3c.    Ala-Thr-Arg-B(1-27)-Lys, Ser-Asp-Asp-Ala-Arg-A(1-21) 인슐린의 합성

상기에서 얻어진 118mg의 단일 사슬 전구체를 포함하는 280㎖의 용액에, 고정화된 3㎖의 A. 리티쿠스 프
로테아제 겔(PCT/DK94/00347, page 45 참조)이 첨가되었다.  30℃에서 24시간동안 가벼운 교반후에 겔이 

여과에 의해 제거되었다.   pH값은 3.5로 조절되고 용액을 리포어
R
 0.45μ 필터를 통해 여과되었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이 100Å 공극크기의 15μ구형 C18 실리카 및 0.2M Na2SO4, 0.04M H3PO4, pH 3.5를 

버퍼로 하여 패킹된 2×20cm 컬럼과 4ml/min의 속도로 23∼33%의 아세토니트릴 구배 및 컬럼온도 40℃로 
RP-HPLC에 의해 2번 정제되었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은 약 30-31% 아세토니트릴로 용리되었다.  아세토니트릴은 진공에서 증발에서 
의해 70㎖의 결합된 풀(pool)에서 제거되고 염이 0.5M 아세트산에서 세파덱스 G-25의 5×47cm 컬럼이 사
용한 겔여과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이 동결건조에 의해 분리되었다. 

수득량: 110mg

3d.    N
αA-5

, N
αB-3

, N
εB28

-트리(테트라데카노일) Ala-Thr-Arg-B(1-27)-Lys, Ser-Asp-Asp-Ala-Arg-A(1-21) 
인슐린의 합성

상기와 같이 얻어진 110mg의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이 NMP에서의 0.84㎖의 DMSO와 0.275㎖의 2M 디이소
프로필에틸아민 혼합물에 용해되었다.    용액은 15℃로 냉각되고 DMSO/NMP(1:1,  v/v)에서의 0.185㎖의 
0.3M  테트라데카노익산  N-히드록시숙신이미드에스테르가  첨가되었다.   15℃에서  2시간후에 에탄올/물
(60:40, v/v)에서의 32.5㎖의 0.01M 글리신 버퍼의 첨가에 의해 반응이 중단되고 pH값이 10.0으로 조절되
었다. 트리아실화된 중간체는 분리되지 않았다. 

3e.    Lys
B28
(N

ε
-테트라데카노일) des(B29-B30) 인간 인슐린의 합성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용액에 고정화된 트립신 겔(PCT/DK94/00347, page 46) 1.5㎖가 첨가되었다.  15℃
에서 18시간동안 가볍게 교반한 후, 겔이 여과에 의해 제거되고 pH값이 9.0으로 조정되고 용액은 QAE-세

파덱스
R
 A-25의  1.5×21cm  컬럼에 적용되었다.    정조성 용리가 NH3 로  pH  9.0으로  조정된, 에탄올/물

(60:40, v/v)에서 0.12M NH4Cl 버퍼를 사용하여 10㎖/h의 속도로 수행되었다.   250-390후에, 목적된 화합

물이  330㎖에서  최다로  방출되었다.   최종적으로  버퍼는 세파덱스
R
 G-50파인을  사용한  겔여과에  의해 

0.01M NH4HCO3로 변환되고, 산물이 동결건조에 의개 건조상태로 분리되었다.   수득량: 47mg

MS에 의한 목적화합물의 분자량: 5820±2

이론: 5829

MS에 의한 B-사슬의 분자량 : 3444±4

이론 : 3442

MS에 의한 V8프로테아제에 의해 소화된 B-사슬의 C-터미날 절편의 분자량 : 1128±2 

이론 : 1128

상대 지질 친화로, K'rel=121 

돼지에의 피하주사후 소멸 반감기, T50% : 19.6±3.6h(n=4)

실시예 4

Lys
B27
(N

ε
-테트라데카노일) des(B28-B30)인간 인슐린의 합성 

4a.     S.cerevisiae  MF알파 프레프로-리더를 사용한 효모 균주 yJB174로부터의 Glu-Glu-Ala-Glu-Ala-
Glu-Ala-Glu-Pro-Lys-Ala-Thr-Arg-B(1-26)-Lys-Ser-

Asp-Ala-Arg-A(1-21) 인슐린 전구체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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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올리고 뉴클레오티드가 합성되었다 :

Glu-Glu-Ala-Glu-Ala-Glu-Ala-Glu-Pro-Lys-Ala-Thr-Arg-B(1-26)-Lys-Ser-Asp-Asp-Ala-Arg-A(1-21)를 인코
딩하는 DNA가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3881을 올리고뉴클레오티드 #628로 대치함에 의해 실시예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산출된  플라스미드는  pJB174로  지정되고  Glu-Glu-Ala-Glu-Ala-Glu-Ala-Glu- Pro-Lys-Ala-Thr-Arg-B(1-
26)-Lys-Ser-Asp-Asp-Ala-Arg-A(1-21)를 나타내는 효모 균주는 yJB174로 지정되었다. 

4b.     Glu-Glu-Ala-Glu-Ala-Glu-Ala-Glu-Pro-Lys-Ala-Thr-Arg-B(1-26)-Lys  -Ser- Asp-Asp-Ala-Arg-A(1-
21) 인슐린 전구체의 분리 

yJB174 균주는 72시간동안 배양되고 3.5리터의 배양액이 수립되었다. 

효모 세포는 원심분리에 의해 제거되고, pH값이 황산을 사용하여 3.0으로 조절되고 염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물로 8리터까지 용액이 희석되었다.  결과적인 전도율은 7.9mS/㎝였다. 

인슐린 전구체는 300㎖의 스트림라인
R 
50컬럼을 사용하여 농축되었다. 

pH3.6의 25mM 시트로산 버퍼로 세척한후, 전구체는 0.5M NH3에 의해 용리되고 300∼600㎖의 분량이 수집되

었다.  자유로운 암모니아가 실온에서 진공에서 증발되고, 결과적인 280㎖의 pH는 염산으로 9.0으로 조절
되었다. 

4c.    Ala-Thr-Arg-B(1-26)-Lys, Ser-Asp-Asp-Ala-Arg-A(1-21) 인슐린의 합성

상기에 기술된 바대로 얻어진 280㎖의  단일  사슬  전구체의 용액에 고정화된 A.리티쿠스 프로테아제겔
(PCT/DK94/00347, 45페이지 참조) 30㎖가 첨가되었다.   30℃에서 13시간동안 가볍게 교반한후 겔이 여과

에 의하여 제거되었다.  pH값은 2.5로 조정되고 용액은 리포어
R
 0.45μ필터를 통해 여과되었다.  이중사

슬, 연장된 인슐린은 100Å 공극크기의 15μ 구형 C18 실리카를 패킹된 2 x 20cm 컬럼 및 버퍼로서 0.2M 
Na2SO4, 0.04M H3PO4, pH 2.5를 사용하고 24∼33% 아세토니트릴 구배를 사용한 RP-HPLC에 의해 4회 정제되

었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은 약 30-31% 아세토니트릴로 용리되었다.   아세토니트릴은 진공에서의 
증발에 의하여 결합된 풀(pool)에서 제거되고, 염이 0.5M 아세트산에서의 세파덱스 G-25의 5×47cm 컬럼
을 사용한 겔여과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은 동결건조에 의하여 분리되었다.   수
득량: 69mg

4d.     N
αA-5

, N
αB-3

, N
εB27

-트리스(테트라데카노일) Ala-Thr-Arg-B(1-26)-Lys, Ser-Asp-Asp-Ala-Arg-A(1-
21) 인슐린의 합성

4e에서 기술된 대로 얻어진 62mg의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이 NMP에서의 0.44㎖의 DMSO와 0.15㎖의 2M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의  혼합물에  용해되었다.   용액은  15℃까지  냉각되고,  DMSO/NMP(1:1,  v/v)에서의 
0.096㎖의 0.3M  테트라데카노익산 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가 첨가되었다.   15℃에서 2시간후에 
반응이, 에탄올/물(60:40, v/v)에서의 17㎖의 0.01M 글리신 버퍼의 첨가에 의해 중단되고 pH값이 10.0으
로 조절되었다.  트리아실화된 중간체는 분리되지 않았다. 

4e.    Lys
B27
(N

ε
-테트라데카노일) des(B28-B30) 인간 인슐린의 합성

이전 단계에서의 용액에 1㎖의 고정화된 트립신겔(PCT/DK94/00347. page 46 참조)가 첨가되었다.  15℃에
서 26시간동안 가볍게 교반한후, 겔이 여과에 의하여 제거되고, pH값은 9.0으로 조절되고 용액은 QAE-세

파덱스
R 
A-25의  1.5×25.5cm컬럼에  적용되었다.   정조성  용리는, NH3 로  pH  9.0으로  조절된 에탄올/물

(60:40, v/v)에서의 0.12M NH4Cl 버퍼를 사용하여 17.3㎖/h의 속도로 수행되었다.    목적된 합성물은 360

㎖이후에 컬럼에서 방출되고 272∼455㎖의 풀(pool)이 수집되었다.  최종적으로, 버퍼는 세파덱스
R
 G-50 

파인상에서 겔 여과에 의하여 0.01M NH4HCO3로 변화되고, 생성물은 동결건조에 의하여 건조상태로 분리되

었다. 

MS에 의한, 목적 합성물의 분자량: 5720±6

이론: 5718

MS에 의한 B-사슬의 분자량: 3342±4

이론: 3340

MS에 의한, V8 프로테아제에 의한 소화된 B-사슬의 C-터미널 절편의 분자량:  1027±2

이론: 1027

상대지질친화도 K'rel =151

돼지에의 피하주사후 소멸 반감기 T50% : 15.2±2.2h (n=5)

23-13

1019970706447



실시예 5 

Lys
B26
(N

ε
-테트라데카노일) des(B27-B30) 인간 인슐린의 합성

5a.    S. cerevisiae MF를 사용한 효모균주 yJB175로부터의 Glu-Glu-Ala- Glu-Ala-Glu-Ala-Glu-Pro-Lys-
Ala-Thr-Arg-B(1-25)-Lys-Ser-Asp-Asp-Ala-Arg-A(1-21) 인슐린 전구체의 합성

다음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합성되었다. 

Glu-Glu-Ala-Glu-Ala-Glu-Ala-Glu-Pro-Lys-Ala-Thr-Arg-B(1-25)-Lys-Ser-Asp-Asp-Ala-Arg-A(1-21)를 인코
딩하는 DNA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3881을 올리고뉴클레오티드 #629로 대치함으로써 실시예 2에 기술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산출된  플라스미드는  pJB175로  지정되고  Glu-Glu-Ala-Glu-Ala-Glu-Ala-Glu- Pro-Lys-Ala-Thr-Arg-B(1-
25)-Lys-Ser-Asp-Asp-Ala-Arg-A(1-21)을 발현하는 효모균주는 yJB175로 지정되었다. 

5b.     Glu-Glu-Ala-Glu-Ala-Glu-Ala-Glu-Pro-Lys-Ala-Thr-Arg-B(1-25)-Lys- Ser-Asp-Asp-Ala-Arg-A(1-
21) 인슐린 전구체의 분리

yJB175균주가 72시간동안 배양되고 3.7리터의 배양액이 수집되었다.   효모세포는 원심분리에 의해 제거
되고 pH값은 황산을 사용하여 3.0으로 조절되고, 용액은 염의 농도감소를 위해 8.5리터까지 물로 희석되

었다.   결과적인 전도도는 7.7 mS/cm, 인슐린 전구체는 300㎖의 스트림라인
R
 SP 이온교환기로 패킹된 파

마시아 스트림라인
R
 50컬럼으로 농축되었다.   25mM pH 3.6의 시트르산버퍼로 세척한후, 전구체는 0.5M 암

모니아에 의하여 용리되고 300∼600㎖의 분량이 수집되었다.   자유 로운 암모니아는 실온에서 진공에서 
증발되고, 결과적인 270㎖의 용액의 pH는 염산에 의해 9.0으로 조절되었다. 

5c.    Ala-Thr-Arg-B(1-25)-Lys, Ser-Asp-Asp-Ala-Arg-A(1-21) 인슐린의 합성

상기에 기술된 대로 얻어진 270㎖의 단일 사슬 전구체의 용액에 3㎖의 고정화된 A. 리티쿠스 프로테아제 
겔(PCT/DK94/00347 page 45 참조)이 첨가되었다.   30℃에서 23시간동안 가볍게 교반한후, 겔이 여과에 

의해 제거되었다.  pH값이 2.5로 조절되고, 용액은 리포어
R
 0.45μ 필터를 통해 여과되었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은 100Å공극크기의 15μ 구형 C18 실리카로 패킹된 2×20cm 컬럼과 버퍼로서 0.2M Na2SO4, 

0.04 H3PO4, pH 3.5를 사용하고, 그리고 24∼33% 아세토니트릴 구배를 사용한 RP-HPLC에 의해 4회 정제되

었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은 약 29-31% 아세토니트릴로 용리되었다.  아세토니트릴은 진공에서의 

증발에 의하여 결합된 풀에서 제거되고 염은 0.5M 아세트산에서의 세파덱스
R
 G-25의 5×47cm 컬럼을 사용

한 겔 여과에 의해 제거되었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은 동결건조에 의하여 분리되었다.  수득량: 
81mg

5d.     N
αA-5

, N
αB-3

, N
εB26

-트리스(테트라데카노일) Ala-Thr-Arg-B(1-25)-Lys, Ser-Asp-Asp-Ala-Arg-A(1-
21) 인슐린의 합성

80mg의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이 NMP에서의 0.56㎖의 DMSO 및 0.19㎖의 2M 디이소프로판에틸아민의 혼
합물에 용해되었다.   용액은 15℃까지 냉각되고 0.124㎖의 0.3M의 DMSO/NMP(l:1, v/v)에서의 테트라데카
노익산  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가  첨가되었다.   15℃에서  2시간후에  반응은  에탄올/물(60:40, 
v/v)에서의 글리신 버퍼 0.01M을 21.8㎖ 첨가하므로써 중단되고 pH값은 10.0으로 조절되었다. 트리아실화
된 중간체는 분리되지 않았다. 

5e.    Lys
B26
(N

ε
-테트라데카노일) des(B27-B30) 인간 인슐린의 합성

이전 단계에서 유래된 용액에 고정화 트립신 겔을 1㎖ 첨가했다(PCT/DK94/00347, 46면 참조).   15℃하에
서 23시간동안 서서히 저은후 여과에 의해 겔을 제거하고, pH치를 9.0에 맞추고 난뒤 그 용액을 1.5×

25.5cm QAE -Sephadex
R
 A-25 컬럼에 적용시켰다.   암모니아로 pH 9로 맞춘 에탄올/물(60:40, v/v)에 용해

된 0.12M NH4Cℓ 버퍼를 사용하여 19.3㎖/시간의 속도로 정조성(定組成)용리(溶離)시켰다.   목적한 화합

물은 320㎖, 절편은 320 내지 535㎖가 수집된 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버퍼를 Sephadex
R
 G-50 Fine를 

이용하는 겔여과에 의해 0.01M NH4HCO3로 교환했고 생성물을 동결건조에 의해 건조상태로 분리했다.   수

득량: 25mg.   

목적한 화합물의 분자량은 MS에 의한 경우 5555±6, 이론값으로는 5555 임을 확인했다.

B-사슬의 분자량은 MS에 의한 경우 3179±4, 이론값으로는 3178임을 확인했다.

V8 프로테아제로 소화된 B-사슬의 C-말단 절편의 분자량은 MS에 의한경우 864±1, 이론값으로는 863.5 임
을 확인했다. 

상대 지질친화도, k'rel = 151.

돼지에 피하주입후 소멸반감기, T50% = 14.4 ± 1.5시간(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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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6

(N(l-카르복시트리데실)-2-아미도숙시닐)-Phe
αB1

 des (B30)인간 인슐린의 합성

A1, B29-diBoc-des(B30)인간 인슐린(200mg, 0.033mmol)을 DMF(15㎖)에 녹이고 트리에틸아민(20㎕)를 첨가
했다.    N(1-카르보메톡시트리데실)-2-아미도숙신산N-히드록시숙시니미드  에스테르(16mg,  0.033mmol)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4시간 후 반응혼합물을 진공상태에서 증발건조시켰다.   Boc 기들을 트리플루오르아세
트산(5㎖)으로 실온에서 30분간 처리하여 제거했다.   그 트리플루오르산은 진공상태에서 증발로 제거했
다.   잔여물은 0℃, 0.1N NaOH(20㎖)에 녹였다.   메틸에스테르의 비누화(Saponification)은 0℃에서 1
시간후 달성되었다.    반응혼합물의 pH치는 아세트산에 의해 5.0으로 맞추었고 에탄올(5㎖)을 첨가했다.   

형성된 침전물은 원심분리에 의해 분리했다.   목적한 화합물은 QAE-Sephadex
R
 A25  2.5×27cm 컬럼을 사

용하는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침전물로부터 정제했다.

침전물을 암모니아로 pH치를 9.8로 맞춘 에탄올/물(60:40, v/v)(25㎖)에 녹였고 그 용액을 컬럼에 적용했
다.   용리는 에탄올/물(60:40, v/v)에 녹인 0.12 내지 0.18M NH4Cℓ선형구배 및 총 1000㎖ 용리액을 이용

하여 pH9.0에서 NH3/NH4Cℓ버퍼로 수행하였다.   

용리액의 UV흡수도는 280nm에서 측정했고 10㎖씩의 분량으로 수집했다.   목적 화합물은 분별된 것중의 
62 내지 72에서 컬럼으로부터 출현했다.   목적화합물을 2배량의 물로 희석하고 pH치를 5.0으로 맞추어 
침전시켰다.   원심분리후 침전체를 물로 세척하고 두번째 원심분리후 생성물을 진공건조했다.   수득량: 
10mg.

분자량은 PDMS에 의한 경우 6032, 이론치로는 6032임이 확인되었다.

상대 지질친화도,  k'rel = 140.

돼지에 피하주입후 소멸반감기, T50% = 8.65 ± 1.65시간(n=5)

실시예 7

Phe
αB1

 - 테트라데카노일-글루타 -글리실 데스(B30)인간 인슐린

A1, B29-diBoc des(B30)인간 인슐린(200mg, 0.033mmol)을 DMF(15㎖)에 녹이고 트리에틸아민(100㎕)를 첨
가했다.   미리스토일-Glu(γ-OtBu)-Gly N-히드록시숙시니미드 에스테르(95mg, 0.17mmol)을 첨가하고 실
온에서 4시간 후 반응혼합물을 진공상태에서 증발건조시켰다.   Boc 및 tBu 기들을 트리플루오르아세트산
(5㎖)으로 실온에서 30분간 처리하여 제거했다.   그 트리플루오르 아세트산은 진공상태에서 증발시켜 제
거했다. 

목적한 화합물은 C18 실리카 컬럼을 사용하고 pH 7에서 75mM (NH4)2SO4를 함유하는 50 mM 트리스/포스페이

트 버퍼에 녹인 16내지 64% 아세토니트릴 선형 구배로 용리하는 RP-HPL를 이용하여 침전체로부터 정제했
다.   목적화합물은 약 50% 아세토니트릴에서 컬럼으로부터 나타났다.   아세토니트릴을 진공상태에서 증
발시켰고 에탄올을 20%(v/v)로 첨가했다.   pH치를 5.0으로 맞추어 생성물을 침전체로 형성시켰다.   원
심분리후에 침전체를 10 mM NH4/HCO3 에 녹이고 Sephadex G-25를 사용하는 겔 여과를 이용하여 

탈염시켰다.    수득량: 97mg.

분자량은 PDMS에 의한경우 6105, 이론치로는 6104임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8

Gly
B29
, Thr

B29
, Lys

B30
(N

ε
-테트라데카노일)인간 인슐린의 합성

Ba. S. cerevisiae MF 알파 프레프로-리더를 이용하는 효모 균주 yKV195으로부터 Glu-Glu-Ala-Glu-Ala-
Glu-Ala-Glu-Pro-Lys-Ala-Thr-Arg-B(1-27)-Gly-Thr-Lys-  Ser-Asp-Asp-Ala-Arg-A(1-21)  인슐린  전구체의 
합성.

하기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했다:

Glu-Glu-Ala-Glu-Ala-Glu-Ala-Glu-Pro-Lys-Ala-Thr-Arg-B(1-27)-Gly-Thr-Lys-Ser-Asp-Asp-Ala-Arg-A(1-
21) 을 코드화하는 DNA를 실시예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3881을 올리고뉴클
레오티드 #4790으로 대체하여서 축조했다.   

그결과 생성된 플라스미드를 pKV195로 명명했고 Glu-Glu-Ala-Glu-Ala- Glu-Ala-Glu-Pro-Lys-Ala-Thr-Arg-
B(1-27)-Gly-Thr-Lys-Ser-Asp-Asp-Ala-Arg-A(1-21) 을 발현하는 효모균주를 yKV195로 명명했다.

8b.     Glu-Glu-Ala-Glu-Ala-Glu-Ala-Glu-Pro-Lys-Ala-Thr-Arg-B(1-27)- Gly-Thr-Lys-Ser-Asp-Asp-Ala-
Arg-A(1-21)인슐린 전구체의 분리.

yKV195 균주를 72시간동안 발효시켰고 배양액을 4.4리터 수집했다.   원심분리로 효모세포를 제거하고 황
산으로 pH치를 3.0으로 맞추고 물 3.6리터를 7.7mS/cm의 전도율로 염을 희석하기 위해 첨가했다.   인슐

린 전구체를 Streamline
R
 SP 이온교환기 300㎖로 충전된 Pharmacia Strealine

R
 50 컬럼을 이용하여 농축했

다.   25mM 시트레이트 버퍼 3리터, pH3.6으로 세척후에 그 전구체를 0.5M 암모니아로 용리했고 30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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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의 분별·분량을 수집했다.   실온에서 진공증발시켜 암모니아를 제거했고 결과물 280㎖의 pH 치를 
염산을 이용하여 9.0으로 맞추었다.  

8c.    Ala-Thr-Arg-B(1-27)-Gly-Thr-Lys, Ser-Asp-Asp-Ala-Arg-A(1-21)인슐린의 합성.

단일-사슬 전구체 30mg을 함유하는 용액 280㎖에 고정화된 A. lyticus 프로테아제 겔(PCT/DK94/00347, 45
면) 3㎖를 첨가했다.   30℃에서 17시간동안 서서히 저은 후 겔을 여과로 제거했다.   pH치를 3.5로 맞추

고 용액을  Milipore
R
 0.45μ필터를 통하여 여과했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을  120Å포어(pore)크

기의 구형 C18 실리카로 충진된 2×20cm 컬럼 및 0.2 M Na2SO4, 0.04M H3PO4, pH3.5인 버퍼를 이용하고 4㎖

/분 속도의 23 내지 33% 아세토니트릴 구배 및 40℃ 컬럼온도를 이용하는 RP-HPLC를 사용하여 세번 정제
했다.   그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을 약 30-31% 아세토니트릴에서 용리되었다.   아세토니트릴은 진공

상태에서 증발시켜 70㎖ 혼합 풀(combined pools)로부터 제거했고 Sephadex
R
 G-25 5×47cm 컬럼 및 0.5M 

아세트산을 사용하여 겔 여과하여 염을 제거했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을 동결건조하여 분리했다.   
수득량: 176mg.

8d.     N
αA-5

, N
αB-3

, N
εB30

-트리스(테트라데카노일)Ala-Thr-Arg-B(1-27)-Gly-  Thr-Lys, Ser-Asp-Asp-Ala-
Arg-A(1-21)인슐린의 합성.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 176mg을 DMSO 1.4㎖와 NMP에 녹인 2M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 0.275㎖의 혼합물
에 녹였다.   용액을 15℃로 냉각했고 DMSO/NMP(1:1, v/v)에 녹인 0.3M 테트라데칸산 N-히드록시숙시니미
드 에스테르 0.963㎖를 첨가했다.    15℃에서 20시간 경과후 에탄올/물(60:40, v/v)에 녹인 0.01M 글리
신 버퍼 50㎖를 첨가하고 pH치를 10으로 맞추어서 반응을 중지시켰다.   트리아실화된 중간체가 분리되지 
않았다.

8e.    Gly
b28
, Thr

B29
, Lys

B30
(N-테트라데카노일)인간 인슐린의 합성.

이전단계로 부터의 용액에 고정화된 트립신 겔 2.5㎖를 첨가했다(PCT/DK94/ 00347, 46면 참조).   15℃에

서 5시간동안 서서히 저은후, 겔을 여과로 제거하고 pH를 9.0으로 맞춘후 그 용액을  QAE-Sephadex
R
 A-25 

1.5×26.5cm 컬럼에 적용시켰다.   암모니아로 pH 9로 맞춘 에탄올/물(60:40, v/v)에 용해된  0.12M  NH4C

ℓ버퍼를 사용하여 9.3㎖/시간의 속도로 정조성 용리시켰다.   목적한 화합물은 325-455㎖(최고치는 380

㎖)후 컬럼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버퍼를 Sephadex
R
 G-50 Fine 를 사용하는 겔 여과에 의해 0.01M 

NH4HCO3 로 교환했고, 생성물을 동결건조에 의해 건조상태로 분리했다.   수득량=50mg.

목적한 화합물의 분자량은 MS에 의한경우: 5979±6, 이론치 5977임이 확인되었다.

B-사슬의 분자량은 MS에 의한 경우: 3600±4, 이론치 3600임이 확인되었다.

V8 프로테아제로 소화된 B-사슬의 C-말단 절편의 분자량은 MS에 의한 경우: 1286±2, 이론치: 1286 임이 
확인되었다.    

상대 지질친화도, k'rel = 103.

돼지에 피하주입후 소멸반감기, T50% = 17 ± 2시간(n=4)

실시예 9

Gly
B28
, Lys

B29
(N

ε
-테트라데카노일)인간 인슐린의 합성.

9a. S. cerevisiae MF 알파 프레프로-리더를 이용하는 효모 균주 yKV 196으로 부터 Glu-Glu-Ala-Glu-Ala-
Glu-Ala-Glu-Pro-Lys-Ala-Thr-Arg-B(1-27)-Gly-Lys- Ser-Asp-Asp-Ala-Arg-A(1-21) 인슐린 전구체의 합성.

하기 올리고뉴클레이티드를 합성했다:

Glu-Glu-Ala-Glu-Ala-Glu-Ala-Glu-Pro-Lys-Ala-Thr-B(1-27)-Gly-Lys-Ser-Asp-Asp-Ala-Arg-A(1-21)을 코드
화하는 DNA를  실시예 2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3881를  올리고뉴클레오티드 
#4791으로 대체하여서 축조했다.

그 결과 생성된 플라스미드를 pKV196으로 명명했고 Glu-Glu-Ala-Glu-Ala- Glu-Ala-Glu-Pro-Lys-Ala-Thr-
Arg-B(1-27)-Gly-Lys-Ser-Asp-Asp-Ala-Arg-A(1-21)를 발현하는 효모균주를 yKV196으로 명명했다.

9b.     Glu-Glu-Ala-Glu-Ala-Glu-Ala-Glu-Pro-Lys-Ala-Thr-Arg-B(1-27)- Gly-Lys-Ser-Asp-Asp-Ala-Arg-
A(1-21) 인슐린 전구체의 분리.

yKV196 균주를 72시간동안 발효시켰고 배양액을 3.6리터 수집했다.   원심분리로 효모세포를 제거하고 황
산으로 pH치를 3.0으로 맞추고 물 3.4리터를 7.7mS/cm의 전도율로 염을 희석하기 위해 첨가했다.   인슐
린 전구체를 실시예 8b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서 300㎖로 농축했다.

9c.    Ala-Thr-Arg-B(1-27)-Gly-Lys, Ser-Asp-Asp-Ala-Arg-A(1-21)인슐린의 합성. 

단일-사슬  전구체  390mg을  함유하는  pH9.0인  용액  300㎖  에  고정화된 A.  lyticus  프로테아제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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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DK94/00347, 45면 참조) 5㎖ 를 첨가했다.   30℃에서 40시간동안 서서히 저은후, 겔을 여과로 제거

했다.   pH 치를 3.5로 맞추고 용액을  Milipore
R
 0.45μ 필터를 통하여 여과했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을 120Å 포어 크기의 10μ구형 C18 실리카로 충진된 2×20cm 컬럼 및 0.2M Na2SO4, pH 3.5인 버퍼

를 이용하고 4㎖/분 속도의  23 내지 33% 아세토니트릴 구배 및 40℃ 컬럼온도를 이용하는 RP-HPLC를 사
용하여 세번 정제했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을 약 29% 아세토니트릴에서 용리되었다.   아세토니

트릴은 진공상태에서 증발시켜 60㎖ 혼합 풀로부터 제거했고 Sephadex
R
 G-255 5×47cm 컬럼 및 0.5M 아세

트산을 사용하여 겔 여과하여 염을 제거하였다.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을 동결건조하여 분리했다.   
수득량 = 154mg.

9d.     N
αA-5

, N
αB-3

, N
εB29

-트리스(테트라데카노일)Ala-Thr-Arg-B(1-27)-Gly-  Lys, Ser-Asp-Asp-Ala-Arg-
A(1-21)인슐린의 합성. 

이중-사슬, 연장된 인슐린 154mg을 DMSO 1.05㎖와 NMP에 녹인 2M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 0.329㎖의 혼합물
에 녹였다.   용액을  15℃로 냉각했고 DMSO/NMP(1:1, v/v)에 녹인 0.3M 테트라데칸산 N-히드록시숙시니
미드 에스테르 0.22㎖를 첨가했다.   15℃에서 2시간후 에탄올/물(60:40, v/v)에 녹인 0.01M 글리신 버퍼 
40㎖를 첨가하고 pH를 10.0으로 맞추어서 반응을 중지시켰다.   트리아실화된 중간체가 분리되지 않았다.

9e.    Gly
B29
, Lys

B29
(N

ε
-테트라데카노일)인간 인슐린의 합성.

이전단계로부터의 용액에 고정화된 트립신 겔 1.5㎖를 첨가했다(PCT/DK94/

00347, 46면 참조).   15℃에서 21시간동안 서서히 저은후, 겔을 에과로 제거하고 pH를 9.0으로 맞춘후 

43㎖ 용액내의 생성물을 QAE-Sephadex
R
 A-25 1.5×26.0cm 컬럼에 적용시켰다.   암모니아로 pH9로 맞춘 에

탄올/물(60:40,  v/v)에  용해된 0.12M NH4 Cℓ버퍼를 사용하여 9.5㎖/시간의 속도로 정조성 용리시켰다.    

목적한 화합물은 190-247㎖(최고치는 237㎖에서)후 컬럼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버퍼를   Sephadex
R
 

G-50 Fine을 사용하는 겔 여과에 의해 0.01M NH4HCO3 로 교환했고, 생성물을 동결건조에 의해 건조상태로 

분리했다.   수득량 = 67mg.

목적한 화합물의 분자량은 MS에 의한 경우: 5877±2, 이론치: 5876임이 확인되었다.

B-사슬의 분자량은 MS에 의한 경우: 3499±3, 이론치: 3499 임이 확인되었다.

V8 프로테아제로 소화된 B-사슬의 C-말단 절편의 분자량은 MS에 의한경우: 1184±2, 이론치: 1185임이 확
인되었다.

상대 지질친화도, k'rel = 118.5.  

돼지에 피하주입후 소멸반감기, T50% = 25 ± 9시간(n=4)

(서열목록)

(1) 일반 정보:

(i) 출원인 : 

(A) 성명: 노보노르디스크 아크티에 셀스카브

(B) 거리: 노보 알레

(C) 시 : 디케이-2880 박스베르드

(E) 국가: 덴마크

(G) 전화번호: +45 44448888

(H) 펙스: +45 44490555

(I) 텔렉스: 37173

(ii)발명의 명칭: 아실화된 인슐린

(iii)서열 수: 2

(iv) 통신 주소

(A) 주소: 노보노르디스크 아크티에 셀스카브 코퍼레이트 파텐트

(B) 거리: 노보 알레

(C) 시: 디케이-2880 박스베르드

(E) 국가: 덴마크

(V) 컴퓨터 해독 형태:

(A) 매체 형태: 플로피 디스크

(B) 컴퓨터: IBM PC 호환기종

(C) 운용체계: PC-DOS/MS-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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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소프트웨어: PatentIn Release # 1.0, 버전 #1.25

(vi) 현행출원자료

(A) 출원번호:

(B) 출원일:

(C) 분류  :

(vii) 우선권 자료

(A) 출원번호: DK 0276/95 

(B) 출원일 : 1995. 3. 17

(viii)변리사 정보: 

(A) 성명: 조르겐센, 단 등

(B) 참조번호: 4341-WO, DJ

(ix) 통신 정보:

(A) 전화번호: +45 44448888

(B) 펙스 :    +45 44493256

(2) 서열 1의 정보 :

(i) 서열 특징:

(A) 길이: 21 아미노산

(B) 종류: 아미노산

(C) 형상: 선형

(ii) 분자형태: 단백질

(xi) 서열 기재: 서열 1:

서열 1

(3) 서열 2의 정보 : 

(i) 서열 특징:

(A) 길이: 30 아미노산

(B) 종류: 

(D) 형상 : 선형

(ii) 분자 형태: 단백질

(xi) 서열 기재: 서열 2:

서열 2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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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서열을 갖는 인슐린 유도체:

상기 서열에서,

A21 위치의 Xaa는 Lys, Arg 및 Cys을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이고;

B1, B2, B3, B26, B27, B28 및 B29 위치의 Xaa는 서로 독립적인, Cys를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이거나 또는 
결실된 것이고; 

B30 위치의 Xaa 는 Cys를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 Cys와 Arg을 포함하지 않는 디펩티드, Cys와 Arg 을 포
함하지 않는 트리펩티드, Cys와 Arg을 포함하지 않는 테트라펩티드 또는 결실된 것이고; 

하기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B-사슬의 N-말단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그것에 부착된 12 내지 40 탄소
원자를 갖는 지방친화성기, W를 갖고 선택적으로 음전하로 대전될 수 있는 기를 함유하거나 B-사슬의 C-
말단 아미노산의 카르복실기가 그것에 부착된 12 내지 40 탄소원자를 갖는 지방친화성기, Z를 갖고 선택
적으로 음전하로 대전될 수 있는 기를 함유한다: 

B1, B2 및 B3 위치의 아미노산이 하나이상 결실되고 나서 N-말단 아미노산의 수가 항상 7번으로 할당된 

Cys
B7
 로부터 셀때 확인된다는 조건, 그리고

(a)  B1-B2-B3가 Phe-Val-Asn이고 A21이 ASN이고 B26-B27-B28-B29-B30이 Tyr-Thr-Pro-Lys-Thr  또는 Tyr-
Thr-Pro-Lys-Ala일 경우라면, 상기 W 또는 Z는 항상 음전하로 대전될 수 있는 기를 함유하고;

(b) B29 및 B30이 결실되고 상기에서 밝힌 바와같이  Z기가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존재하고 B1, B2 
및 B3가 결실된다면, B1-B2는 Phe-Val과 다르거나 B26-B27-B28은 Tyr-Thr-Pro와 다르거나 B1-B2 및 B26-
B28 둘다 상기 서열들과 다르고; 

(c) B29 및 B30이 결실되고 상기에서 밝힌 바와같이 Z기가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에 존재하고 B1,B2 
및 B3 중 하나가 결실되면, B-사슬의 N-말단 아미노산은 Val과 다르거나 서열 B26-B27-B28은 Tyr-Thr-Pro
와 다르거나 B-사슬의 N-말단 아미노산 및 서열 B26-B27-B28 둘다 각각 Val 및 Tyr-Thr-Pro와 다르다는 
조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지방친화성기, W가 B-사슬상의 N-말단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 부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지방친화성기, Z가 B-사슬상의  C-말단 아미노산의 카르복시기에 부착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A21 위치의 Xaa가 Ala, Asn, Gln, Glu 및 Ser으로 구성되
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아미노산으로 지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1 위치의 Xaa가 Phe으로 지정되거나 결실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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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2 위치의 Xaa가 Ala 또는 Val으로 지정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7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3 위치의 Xaa가 Asn, Gln, Glu 및 Thr으로 구성되는 그룹
으로부터 선택되는 아미노산으로 지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8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26 위치의 Xaa가 Tyr으로 지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27 위치의 Xaa가 Thr으로 지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10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28 위치의 Xaa가 Pro으로 지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29 위치의 Xaa가 Lys 또는 Thr으로 지정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12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30 위치의 Xaa가 Thr 또는 ε-아실화된 Lys으로 지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13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30 위치의 Xaa가 결실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
도체.

청구항 14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28 위치의 Xaa가 Lys으로 지정되고 B29 위치의 Xaa가 Pro
으로 지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15 

제 1 항 내지 제 3 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B28 위치의 Xaa가 Pro으로 지정되고 B29 위치의 Xaa가 Thr
으로 지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16 

제 2 항에 있어서, W가 N-말단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에 아미드 결합으로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
슐린 유도체.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W가 CH3(CH2)nCH(COOH)NH-CO(CH2)2CO- 이고 n 이 9내지 15의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18 

제 3 항에 있어서, Z가 C-말단 아미노산의 카르복시기에 아미드 결합으로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19 

제 18 항에 있어서, Z가 -NHCH(COOH)(CH2)4NH-CO(CH2)mCH3 이고 m 이 8내지 18의 정수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Z가  부착된  모(母)  인슐린이 Thr
B29

 인간  인슐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Z가 부착된 모 인슐린이 des(B28-B30) 인간 인슐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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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Z가 부착된 모 인슐린이 des(B27-B30) 인간 인슐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
도체.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Z가 부착된 모 인슐린이 des(B26-B30) 인간 인슐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
도체.

청구항 24 

제 1 항에 있어서, B-사슬의 C-말단 아미노산이 ε-아실화된 Lys이고 상기 C-말단 아미노산의 다음 아미
노산이 Gly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슐린 유도체.

청구항 25 

제 1 항에 따른 인슐린 유도체의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양과 약제학적으로 수용가능한 담체를 함께 포함하
는 당뇨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26 

제 1 항에 따른 인슐린 유도체의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양과 인슐린 또는 작용의 신속 개시성을 갖는 인슐
린 유도체를 포함하고, 약제학적으로 수용가능한 담체를 함께 포함하는 당뇨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27 

환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인슐린 유도체의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양을 약제학적으로 수용가능한 담체와 함
께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당뇨병 치료방법.

청구항 28 

환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인슐린 유도체의 치료학적으로 유효한 양을 인슐린 또는 작용의 신속 개시성을 
갖는 인슐린 유도체와 혼합하여 약제학적으로 수용가능한 담체와 함께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당뇨
병 치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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