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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활성제로서 모노하이드로벤조포르피린 유도체의 에틸렌글리콜 에스테르

요약

다음 화학식 1∼4를 갖는 광역학요법에 유용한 신규 화합물 및, 그의 금속 치환된 및/또는 표지된 및/또는 콘쥬게이

트된 형태를 제공하며:

화학식 1

 ,

화학식 2

 ,

화학식 3

 , 또는

화학식 4

식 중, R  1 은 각각 알킬기(1-6C)이고,

n은 각각 0∼6의 정수이고,

R  2 는 비닐기 또는 그의 유도체 형태이다.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광역학요법에 유용한 화합물 및 관련 적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모노하이드로벤조포르피린의

에틸렌 글리콜 에스테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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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광역학요법(PDT: photodynamic therapy)는 일반적으로 빛, 전형적으로는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화합물을 투여한 후에, 유독 효과 또는 억제 효과가 필요한 환자 부위를 광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PDT는 처음에는 

종양 치료에 헤마토포르피린(hematoporphyrin) 및 동족 화합물류를 이용하는 것으로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화합물

들이 세포 분열이 빠르게 일어나는 부위로 향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 후에, 종양은 헤마토포르피린에 흡수되는 파장

범위의 빛으로 광조사되고, 결과적으로 주변 조직이 파괴될 수 있었다. 그 이래로, PDT는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플라

크, 재협착증, 혈류내 감염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건선 등의 치료, 및 반드시 종양에만 국한되지 않는 안구 질환의 치

료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특허 제 5,171,749 호 및 대응 특허들, 미국 특허 제 5,283,255 호; 제 5,399,583 호; 제 4,883,790 호; 제 4,92

0,143 호; 및 제 5,095,030 호에는 PDT로 지정된 모노하이드로벤조포르피린류, 또는 "BPD류"로 유용한 광활성 화

합물 종류가 개시되어 특허청구되어 있으며, 이들의 전문을 참고문헌으로서 본문에 첨부하였다. 상기 화합물 종류들

은 모노- 또는 디- 치환된 알킨과 프로노포르피린(protoporphyrin)-IX와의 딜스-앨더(Diels-Alder) 반응에 의해 얻

어지고, 생성된 화합물은 추가로 정제, 환원 및/또는 유도체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종류의 BPD류가 얻어질 수 있었다

. 이같은 특허들에 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군중에서 특히 유용한 서브클래스(subclass)는 고리 C와 D의 2-카르복

시에틸 부사슬의 에스테르기의 가수분해 또는 부분 가수분해로부터 얻어진다. 딜스-앨더 반응 동안에 이들 치환기를

보호기 치환하는 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해 2-카르보알콕시에틸기를 갖는 초기 생성물이 얻어진다. 이같은 에스테르류

들은 적절한 가수분해 반응이 용이하게 수행되어, 사실상 완전하게 가수분해되지 않은 디카르보알콕시알킨으로부터 

얻어진 딜스-앨더 반응 생성물과 관련한 카르보알콕시기를 이탈시킬 수 있음이 알려졌다. 이를 통해, 도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4 가지 화합물들, BPD-MA, BPD-MB, BPD-DA 및 BPD-DB가 얻어졌으며, 이 도면은 미국 특허 제 5,17

1,749 호에 개시된 바를 인용하였다. 상기 도면에 있어서, R  1 및 R  2 는 카르보알콕시기, 전형적으로는 카르보메톡

시 또는 카르보에톡시이며, R은 알킬기(1-6C)이다.

BPD-MA는 PDT에 유용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임상 실험중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특정 형태의 광

활성제를 개발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PDT가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한 광활성 화합물들의 범주를 확장

시키는 것이 요망되고 있다. 본 발명은 고리 C 및 D가 카르복시알킬 치환기의 에틸렌 글리콜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화

합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화합물은 PDT를 이용하는 소정의 일례들에서 유리한 약물 동력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의 화합물들은 광역학요법에 적용할 수 있다고 알려진 화합물 목록에 추가되는 유용한 신규 화합물이며, 광활

성 화합물을 이용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상기 분자들내에 에틸렌 글리콜 에스테르를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광활

성 화합물들이 이용되고, 치료를 미세 조정하는 조건들의 범위를 확대 완화시키는 특성이 상기 화합물들에게 부여된

다.

따라서, 일 측면에서, 본 발명은 다음 식을 갖는 화합물, 및 그의 금속 치환된 및/또는 표지된 및/또는 콘쥬게이티드된

(conjugated) 형태에 관한 것이며,

화학식 1

 , 또는

화학식 2

식 중, R  1 은 알킬기(1-6C), 바람직하게는 메틸이고, n은 0∼6의 정수, 바람직하게는 2이고, R  2 는 비닐기 또는 그

의 유도체, 바람직하게는 비닐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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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다음 식을 갖는 화합물, 및 그의 금속 치환된 및/또는 표지된 및/또는 콘쥬게이티드된 형태에 관한 것

이기도 하며,

화학식 3

 , 또는

화학식 4

식 중, R  1 , n 및 R  2 는 전술한 바와 같다. 이들 유사체들은 각각 프로토포르피린 III 및 프로토포르피린 XIII로부터, 

프로토포르피린 IX로부터 상기 화학식 1 및 2의 화합물이 유도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유도된다. 본 발명은 또한, 

참고문헌으로서 본문에 첨부된 미국 특허 제 4,883,790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자리 옮김 반응되지 않은(unrearran

ged) 딜스-앨더 축합 반응 생성물들(즉, 1,4-디엔)로부터 생성되는 화학식 1∼4의 다양한 형태의 이성질체들을 포함

하기도 한다.

또다른 측면에서, 본 발명은 상기 화학식 1, 2, 3 또는 4의 화합물, 또는 그의 1,4-디엔 이성질체 또는 혼합물을 이용

한 치료 및 진단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의 화합물들, BPD-MA, BPD-MB, BPD-DA 및 BPD-DB를 나타낸 것이다.

도 2는 L1210 세포들에 의한 B-EA6의 흡수 동력학을 나타낸 것이다.

도 3은 L1210 세포들에 의한 B-EA6의 방출 동력학을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생체내에서 B-EA6의 약물 동력학을 그래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 5는 정상 비세포들(splenocytes) 및 L1210 세포들에 의한 B-EA6의 흡수 동력학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 6는 마우스내에서 B-EA6를 사용한 PDT의 시간 경로를 BPD-MA 및 BPD-MB로 처리된 마우스와 비교하여 나

타낸 것이다.

도 7은 마우스의 미소혈관계에 대한 B-EA6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 8은 BPD-MA 및 B-EA6의 혈장내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 9A 및 9B는 L1210 세포들 및 수지상(dendritic) 세포들내에서 BPD-MA와 비교하여, A-EA6를 사용한 광역학요

법의 세포 독성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 10은 MHC I 수용체들의 표면 발현 감소에서 A-EA6 및 BPD-MA의 대조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 11은 HL60 세포들내에서 미토겐 경로 키나제 및 스트레스에 대한 A-EA6 및 BPD-MA를 이용한 광역학요법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 12는 HL60 세포들내에서 카스패스(caspase)에 대한 A-EA6 및 BPD-MA를 이용한 PDT의 대조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 13은 HL60 세포들에서 DNA 분열에 대한 A-EA6 및 BPD-MA를 이용한 PDT의 대조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수행 유형들

본 발명의 화합물들은 전술한 바와 같은 BPD 특허들에 개시된 바에 관련된 것이지만, 고리 C 및 D상의 치환기에서 

에틸렌 글리콜의 에스테르를 포함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화합물들은 벤조포르피린의 C 및 D 고리에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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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보알콕시알킬 또는 카르보알콕시 치환기의 간단한 가수분해 및 생성된 카르복실기의 재-에스테르화 반응에 의해 

제조되거나, 에스테르 교환 반응에 의해 직접 얻어질 수 있다.

상기 화학식 1 및 2의 화합물들은, 상기 참고 U.S. 특허들에 개시된 바와 같이 프로토포르피린 IX와의 딜스-앨더 반

응으로 이루어진 공정을 통해 얻어지는 부류 중의 개별 종이며, 화학식 3 및 4의 화합물은 상기 딜스-앨더 반응의 출

발물질로서 프로토포르피린 III 또는 프로토포르피린 XIII을 사용하여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됨이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프로토포르피린 IX가 A 및 B 고리에 있어서 비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딜스-앨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A 

고리인지 B 고리인지에 따라 두 가지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다. 반면에, 프로토포르피린 III 및 XIII는 상기 고리들에 

있어서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부가되는 위치에 무관하게 각 경우에 한 가지 생성물만 얻어진다.

본 발명의 화합물에 있어서, R  2 는 비닐기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의 유도체도 가능하다. 고리 A 또는 B에서 비닐

기는 부가 반응이나 산화 반응에 의해 R  2 의 다른 예들로 용이하게 유도체화된다. 부가되는 치환기가 이탈기로서 작

용한다면, 상기 부가 반응 또는 산화 반응의 생성물들은 추가로 치환될 수 있는데, 예컨대 -Br은 -OH, -OR", -NH  2
, -NHR", 또는 -NR  2 " 등으로 치환될 수 있다(여기서, R"는 탄화수소기임). 예컨대, 부가되는 치환기 중의 하나가 수

소 및 다른 할로겐 원소, 하이 드록시기, 저급 알콕시기, 아미노기나 아미드기, 설프하이드릴(sulfhydryl)기 또는 유기

설파이드 또는 부가성 수소가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들은 부가성 포르피린 또는 포르피린성 고리계를 제공하

는 치환기들을 포함하여 R  2 로서 다양한 군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R  2 는 비닐기, -CHOR', -CHO, -COOR', -CH(OR')CH  3 , -CH(OR')CH  2 OR', -CH(SR')CH  3 , -CH(NR

')  2 CH  3 , -CH(CN)CH  3 , -CH(COOR')CH  3 , -CH(OOCR')CH  3 , -CH(NR'COR')CH  3 , -CH(CONR'  2 )CH  3
, -CH(할로)CH  3 또는 -CH(할로)CH  2 (할로)가 되거나(여기서, R'는 H, 또는 임의로 이종 원자 치환기임), R  2 는 

비닐기의 직접 또는 간접적 유도체화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12C 미만의 유기 치환기이거나, R  2 는 1∼3 테트라피롤

타입의 핵을 갖는 치환기일 수 있다.

본문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알킬"이라 함은 탄소 원자수가 충분하게 포함된다면, 고리 형태 또는 고리 부분을 포

함할 수 있는, 포화 직쇄상 또는 분지상의 사슬 탄화수소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메틸, 에틸, t-부틸, 시클

로헥실 등을예로 들 수 있다.

"탄화수수소기"라 함은 직쇄상 또는 분지상 사슬, 포화 또는 불포화딘, 방향족 또는 지방족 또는 양자 모두, 및 고리상

또는 비고리상이 될 수 있는 탄소 및 수소만을 함유한 일가의 치환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1∼10C의 탄화수소

기 에는 시클로펜틸에틸, 2-펜틸, 3-부티닐, 2,4-디메틸헥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몇몇 일례에서는, 탄화수소기가 이종 원자 함유 치환기로 치환돌 수도 있다. 이러한 치환기들로는 -OR, N

R  2 , -SR, -COOR, -CONR  2 , -OOCR, -NRCOR, -SOR, -SO  2 R, 할로, -CN 등을 들 수 있다(여기서, R은 H 또

는 알킬(1∼6C)임). 시클릭 아민들로는 피리딜, 피리미딜, 티아졸릴, 퀴놀릴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일 고리 또

는 퓨즈드(fused) 고리계가 이들에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 이종 원자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들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키랄 탄소가 포함되어, 다양한 입체 이성질체 형태들이 존재할 수 있다

는 것이 주지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에난시오머(enantiomer)를 포함한 이러한 입체 이성질체들, 이 기술 

분야의 공지 기술을 이용하여 분리될 수 있으나, 하나 이상의 다이아스테레오머(diastereomer)가 함유된 혼합물 또

는 라세믹 혼합물이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기 화학식 1∼4로 나타낸 바와 같은 화합물들은 경우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개별적인 광학 이성질체, 에난시오머 또는 다이아스테레오머, 및 이들의 개별적인 키랄 이성질체의 혼합물을

대표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화합물들은 테트라피롤-타입의 핵을 마그네슘 이온, 아연 이온, 주석 이온 등과 같은 적절한

이온들로 처리하여 금속 치환된 형태로 제조될 수도 있다. 또한, 상기 금속 이온은 표지용 방사선 동위 원소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금속 이온은 이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조건 하에서 적절한 염을 사용하여 삽입된다. 예컨대, 

아연 이온은 상기 화합물을 메틸렌 클로라이드 : 메탄올이 1 : 1의 조건 하에서 아세트산아연으로 처리함으로써 도입

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화합물들은 방사선 동위 원소, 발색단 및 형광 표지를 포함한 표지 방법으로 표지될 수도 있다. 방사

선 동위 원소 표지는 일반적으로, 화합물들이 생체내에서 후속 과정이 이루어지거나, 특정부를 표지하도록 사용되는 

경우에 유용하다. 방사선 동위 원소로서 유용한 양이온 성분으로는 테크늄, 갈륨 및 인듐이 포함된다. 부가적으로, 분

자 자체로 또는  14 C를 포함하여  131 I 또는  32 P와 같은 이종 원자들의 방사선 동위 원소가 상기 분자를 표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BPD 관련 특허들에 추가로 개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화합물들은, 바람직하게는 상기 분자가 특

정 조직 또는 기관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표적화제(targeting agent)와의 짝지움 반응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표

적화제에는 항체, 수용체, 수용체-리간드 등이 포함된다. 표적화제와 상기 화합물의 결합은 공지 기술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콘쥬게이티드 형태"이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이, 표적화제와 짝지워진 화학식 1∼4의 화합물을 의미한다.

화학식 1∼4의 화합물에 대한 바람직한 예들에는 두 가지 n 모두가 2로 동일한 것, 또는 두 가지 R  1 모두가 에틸 또

는 메틸, 바람직하게는 메틸인 것, R가 비닐 기인 것이 포함된다. 특히, 다음 식의 화합물들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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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A6 및 B-EA6 모두를 제조하였다. 두 화합물 모두다 효과적인 감광제인데, A-EA6가 용이하게 배합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본 발명 화합물들이 이 분야에서 공지된 광역학요법 기술에 사용될 수 있다. 상기 배경기술 부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광역학요법은 광범위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헌들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이같은 타입의 화합물들은 몇몇 문헌들에서 특정 광조사 없이도 약물학적 활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바람직한

예로 리포솜 조성물 등을 포함한 기지의 약학 조성물이 이러한 적용법에 알맞게 사용된다.

다음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예시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본 발명을 이에 국한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실시예

들은 본 발명 종류 중 두 가지 성분들, A-EA6 및 B-EA6의 우수한 약물 동력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입증하며, 화학식

1∼4로 표시되는 나머지 화합물들도 이같은 특성에 있어서 마찬가지의 변이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발

명에 포함되는 작은 부류의 화합물들은 광역학요법이 적용 되는 다양한 증상들을 치료하는 데 유용한 광역학 작용제 

목록에 추가되어, 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시예

실시예 1

두 가지 형태의 EA6의 제조 방법

A. B-EA6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출발물질은 BPD-DB가 디메틸에스테르로서 사용되는데, BPD-DB는 도 1에 나타

낸 바와 같으며, R  1 및 R  2 가 모두 COOMe이고 R"가 비닐기이다.

에틸렌 글리콜 50 mL 및 디클로메탄 100 mL 내의 BPD-DB 2.0 g(2.7 mM)에 황산 1.0 mL를 첨가하였다. 반응물은

18 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그 후에, 이 반응물을 5% 수용성 암모늄 아세테이트 100 ml와 디클로로메탄 10

0 mL의 교반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그 후에, 유기층을 분리하여 50 mL의 물로 2 회 씻어 주었다. 용매를 로터리 증발

(rotary evaporation)에 의해 제거하였다. 잔류물을 밤새 진공 건조시켜 분석 가능할 정도의 순도를 갖는 고체의 표적

화합물 2.02 g(89%)를 생성시켰다.

B. 상기 A에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BPD-DB 대신에 BPD-DA를 사용하여 이성질체 형태인 A-EA6를 제조하

였다.

실시예 2

L1210 세포들에 의한 B-EA6 및 BPD-MA의 흡수 및 방출의 비교

BPD-MA 또는 B-EA6는 뮤라인 셀 라인(murine leukemia cell line)인 L1210 세포 10  7 /mL의 10% 송아지 태아(

fetal bovine) 혈청의 존재 하에서 3 ㎍/mL로 배양하였다. 감광제의 세포내 함량은 다양한 시간으로 세포 여액(lysat

es)의 형광 분석에 의해 측정되었다. 측정된 최대 농도치는 A-EA6에 대해 145.9 ng/10  6 cells 및 BPD-MA에 대해

149.5 ng/10  6 cells이였다. 흡수 시간 경로는 두 경우 모두에서 흡수가 최대치에 이르는 시간에 의해 60 min으로 세

포 함량 퍼센트로서 도 2에 나타내었다. 도시된 바와 같이, B-EA6가 좀더 신속하게 흡수되고 5 분만에 그의 최대 흡

수 농도의 80%에 이르렀으며, 15 분 이내에 최대 흡수가 이루어졌다.

L1210 세포들로부터 이같은 약물 방출의 동력학은 1 hr 동안 3 ㎍/mL로 세포들을 미리 로딩한 후에 10% 송아지 태

아 혈청을 함유하는 약물 비함유 배지내에 세포들을 놓음으로써 측정되었다. 세포내 약물 함량 잔류분은 세포들을 용

해시키고 형광 분석하는 것에 의해 다양한 시점에서 측정되었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초기 세포내 함량의 퍼센

트로서 재차 실시함), BPD-MA 및 B-EA6는 방출의 다양한 동력한을 나타내었다. B-EA6의 초기 방출은 더욱 신속

하였지만, BPD-MA의 경우에서 방출이 더욱 완벽하였다.

시험관내에서 B-EA6의 약물 동력학이 BPD-MA보다 더욱 신속하다는 것은 뜻밖에 사실이었다. B-EA6의 보유 정

도가 큰 것이 BPD-MA에 비해 큰 크기에 기인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세포막을 통한 신속한 전달력은 놀

라운 것이었다.

실시예 3

생체내 약물 동력학의 비교

BPD-MA 또는 B-EA6는 각 시점마다 3 마리의 마우스를 이용하여, DBA/2 마우스에 4 mg/kg의 투여량으로 정맥 

주사되어 투여되었다. 혈장, 피부, 간 및 신장에서의 약물 함량은 조직 추출물에서의 형광 분석을 통해 측정되었다. 도

4는 주사후 15 분 경과시의 관련 조직에서의 농도 퍼센트로서 도시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BPD-MA 또는 B-EA6 어느 것도 혈장, 간 또는 신장에 축적되지 않았으나, BPD-MA는 처음 3 hr 이내에 피부에

축적되었고, B-EA6는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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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D-MA에 비해 B-EA6가 좀더 신속하게 축적되는 것은, 모든 조직들로부터 더욱 신속하게 제거되는 것에 의해 생

체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매우 큰 장점이 된다. 광 조사 요법은 감광제 투여 후에 바로 수행될 수 있으며, 신속하게 

제거되어 더 이상의 피부 또는 눈에서의 감광성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치료 대상 환자들은 밝은 빛을 

피하고 안경을 쓰라는 등의 특별한 주의 사항 없이 일상 생활을 재개할 수 있다.

그 후에, 다양한 조직내에서 B-EA6 및 BPD-MA의 반감기는 15 min 내지 3 hr의 시간 틀(time-frame)에서 계산되

었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1]

B-EA6 및 BPD-MA의 조직 반감기

조직
T  ½

 * (15 min∼3 hr)

B-EA6 BPD-MA

간 0.6 2.4

비장 0.8 10.9

신장 0.8 5.6

피부 1.9 0  **

근육 11.1 ND  †

혈장 0.6 2.0

* 시간으로 표시  ** 3 hr까지 증가되는 피부내의 BPD-MA 농도  † 3 hr까지 증가되는 피부내의 BPD-MA 농도

그의 농도가 3 hr 시간 간격 동안에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같은 시간 틀의 BPD-MA의 반감기는 피부내에서는 산측될

수 없었다. 상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B-EA6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BPD-MA에 비해 좀더 짧은 반

감기를 갖는다. BPD-MA에 비해 정상 피부내에 B-EA6가 덜 축적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으며, BPD-MA보다 훨씬

신속하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피부 감광 작용만이 감광제를 이용한 광역학 요법의 부작용

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는 유리한 장점이 된다.

또한, 이 약물 동력학적 측면은 생체내 마우스 종양 모델을 이용하여 측정되기도 하였다. M1 횡문근육종을 갖는 10 

DBA/2 마우스의 군에 BPD-MA의 리포솜 배합물을 0.75∼1.5 mg/kg의 다양한 투여량으로 정맥 주사하였다. 주사

후에 다양한 시간대별로 50 또는 150 J/cm  2 의 690 nm 레이저광으로 상기 종양들을 광조사하였다. 주사하고 7일 

경과 후에, 종양이 사라진 각 군의 마우스 퍼센트를 측정하여 그 결 과를 다음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생물학적 정량 분석 결과

PDT 조건
7일 경과후 종양 소실 퍼

센트  *

약물 투여량  ** (mg/kg) 주사후(IV) 경과 시간 (min) 광투여량  *** (J/cm  2 ) BPD-MA B-EA6

0.75 15 50 (4/5) 50%

0.75 30 50 70% 0%

1.0 15 50 100% 90%

1.0 30 50 90% 0%

1.5 180 150 70% 0%

* 종양 모델=DBA/2 마우스의 M1 종양-각 PDT 조건당 10 마리씩 테스트됨.  ** 약물은 리포솜 배합물로 제조하여 

정맥주사됨.  *** 690 nm 레이저광

실시예 4

혈청 존재 및 비존재 하에서 LD  50  의 측정

B-EA6 또는 BPD-MA는 다양한 농도의 L1210 세포들로 1 HR 동안 배양시키고, 9 J/cm의 광범위한 대역의 빛에 노

출시켰다. 10% 혈청의 존재 하에서 및, 혈청이 없는 조건 하에서 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표 3에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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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D 50 측정치

혈청 없이 10% 혈청

BPD-MA 3.7 ng/ml 54.0 ng/ml

B-EA6 4.7 ng/ml 19.7 ng/ml

상기한 바와 같이, BPD-MA와 B-EA6는 혈청이 없는 조건 하에서 LD  50 측정치가 비슷하지만, 혈청 존재 하에서는 

B-EA6가 실질적으로 좀더 좋은 유효성 보유력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일례에 있어서, 혈청이 포함된 조건 하에서는 BPD-MA와 같이 PDT에 사용되는 작용제의 광활성도가 크게

저하된다. 놀랍게도, B-EA6는 혈장 성분에 대해서보다 세포막에 대한 친화도가 커서, 세포 조건내에 혈청이 존재함

에 의한 영향력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생체내에서 활성이 BPD-MA 및 기타 동족 화합물들보다도 훨씬

클 것이다.

실시예 5

B-EA6의 시험관내 유효성

L1210 세포에 대해 세포 파괴 독성 효과를 발휘하는 B-EA6의 성능은,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다양한 농

도들로 1 hr 동안 B-EA6를 이용하여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추가 테스트되었다. 과량의 약물을 제거한 후에, 세포들을

9 J/cm  2 의 광범위한 대역의 빛(380∼750 nm)에 노출시키고, 세포 생존률을 MTT 분석(Mosmann, T. et al. J Im
munol Meth (1983) 65:55-63)을 통해 측정하였다. 세포 치사률 퍼센트는 빛에만 노출된 세포의 생존률을 참조하여

산측되었다. 약 7 ng/mL의 농도에서, 세포들의 80%가 치사되고; 약 15 ng/mL에서, 세포들의 약 100%가 치사하기

에 이르렀다. 전술한 바와 같이, B-EA6에 대한 LD  50 은 약 4.7 ng/mL이다.

시험관내 실험에서 B-EA6의 효과가 BPD-MA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상기 실시예 4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혈청 존재 하의 생체내 조건에서, B-EA6가 BPD-MA에 비해 현저히 큰 활성을 갖는다는 것이 더욱더 놀라운 

것이다.

실시예 6

종양 세포들에 대한 B-EA6의 선택성

B-EA6를 축적하는 L1210 세포들의 성능을 이러한 작용의 비세포 성능가 비교하였다. 3 ㎍/mL의 B-EA6를 각 세포

타입으로 배양시키고 B-EA6의 세포 함량을 세포 여액에서의 형광 분석을 통해 측정하였다. 도 5는 ng/10  6 cells로 

두 세포 타입들에 대한 흡수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시한 바와 같이, L1210 세포들은 약20 min 경과 후에 대략

140 ng/10  6 cells(이 수치에 다다른 세포들)를 흡수할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비세포는 1 시간 동안의 배양 후에 

약 20 ng/10  6 cells 미만으로 축적되었다.

옆구리에 피하 생장된 M1(횡문근육종) 종양을 갖는 DBA/2 마우스를 B-EA6가 종양 선택성을 입증하는 것을 나타내

는 모델로서 이용하였다. B-EA6 0.75 mg/kg을 리포솜 배합물로 정맥 주사하였다. 그리고나서, 15 분 후에, 직경 5 

mm의 종양이 포함된 1 cm 범위를 아르곤-펌프드 다이 레이저(argon-pumped dye laser)로부터의 690 nm 파장의 

70 mW 레이저광에 50 J/cm  2 로 노출시켰다. 이같은 광조사를 통해 종양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으며, 주변 정상 피

부 조직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B-EA6가 종양 특이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실시예 7

B-EA6에 의해 면역 조절 반응

Balb/C 마우스(각 군당 5∼8 마리의 마우스)는 소위, 접촉 과감작성(CHS: contact hypersensitivity) 분석이라고 하

는 지발성 피부 감광성 분석을 이용하여 테스트하였다. 이 마우스들의 옆구리에 감광제 디니트로플루오로벤젠(DNFB

)을 칠하고, 5일 경과후에 한 쪽 귀를 DNFB로 챌린지 테스트하고 다른 쪽이 대조군으로 제공되었다. 팽윤 현상은 면

역 반응의 표시이다. 이 마우스들에게는 1 mg/kg 리포솜성 B-EA6이 정맥 주사되고, 전신에 걸쳐 15 J/cm  2 로 광조

사하거나 대기광에 노출시켰다. 귀의 팽윤 현상을 억제하는 것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이

같은 치료 요법의 성능이 측정되었다. 그 결과, 전신에 걸친 15 J/cm  2 로 광조사 또는 대기광과 병행된 B-EA6의 투

여는 비처리 마우스에 비해 테스트 대상 귀에서의 팽윤 현상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경우 모두에서, 팽윤 현

상이 비처리군의 마우스에서 나타난 것의 약 60% 정도였다.

면역 조절을 측정하는 추가적인 분석법에 있어서, 쥐 복막 매크로파지(murine peritoneal macrophages)를 분리, 정

제하고 재조합 인터페론-γ(100 U/mL)에 의해 활성화시켰다. 활성화된 세포들을 1 hr 동안 37 ℃에서 다양한 농도

의 B-EA6로 배양시킨 후에, 5 J/cm  2 로 690 nm LED에 노출시켰다. MHC I, MHC II, CD54, CD80 및 CD86의 발

현 레벨을 FITC 콘쥬게이티드 항체들 및 세포 선별기(cell sorter)를 이용하여 24 hr 경과 후에 측정하였다. B-EA6

에 대한 결과를 BPD-MA 2.5 ng/mL를 사용하여 동일한 실험과 비교하여, 다음 표 4로 나타내었다.

[표 4]

쥐 복막 매크로파지에 의해 세포 표면 항원들의 발현 레벨에 대한 B-EA6에 의한 저투여량 효과

화합물 MHC 클래스 I MHC 클래스 II DC 54 (ICAM-1) CD80 (B7-1) CD86 (B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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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D-MA (2.5 ng/mL) 99.1±4.3% 79.3±10.1% 105.4±3.0% 93.5% 99.2%

BPD-EA6 (0.5 ng/mL) 100.4% 71.8% 106.9% 102.3% 99.2%

상기 표의 결과는 빛으로만 처리된 세포들과 비교하여 발현 퍼센트로서 제공된다. 도시한 바와 같이, BPD-MA 및 B

-EA6는 모두 MHC II의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그 외의 표면 표식은 없었다. 따라서, B-EA6가 유리한 약물동

력학을 갖긴 하지만, BPD-MA 및 기타 동족 화합물들의 면역 조절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실시예 8

관절염 모델에서의 B-EA6 효과

MRL-Ipr 마우스는 자발적으로 관절염이 발병되는데, 프로인즈 부형제(Freund's Adjuvant)를 경피 주사하여 이를 

증진시켰다. 많은 수의 MRL-Ipr 마우스를 상기 부형제를 주사하고 0, 10 및 20 일 경과 후에, PDT로 처리하였다. P

DT는 0.5 mg/kg 리포솜성 B-EA6를 정맥 주사하고, 이로부터 1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마우스의 복부를 80 J/cm의 적

색광에 노출시켰다. 마우스를 관찰하고, 증상들을 매 5 일마다 30 일 동안 점수 매겼다. 결과는 BPD-MA 및 BPD-M

B로 동이랗게 처리된 마우스와 비교하여, 다음 표 6에 나타내었다. 도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임상학적 증상의 발병률

(즉,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마우스의 퍼센트)에 의해서 측정되었던 지, 밀리미터 단위로 이-복사뼈 관절(bimaleo

lar ankle) 너비에서 변화시킴에 의해서 측정되었던지, B-EA6(검정원으로 표시)은 부형제 주사의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B-EA6가 면역 조절 활성을 갖는 것이 입증되었다.

실시예 9

미소혈관계에 대한 B-EA6의 효과

마우스 거고근(cremaster) 모델을 이용하였다. B-EA6를 2 mg/kg으로 정맥 투여하고, 이 주사후 5 분 및 15 분이 경

과하여 외과적으로 노출된 소동맥과 소정맥에 5 분당 25 J/cm  2 로 광조사하였다. 혈관들은 대조군 퍼센트로서 적혈

관(red blood column) 직경으로서 측정되었다.

결과는 도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광조사를 시작한 후 5 min 쯤에 혈관의 일시 폐색 현상이 나타났으며, 광조사를 시

작한 후 15 min 쯤에 영구적인 폐색 현상이 얻어졌다.

본 실시예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좀더 신속한 약물 동력하과 병행하여, 혈관계를 수축시키거나 폐색시키는 B-EA6의

증진된 성능이, B-EA6가 안구에서의 신혈관계 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실시예 10

B-EA6의 흡수 스펙트럼

BPD-MA 및 B-EA6는 형광(380∼750 nm) 빛에 노출시키기 전 및 4 hr 동안의 노출 후에, 유사한 스펙트럼을 갖는

다. 이 스펙트럼은 도 8에 대조하여 나타내었다. B-EA6의 스펙트럼의 BPD-MA 스펙트럼과의 유사성은, PDT에 유

용한 치료제로서의 BPD-MA의 용도가 매우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장점이 된다. 이들 스펙트럼이 유사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BPD-MA를 이용한 치료에 효과적인 바와 같은 동일한 광원을 B-EA6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시예 11

A-EA6의 시험관내 세포 독성

상기 실시예 5에 기재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두 가지 상이한 세포 라인에 대한 A-EA6의 시험관내 세포 독성을 테스

트하여 BPD-MA와 비교하였다. L1210 세포들 또는 수지상 세포 라인 D2SC/1를 A-EA6 또는 BPD-MA로 37 ℃에

서 1 hr 동안 배양시켰다. 과량의 약물을 제거한 후에, 세포들은 690 nm 광에 수지상 세포들에 대해서는 5 J/cm  2 로

, L1210 세포들에 대해서는 9 J/cm  2 로 노출되었다. 세포 생존률은 상기 실시예 5에 기재한 바와 같은 MTT 색채 

분석을 사용하여 18∼24 시간 후에 측정하였다. 세포 치사율 퍼센트는 빛에만 노출시키기만 한 세포들을 대조군으로

산측하엿다. 도 9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혈청이 없는 경우에 L1210 세포들에 있어서 BPD-MA의 세포 독성이 비슷

하게 나타나지만, 혈청이 있는 경우에는 BPD-MA보다 현저히 우수한 독성을 나타내었다. A-EA6에 혈청을 더한 것

을 백색 원형으로 표시하고, BPD-MA에 혈청을 가한 것은 검은색 원형으로, 혈청 없는 A-EA6는 백색 사각형으로, 

혈청 없는 상태의 BPD-MA는 검정색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도 9B에 나타낸 바와 같이, BPD-MA가 6 ng/mL의 LD  50 을 갖고, A-EA6가 2.7 ng/mL의 LD  50 을 갖는 수지상 

세포들에서, A-EA6는 5% 송아지 태아 혈청의 존재 하에서 BPD-MA보다 낮은 농도로 독성을 갖는다. 도 9B에서, 

검은색 원형들은 BPD-MA를 나타내고, 백색 원형들은 A-EA6를 나타낸다.

세포 독성이 아닌 MHC I 수용체를 측정하는 마찬가지의 측정 방법으로, A-EA6는 낮은 농도로 수용체의 발현을 감

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같은 측정 방법에서, 수지상 세포들은 그의 LD  50 미만의 약물 농도, BPD-MA는 2.5 n

g/mL 및 5 ng/mL, A-EA6는 1 ng/mL 및 2.5 ng/mL에서 1 hr 동안 배양시켰다. 세포들을 690 nm의 빛에 5 J/cm  2

으로 처리하고, 처리후 3 시간 경과하여 적절한 항체로 표지시키고, 플로우 시토메트리(flow cytometry)로 측정하였

다. 결과는 광처리된 대조군에 대한 평균 도관 형광 세기(mean channel fluorescence intensity)의 퍼센트로서 측정

되었다. 그 결과를 도 10에 나타내었는데, BPD-MA는 2.5 ng/mL 및 5 ng/mL에서 각각 18% 및 29%의 감소율을 나

타내고, A-EA6는 1 ng/mL 및 2.5 ng/mL 농도 모두에서 약 25%까지로 도관 형광도를 낮추었다.

실시예 12

세포내 교신에 대한 A-EA6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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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실시예 11에 기재한 바와 같은 실험 조건들을 표적으로서 HL-60 세포들을 사용하여 반복 실시하였으며, 세포 

독성, 및 미토겐성 경로 키나아제(mitogenic pathway kinase) p70 S6K, 스트레스 경로 키나아제 c-jun 및 HSP27에

대한 A-EA6 및 BPD-MA 효과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다음 도 11에 나타내었다. 거의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에서, A-

EA6는 스트레스 경로 키나아제의 강력한 활성 및 미토겐성 경로 키나아제의 강력한 억제를 나타내엇다.

HL-60 세포들에서 카스파스(caspase) 활성에 대한 효과 또한 측정되었다. A-EA6는 BPD-MA보다 강력한 카스파

스들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같은 효과는 아포프토시스(apoptosis)와 관련된 것이기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은

세포들을 제거하는 아포프토시스의 용도는 주변의 정상 세포들 및 조직들에 대한 최소한의 효과를 야기시킨다. A-E

A6 및 BPD-MA의 비교를 다음 도 12에 나타내었다.

도 13은 DNA 분열 퍼센트가 HL-60 세포들에서 측정되는 경우에 마찬가지의 비교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에도,

A-EA6는 BPD-MA보다 낮은 농도들에서 효과적이었다.

실시예 13

A-EA6를 이용한 시험관내 광역학요법

상기 실시예 3에 개시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A-EA6 또는 BPD-MA를 M1 종양을 갖는 마우스에 1 mg/kg의 투여량

으로 정맥 주사하였다. 그리고나서, 약물을 투여한 후에, 다양한 시간으로 전신을 50 J/cm  2 의 690 nm 레이저광으

로 광조사하였다. 7 일만에 종양이 사라진 동물의 수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다음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감광제 광조사 시간(i.v. 이후) 7일째 무-종양 동물수

BPD-MA 15 min 10/10

BPD-MA 30 min 9/10

A-EA6 15 min 2/2

BPD-MA 30 min 6/6

상기 결과들로부터 이같은 분석에서 A-EA6가 적어도 BPD-MA 만큼의 유효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실시예 14

면역 조절 활성

시험 대상 및 대조군 마우스의 옆구리에 항원 DMFB를 칠하고, 5 일 후에 그의 귀에 동일한 화합물로 챌린지 테스트

하였다. 테스트 동물들은 감광제를 정맥 주사한 후에 15 J/cm  2 의 적색 LED광에 동물들을 노출시킴으로써, BPD-

MA 또는 A-EA6를 사용하여 전신을 광조사 처리하였다. 귀의 팽윤 현상의 억제 퍼센트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산측하

였다. 결과는 다음 교 6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이 분석에서 A-EA6가 BPD-MA가 갖는 것보다 강력한 면역 조절

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감광제 투여량 (mg/kg) 억제 퍼센트

BPD-MA 1.0 49%

A-EA6 1.0 68%

A-EA6 0.3 59%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음 화학식 1∼4를 갖는 화합물 및, 그의 금속 치환되거나 표지되거나 콘쥬게이트된 형태:

화학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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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2

 ,

화학식 3

 , 또는

화학식 4

식 중, R  1 은 각각 알킬기(1-6C)이고,

n은 각각 0∼6의 정수이고,

R  2 는 비닐기 또는 그의 유도체 형태임.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R  2 가 비닐기, -CHOR', -CHO, -COOR', -CH(OR')CH  3 , -CH(OR')CH  2 OR', -CH(SR')

CH  3 , -CH(NR')  2 CH  3 , -CH(CN)CH  3 , -CH(COOR')CH  3 , -CH(OOCR')CH  3 , -CH(NR'COR')CH  3 , -CH

(CONR'  2 )CH  3 , -CH(할로)CH  3 또는 -CH(할로)CH  2 (할로)이거나(여기서, R'는 H, 또는 임의로 이종 원자 치환

된 탄화수소기(1-6C)임), 비닐기의 직접 또는 간접적 유도체화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12C 미만의 유기 치환기이거나

, 1∼3 테트라피롤 타입의 핵을 갖는 치환기인 화합물.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금속 치환된 형태 또는 콘쥬게이트된 형태 또는 표지된 형태의 화합물.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2 항에 있어서, 금속 이온을 포함하지 않는 화합물.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R  2 가 비닐기이고, 또는 각각의 R  1 이 메틸이고, 또는 두 가지 n 모

두 2인 화합물.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R  2 가 비닐기이고, 두 가지 R  1 모두 메틸인 화합물.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다음 식을 갖는 화합물, 및 그의 금속 치환되거나 표지되거나 콘쥬게이트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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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R  2 가 비닐기이고, 또는 각각의 R  1 이 메틸이고, 또는 두 가지 n 모두 2인 화합물.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금속 이온을 포함하지 않는 화합물.

청구항 10.
약리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의 혼합물에, 제 1항 내지 3항, 7항과 9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화합물을 활성 성분으로

서 함유하는, 종양, 죽상경화성 플라크, 재협착증, 혈류내 감염증, 건선, 안구질환, 맥관계 폐쇄, 관절염, 세포소멸의 

활성화 및 개체의 면역조절에서의 광역학 요법(PDT)용 의약 조성물.

청구항 11.
약리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의 혼합물에, 제 1항 내지 3항, 7항과 9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화합물을 활성 성분으로

서 함유하는, 개체의 종양, 관절염 및 안구질환의 의학적 진단용 의약 조성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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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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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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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c

도면4d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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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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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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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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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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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a

도면11b

도면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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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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