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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제1 도는 PN-KLH 로 프라이밍되고, 도시된 투여량으로 [(PN)20 -BAHA]-EDDA, 콘주게이트 17- II,
또는 염수로 처리되고, PN-KLH 의 부스터 주사가 제공된 다음 5일후 채혈된 마우스에서 항-PN 감응을 나
-8

타낸다. 혈청은 10 M 에서 방사표지된 PN 을 사용하여 파르(Parr) 분석함으로써 3희석액으로 테스트하였
으며 데이타는 항-PN 항체의 감소백분율로 나타낸다. 군당 5마리 마우스였다.
<2>

<3>
<4>

제2 도는 PN-KLH 로 프라이밍되고 도시된 투여량으로 [(PN)20 -BAHA]-EDDA, 콘주게이트 17-II 로
처리되고 PN-KLH 의 부스터 주사가 제공된 다음 5일후 채혈된 마우스내 항-KLH 감응을 나타낸다. 항-KLH
항체는 효소 면역흡착측정법(ELISA) 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항혈청의 표준풀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군당 5마리 마우스였다.
제3 도는 PN-KLH 로 프라이밍되고, 도시된 투여량으로 [(PN)16 - BAHAOX ]-EDDA (콘주게이트 11IV), [(PN)20 - BAHAox ]-EDDA (콘주게이트 11-II), [(PN)24 - BAHAox ]-EDDA(콘주게이트 11-VI) 또는 [(PN)32 BAHAox ]-EDDA (콘주게이트 11-VIII) 로 처리되고 PN-KLH 의 부스터 주사가 제공된 다음 5일후 채혈된 마우
스내 항-PN 감응을 나타낸다.
-8

<5>

혈청은 10 M 에서 방사표지된 PN 을 사용하여 파르분석함으로써 테스트하였다.

<6>

군당 5마리 마우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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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 도는 PN-KLH 로 프라이밍되고, 도시된 투여량으로 (PN)20 -HAD-AHAB-TEG, 콘주게이트 20-II,
또는 HAD-AHAB 단독, 또는 PN 단독 또는 각각의 혼합물로 처리된 다음 PN-KLH로 부스팅되고 5일후 채혈된
마우스내 항-PN 감응을 나타낸다.
-8

<8>

혈청은 10 M 농도에서 방사표지된 PN 을 사용하여 파르분석함으로써 테스트하였다.

<9>

감소 백분율을 계산하였으며 그 데이타를 제공한다. 군당 5마리 마우스였다.

<10>

제5 도는 PN-KLH 로 프라이밍되고 도시된 투여량으로 (PN)20-HADp S-AHAB-TEC, 콘주게이트 20-IV
-8

로 처리된 다음 PN-KLH 로 부스팅되고 5일후 채혈된 마우스내 항-PN 감응을 나타낸다. 혈청은 10 M 의 농
도에서 방사표지된 PN 을 사용하여 파르분석함으로써 테스트하였다. 군당 5마리 마우스였다.
<11>

제6A-B도는 콘주게이트 3-I, 3-II, 11-I, 11-II, 11-IV, 11-VI, 11-VIII, 17-I, 17-II, 20-I,
20-II, 20-III 및 20-IV의 유도체화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의 구조와 폴리뉴클레오티드를 플랫폼 분자에
커플링하는 링커를 나타낸다.

<12>

제7도는 유도체화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 "HAD-AHAB-TEG" 의 구조를 나타낸다.

<13>

제8도는 멜리틴 펩티드에 의해 유발된 T세포 증식의 레벨을 비교한다.

<14>

제9 도는 조제 완충액으로 처리된 콘트롤 마우스에 대해 멜리틴 펩티드 콘주게이트2로 처리된 마
우스에서 생성된 항- 멜리틴 펩티드2 항체의 레벨을 비교한다.

<15>

제10도는 조제 완충액으로 처리된 콘트롤 마우스에 대해 멜리틴 핍티드 콘주게이트2로 처리된 마
우스에서 생성된 항- 멜리틴 항체의 레벨을 비교한다.

<16>

제11도는 조제 완충액으로 처리된 콘트롤 마우스에 대해 멜리틴 펩티드 콘주게이트2로 처리된 마
우스의 항- 멜리틴 펩티드2 항체- 형성 세포의 레벨을 비교한다.

<17>

제12도는 멜리틴 펩티드 콘주게이트 4, T세포 에피토프를 함유하는 펩티드 #5 의 콘주게이트는
면역관용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다.

<18>

제13도는 본발명내의 멜리틴 콘주게이트를 나타낸다.

<19>

제14도는 D-EK 및 (PN)50 으로 이루어진 선행 콘주게이트(LJP-105) 와 비교했을 때 콘주게이트 3II 인 본발명내의 콘주게이트 LJP-249A 및 LJP-249B 에 의해 달성된 항-dsPN 항체의 감소백분율의 증가를
나타낸다.

<20>

제15도는 LJP-394, 콘주게이트 20-II으로 처리된 수컷 BXSB 마우스내 혈청 순환 IgG항-DNA 항체
의 억제를 나타낸다. ELISA 분석을 D-EK에 콘주게이트된 (PN)50 에 대한 IgG항체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각 군내 여덟마리 개체 마우스 각각으로부터의 혈청을 분석하였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21>
<22>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가면역질환 전신성 홍반성 낭창(SLE 또는 "낭창")과 같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폴
리뉴클레오티드와 같은 생물학적 또는 합성분자와 커플링된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로 이루어진 콘주게이트에 관한 것이다.

<23>

또한 본 발명은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관한 것이다.

<24>

발명의 배경

<25>

다수의 화합물이 면역관용원으로 단언된 콘주게이트를 제조하는데 있어서 생물학적으로 유용한
분자에 대한 담체로서 사용되고 있다.

<26>

예를들면, Benacerraf, Katz 및 그들의 동료들은 특이적인 면역내성을 유발하기 위해 초기문헌에
서 D-GL 로 언급된 랜덤 공중합체 D-글루탐산/ D-리신과 합텐 및 여러 가지 항원의 콘주게이트의 사용을
연구하고 기술하였다.

<27>

미국 특허 제4,191,668 호 및 제4,220,565 호 참조.

<28>

다른 연구자들은 뉴클레오시드 또는 DNA와 다른 담체의 콘주게이트를 연구하였다.

<29>

Borel 등(Science (1973) 182 : 76) 은 NZB 마우스 변종의 어린 동물의 변성 DNA에 대한 항체 감
응을 감소시키는 동종 마우스 IgG- 뉴클레오시드 콘주게이트의 능력을 평가하였다.

<30>

별개의 연구에서 Parker 등 (J. Imminol. (1974) 113 : 292) 은 NZB 마우스의 상술된 증후군의
진행에 대한 폴리-D- 리신 및/ 또는 시클로포스파미드에 콘주게이트된 변성 DNA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31>

나중의 논문(Ann NY Acad Sci (1986) 475: 296-306) 에서 Borel 등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면역
글로불린 콘주게이트를 기술하였다.

<32>

Borel 등 (J. Clin. Invest (1988) 82 : 1901-1907 또는 U.S. 4,650,675)은 DNA에 결합된 사람
면역글로불린의 콘주게이트를 사용하는 시험관내 연구를 기술하였다.

<33>

미국 특허 제5,126,131 호 (Dintzis et al. )도 면역 감응에 개입된 분자와 담체로 이루어진 콘
주게이트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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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른 참고문헌은 비면역원성 중합체와 면역원의 콘주게이트를 기술한다(Saski et al., Scand. J.
Immun. (1982) 16 : 191-200; Sehon, Prog. Allergy (1982) 32: 161-202; Wilkinson et al., J. Immunol.
(1987) 139: 326-331, 및 Borel et al., J. Immunol. Methods (1990) 126: 159-168)

<35>

공동 소유의 미국출원 제07/914,869호, 미국특허 제5,162,515 호 및 제07/652,658호에는 D -EK,
폴리에틸렌글리콜, 폴리-D-리신, 폴리비닐알코올, 폴리비닐피롤리돈 및 면역글로불린과 같은 중합성 담체
로 이루어진 콘주게이트가 기술되어 있다.

<36>

요컨대, 본원인은 선행기술이 단지 분명치 않은 화합물 또는 콘주게이트내에 결합가 플랫폼 분자
로 사용된 수많은 비특이적인 부착부위를 가진 화합물을 나타낼뿐이라고 믿는다. 그러한 화합물의
결합가, 부착부위의 특정위치 및 부착부위의 수는 예상할 수 없으며 광범위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화
합물로 이루어진 선행기술의 콘주게이트는 재현성이 없으며 그것의 보고된 활성이 광범위한 범위를 나타
낸다.

<37>

발명의 개시

<38>

상술된 기술과는 대조적으로 본원인은 플랫폼 분자의 결합가가 사전 결정되며 각각의 부착부위가
생물학적 또는 합성분자의 결합에 유용한,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로 이루어진
콘주게이트를 개발하였다.

<39>

본발명내의 결합가 플랫폼 분자는 그것의 화학적 구조, 결합가, 동질성 및 적당한 생물학적 및/
또는 합성분자와 효과적인 콘주게이션을 할수 있는 정의된 화학에 관하여 정의된다.

<40>

따라서, 본발명의 한가지 양태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와 생물학적 및
/ 또는 합성분자로 이루어진 콘주게이트에 관한 것이다.

<41>

본발명내의 콘주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하여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와의
콘주게이션에 적당한 생물학적 및/ 또는 화학적 분자의 예는 탄수화물, 약제. 지질, 지방다당류, 펩티드,
단백질, 당단백질, 단일가닥 또는 이중가닥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그것들의 화학적 유사체, 면역원의 유
사체, 합텐, 미모토프, 압타머등이다.

<42>

본발명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로는 다음 식의
생물학적 적합성 비면역원성 탄소계 화합물의 유도체를 들수 있으나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44>

식에서, G
및 G 는 각각 만일 존재한다면 독립적으로 C, N, O, Si, P 및 S 기로부터 선택된
1-2000, 보다 바람직하게는 1-1000 개의 사슬원자로 이루어지는 선상, 분지상 또는 다중 분지상
사슬이고;

[1]

<45>

[2]

보다 바람직하게는 G

[2]

는 만일 존재한다면 폴리알코올, 폴리아민 또는 폴리에테르로부터 유도된
[2]

라디칼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G 는 -(CH2)q -(q=0 내지 20), -CH2(CH2OCH2)rCH2 -(r=0 내지 300), C(CH 2
OCH2CH2-)s(OH)4-s(s=1 내지 4, 보다 바람직하게는 s=3 내지 4) 기로부터 선택되고;
[1]

<46>

[1]

T 로서 나타낸 각 n
C(=O)NHNHR

SUB

[2]

부분 및 T 로서 나타낸 각 p

(히드라지드), NHNHR

SUB

[2]

× n

[2]

SUB

부분은 NHR (아민),

(히드라진), C(=O)OH (카르복실산), C(=O)OR

ESTER

(활성화 에스테르),

B

SUB

SUB

C(-O)OC(=O)R (무수물), C(=O)X ( 산할로겐화물), S(=O)2 X ( 술포닐 할로겐화물), C(=NR )OR
(이미데
이트 에스테르), NCO ( 이소시아네이트), NCS(이소티오시아네이트), OC(=O)X (할로포르메이트),
SUB

SUB

C(=O)OC(=NR )NHR

B

(카보디이미드 부가물), C(=O)H(알데히드), C(=O)R (케톤), SH (술프히드릴 또는 티

올), OH (알코올), C(=O)CH2 X (할로아세틸), R
1 2

1

ALK

ALK

X (알킬 할로겐화물), S(=O)2OR

2

B

B

NR R (R R 는 -C(=O)CH=CHC(=O)- (말레이미드), C(=O)CR =CR
B

킬머큐리알), 및 S(=O)CR =CR

B

<47>

2

보다 바람직하게는 T

[1]

로서 나타낸 각 n
ALK

<48>

2

[2]

부분 및 T

로서 나타낸 각 p
ALK

B

및 S(=O)CR = CR

[1]

X ( 알킬할로겐화물), S(=O)2OR
B

-C(=O)CH=CHC(=O)- (말레이미드), C(=O)CR =CR
B

(α ,β -불포화 카르보닐), R

ALK

-Hg-X (알

(α ,β -불포화 술폰) 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아민), C(=O)CH2 X (할로아세틸), R
B

2

X (알킬술포네이트),

2

[2]

[2]

× n

부분은 NHR
1 2

SUB

1 2

X (알킬술포네이트), NR R (R R 는

(α,β -불포화 카르보닐), R

ALK

-Hg-X (알킬 머큐리알),

(α,β -불포화 술폰) 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훨씬 더 바람직하게는 T

[1]

로서 나타낸 각 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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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NHR

(아민), C(=O)CH2 X

1 2

1 2

(할로아세틸), NR R (R R 는

-C(=O)CH=CHC(=O)-

B

(

말레이미드)및 C(=O)CR =

B

CR 2(α,β -불포화 카르보닐) 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1]

<49>

가장 바람직하게는 T

로서 나타낸 모든 n

[1]

[2]

부분 및 T

로서 나타낸 모든 p

[2]

x n

[2]

부분은 동

일하고;
<50>

각 X는 독립적으로 원자번호 16 초과 54 미만의 할로겐 또는 다른 양호한 이탈기(즉, 이러한 세
팅에서 할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알킬 또는 알킬치환 술포네이트 또는 술페이트등, 아릴 또는 아릴치
환 술포네이트 또는 술페이트 등과 같은 약염기)이고;
ALK

<51>

각 R 는 독립적으로 선상, 분지상 또는 환상 알킬(1-20C) 기이고;

<52>

각 R 는 독립적으로 H, 선상, 분지상 또는 환상 알킬(1-20C), 아릴(6-20C), 또는 알카릴(7-30C)

SUB

이고;
ESTER

<53>

각 R
는 독립적으로 N- 숙신이미딜, p-니트로페닐, 펜타플루오로페닐, 테트라플루오로페닐,
펜타클로로페닐, 2,4,5-트리클로로페닐, 2,4-디니트로페닐, 시아노메틸등, 또는 5-클로로, 8-퀴놀론-1일, 1-피페리딜, 1-벤조트리아졸릴 등과 같은 다른 활성화기이고;

<54>

각 R 는 독립적으로 C, H, N, O, Si, P 및 S군으로부터 선택된 1-50 개의 원자로 이루어지는 라
디칼이고;

B

<55>

[2]

[2]

[2]

[2]

L 로서 나타낸 각 n

<56>

J 로서 나타낸 각 n

<57>

n

[1]

SUB

부분은 만일 존재한다면 O, NR

및 S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부분은 만일 존재한다면 C(=O) 및 C(=S)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1]

[1]

=1 내지 32, 보다 바람직하게는, n =2 내지 16, 훨씬 더 바람직하게는, n =2 내지 8, 가장
[1]

바람직하게는, n =2 내지 4이고;
[2]

<58>

[2]

[2]

n =1 내지 32, 보다 바람직하게는, n =1 내지 16, 훨씬 더 바람직하게는, n =1 내지 8, 그 보
[2]

[2]

다 더 바람직하게는, n =1 내지 4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n =1 내지 2이고;
[2]

[2]

[2]

<59>

p =1 내지 8, 보다 바람직하게는, p =1 내지 4, 가장 바람직하게는, p

<60>

단 n × p

<61>

[2]

[2]

곱은 1초과 33 미만이고;

[2]

[2]

[2]

Z 로서 나타낸 각 n
부분은 독립적으로 알킬, 알켄일 또는 방향족 탄소원자상에 적어도 p
작용기에 대한 부착부위를 함유하는, C,H,N,O,Si,P 및 S 기로부터 선택된 1-200 의 원자로 이루어지는 라
디칼이고;
[2]

<62>

[2]

보다 바람직하게는 Z 로서 나타낸 모든 n
[2]

[2]

부분은 동일하고;

<63>

보다 바람직하게는 Z 로서 나타낸 각 n

<65>

으로부터 선택된 식으로 독립적으로 기술되고;

<66>

=1 내지 2이되;

[3]

[4]

[5]

부분은 군:

[2]

W , W
또는 W 로서 나타낸 각 n 부분은 만일 존재한다면, 독립적으로 C,H,N,O, Si, P 및 S
로부터 선택된 1-1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지는 라디칼이고;
[3]

<67>

Y
[2]

n

으로서 나타낸 각 n

[2]

[4]

부분, Y

로서 나타낸 각 2 × n

[2]

[5]

부분 및 Y
[2]

부분은 독립적으로 알킬, 알켄일 또는 방향족 탄소원자상에 적어도 p (Y

[3]

[4]

로서 나타낸 각 2 ×
[2]

에 대해)또는 P

[2]

/2 (P

/2

[5]

가 정수인 경우 Y 와 Y 에 대해) 작용기에 대한 부착부위를 함유하는 C,H,N,O,Si,P 및 S기로부터 선택
된 1-1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지는 라디칼이고;
<68>

[3]

SUB

(CH2CH2O)r,NR (CH2CH2O)rCH
<69>

[2]

보다 바람직하게는 W 으로서 나타낸 각 n
SUB

2

부분은 만일 존재한다면 (CH2)

r

,

SUB

CH2 및 NR (CH2)rNR C(=O) (r=1 내지 10) 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3]

보다 바람직하게는 Y 으로서 나타낸 각 n

[2]

부분은 독립적으로 선상, 분지상 또는 환상 알킬(1[3]

[2]

20C), 아릴(6-20C), 또는 알카릴(7-30C) 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Y 으로서 나타낸 각 n 부분은 C6H4(페
닐-1,4-디라디칼), C6H3(페닐-1,3,5-트리라디칼), 및 (CH2)r(r=1 내지 10) 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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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

보다 바람직하게는 W 로서 나타낸 각 n

[2]

부분은 만일 존재한다면 (CH2)rC(=O) 및

SUB

(CH2)rNR C(=O)(r=1내지 10) 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71>

<73>

[4]

[2]

보다 바람직하게는 Y 로서 나타낸 각 2 × n

부분은 (CH2)r,

(r =1 내지 10, 보다 바.람직하게는 r=2 내지 6, q=1 내지 10, 보다 바람직하게는 q=1 내지 3)
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74>

보다

바람직하게는 W

[5]

로서

나타낸

각 n

[2]

부분은

만일

존재한다면 (CH2)rC(=O)NR

SUB

및

SUB

(CH2)rNR C(=O)NR (r=1 내지 10)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5]

[2]

<75>

보다 바람직하게는 Y 로서 나타낸 각 2 × n 는 (CH2)r 및

<76>

(CH2)rC(=O)NR (CH2)q(r=1 내지 10, q=1 내지 10)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된다.

<77>

<78>

SUB

낭창의 치료를 위한 더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콘주게이트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준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와, 플랫폼 분자에 각각 결합되고 사람 SLE 항-dsDNA 자가항체에 대한 상당한 결합활성을 갖
는 적어도 약 20 염기쌍의 다수의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로 이루어진다. 이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폴
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는 길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균일하고 이중체의 한 가닥이 직접 또는 링커분자를
통해 결합가 플랫폼분자에 콘주게이트된다. 보통 합성 폴리뉴클레오티드가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커플링
되기 전에 링커분자에 커플링된다. 보통 이중체의 링커 함유 가닥은 각 가닥이 링커분자에 가닥의 부착
부위로부터 측정된 적어도 약 20 염기쌍의 펜단트(pendant) 사슬을 형성하도록 단부중 한쪽에 또는 단부
중 한쪽 가까이에서( 즉, 약 5염기쌍내에) 커플링된다. 그다음, 두번째 가닥이 첫 번째 가닥에 어닐링되
어 이중체를 형성한다. 따라서 본발명내의 콘주게이트는 일반적으로 다음식으로 기술될수 있다:
[(PN)n- 링커]m- 결합가 플래폼분자

<79>

상기식에서 PN = "n" 개 뉴클레오티드를 가진 이중가닥으로된 폴리뉴클레오티드이고, n=적어도
약 20 이고, m = 2-8 이다.

<80>

본발명내의 적당한 링커분자의 예들은 HAD, 티오-6 탄소사슬 포스페이트 및 HADp S, 티오-6 탄소
사슬 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같은 6 탄소 티올이다.

<81>

본발명내의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는 예를들면, 아미노변형된 PEG를 3,5-비스(요오도아세트아미도) 벤조일 클로라이드( 이후 "IA-DABA"), 3-카르복시프로피온아미드-N,N-비스-[(6'N'-카보벤질옥시아미노헥실)아세트아미드] 4"-니트로페닐에스테르( 이후 "BAHA") ; 3-카르복시프로피온아
미드-N,N-비스-[(8'-N'-카보벤질옥시아미노-3',6'-디옥사옥틸)아세트아미드] 4"-니트로페닐 에스테르( 이
후 "BAHAox ")와 반응시키거나 또는 PEG-비스-클로로포르메이트를 N,N-디(2-[6'-N'-카보벤질옥시아미노헥사
노아미도]에틸] 아민(이후 "AHAB")과 반응시켜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를 형성함으로써 형
성된다.

<82>

종래 기술에서 기술된 중합체 담체와 비교할때 면역억제에 있어서 적어도 대략 10배 내지 100배
이상까지의 놀랍게도 예상외의 결과가 본발명의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와 생물
학적 또는 합성분자(비-합텐)로 이루어지는 콘주게이트를 사용하여 달성된다. 예를들면, 종래기술에서 기
술된 분명치 않은 담체로 이루어진 콘주게이트와 비교할때 항 dsDNA 자가항체의 면역억제에 있어서 적어
도 약 100배 증가가 여기 기술된 것처럼,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로 이루어지는
본발명내의 콘주게이트를 사용하여 달성되었다.

<83>

게다가 또다른 양태는 (a)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와 (b)이중체의 가닥중
하나의 말단에 또는 말단 가까이에 위치된 작용기에 의해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각각 또는 모두가 결합되
어 있는 다수의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의 콘주게이트인데, 이 콘주게이트는 사람 SLE 면역관용원이다.

<84>

상기한 콘주게이트와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의 약학조성물은 본발명의 또다른 양태이다.

<85>

본발명의 더 이상의 양태는 유효량의 상기한 콘주게이트를 개체에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SLE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개체에서 SLE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86>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는 유효량의 상기한 콘주게이트를 개체에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개
체에서 면역원에 특이적 B세포 아네르기(anergy)를 유발하는 방법이다.

<87>

본발명의 또다른 양태는 유효량의 상기한 콘주게이트를 개체에 투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면역
원에 반응하여 원하지 않는 항체가 생성되는 항체-매개 병에 대해 개체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88>

본발명의 더 이상의 양태는 콘주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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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물학적 또는 합성분자를 공유결합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상기한 콘주게이트의 제조방법이다.
<89>

본발명의 더 이상의 양태는;

<90>

콘주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상의 작용기들과 반응하는 말
단의 한쪽에 또는 말단의 한쪽 가까이에 작용기를 갖는 각각 적어도 약 20 뉴클레오티드인 단일가닥으로
된 다수의 폴리뉴클레오티드를 반응시키는 단계와, 이중가닥으로된 DNA의 펜단트 사슬을 형성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콘주게이트된 단일 가닥 폴리뉴클레오티드에 상보적 단일가닥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어닐링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상기한 SLE 를 치료하기 위한 콘주게이트의 제조방법
이다.

<91>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는 다음식의 신규한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관한 것이다.

<93>

또는

<95>

식에서,

<96>

[6]

[7]

G
및 G 은 각각 만일 존재한다면 독립적으로 C, N, O, Si, P 및 S 기로부터 선택된 1-2000,
보다 바람직하게는 1-1000 개의 사슬원자로 이루어지는 선상, 분지상 또는 다중 분지상 사슬이고;

<97>

보다 바람직하게는 G

[6]

[7]

및 G 은 각각 폴리알코올, 폴리아민 또는 폴리글리콜로부터 유도된 라디

[6]

[7]

칼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G
및 G 은 각각 -(CH2 ) q (q=0 내지 20), -CH2(CH2OCH 2 )rCH2 - (r=0 내지
300) 및 C(CH2OCH2CH2-)s(OH)4-s(s=1 내지 4, 보다 바람직하게는 s=3 내지 4) 기로부터 선택되고;
[6]

<98>

T

C(=O) NHNHR

[6]

으로서 나타낸 각 n

SUB

히드라지드), NHNHR

× p

SUB

[6]

[7]

부분 및 T

로서 나타낸 각 n

[7]

× p

[7]

(히드라진), C(=0)OH (카르복실산), C(=0)OR

SUB

부분은 NHR

ESTER

B

(활성화 에스테르),
SUB

SUB

C(=0)OC(=0)R (무수물), C(=0)X (산할로겐화물), S(=0)2 X (술포닐 할로겐화물), C(=NR )OR
트 에스테르), NCO (이소시아네이트), NCS (이소티오시아네이트), OC(=0)X (할로포르메이트),
SUB

C(=0)OC(=NR )NHR

SUB

1

2

NR R (R R

B

B

[6]

보다 바람직하게는 T
1 2

SUB

1

2

NR S (R R

으로서 나타낸 각 n

B
2

SUB
B

C(=0)CR = CR

ALK

-Hg-X

× p

[6]

부분 및 T

[7]

로서 나타낸 각 n

X (알킬할로겐화물), S(=0)2 OR
B
2

ALK

[7]

×p

[7]

부

X (알킬술포네이트),

(α , β- 불포화 카르보닐), R

ALK

-Hg-X

(α , β - 불포화 술폰)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6]

훨씬 더 바람직하게는 T

X (알킬술포네이트),

(α , β - 불포화 카르보닐), R

2

는 -C(=0)CH=CHC(=0)- (말레이미드), C(=0)CR = CR

부분은 NHR

<101>

ALK

[6]

B

(알킬 머큐리알), 및 S(=0)CR =CR

B

B

(α , β - 불포화 술폰) 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2

(아민), C(=0)CH2 X (할로아세틸), R
B

<100>

ALK

X (알킬 할로겐화물), S(=0)2OR

는 -C(=0)CH=CHC(=0)- (말레이미드), C(=0)CR = CR

(알킬 머큐리알), 및 S(=0)CR = CR

분은 NHR

ALK

B

B

<99>

(이미데이

(카보디이미드부가물), C(=0)H(알데히드), C(=0)R (케톤), SH(술프히드릴 또는 티

올), OH(알코올), C(=0 )CH2 X (할로아세틸), R
1 2

(아민),

으로서 나타낸 각 n

[6]
1

(아민), C(=0)CH2 X (할로아세틸), NR R

× p
2

[6]

부분 및 T

[7]

로서 나타낸 각 n

[7]

×p

[7]

1 2

(R R 는 -C(=0)CH=CHC(=0)- (말레이미드) 및

(α , β - 불포화 카르보닐) 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2

가장 바람직하게는 T
부분은 동일하고;

[6]

으로서 나타낸 각 n

[6]

× p

[6]

부분 및 T

[7]

로서 나타낸 각 n[7] ×p[7]

<102>

각 X는 독립적으로 원자번호 16 초과 54미만의 할로겐 또는 다른 양호한 이탈기이고;

<103>

각 R 는 독립적으로 선상, 분지상 또는 환상 알킬(1-20C) 기이고;

<104>

각 R

ALK

SUB

는 독립적으로 H, 선상, 분지상 또는 환상 알킬(1-20C), 아릴(6-20C), 또는 알카릴(7-

30C)이고;
ESTER

<105>

각 R
는 독립적으로 N- 숙신이미딜, p-니트로페닐, 펜타플루오로페닐, 테트라플루오로페닐,
펜타플루오로페닐, 2,4,5-트리클로로페닐, 2,4-디니트로페닐, 시아노메틸 등이고;

<106>

각 R 는 독립적으로 C, H, N, O, Si, P 및 S군으로부터 선택된 1-50 개의 원자로 이루어지는 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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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칼이고;
<107>

[6]

n

[6]

=1 내지 32, 보다 바람직하게는, n =1 내지 16, 훨씬 더 바람직하게는, n
[6]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n

[6]

=1 내지 4, 가장 바람직하게는 n

[6]

[6]

[6]

p =1 내지 8, 보다 바람직하게는, p =1 내지 4, 가장 바람직하게는, p

<109>

단 n

<110>

n =1 내지 32, 보다 바람직하게는, n =1 내지 16, 훨씬 더 바람직하게는, n

[6]

× p

=1 내지 2이되;

곱은 1초과 33 미만이고;

[7]

[7]

[7]

[7]

다 더 바람직하게는, n =1 내지 4, 가장 바람직하게는 n
<111>

[7]

[7]

p =1 내지 8, 보다 바람직하게는, p =1 내지 4, 가장 바람직하게는, p

<112>

단 n

<113>

[6]

[7]

=1 내지 8, 그보

=1 내지 2 이고;

[7]

[7]

=1 내지 8, 그

=1 내지 2이고;

<108>

[6]

[6]

= 1 내지 2 이되,

[7]

× p 곱은 1초과 33 미만이고;

Q 으로서 나타낸 각 n

[6]

[7]

부분 및 Q 로서 나타낸 각 2 × n
[6]

[6]

[7]

[7]

부분은 독립적으로 알킬, 알켄일

[7]

[7]

또는 방향족 탄소원자상에 적어도 p (Q 에 대해) 또는 p /2 (p /2가 정수인 경우 Q
에 대해) 작용
기에 대한 부착부위를 함유하는 C,H,N,O,Si, P 및 S 기로부터 선택된 1-1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지는 라디
칼이고;
<114>
<115>
<116>

[6]

[6]

보다 바람직하게는 Q 으로서 나타낸 모든 n

부분은 동일하고;

[7]

[7]

보다 바람직하게는 Q 로서 나타낸 모든 2 × n
[6]

[6]

보다 바람직하게는 Q 으로서 나타낸 각 n

부분은 동일하고;

부분은 CH[(CH2)r(부착부위)]

2

및

SUB

CH[(CH2)rC(=0)N (CH2)q(부착부위)]2 (r=1내지 10, q=1내지 10) 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117>

<119>
<120>

[7]

[7]

보다 바람직하게는, Q 로서 나타낸 각 2 × n

부분은 (CH2)r ,

(r =1 내지 10, 보다 바람직하게는 r=2 내지 6, q=1 내지 10, 보다 바람직하게는 q=1 내지 3) 기
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된다.
발명의 실시방식

<121>

여기에 사용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 는 뚜렷한 개수의 생물학적 및/ 또는 화학적 분자의 부착을
용이하게 하는 부위를 함유하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비면역원분자를 의미한다.

<122>

"비면역원" 은 결합가 플랫폼 분자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며, 결합가 플랫폼 분자가 개체에 그
자체로 투여되었을 때 또는 콘주게이트의 플랫폼 부분으로서 투여되었을 때, 결합가 플랫폼 분자는 실질
적으로 면역 응답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23>

여기에 사용된 "개체" 는 포유동물 종의 구성원을 표시하며, 인간, 유인원, 마우스와 소및 양과
같은 가축, 말과 같은 경기용 동물과 개 및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포함한다.

<124>

여기에 사용된 용어 "면역원" 은 동물에 주사되었을 때 체액성 면역 응답을 나타내는 화학물질을
의미한다. 면역원은 B 세포 에피토프 및 T세포 에피토프 둘다를 가진다.

<125>

면역원의 용어 "유사체" 는 (a) 면역원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b)
T 세포 에피토프를 결여한 분자를 의미한다. 비록 유사체는 보통 면역원의 단편 또는 유도체일 것이며 따
라서 면역원과 동일한 화학적 클래스에 속하지만 (예를들어, 면역원은 폴리핍티드이고 유사체도 폴리핍티
드임), 화학적 유사성은 본질적이지 않다. 따라서 유사체는 그것이 상기 기능적 특성 (a) 및 (b)를 가지
는 한, 면역원과 다른 화학적 클래스에 속할 수 있다 (예를들어 면역원은 탄수화물이고 유사체는 폴리펩
티드임) 유사체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지방단백질, 당단백질, 지방다당류, 핵산 또는 다른 화학적
또는 생화학적 물질일 수 있다.

<126>

면역원의 유사체는 또한 "미모토프" 를 포함할 수 있다. 용어 "미모토프" 는 항체가 면역원과 결
합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저해하는 합성분자를 의미한다. 미모토프는 항체와 특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미모토프는 면역원의 항원결정기를 모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면역원의 유사체와 같이, 미모토프는 (a)
면역원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며 (b) T 세포 에피토프를 결여한다.

<127>

면역원의 유사체는 또한 "압타머" 를 포함할 수 있다. 용어 "압타머" 는 항체가 면역원과 결합하
는 것을 경쟁적으로 저해하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의미한다. 면역원의 유사체와 같이, 압타머는
(a) 면역원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며 (b) T 세포 에피토프를 결여한다.

79-7

1019960701196
<128>

<129>

여기에 사용된 용어 "B 세포 아네르기" 는 항체를 생산하고 분비하기 위해 T 세포협력을 필요로
하는 B 세포의 비응답성을 의미하며, 제한없이, 미숙 및/ 또는 성숙 B 세포의 클론 삭제(clonal
deletion) 및/ 또는 항체를 생산하는 B 세포의 무능력 및/ 또는 아폼토시스(apoptosis)를 포함한다. "비
응답성" 은 면역원에 대한 체액성 응답의 치료적으로 효과적 감소를 의미한다. 양적으로 감소 (항체 생산
의 감소에 의해 측정) 는 적어도 50%,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75%, 가장 바람직하게는 100%이다.
"항체" 는 그 생산이 T 세포 의존성인 항체를 의미한다.

<130>

본 발명내의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의 결합가는 플랫폼 분자에 첨가된 분지기의
개수에 의해 미리 결정될 수 있다. 적합한 분지기는 전형적으로 디아미노산, 트리아민 및 아미노 2산으로
부터 유도된다.

<131>

본 발명의 콘주게이트는 생물학적으로 안정화된다; 즉 그것은 수시간 내지 수일 내지 수개월의
생체내 배출 반감기를 나타내어 치료적 유효성을 부여한다.

<132>

본 발명의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는 또한 실질적으로 주어진 투여량에서 비면역
원성 (즉 그것들은 동물에 투여되었을 때 없거나 단지 약한 면역원성을 나타냄), 비-독성 (즉 그것들은
충분히 비-독성이어서 치료제로서 유용함)이고, 바람직하게는 정의된 화학구조로 이루어진다. 그것들은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와 같은 다중의 생물학적 또는 합성분자가 공유적으로 부착될 수 있는 비-면역원
성, 비-독성 다작용성 기질을 제공한다. 그것들은 보통 약 200 내치 약 200,000, 일반적으로 약 200 내지
약 20,000 범위내의 평균 분자량을 가질 것이며, 분자량의 광범위한 변동이 있는 화합물의 혼합물인 종래
기술의 중합체에 비교하여 동질적이다. 본 발명내의 특히 바람직한 동질적 결합가 플랫폼 분자의 예들은
약 200 내지 약 8,000의 분자량을 갖는 유도된 2,2'-에틸렌디옥시디에틸아민(EDDA), 트리에틸렌글리콜
(TEG) 및 폴리에틸렌글리콜(PEGs) 이다.

<133>

화학적으로 정의된 플랫폼 분자에 대한 생물학적 또는 합성분자의 콘주게이션은 전형적으로 한가
지 이상의 가교제 및 생물학적 또는 합성분자 및 결합가 플랫폼 분자상의 작용기를 포함하는 어떤 방식으
로도 실행될 수 있다.

<134>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커플링된 합성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는 적어도 약 26bp, 바람직하게는
20-50bp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기술된 폴리뉴클레오티드는 다른 지시가 없다면 디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이
고, 5'에서 3' 방향으로 기술된다. 바람직하게는 이중체는 실질적으로 길이가 동질적이다; 즉 집단에서
길이의 변화는 염기쌍의 평균 이중체 길이의 보통 약 ±20%, 바람직하게는 ±10% 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
다. 그것들은 또한 바람직하게는 뉴클레오티드 조성이 실질적으로 동질적이다; 즉 그것들의 염기 조성 및
서열은 이중체로부터 이중체까지 약 10% 이상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게 그것들은 이중체로
부터 이중체까지 뉴클레오티드 조성이 전체로 동질적이다.

<135>

원형 이색성(CD; circular dichroic) 분광해석에 기초하여, 본 발명에 유용한 이중체는 B-DNA 타
입 나선구조를 나타낸다. 본 발명이 이 확신에 제한되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중체는 더욱
결정적분석에 기초하여 Z-DNA 및/ 또는 A-DNA 타입 나선구조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136>

이들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는 천연 DNA로부터 합성되거나 화학적 또는 재조합 기술에 의해 합
성될 수 있다. 긴 길이의 자연발생 또는 재조합적으로 생산된 dsDNA는 원하는 길이의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얻기 위해 절단되고 (예를들어 효소적으로, 화학적으로 또는 기계적 절단에 의해), 분별된다 (예를들어
?

아가로스겔 또는 Sephadex 칼럼에 의해).
<137>

이와 선택적으로 최고 약 70 염기 길이의 상보성 단일- 가닥 폴리뉴클레오티드 사슬의 쌍은 시중
에서 입수가능한 DNA 합성기를 사용하여 쉽게 제조한 다음 통상의 방법에 의해 어닐링하여 이중체를 형성
한다. 긴 길이의 합성 dsDNA는 화학적으로 생산된 짧은 사슬의 효소적 연장(5'-포스포릴화 후에 라이게이
션함) 에 의해 얻을 수 있다.

<138>

폴리뉴클레오티드는 또한 분자적 클로닝에 의해 만들 수 있다. 예를들어 원하는 길이 및 서열의
폴리뉴클레오티드는 상기와 같이 합성한다. 이들 폴리뉴클레오티드는 특정 제한 부위내로의 라이게이션을
위한 적당한 말단을 갖도록 디자인될 수 있다. 이들 올리고머의 다중 반복은 직렬로 라이게이션되어 멀티
카피 복제를 제공할 수 있다. 결과의 구조물을 표준 클로닝 벡터내로 삽입하고, 벡터를 형질전환에 의해
적합한 미생물/ 세포내로 도입한다. 형질전환체릎 표준 표지인자에 의해 동정하고, DNA 복제에 유리한 조
건하에 성장시킨다.

<139>

폴리뉴클레오티드는 제한효소의 처리와 통상의 크기분별 (예를들어 아가로스겔, Sephadex 칼럼)
에 의해 세포/ 미생물의 다른 DNA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140>

대안으로, 폴리뉴클레오티드는 중합효소 연쇄반응(PCR) 기술, Saiki, R.K, et al.,
Science(1985)230 : 1350; Sacki et al., Science (1988)239 : 487; Sambrook, et al., In Molecular
Cloning Techniques: A Laboratory Manual. Vol. 12, q14.1-14.35 Cold spring Harbor Press(1989)에 의
해 복제될 수도 있다.

<141>

폴리뉴클레오티드는 실시예에 기재된 분석에 의해 SLE 항혈청과의 결합활성을 스크린할수도
있다. 결합활성이 150 (½ 최대저해의 결과를 초래하는 몰 뉴클레오티드로의 폴리뉴클레오티드 농도) 으로
서 표현될 수 있는 변형된 파르 분석이 바람직한 분석이다. 약 500nM이하, 바람직하게는 50 nM 이하의 I50
을 갖는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는 상당한결합활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본 발명의 콘주게이
트를 만드는데 유용하다.

<142>

폴리뉴클레오티드는 그들의 항체결합활성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콘주게이트된다. 이것은, 폴리뉴클레오티드가 콘주게이트 부위로부터 사슬의 유리 (부착되지
않은) 말단까지 측정된 적어도 약 20 염기쌍의 꿴던트 사슬을 형성하도록 폴리뉴클레오티드 사슬상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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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치에서 폴리뉴클레오티드를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콘주게이트시킴으로써 행해진다.
<143>

특히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콘주게이트의 폴리뉴클레오티드는 그것들의 말단에서 또는
말단의 근접한 곳에서 링커분자에 결합된다. 그다음 링커분자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결합된다.

<144>

예컨대, 정의된 이중- 가닥 PN은 먼저 대략 20개의 교호하는(alternating) 시토신(C) 및 아데노
신(A)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단일 가닥을 제공함으로써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콘주게이트될 수 있다. 그
다음 4개의 CA 사슬은 HAD(트리틸 또는 디메틸 HAD는 일반적인로 반응도 11에 도해된 디술피드 링커를 기
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와 같은 링커를 통해 트리에틸렌글리콜과 같은 유도된 플랫폼 분자상의 4개의
반응성 부위에 공유적으로 콘주게이트될 수 있다. 결합가 플랫폼 분자는 브로모아세틸과 같은 기를 포함
하도록 합성된다. 콘주게이트 동안, 이탈기는 황으로 치환된다. 그다음 대략 20개의 교호하는 티미딘(T)
및 구아노신(G)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된 두 번째 단일 뉴클레오티드 사슬은 CA 가닥으로 어닐링되어식
[(PN)20- 링커]4- 결합가 플랫폼분자의 이중가닥 PN 콘주게이트를 형성할 수 있다.

<145>

대안적으로, 다른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폴리뉴클레오티드를 폴리뉴클레오티드의 한가닥 상의 산
화된 3' 말단 리보스를 유도된 플랫폼 분자상의 유리 아미노기와 축합하고 그다음 첨가물을 환원조건에
놓아 모르폴리노 연결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형성된 모르폴리노 다리결합을 경유하여 폴리뉴클레오티드
의 3' 말단에 유도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가 결합될 수도 있다. 그런 커플링은 플랫폼 분자에 결합되어지
는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의 수와 적어도 같은 수의 아미노기를 갖는 유도된 플랫폼 분자를 요구한다.
그런 콘주게이트의 합성은 두 단계로 실행된다. 첫번째 단계는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의 한가닥을 상기
된 축합/환원 반응을 경유하여 유도된 플랫폼 분자에 커플링한다. 산화된 3' 말단 리보스는 가닥을 과요
오드산염으로 처리하여 3' 말단 리보스기를 산화된 리보스기로 전환시킴으로써 단일 폴리뉴클레오티드 가
닥상에 형성된다. 그다음, 단일 가닥 폴리뉴클레오티드는 2-8℃에서 약 6.0 내지 8.0 pH를 갖는 유도된
플랫폼 분자의 수용액에 천천히 첨가된다. 모든 콘주게이트 전략에서 플랫폼에 대한 폴리뉴클레오티드의
몰비는 통상적으로 약 2:1 내지 약 30:1, 보통 약 2:1 내지 8:1, 바람직하게는 약 4:1 내지 6:1의 범위내
에 있을 것이다. 이 관점에서, 콘주게이트는 거대분자처럼 과도하게 큰 분자량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며, 특히 m.w. > 200,000의, 반복단위체를 갖는 것들은 T-독립적 면역원일 것이다. Dintzis et al., J.
Immun. (1983) 131: 2196 및 J. Immun (1989) 143; 1239 참조하라. 축합반응 동안 또는 후 (통상적으로
24 내지 48hr의 반응시간), 소디움시아노보로 히드리드와 같은 강력한 환원제를 첨가하여 모르폴리노기를
형성한다. 그다음 이중체의 상보적인 가닥을 콘주게이트에 첨가하고 혼합물이 가열하고 천천히 냉각하여
가닥이 어닐링되도록 한다. 콘주게이트는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될 수도 있다.

<146>

리보스 전략에 대한 대안은 폴리뉴클레오티드상에 알데히드 작용성을 형성케 하여 이 작용성을
이용하여 폴리뉴클레오티드를 반응성 작용기를 경유하여 플랫폼 분자에 커플링시키는 것이다. 폴리뉴클레
오티드의 3' 또는 5' 말단에 부착된, gem, vicinal 디올이 과요오드산 나트륨에 의해 산화되어 플랫폼 분
자의 아미노 작용기와 축합할 수 있는 알데히드가 생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점일 수도 있다. 디올이 고
리계, 예를들면 5-원고리일 때, 그 결과물인 축합 생성물은 질소를 함유하는 이환고리, 예를들면 6-원 모
르폴리노 또는 피페리디노 고리이다. 이미노-축합 생성물은 적합한 환원제, 예를들면, 소디움 보로히드리
드 또는 소디움 시아노보로히드리드에 의한 환원에 의해 안정화된다. 디올이 비고리일 때, 그 결과물인
산화 생성물은 단지 하나의 알데히드만을 함유하고 축합생성물은 2차 아민이다.

<147>

다른 절차는 알킬아미노 또는 알킬술프히드릴 부분을 적당한 뉴클레오티드 화학, 예를들면 포스
포르아미다이트 화학에 의해 폴리뉴클레오티드의 3' 또는 5' 말단에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다음, 알
킬아민유도체인 경우, 다량의 단일 2작용성 가교제 예를들면, 디메틸 수베리미데이트; 또는 알킬술프히드
릴 유도체인 경우 다량의 이종 2작용성 가교제, 예를 들면 m-말레이미도벤조일-N-히드록시숙신이미드에스
테르(MBS) 또는 숙신이미딜(4-요오도 아세틸)아미노벤조에이트(SIAB)와 반응시키기 위하여 친핵성기를 사
용할 수도 있다. 일단 과잉의 크로스-링커가 제거되면, 폴리뉴클레오티드 유도체는 플랫폼상의 아미노기
와반응된다. 대안적으로, 술프히드릴기는 말레이미드나 α-할로 아세틸기 또는 다른 적당한 Michael 수용
체와 같은, 플랫폼상의 친전자성 중심부와 반응될 수도 있다.

<148>

다른 전략은 변형된 뉴클레오시드를 사용한다. 적합한 데옥시뉴클레오시드 유도체는 표준 DNA 합
성화학에 의해, 폴리뉴클레오티드내의 원하는 위치, 바람직하게는 5' 또는 3' 말단상에 통합될 수 있다.
그다음 이들 뉴클레오시드 유도체는 플랫폼 분자상의 알킬아미노기와 특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응
할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아민 촉매화 베타-제거와 같은, 상기된 디알데히드 화학에 의해 보여지는 부
반응은 적당한 뉴클레오시드 유도체를 부착되어질 사슬의 3' 말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방지될 수 있다. 이
것의 예는 리보스의 5' 메틸렌 연장; 즉 5' 히드록시메틸기 대신 5'(2-히드록시에틸)-기이다.

<149>

다른 방법은 폴리뉴클레오티드의 3' 말단 디뉴클레오티드가 플랫폼 분자에 부착되기 위해 포스포
네이트나 포스피네이트 결합을 사용하는 것이다.

<150>

면역원의 유사체

<151>

항체-매개 병리학에 포함되는 면역원은 알레르겐, 불임에 연관된 정액, 류머티스열 탄수화물
합체, 신생아의 용혈성 질병에 연관된 RBC Rh/D 항원, 치료 단백질, 펩티드 및 항체 등과 같은 개체에
한 외래의 천연 생물학적 물질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약제와 같은 외부(개체에 대한 외래) 면역원 또는
상선염 (티로글로불린), 뇌졸증 (카디올리핀) 및 중증성 근무력증 (아세틸콜 수용체) 과 연관된 것과
은 자가면역원이다.

<152>

이러한 면역원에 대한 유사체는 그들이 (a) 특이적으로 면역원에 대한 혈청 항체에 결합하는지
그리고 (b) T 세포 에피토프가 부족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후보분자를 스크리닝하여 식별될 수 있
다. 혈청항체에 특이적 결합은 종래의 면역측정법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고, T 세포 에피토프의 존재
여부는 종래의 T 세포 활성측정법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면역원에 대한 혈청항체에 "특이
적으로 결합한" 유사체는 거기에 적당한 친화력을나타난다. 더욱이 이에 관해서, T 세포 에피토프에 대한
시험은 의도한 수혈자나 수혈자의 타겟 집단을 대표하는 다양한 환자에서 취한 T 세포를 사용하여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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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자개념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T 세포 에피토프의 존재 여부는 실시예에 기술된 삼
중수소표지 티미딘 삽입 분석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또한 T 세포 에피토프의 존재는 종래기술에서
공지된 방법에 의해 T 세포 유도 림포카인의 분비를 측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백그라운드 이상의 티미딘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삽입을 유도할 수 없는 유사체는 T세포 에피토프가 결핍된 것이라 생각된다. 티미
딘 삽입 양은 면역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주로 약 2∼3 이하, 더 통상적으로 약 1∼2 자극지수
는 T 세포 에피토프의 결핍의 표시이다.
<153>

유용한 유사체를 인식화하는 보통의 첫번째 단계는 스크린할 후보 물질의 패널이나 라이브러리를
제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단백질이나 펩티드 유사체의 경우에서, 라이브러리는 Geysen et al., Synthetic
Peptides as Antigens ; Ciba Symposium (1986) 119 ; 131-149; Devlin et al., Science (1990) 249:404406; Scott et al., Science (1990) 249:386-390; and Cwirla et al., PNAS USA (1990) 87:6378-6382에
의해 기술된 것과 같은 재조합이나 합성기술로 제조될 수 있다. 한가지 합성기술에서, 약 5 내지 30 아미
노산의 펩티드는 각 펩티드가 그 다음 것에 오버랩되어 모두 직선형 에피토프가 나타나는 식으로 합성된
다. 이것은 B 세포 에피토프로 기대된 것보다 하나 작은 잔기에 의해 카르복실 및 아미노 말단모두가 오
버랩핑되어 수행된다. 예컨대, B 세포 에피토프에 대해 가정된 최소 요구치가 6개의 아미노산이라면, 각
펩티드는 5 개의 아미노산만큼 인접 펩티드를 오버랩해야만 한다. 이러한 구체예로서, 각 펩티드는 B 세
포 에피토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면역화에 의해서나 또는 환자로부터 천연의 면역원에 대해
생산된 항혈청에 대하여 스크린된다. 그런 다음 항체 결합 활성을 가진 분자들은 실시예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T 세포 에피토프 존재여부를 위해 스크린된다. T 세포 에피토프가 결핍된 분자가 본 발명중 유사체
로서 유용하다.

<154>

면역원의 T 세포 에피토프 (들) 이 공지되거나 식별될 수 있다면 후보유사체의 무작위 T 세포 스
크리닝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T 세포 에피토프 (들) 은 그들이 작용하지 않도록 변경 (예컨대
에피토프의하나이상의 성분의 화학적 유도체화 또는 제거에 의해)하거나 예컨대 펩티드의 경우에는 합성
이나 재조합 방법에 의해서와 같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155>

미모토프 및 압타머는 종래의 방법에 의해 합성되고, 면역원의 다른 유사체와 같은 방식으로 스
크린된다.

<156>

유사체는 본 발명의 콘주게이트를 제조하기 위해 비면역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커플링된다. 탄
수화물, 지질, 지방다당류, 단백질, 당단백질, 약제 및 흥미있는 유사체와 같은 생물학적 활성분자 및 결
합가 플랫폼 분자로 이루어지는 콘주게이트는 여기에 예시된 화학작용을 활용하여 합성된다. 바람직한 합
성방법은 개개의 경우에 따라 선택된 공지방법에 의해 생물학적 분자에 링커분자를 삽입하는 것이다.

<157>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아드리아마이신(doxorubicin) 과 같은 약제를 콘주게이트할 때, 당 환위의
아미노기는 활성에스테르를 함유한 플랫폼 분자와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아드리아마이신은 할로아세틸화
된 플랫폼에 콘주게이트하기 위해 티올기를 함유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Kaneko, T., et al.,
Bioconjugate Chemistry, 2; 2. 133 (1991)).

<158>

올리고다당류와 같은 탄수화물은 술프히드릴-함유 링커를 함유하도록 변형될 수 있다(Wood, S.J.
및 Wetzel, R., Bioconjugate Chemistry, 3: 391 (1992)). 술프히드릴기는 할로아세틸화된 플랫폼에 콘주
게이트화를 위해 사용된다.

<159>

다른 방법으로, 탄수화물은 콘주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해 NaCNBH3 의 존재하에서 아미노플랫폼과
반응하는 알데히드를 생산하기 위해 산화될 수 있다.

<160>

에탄올아민기을 함유하는 당지질과 같은 지질은 플랫폼상의 활성화 카르복실산염과 반응한다. 당
단위체를 함유하는 지방다당류는 산화되어 알데히드를 생성하고, 알데히드는 NaCNBH3의 존재하에서 콘주게
이트를 형성하기 위해 환원성 아민화에 의해 아미노 플랫폼과 반응한다.

<161>

Fab' 항체 단편과 같은 부가의 단백질인 경우에는 단백질(Fab')상의 술프히드릴기가 할로아세틸
기를 통해 플랫폼에 콘주게이트된다. 당단백질은 이미노티올레이트를 이용하여 티올 링커로 변형된다. 티
올은 할로아세틸기를 함유하는 플랫폼과 반응한다.

<162>

항체의 생산을 특이적으로 억제하고, 면역관용원으로서 작용하는 콘주게이트의 능력은 실시예에
서 기술된 쥐과 모델에서 평가될 수 있다.

<163>

콘주게이트는 보통 주사투여 (예컨대, 복강내, 근육내, 정맥내 등으로) 를 하기 위해 제형화될
것이다. 따라서, 주로 그들은 염수, 링거액, 덱스트로스액 등과 같은 약학적으로 허용하는 수성 담체와
결합될 수 있다. 보통 콘주게이트는 제제의 약 0.01중량%내지 10중량% 로 구성될 수 있다. 콘주게이트는
SLE에 의한 자가 항체에 대한 내성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개체에 투여된다.

<164>

이러한 양은 여기에서 때때로 "치료적으로 유효한" 양으로서 언급된다. 투여량, 타이밍 및 반복
횟수 등의 특정한 투여 요법은 특정 개체 그것도 개체의 병력에 따른다. 보통 약 1 내지 1000㎍ 콘주게이
트/kg 체중의 투여량이 주어진다. 반복투여는 면역내성의 상태를 달성하고 및/ 또는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할 수 있다.

<165>

하기의 실시예는 본 발명 및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본 발명의 의외성을 더욱더 설명한다. 이들 실
시예는 어떤 식으로든 본 발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166>
<167>

실시예 1
하기 반응식은 본 발명내의 유도된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의 합성방법을 설명한
다 이 실시예에서, DMTr=4,4'-디메톡시트리메틸페닐: Tr=트리틸; Bz=벤조일; Cp=데옥시시티딘 모노포스페
이트, CE=시아노에틸, CPG=콘트롤된 포어글라스, DMF=디메틸포름아미드,
DCC=디시클로헥실카르보디이미드, TFA=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CDI=카르보닐디이미다졸, Ts=토실 (파라-톨
루엔술포닐), DIPAT= 디이소프로필 암모늄 테트라아졸리드, TBDMSCl=tert 부틸디메틸실릴클로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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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F= 테트라부틸암모늄플루오라이드, NMMO= N-메틸모르폴린옥사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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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실시예 2

<182>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분자의 합성

<183>

화합물 1-[3, 5- 비스-(요오도아세트아미도) 벤조산]:

<184>

<186>

요오도아세트산무수물 2.93g (8.28mmol, 2.2eq)을 N2 분위기하 실온에서 디옥산 19㎖중의 3, 5디아미노벤조산 572mg (3.76mmol) 의 교반된 현탁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교반하고, 20시간 동안 호일
로 덮은후 EtOAc 50㎖와 1N HCl 용액 50㎖ 사이에서 분배하였다. EtOAc 층을 소금물로 세척한후 MgSO4 로
건조하고, 여과한후, 회전식 증발기로 농축하여 황갈색의 고체 3.3g을 얻었다. 물질을 실리카겔 크로마토
그래피(94/5/1 CH2Cl2/MeOH/HOAc)로 정제하여, 흰색고체인 화합물 1 992mg (54%) 를 수득하였다.

화합물 2-[3, 5- 비스-(요오도아세트아미도) 벤조일클로라이드]:

<187>

SOCl2 117㎕ (1.6mmol, 190mg)을 THF 34㎖중의 1의 용액 390mg (0.8mmol) 에 첨가하였다. 혼합물
을 모든 고체가 용해될 때까지 (약 30분) N2 분위기 하에서 환류하여, 맑은 적-갈색용액을 얻었다. 혼합물
을 회전식 증발기로 농축하고 진공하에 놓아, 다음 단계에 직접 사용되는 거품고체인 미정제 화합물 2를
얻었다.

<188>

화합물 3-[α, ω-비스-(N-2-아미노에틸카르바모일) 폴리에틸렌글리콜의 N, N'-비스-(3, 5-비스
(요오도아세트아미도)벤조일) 유도체]:

<189>

α, ω- 비스-(N-2-아미노에틸카르바모일) 폴리에틸렌글리콜(0.16mmol, 3350g/moℓ, 시그마)
570mg을 무게를 단 플라스크에 넣었다. 톨루엔 (20㎖) 을 첨가하고 공비 증류법으로 물을 제거하였다. 잔
류물을 진공에서 건조하여 고체 549mg을 얻었고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 89μL (0.64mmol) 와 함께 THF 4㎖
에 용해시켰다. 미정제 산염화물을 무수 THF 4㎖에 용해시키고 N2 하에서 30초에 걸쳐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16시간 동안 교반하여 0.1N HCl 25㎖ 및 CH2Cl2 25㎖ 사이에 분배하였다.

<190>

다시 수성층을 CH2Cl2 로 추출하고, 유기층을 합해서 H2 O 25㎖로 세척하고 이어서 NaHCO 3 용액 50
㎖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Na2SO4 로 건조, 여과하고 농축하여 오렌지색 오일 784mg을 얻었다. 실리카겔크
로마토그래피(9/1 CH2Cl2 /MeOH)하여, 뜨거운 EtOH/Et2 O 로부터 결정화한 무색의 오일 190mg 을 얻었고, N2
압력하에서 소결된 글라스필터에 포집하고, 진공으로 건조한 후 백색고체인 화합물 3 177mg을 얻었다.
NMR (CDCl3 ) 3.40(bd m, 8H), 3.59(bd s, (CH2CH2O)n , 너무 커서 다른 정수들에 관해 적분하지 못하는
정수), 3.91(s, 8H), 4.21(m, 4H), 6.04(bd m, 2H), 7.55(bd m, 2H), 7.78(bd s, 4H), 8.10 (bd s, 2H),
9.30(bd m, 4H): 요오도아세틸결정 (European Journal of Biochemistry (1984) 140: 63-71) 이론치 0.92
mmol/g; 실측치, 0.96 mmol/g.

<191>

화합물 4-[모노-N-카보벤질옥시-3, 6-디옥사-1, 8-디아미노옥탄]:

<192>

CH2Cl 2 200㎖중 벤질클로로포르메이트용액 14.3㎖ (17.1g, 100mmol)를 0℃에서 CH2Cl 2 10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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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비스-(2'- 아미노에티옥시) 에탄 (플루카) 29.0㎖ (29.6g, 200mmol)용액에 1시간 동안 적가하였다.
혼합물을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였고 수출이 산성(pH2이하) 으로 유지될 때까지 1N HCl을 첨가하였
다. 수충을 CH2Cl 2 50㎖로 3번 세척하고 pH가 13이상이 될때까지 1N NaOH로 중화시켰다. 염기성 수충을
CH2Cl2 75㎖로 5번 추출하였다.
<193>

합해진 CH2Cl2층을 건조 (MgSO4), 여과 및

<194>

농축하여 진한 오일인 화합물 4 12.7g (45%) 를 수득하였다:

<196>

화합물 5-[N-tert-부틸옥시카르보닐이미노디아세트산]:

<197>

<199>
<200>

<202>
<203>

이 화합물은 Garrigues, B. 및 Lazraq, E. M. Tetrahedron Letters (1986) 27, 1685-1686 에 의
해 보고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Et3 N 47mL (34 2g, 338mmol)를 실온에서 디옥산/H2 O 50/50
169mL 중 이미노디아세트산 22.0g (169mmol) 및 디-tert 부틸디카보네이트 36 8g (169mmol) 의 교반된 용
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24시간 동안 교반한 후 디옥산 대부분을 회전식 증발기에서 제거하였다. 혼합
물은 1N HCl 350㎖와 EtOAc 100㎖씩 5회 사이에 분배하였다. 합해진 EtOAc 층을 건조 (MgSO4), 여과 및 농
축하여 백색 고체를 얻었다. 헥산/EtOAc로부터 재결정화하여, 결정인 화합물 5 35.3g (90%) 을 수득하였
다:

화합물 6
디시클로헥실카보디이미드 9.99g (48.5mmol) 을 0℃에서 THF 100㎖중 화합물 5 4.52g
73(19.4mmol)과 N-히드록시숙시신이미드 4.46g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0℃에서 3시간 동안 교반
하였고, THF 83㎖중 Et3N 5.39mL (3.92g, 38.8mmol)과 화합물 4 10.9g(38.7mmol) 용액을 첨가하였고, 혼
합물을 5℃에서 17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여과하여 고체를 제거하였고, 여과물을 오일로 농축하
여 EtOAc 400mL 및 1N HCl 100㎖씩 2회 사이에 분배하였다. EtOAc 층을 1N Na2CO 3 100㎖로 3회, 염수 100
㎖로 세척, 건조(MgSO4), 여과 및 농축하여 진한 오일인 화합물 6 14.2g (96%) 를 얻었다:

화합물 7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26.3㎖ (38.9g, 156mmol) 을 CH2Cl 2 111㎖중 화합물 6 14.2g(18.6mmol) 용
액에 첨가하였고, 혼합물을 실온에서 3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회전식 증발기에서 농축하여 점성
의 오일을 얻었고 그 오일을 THF 93㎖에 용해시켰다. 용액을 0℃로 냉각하였고 숙신산무수물 3.72g
(37.2mmol) 을 가하고 이어서 Et3N 5.18㎖(3,76g, 37 2mmol)를 첨가하였다. 냉각조를 제거하였고 혼합물을
실온에서 18시간동안 교반하였다. 용액을 감압하에서 제거하였고, 제조된 오일을 CH2Cl 2 300㎖의 CH2Cl2 와
및 H2 O 100㎖ 씩 3회 사이에 분배하였다. CH2Cl2 층을 건조 (MgSO4 ), 여과 및 농축하여 얻은 오일을 실리카
겔(9/1/0.1 EtOAc/MeOH/아세트산) 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하여 점성 오일인 화합물 7 10.5g (74%)
1

을 얻었다 H NMR (CDCl3) d 2.50-2.60

<205>
<206>

화합물 8 [화합물 7의 4-니트로페닐 에스테르]:
디시클로헥실카르보디이미드 1.61g (7.83mmol)을 0℃에서 CH2Cl 2 26㎖중 4-니트로페놀 800mg
(5.75mmol) 및 7 3.98g (5.22mmol)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N2 하 실온에서 6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0℃로 냉각하였고, HOAc 1㎖를 첨가하였고, 혼합물을 2시간 동안 0℃로 유지하였다. 고체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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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여 제거하였고, 여과물을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 (그라디엔트, 91/8/1 내지
84/15/1 CH2Cl2/IPA/HOAc)로 정제하여 점성의 오일인 화합물 8 2.58g (56%) 를 얻었다:

<208>

화합물 10-[4-니트로페닐브로모아세테이트]:

<209>

디시클로헥실카보디이미드 9.28g (45mmol) 을 0℃에서 EtOAc 180㎖중 4-니트로페놀

<210>

<212>

8.50g (61.1mmol) 및 브로모아세트산 5.0g (35.9mmol) 의 교반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5℃
에서 16시간 동안 교반하였고, 아세트산 1㎖를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20분 동안 교반한후 20분
동안 냉동장치에 넣었다. 고체물질을 여과하여 제거하였고, 여과물을 점성의 오일로 농축하고 Et2O/헥산으
로부터 결정화하여 박편상 화합물 10 7.73g(83%) 을 얻었다:

화합물 9

<213>

NaHCO 3 300mg (3.57mmol) 뒤이어 2, 21 -(에틸렌디옥시)-디에틸아민 162mg (1.09mmol) (플루카)
를 H2O 8㎖와 디옥산 15㎖중의 화합물 8 2.37g (2.68mmol) 용액에 첨가하였다.

<214>

혼합물을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고 진공하에서 원래 부피의 약 절반으로 농축하였다. 농축
물을 CH2Cl 2 40㎖ 및 포화 NaHCO 3 용액 40㎖ 사이에 분배하였다. 그후에 CH2Cl2 층을 0.5N HCl 40㎖로 두번
세척하였다. CH2Cl 2 층을 포화 NaCl용액으로 세척, 건조 (MgSO4 ), 여과 및 농축하여 오일 2.8g을 얻었다.
이 미정제 생성물을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3/6/l CH2Cl2/THF/MeOH)로 정제하여 오일인 화합물 9 940mg
(59%) 을 얻었다:

<216>
<217>

화합물 34
탄소상 10% Pd 110mg 을 질소하에서 시클로헥센 2㎖ 및 EtON 5㎖중의 화합물 9
2.281mg(0.175mmol) 의 용액에 첨가하였고 생성된 혼합물을 질소하에서 2시간 동안 환류시켰다. 냉각시,
혼합물을 규조토로 여과하였고 진공하에서 농축하여 정제화하지 알고 다음 단계에 직접 사용되는 오일인
1

화합물 34 170mg (92%) 을 얻었다; H NMR

<219>
<220>

화합물 11
NaHCO 3 128mg (1.4mmol) 및 화합물 10 200mg (0.85mmol) 을 H2 O 3㎖와 디옥산 6㎖중의 화합물 34
165mg (0.155mmol)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였고 진공하에서
?

농축하였다. 농축물을 Sephadex G-10(MeOH) 에서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점성의 오일인 화합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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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mg (46%) 을 얻었다.
<221>

분석시료를 조제용 HPLC로 제조하였다 (C18 ; CH3CN/H2O/CF3 CO

2

H, 그라디엔트 15/85/0.1 내지

1

30/70/0.1, 50분, 225nm): H NMR (CDCl3) d 2.58

<223>

화합물 12-[모노-N- 카르보벤질옥시-1, 6-디아미노헥산]:

<224>

디옥산 200㎖중 벤질클로로포르메이트 21mL (25.7g, 150mmol) 의 용액을 0℃에서 H2 O 300㎖ 및
디옥산 100㎖중 KHCO3, 19.58g (196mmol) 및 1, 6-헥산디아민 17.49g (150mmol)의 교반용액에 적가하였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18시간 동안 교반한 후 0℃로 냉각시켰다.

<225>

혼합물을 12N HCl로 산성화시켰고, Et2 O 100㎖로 두번 추출하였다. 수성층을 10N NaOH로 중화하
고 Et2 O 100㎖로 8번 추출하였다. 염기성 추출물을 합해, 건조 (Na2SO4 ) 및 농축하여 반고체 잔류물인 미
정제 화합물 12 5.03g (13%)을 얻었다:

<227>
<228>

<230>
<231>

<233>
<234>

화합물 13
디시클로헥실카보디이미드 918mg (4.45mmol) 을 0℃에서 THF 15㎖중 NHS 409mg (3.56mmol) 과 화
합물 5 417mg (1.78mmol)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4.5시간 동안 0℃에서 교반한 후 THF 4㎖중 화
합물 12 1.02g (4.08mmol) 의 용액을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N2하에서 18시간 동안 5℃에서 교반하였다. 농
축물을 EtOAc 30㎖ 및 1N HCl 30㎖로 두번 분배하였다 합해진 EtOAc 층을 H2O 30㎖와 포화 NaHCO3 용액 30
㎖로 연속적으로 세척, 건조 (MgSO4 ), 여과 및 농축하여 점성의 잔류물 1.48g을 얻었다. 실리카겔 크로마
토그래피(5/95 MeOH/CH2Cl2) 로 정제하여 점착성 고체인 화합물 13 1.04g (84%) 을 얻었다.

화합물 14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14.9㎖를 CH2Cl 2 14.9㎖중 화합물 13 5.16g (7.45mmol) 용액에 첨가하여
생성된 혼합물을 실온에서 3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진공하에서 농축하고, THF 57㎖에서 재용해
시켰다. Et3 N 2.07㎖ (1.51g, 14.9mmol) 을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숙신산무수물 1.5g (14.9mmol) 을 혼합
물에 첨가하고 그후에 혼합물을 18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1N HCl 75㎖와 CH2Cl 2 75㎖로 네번 분
배하였다. 합한 CH2Cl2 층을 건조 (MgSO4 ), 여과 및 농축하여 고체를 얻었다. CH2Cl2 /EtOAc/ 헥산으로부터
결정화하여 백색고체인 화합물 14 3.84g (74%) 를 얻었다:

화합물 15-[화합물 14의 4-니트로페닐에스테르]:
디시클로헥실카보디이미드 887mg (4.30mmol)을 0℃에서 THF 15㎖중 4-니트로페놀
438mg(3.15mmol) 과 화합물 14 2.0g (2.87mmol)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실온에 두어, 18시간 동
안 교반한 후 0℃로 냉각하였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 200μL 를 첨가하여 혼합물을 0℃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고체를 여과하여 제거하였고 여과물을 농축하여 오일상태로 만들었다. 실리카겔크로마토그래
피(92/8 CH2Cl2 /IPA) 로 정제하고 CH2Cl2 / 헥산으로부터 생성된 고체를 재결정하여 백색고체인 화합물 15
1.52g (64%)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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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화합물 16
디옥산 7.5㎖중 화합물 15 830mg (0.99mmol) 용액을 H2O 7.5㎖중 NaHCO3 111mg(1.31mmol) 및 2,
2'-(에틸렌디옥시)디에틸아민 58μL (59mg, 0.40mmol)(플루카)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18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1N HCl 50㎖ 및 CH2Cl 2 50㎖ 사이에서 분배하였다. CH2Cl2 층을 건조
(Na2SO4), 여과 및 농축하여 점성의 오일 1.28g 을 얻었다.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84/15/1
CH2Cl2/MeOH/HOAc)로 정제하여 왁스고체인 화합물 16 670mg 을 얻었다.

화합물 35
시클로헥센 10.1㎖와 EtOH 20.3㎖중 화합물 16 613mg (0.41mmol) 의 용액을 교반하고 질소로 정
제하였다. 탄소상 10% Pd (Aldrich) 20mg을 첨가하였고 혼합물을 1.5 시간 동안 80℃ 오일욕에서 가열하
였다. 냉각시 혼합물을 플라스크와 여과기를 세척하는 50/50H2 O/아세톤을 사용하여 규조토로 여과하였다.
여과물을 진공하에서 농축하여 왁스 고체인 화합물 35 448mg (114%)을 얻었다.

화합물 17
NaHCO 3 546mg (6.50mmol)을 H2 O 9.5㎖중 화합물 35 445mg (0.406mmol)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디
옥산 14.4㎖중 화합물 10 838mg (3.25mmol) 의 용액을 생성된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7
시간 동안 교반하고, 0.1N H2SO 4 50㎖와 CH2Cl 2 5㎖ 사이에 분배하였다. CH2Cl2 충을 버리고 수성층을 CH2Cl 2
50㎖로 두번, 9/1의 CH2Cl2 /MeOH 50㎖로 두번, 4/1 의 CH2Cl2 /MeOH 50㎖ 및 3/2의 CH2Cl2 /MeOH 50㎖로 추출
하였다. 추출물을 합해 건조 (Na2SO4 ), 여과 및 농축하여 고체 282mg 을 얻었다. EtOH/EtOAc/Et2 O로부터
결정화하여 백색고체인 화합물 17 143mg(24%) 을 얻었다.

화합물 18-[1, 5-비스(N- 카르보벤질옥시-6-아미노헥사노아미도)-3-아자펜탄]:
카르보닐디이미다졸 3.09g (19.0mmol) 을 실온에서 EtOAc 25㎖중 N-카르보벤질옥시-6-아미노헥산
산 5.05g (19.0mmol)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15시간 동안 교반한 후 디에틸렌트리아민 1.02㎖
(982mg, 9.52mmol) 을 첨가하고 이어서 Et3 N 2.65㎖(1.93g, 19.0mmol) 를 첨가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4
시간동안 교반하였고 고체생성물을 여과하여 수집하였다. 재결정화(MeOH/EtOAc)하여 가는 입상의 고체인
화합물 18 4.27g (75%)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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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249>

<251>
<252>

<254>
<255>

화합물 19
트리에틸렌글리콜- 비스- 클로로포르메이트(Aldrich) 657μL (880mg, 3.2mmol) 을 20℃ 수욕에서
피리딘 162㎖중 화합물 18 4.86g (8.1mmol)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즉시 침전물을 형성하였다.
혼합물을 16시간 동안 교반하고 생성된 흐린 황색의 용액을 진공하에서 농축시켰다. 농축물을 EtOAc 150
㎖와 1N HCl 150㎖로 두번 (수성층이 산성임을 확인함) 분배하였다. 수성층을 합하고 EtOAc 150㎖로 두
번 추출하였다. EtOAc 층을 합하고 건조 (MgSO4), 여과 및 농축하였다. 생성된 잔류물을 결정화(EtOAc/ 헥
산/ CHCl3)하여 가는 황색의 엷은 결정인 화합물 19 1.92g (43%) 를 얻었다.

화합물 36
시클로헥센 3.5㎖를 순수한 EtOH 5㎖중 화합물 19 800mg (0.57mmol) 용액에 첨가하였다. 용액을
질소하에 놓고, 탄소상 10% Pd 500mg을 첨가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2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환류시켰다.
냉각시 혼합물을 규조토로 여과하고 농축하여 오일인 화합물 36 500mg (100%)을 얻었다.

화합물 20:
NaHCO 3 3.9g(46.4mmol) 을 디옥산 37.5mL 및 H2 O 12.5mL 중의 화합물 36 5.0g(5.8 mmol)용액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얼음욕에서 0℃로 냉각하고 4-니트로페닐브로모아세테이트 8.7g(34.8mmol), 화합물
10 을 가하였다. 혼합물을 0℃에서 1 시간 동안 교반하고 1N H2SO 4 50mL를 천천히 가하였다. 혼합물을
EtOAc 50mL 분량으로 세번 추출하였다. EtOAc 추출물을 버리고 수성층을 20/80 MeOH/CH2Cl2 50mL 분량으로
여섯번 추출하였다. 수거된 MeOH/CH2Cl2 층을 건조하고 (Na2SO 4 ), 여과하고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9/1 CH2Cl2 /MeOH 그 다음 85/15/5 CH2Cl2 /MeOH/THF 의 단계 구배) 로 정제하여 화합물 20
3.62g(46%)를 백색 고체로 얻었다: 융점 66.5-70.5°. 분석샘플을 조제용 HPLC (C 18 역상컬럼, 50분에 걸
쳐서 25/75/0.1 내지 35/65/0.1 CH3CN/H2O/CF3CO2 H 구배, 225nm)로 조제하여 맑은 오일을 얻었으며 진공하
에 방치하여 고화시켜서 백색 고체를 얻었다: 융점 8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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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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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64>

<266>
<267>

화합물 21- [테트라키스-(2-시아노에톡시메틸) 메탄]:
이 화합물은 보고된 방법(Bruson, H.A., 미국특허 제 2,401,607; 1946년 6월 4일) 과 유사하게
제조하였다. 아크릴로니트릴 27.3mL(21.8g, 411mmol) 를 H2O 50mL 중의 펜타에리트리톨 8.0g(58.8mmol) 및
수산화벤질트리메틸암모늄 40% 수용액 1.76mL의 교반용액에 가하였다. 환류 콘덴서를 부착하고 40°에서
16시간동안, 그 다음 60°에서 24시간동안 교반하면서 N2 분위기하에 가열하였다. 냉각시 혼합물을 진한
HCl 1mL로 산성으로 하고 분별깔때기로 옳겼다. 바닥에 가라앉은 오일을 모으고 수상을 CH2Cl 2 40mL 분량
으로 세번 추출하였다. 오일과 수거된 추출물을 건조시키고 (MgSO4 ), 여과하고 농축하여 오일 23.5g을 얻
었다. 비스시아노에틸에테르를 110° 및 0.25torr에서 쿠겔로르(khugelrhor) 증류에 의하여 제거하였다.
포트 잔류물을 H2O 1L 로부터 결정화하여 화합물 21 8.43g(41%)을 백색 침상으로 얻었다:

화합물 22- [테트라키스-(2-카르복시에톡시메틸)메탄]:
진한 HCl 21.5mL 중의 화합물 21 5.0g (14.35mmol) 용액을 75°에서 3 시간동안 교반하였으며;
이 시간중에 백색 침전물이 형성되었다. 수성 HCl 을 진공하에 제거하고 혼합물을 H2 O 25mL 로부터 두번
농축하였다. 생성된 고체물질 9.68g 을 수산화물 형태의 DOW-1-X2 수지의 16.5cm 베드를 함유하는 45mm
내경 컬럼에 충전하고, 컬럼을 H2 O 200mL로, 이어서 1N HCl 로 용출하였다. TLC (80/20/1 CH3CN/H2 O/HOAc)
로 입증된 생성물을 함유하는 분획을 농축하여 화합물 22 1.21g(21%)을 오일로 얻었다.

화합물 23:
염화티오닐 3.71mL (6.06g, 50.8mmol) 을 THF 7.0mL중의 화합물 22 1.12g (2.85mmol)용액에 가하
였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3 시간동안 교반하고 용매를 진공하에 제거하였다. 미정제 산염화물을 THF 7mL
에 용해시켰다. 그 다음 Et3N 2.12mL(1.54g, 15.24mmol) 를 용액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N2하에 교반하고 0
°로 냉각하였다. THF 5mL중의 화합물 4 3.60g(12.74mmol) 용액을 1 분에 걸쳐서 가하였다. 냉각욕을 제
거하고, 혼합물을 5.5 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한 다음 1N HCl 25mL 와 EtOAc 25mL로 4회 분배하였다.
EtOAc 층을 모으고, 염수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MgSO4), 여과하고 농축하여 점성오일 3.46g 을 얻었다.
실리카겔 컬럼상의 크로마토그래피(95/5 CH2Cl2 /MeOH)로 정제하여 화합물 23 1.26g(30%)을 점성오일로 얻
었다:

화합물 37:
시클로헥센 4.0mL 와 탄소상 10% Pd 83mg 을 N2하에 EtOH 8.4mL 중의 화합물 23
142mg(0.093mmol) 용액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90°오일욕에서 3 시간동안 환류교반하고 냉각시 CH2Cl2 를
사용하여 규조토를 통과시켜서 여과하여 필터와 플라스크를 세척하였다. 여액을 농축하여 화합물 37
70mg(78%) 을 오일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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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24:
NaHCO 3 40mg(0.48mmol) 과 화합물 10 104mg (0.40mmol) 을 디옥산 2mL 및 H2 O 0.67mL중의 화합물
37 70mg (0.098mmol) 용액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17시간동안 실온에서 교반하고 1N H2SO 4 0.5mL를 가하여
?

pH를 4 로 하였다. 혼합물을 농축하고 농축액을 G-10 Sephadex 상의 크로마토그래피(MeOH)로 정제하였다.
생성물을 함유하는 분획을 진공하에 농축하여 오일 91mg을 얻었다. HPLC (C18 , 20/80/0.1 내지 35/65/0.1
CH3CN/H2O/CF3CO2H 구배) 에 의해 미정제 생성물 3mng을 정제하여 화합물 24 19mg(44%) 을 오일로 얻었다:

<272>
<273>

<275>
<276>

<278>
<279>

<281>
<282>

화합물 25a-[PEG3350의 비스- 토실레이트]:
피리딘 6.47mL를 폴리에틸렌글리콜(J.T Baker, 평균분자량 3350g/moℓ )16.75g(5.0mmol)용액에
가하고 CH2Cl 2 40mL중에서 공비증류 (톨루엔) 에 의하여 건조시켰다. 용액을 질소하에 놓고 0°로 냉각하
였다. CH2Cl 2 40mL중의 염화토실 7.63g(40mmol) 용액을 25분에 걸쳐서 가하였다. 냉각욕을 제거하고 혼합
물을 실온에서 16시간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1N HCl 80mL 와 흔들어 섞고 에멀션을 함유하는 CH2Cl2층
을 H2 O 100mL로 세척하였다. CH2Cl2 층을 건조시키고 (MgSO4 ), 여과하고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CH2Cl2 / Et2 O
로부터 결정화하여 화합물 25a 16.82g(92%)를 백색 고체로 얻었다:

화합물 26a- 디아지도-PEG3350:
DMF 30mL 중의 화합물 25a 10.83g (2.96mmol) 및 NaN 3 1.92g(29.6mmol) 용액을 120°오일욕에서
3 시간동안 N2 하에 가열하였다. 냉각시 혼합물을 H2 O 100mL와 CH2Cl 2 100mL 로 분배하였다. CH2Cl2 층을
CH2 Cl 2 로 200mL 로 희석하고 1N HCl 100mL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Na2SO4 ) 여과하고 농축하였다. 생성된
왁스상 고체를 재결정하고 (CH2Cl2 / Et2 O) 생성된 고체를 실리카겔 컬럼상의 크로마토그래피(98/2 내지
95/5 CH2Cl2/MeOH 구배) 로 더 정제하여 화합물 26a 4.75g(47%) 을 왁스상 고체로 얻었다:

화합물 27a-[디아미노-PEG3350]:
탄소상 10% Pd(Aldrich) 473mg 을 EtOH 140mL 중의 화합물 26a 4.75g(1.39mmol)용액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H 2 60Psi 하에 30시간동안 흔들었다. 반응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TLC, 9/1 CH2Cl2 /MeOH) 탄
소상 10% Pd 473mg을 더 가하고 혼합물을 H 2 60psi 하에 5 시간 더 흔들었다. 그 다음 혼합물을 규조토를
통과시켜서 여과하고 진공하에 농축하고 농축물을 결정화하여 (CH2Cl2 / Et2 O) 화합물 27a 4.03g(86%)을 백
색 고체로 얻었다:

화합물 28- [화합물 7의 N-히드록시숙신이미딜 에스테르]:
디시클로헥실카보디이미드 596mg (2.89mmol)을 0°에서 N2 하에 THF 12mL 중의 화합물 7 1.84g
(2.41mmol) 및 NHS 278mg(2.41mmol) 용액에 가하였다. 냉각욕을 제거하고 혼합물을 실온에서 16시간동안
교반하였다 아세트산 250uL을 혼합물에 가하였다. 교반을 실온에서 1 시간동안 계속하였다. 그 다음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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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안 냉동고에 넣었다 고체를 여과제거하고 여액을 농축하여 미정제 화합물 28 2.27g(110%)을 점성오일
로 얻었다. 화합물 28은 분해없이 정제하기가 어려워서 디아미노-PEG를 아크릴화하는데에 직접 사용하였
다.
<283>
<284>

<286>
<287>

<289>
<290>

화합물 29a:
디옥산 4.68mL중의 화합물 28 900mg (1.05mmol) 용액을 0°에서 H2 O 3.12mL 중의 화합물 27a
877mg(0.26mmol) 및 NaHCO3 176mg (2.10mmol) 용액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2 시간 동안 교반한 다음 1N HCl
25mL 와 두번의 CH2Cl 2 25mL 분량사이에 분배하였다. 합한 CH2Cl2 층을 건조시키고 (Na2SO4 ), 여과하고 농축
하여 점성오일을 얻었다.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 (95/5 내지 87/13 CH2Cl2/MeOH 구배) 로 정제하여 화합
물 29a 695mg(55%) 을 왁스상 고체로 얻었다:

화합물 38a:
시클로헥센 7.1mL 를 N2 하에 EtOH 14.2mL중의 화합물 29a 688mg (0.142mmol) 용액에 가하였다.
탄소상 10% Pd 284mg을 가하고 생성된 혼합물을 2 시간동안 환류하였다. 냉각시 혼합물을 EtOH로 규조토
를 통과시켜 여과하고 여액을 진공하에 농축하여 화합물 38a 550mg(90%) 을 왁스상 고체로 얻었다:

화합물 30a:
디옥산 4.65mL중의 화합물 10 268mg (1.04mmol) 용액을 0°에서 H2 O 3.11mL 중의 화합물 38a
550mg(0.13mmol) 및 NaHCO 3 175mg (2.08mmol) 용액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20시간동안 교반하고 1N H2SO 4
50mL와 두번의 CH2Cl 2 50mL 분량사이에 분배하였다. 합한 CH2Cl2 충을 건조시키고 (Na2SO4 ), 여과하고, 오일
?

로 농축하였다. G-10 Sephadex 크로마토그래피(MeOH) 로 정제하여 무정형의 고체를 얻고, 이것을 결정화
(EtOH/Et2O)하여 화합물 30a 378mg(61%) 을 백색고체로 얻었다.

<292>
<293>

<295>
<296>

화합물 25b- [PEG8000의 비스토실레이트]:
트리에틸아민 2.3mL(16.5mmol), 이어서 TsCl 3.15g (16.5mmol)을 PEG8000 (Aldrich, 평균분자량
8000g/ mmol) 12.0g (1.5mmol) 용액에 가하고 CH2Cl2 30mL중에서 공비 증류(톨루엔)에 의하여
건조시켰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18시간동안 교반하고, 1N HCl 50mL 분량으로 네번, 이어서 포화 NaCl 용
액 50mL로 추출하였다. CH2Cl2 층을 건조시키고 (Na2SO4 ), 여과하고 진공하에 농축하여 왁스상 고체를 얻었
다. 재결정하여 (CH2Cl2/ Et2O) 화합물 25b 11.0g(92%) 을 백색 고체로 얻었다.

화합물 26b- [디아지도-PEG8000]:
NaN3 1.86g (28.6mmol) 을 건조 DMF 30mL중의 화합물 25b 10.8g(1.3mmol) 용액에 가하였다. 혼합
물을 N2 하에 120°에서 2.5시간동안 가열하였다. 냉각시, 혼합물을 CH2Cl 2 240mL 와 세번의 0.5N HCl 50mL
분량사이에 분배하였다. CH2 Cl 2 층을 포화 NaCl 용액 50mL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Na2SO4 ), 여과하고,
농축하여 고체를 얻었다. 실리카겔 컬럼상의 크로마토그래피 (2/98 내지 6/94 HeOH/CH2Cl 2 구배) 로 정제
하고 정제된 생성물을 재결정하여(MeOH/Et2O) 화합물 26a 6.95g(66%) 을 백색 고체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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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27b- [디아지도-PEG8000]:
암모니아로 포화된 MeOH 150mL 중의 화합물 26b 6.9g (0.86mmol) 용액을 질소로 살포하였다. 10%
Pd/C 1.5g 을 가하고 혼합물을 H 2 65psi 하에 흔들었다. 20시간후, TLC 분석은 반응이 종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 그래서, 10% Pd/C 200mg을 가하고 H 2 65psi하에 20시간 더 계속 흔들었다. 혼합물을 규조토를
통과시켜서 여과하고 여액을 진공하에 농축하였다. 생성된 왁스상 고체를 재결정하여 (MeOH/Et2 O) 화합물
27b 6.0g(89%)을 백색 고체로 얻었다:

화합물 29b:
NaHCO3 221mg (2.63mmol) 을 물 10mt 및 디옥산 3mL 중의 화합물 27b 3.0g(0.375 mmol)용액에 가
하였다. 그 다음 디옥산 10mL에 용해시킨 화합물 28 1.3g(1.51mmol) 을 가하였다. 혼합물을 24시간동안
교반한 다음 0.5N HCl 40mL를 가하였다. 혼합물을 네번의 CH2Cl2 25mL 분량으로 추출하였다. 합한 CH2Cl 2
층을 건조시키고 (MgSO4 ), 여과하고 오일로 농축하였다. MeOH/Et2 O 로부터 재결정하여 화합물 29b
2.0g(58%)을 얻었다.

화합물 38b:
10% Pd/C 123mg을 질소하에 순수한 EtOH 5mL 및 시클로헥센 2.5mL 중의 화합물 29b 600mg
(0.063mmol) 용액에 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질소하에 2 시간동안 환류하였다. 반응혼합물을 규조토를 통
과시켜 여과하고 증발시켜서 화합물 38b 549mg(97%) 을 백색고체로 얻었다:

화합물 30b:
NaHCO3 100mg(1.2mmol), 이어서 화합물 10 84mg(0.32mmol) 을 디옥산 2mL 및 물 5mL 중의 화합물
38b 529mg (0.059mmol) 용액에 가하였다. 12시간동안 교반한 후, 반응을 1N H2SO4 로 산성화하고 네번의
CHCl 3 40mL로 추출하였다. 합한 CHCl3 층을 건조시키고 (MgSO4 ), 여과하고 농축하여 반고체 잔류물 503mg
?

을 얻었다. 잔류물을 G-10 Sephadex 상의 크로마토그래피(MeOH)로 정제하고 결정화하여(MeOH/Et2 O/헥산)
화합물 30b 215mg(39%) 을 백색 고체로 얻었다:

<310>
<311>

화합물 31- [PEG3350-비스클로로포르메이트]:
건조 피리딘 두 방울, 이어서 트리포스겐 125mg(0.418mmol) 을 폴리에틸렌글리콜(J.T. Baker, 평
균분자량 3350g/moℓ ) 1.0g(0.249mmol) 용액에 가하고 CH2Cl 2 12mL 중에서 공비증류 (톨루엔) 에 의하여
건조시켰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20시간동안 교반하고 용매를 진공하에 증발시켜서 화합물 31 1.0g(100%)
을 백색 고체로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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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314>

화합물 32:
5.1 CH2Cl2 / 디옥산 12mL중의 화합물 31 1.0g(0.25mmol) 용액을 디옥산 10mL 및 피리딘 1.5mL 중
의 화합물 18 600mg(1.0mmol) 의 50°용액에 적가하였다. 생성된 흐린 용액를 72시간동안 교반하였다.
?

CH2Cl 2 25㎖를 가한다음 혼합물을 여과하였다. 여액을 증발시키고 반고체 잔류물을 G-10 Sephadex 상의 크
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생성된 고체를 결정화하여 (CH2Cl2 / Et2 O) 화합물 32 829mg(75%)을 엷은 황색
고체로 얻었다:

<316>
<317>

화합물 39:
10% Pd/C 100mg을 질소하에 순수한 EtOH 5mL 및 시클로헥센 2mL 중의 화합물 32
300mg(0.065mmol) 용액에 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질소하에 2 시간동안 환류하였다. 혼합물을 규조토를 통
과시켜 여과하고 용매를 증발시켜 화합물 39 237mg (90%) 을 백색고체로 얻었다:

<319>
<320>

화합물 33
NaHCO 3 125mg (0.67mmol) 및 화합물 10 115mg (0.44mmol) 을 디옥산 5mL 및 물 5mL 중의 화합물
39 225mg(0.055mmol) 용액에 가하였다. 생성된 황색 용액을 실온에서 12시간동안 교반하였다. 그 다음 용
액을 세번의 CH2Cl 2 30mL 분량으로 추출하였다. 수층을 1N H2SO4 로 산성화하고 세번의 CH2Cl 2 30mL 분량으
로 추출하였다. 합한 CH2Cl2 층을 건조시키고(MgSO4 ), 여과하고 농축하여 황색 오일을 얻었다. G-10
?

Sephadex 상의 크로마토그래피(MeOH)로 정제하고 생성된 오일(EtOH/Et2 O)을 재결정하여 화합물 33 182mg
(73%) 을 백색 고체로 얻었다:

<322>
<323>

화합물 40- [4-니트로페닐요오도아세테이트]:
EtOAc 100mL중의 디시클로헥실카보디이미드 5.15g (25mmol) 및 4-니트로페놀 2.92g(2.92mmol) 을
요오도아세트산 3.72g(20mmol) 의 0°용액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0°에서 1시간동안, 그리고 실온에서 2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고체를 여과제거하고 여액을 진공하에 농축하였다. 생성된 황색 고체를 재결정하여
(EtOAc/헥산/ 미량 HOAc) 화합물 40 4.82g(78%)을 황갈색 고체로 얻었다: 1H NMR(CDCl3 ) d 4.00 (s, 2H),
7.39 (d, 2H), 8.40 (m, 2H).

<324>
<325>

화합물 41:
NaHCO 3 103mg (1.22mmol), 이어서 화합물 40 211mg(0.692mmol) 을 디옥산 5mL 및 H2 O 5mL 중의
화합물 34 110mg(0.104mmol) 용액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18시간동안 교반한 다음 진공하에 농축하였다.
?

Sephadex 상의 크로마토그래피(MeOH)로 정제하여 화합물 41 140mg(87%) 을 오일로 얻었다. 분석샘플을 조
제용 HPLC (C18, 60분에 걸쳐서 20/80/0.1 내지 25/75/0.1 CH3CN/H2O/TFA구배, 225nm)로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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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328>

화합물 42:
N-메톡시카르보닐말레이미드 145mg(0.935mmol) 을 0°에서 디옥산 8mL, 포화 NaHCO3 용액 2㎖ 및
H2 O 2mL중의 화합물 34 171mg(0.161mmol) 용액에 격렬하게 교반하면서 가하였다(The Practice of Peptide
Synthesis , M. Bodansky and A. Bodansky, Springer-Verlag, New York, 1984, p29-31, Keller, O.,
Rudinger, J. Helv. Chim. Acta 1975, 58 531). 15분후 디옥산 25mL를 가하고 냉각욕을 제거하고 45분동
안 실온에서 교반을 계속하였다. 혼합물을 두번의 CHCl3 30mL 분량으로 추출하고 합한 CHCl3층을 건조시키
?

고 (MgSO4 ), 여과하고, 오일로 농축하였다 G-10 Sephadex 상의 크로마토그래피(MeOH)로 정제하여 화합물
42 103mg(45%)을 오일로 얻었다. 분석샘플을 조제용 HPLC (C18 , 65분에 걸쳐서 20/80/0.1 내지 25/75/0.1
CH3CN/H2O/TFA구배, 225nm)로 제조하여 오일을 얻었다:

<330>
<331>

<333>
<334>

<336>
<337>

<339>
<340>

화합물 43- [히드록시에틸-트리스-(2-시아노에톡시메틸) 메탄]:
KOH 0.30g(5.41mmol), 이어서 아크릴로니트릴 23mL(18.6g, 350mmol) 를 H2 O 50mL중의 펜타에리트
리톨 6.8g(50mmol) 용액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16 시간동안 교반하고, 진한 HCl 용액 1.5mL로
산성화하고 두번의 CH2Cl 2 50mL 분량으로 추출하였다. 합한 CH2Cl2 층을 건조시키고(MgSO4 ), 여과하고 농축
하여 액체 16.97g 을 얻었다. 실리카겔상의 크로마토그래피(EtOAc) 로 정제하여 화합물 43 8.49g(51%)을
점성 오일로 얻었다:

화합물 44- [히드록시메틸-트리스-(2-카르복시메틸에톡시메틸) 메탄]:
MeOH 중의 포화 HCl용액 78mL 를 화합물 43 5.45g(15.6mmol) 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1시간동안
환류가열하고 냉각시, H2 O 100mL 와 네번의 Et2 O 100mL 분량으로 분배하였다. 합한 Et2 O 층을 포화 NaHCO3
용액 100mL와 포화 NaCl 용액 100mL로 연속해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MgSO4 ), 여과하고, 농축하여 점성
액체 4.74g을 얻었다. 실리카겔상의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화합물 44 3.05g(50%)을 오일로 얻었다:

화합물 45:
화합물 44 560mg(1.4mmol) 및 화합물 4 1.69g(6.0mmol)의 혼합물을 질소하에 150°에서 4 시간동
안 가열하였다. 혼합물을 EtOAc 50mL와 1N HCl 25mL 사이에 분배하고 HCl층을 CH2Cl 2 25mL로 추출하였다.
합한 EtOAc 및 CH2Cl 2 추출액을 포화 NaHCO3 용액으로 세척, 건조(K2CO3 ), 여과하고 점성 잔류물로 농축하
였다. 실리카겔상의 크로마토그래피(95/5 내지 90/10 CH2Cl2 /MeOH 구배) 로 정제하여 화합물 45
300mg(19%)을 점성 오일로 얻었다:

화합물 46:
10% Pd/C 104mg을 질소하에 EtOH 10.4mL 및 시클로헥센 5.2mL 중의 화합물 45 308mg(0.269mmol)
용액에 가하였다. 환류 콘덴서를 부착하고 혼합물을 85°오일욕에서 1.5 시간동안 가열하였다. 냉각시,
혼합물을 규조토를 통과시켜 여과하고 여액을 농축하여 잔류물 177mg 을 얻었다. 잔류물을 디옥산 5.98mL
에 일부 용해시켰다. 생성된 혼합물을 화합물 10 386mg (1.49mmol), 이어서 H2O 3.99mL 중의 NaHCO3 251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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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mmol) 용액에 가하였다. 생성된 혼합물을 질소하에 18시간동안 교반하고 1N HCl 25mL 와 세번의
CH2Cl 2 25mL 분량사이에 분배하였다. 수성층을 세번의 3/1 CH2Cl2 /MeOH 25mL 분량과 세번의 1/1
CH2Cl2 /MeOH 25mL 분량으로 추출하였다. 처음 두번의 CH2Cl 2 추출액을 버리고 나머지 추출액을 모으고, 건
조시키고 (Na2SO4 ), 여과하고 농축하여 점성오일 102mg 을 얻었다. HPLC(C18 , 23/77/0.1 CH3CN/H2O/CF3CO2 H,
234nm 검출) 로 정제하여 화합물 46 43mg (14%)을 점성 오일로 얻었다:

<342>
<343>

<345>
<346>

<348>
<349>

<351>
<352>

화합물 47- S-(6-히드록시헥실) 이소티우로늄) 클로라이드:
티오우레아 11.1g(146mmol)을 에탄올 49mL 중의 6-클로로헥산을 16.6mL (20.0g, 146mmol)용액에
가하고 혼합물을 24시간동안 환류하였다. 혼합물을 0°로 냉각하고 생성물을 결정화하였다. 결정을 진공
여과에 의해 모으고 건조시켜서 화합물 47 28.4g (92%)을 백색고체로 얻었다.

화합물 48- 6-메르캅토헥산-1-올:
NaOH 펠렛 9.25g을 H2 O 120mL 및 EtOH 120mL 중의 화합물 47 17.8mg(83.6mmol)용액에 가하였다.
혼합물을 4 시간동안 환류하였다. 혼합물을 주의깊게 대략 75mL로 농축하고 농축물을 진공증류에 의해 정
제하여 화합물 48 7.4g(66%) 을 얻었다.

화합물 49- 비스-(6-히드록시헥실) 디술피드:
MeOH 90mL중의 I 2 4.02g (15.8mmol) 용액을 N2 분위기하에 MeOH 10mL 및 Et2 N 13.7mL(9 97g,
98.5mmol) 중의 화합물 48 4.26g (31.7mmol) 용액에 10분에 걸쳐서 적가하고 얼음욕으로 냉각시켰다. 냉
각욕을 제거하고 혼합물을 주위온도에서 4 시간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회전식 증발기로 농축하고 실
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 (1:1 헥산/EtOAc)로 정제하여 화합물 49 3.12g (73%)을 엷은 황색 고체로 얻었다:

화합물 50-모노-O-(4',4"-디메톡시트리페닐메틸)-비스-(6-히드록시헥실)디술피드:
4,4'- 디메톡시트리페닐메틸 클로라이드 3.97g(11.7mmol)을 화합물 49 3.12g(11.7mmol) 및 피리
딘 45mL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16 시간동안 주위온도에서 교반하였다. 피리딘의 대부분을 회전
식 증발기에서 제거하였고 잔류물을 포화 NaHCO3용액 100mL와 EtOAc 100mL 사이에서 분배하였다. EtOAc 충
을 포화 NaCl 용액 50ml 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Na2SO4), 여과하고, 오일로 농축하였다. 실리카겔 크로
마토그래피(9:1 CH2Cl2/EtOAc) 에 의한 정제에 의해 점성오일로서 화합물 50 2.84g(43%)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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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화합물 51-O-[14-(4', 4"-디메티옥시트리페닐메틸)-7,8-디티오테트라데실]-O-(2-시아노에틸)N,N-디이소프로필포스포르아미다이트:

<355>

CH2Cl2 0.5mL중의 O-시아노에틸-N,N,N',N'-테트라-이소프로필포스포로디아미다이트
458mg(1.52mmol)을 N2 분위기하에서 CH2Cl 2 6.8mL중의 화합물 50 771mg(1.36mwnol) 및 디이소프로필암모늄
테트라졸라이드 116mg(0.68mmol)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본 혼합물을 4시간 동안 교반하였고, NaHCO 3 25mL
와 CH2Cl 2 3×25mL 사이에서 분배하였다. 모아진 CH2Cl2 층을 포화 NaCl 용액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Na2CO3 ), 여과하고, 오일로 농축하였다. 25mm컬럼중의 염기성 알루미나의 2" 플러그을 통해 9:1 CH2Cl2 /
Et3N으로 용출시키는 여과에 의한 정제로 점성오일로서 화합물 51 831mg(80%)을 얻었다:

<357>
<358>

<360>
<361>

<363>
<364>

화합물 52-트리틸-HAD알코올:
트리틸클로라이드 60g(0.21mol) 을 화합물 49 57g(0.21mole) 및 피리딘 60mL의 용액에 첨가하였
다. 이 혼합물을 19시간동안 100℃에서 교반하였다. 반응혼합물을 실온까지 냉각시키고 여과시켰다. 여과
물을 염화메틸렌 300mL로 희석하고 포화중탄산나트륨 200mL로 추출하였다. 유기층을 Na2SO4 로 건조시키고,
여과하고 오일로 농축하였다.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구배 9:1 헥산: 에틸아세테이트, 3:1 헥산: 에틸
아세테이트) 의 정제에 의해 화합물 52 55g(50%) 을 얻었다:

화합물 53-트리틸 HAD 포스포르아미다이트:
아르곤하, 0℃에서 염화메틸렌 90mL 중의 화합물 52 10g(19.7mmol) 및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
6.3mL(36.2mmol)의 용액에 2- 시아노에틸-N,N- 디이소프로필클로로포스포르아미다이트 4.5mL (20.2mmol)
을 천천히 첨가시켰다. 90분 교반한후, 반응혼합물을 포화중탄산나트륨 100mL 로 두번 추출하였다. 염화
메틸렌용액을 Na2SO4 로 건조시키고, 여과하고, 오일로 농축하였다. 염기성 알루미나 크로마토그래피
(75:24:1, 헥산: 에틸아세테이트: 트리에틸아민)로 정제하여 오일인 화합물 53 11.3g(81%)을 얻었다:

화합물 54-O-(tert-부틸디메틸실릴)-5-헥센올:
이미다졸 15.66g(230mmol) 및 tert-부틸디메틸실릴클로라이드 20.0g(130mmol)을 DMF 104mL중의
5-헥센-1-올 12.47mL(10.4g, 104mmol)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4시간동안 주위온도에서 교반하였고
EtOAc 200mL와 포화 NaHCO3 용액 100mL사이에서 분배하였다. EtOAc 층을 포화 NaHCO3용액 100mL, 포화 NaCl
용액 100mL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MgSO4)여과하고, 대략 100mL 부피로 농축하였다. 진공하에서 증류하는
화합물 54 70.07g(90%)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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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화합물 55-1-O-(tert-부틸디메틸실릴)-1,5,6-헥산트리올:

<367>

아세톤 92mL 중의 화합물 54 9.86g(46.0mmol) 용액에 H2 O 23mL중의 N- 메틸모르폴린옥시드
6.46g(55.2mmol) 용액을 첨가하였다. 본 혼합물에 tert-부틸알코올 중의 OsO 4 2.5%용액 443μl(용액
360mg, OsO4 9.0mg, 35μmol)및 30% H2O 2 50μL를 첨가하였다. 본 혼합물을 16h동안 교반하였고 H2 O 14mL
중의 소니움 디티오나이트 474mg 용액을 첨가하였다.

<368>

0.5h 가 더 지난후, 본 혼합물을 셀라이트를 통해 여과시켰다. 여과물을 MgSO4 로 건조시키고
EtOAc 250mL 분량을 사용하여 150mL 부흐너 깔대기중의 실리카 겔 1" 을 통해 용출시켜 여과하였다. 생성
물을 함유하는 분획을 농축하여 점성오일로서 화합물 55 11.0g(96%)을 제공하였다.

<370>
<371>

<373>
<374>

화합물 56-5,6-( 비스-O-벤조일)-1-O-(tert-부틸디메틸실릴)-1,5,6-헥산트리올:
염화벤조일 6.18mL(7,48g, 53.2mmol)을 피리딘 106mL중의 화합물 55 5.29g(21.3mmol) 용액에 첨
가하였다. 본 혼합물을 18 시간동안 교반하였고, 회전식 증발기에서 농축하였다. 본 혼합물을 차가운 1N
HCl 100mL와 EtOAc 100mL사이에서 분배하였다. 수성층 pH를 체크하여 그것이 산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EtOAc 층을 H2 O 100mL 및 포화 NaCl 100mL 로 연속적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MgSO4 ), 여과
시키고, 농축하여 황색점성오일로서 화합물 56 10.33g(99%) 을 얻었다.

화합물 57-5,6-( 비스-O-벤조일)-1,5,6-헥산트리올:
THF중의 1N 테트라부틸암모늄 플루오라이드 10.7mL(10.7mmol) 을 THF 10.9mL 중의 화합물 56
2.62g(5.36mmol) 용액에 첨가하였다. 본 혼합물을 16 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본 혼합물을 포화 NaHCO3용액
25mL 와 EtOAc 3×25mL사이에서 분배하였다. 합한 EtOAc추출물을 포화 NaCl 용액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
고( MgSO4), 여과하고 점성오일로 농축하였으며, 그것을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1:1헥산/EtOAc) 로 정제
하여 점성오일로서 화합물 57 823mg(41%)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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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화합물 58-O-[5,6-(비스-O-벤조일옥시)-헥실]-O-(2- 시아노에틸)-N,N-디이소프로필포스포르아미
다이트:

<377>

<379>

CH2Cl2 2.0mL중의 O- 시아노에틸-N,N,N',N'- 테트라이소프로필포스포로디아미다이트
989mg(3.28mmol)용액을 CH2Cl 2 14.9mL 중의 화합물 57 1.02g(2.98mmol) 및 디이소프로필암모늄테트라졸라
이드(1대1 몰비로 디이소프로필아민 및 테트라졸의 아세토니트릴 용액을 혼합하고 백색고체로 농축함으로
써 제조됨) 255mg(1.49mmol)용액에 첨가하였다. 본 혼합물을 4시간동안 교반하고 나서 CH2Cl 2 25ml 와 차
가운 포화 NaHCO3 용액 25ml 사이에서 분배하였다. CH2Cl2 층을 포화 NaCl 용액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Na2SO4 ), 여과하고, 농축하였다. 25mm컬럼중의 염기성 알루미나의 2" 플러그을 통해 9:1 EtOAc/ Et3 N 로
용출시키는 여과에 의해 정제하여 점성오일로서 화합물 58 1.5g(93%) 을 얻었다;

화합물 59-[4-( 요오도아세트아미도) 벤조산:

<380>

이 화합물을 Weltman, J.K., 1983 Biotechniques 1:148-15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하였다. 요
약하면, 요오도아세트산무수물 708mg(2.0mmol) 을 디옥산 10mL 중의 파라- 아미노벤조산 137mg(1.0mmol)
용액에 첨가하였다. 본 혼합물을 18 시간동안 암실에서 교반하고, H2O 25mL와 EtOAc 25mL 사이에서 분배하
였다. EtOAc 층을 포화 NaCl 용액으로 세척하고, 건조시키고( MgSO4 ), 여과하고, 농축하여 복숭아색 고체
797mg을 얻었다. 헥산/EtOAc로 부터의 재결정에 의해 백색고체로서 4-(요오도아세트아미도) 벤조산
221mg(72%)을 얻었다:

<382>

화합물 60-α, ω- 비스-(N-2-아미노에틸카르바모일)
폴리에틸렌글리콜의[4-(요오도아세트아미드) 벤조일 유도체:

<383>

디시클로헥실카르보디이미드 188mg(0.909mmol) 을 THF 2mL중의 4-(요오도아세트아미도)벤조산
185mg(0.606mmol)및 α, ω- 비스-(N-2-아미노에틸카르바모일) 폴리에틸렌글리콜(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톨루엔과 함께 공비증류함으로써 건조된 것)406mg(0.121mmol) 용액에 첨가하였다. 본 혼
합물을 2시간동안 교반하고 나서 아세트산 6방울을 첨가하였다.

<384>

CH2Cl 2 10mL 을 첨가하고, 본 혼합물을 30 분간 냉동고에서 보관했다. 본 혼합물을 여과하여 고
체를 제거하고 여액을 점성잔류물로 농축하였다.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 구배 99/1 내지 96/4
CH2Cl2/MeOH)에 의한 정제로 고체를 얻었으며, 고체를 MeOH 로 분쇄하여 크림색 고체 292mg을 얻었다:

<386>

실시예 3

<387>

활성화된 결합가 플랫폼분자 및 콘주게이트의 제조

<388>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분자와 결합가 플랫폼분자의 콘주게이트를 형성하는데는 많은 방법이
있다. 특히 특이적인 방법은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분자에 부착된 티올을 결합가 플랫폼 분자상의 반응성
"친티올성" 기와 친핵적으로 반응하도록 하여 티오에테르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플랫폼분자상 및 생
물학적 또는 화학적 분자상의 반응성기의 다른 조합도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분자를 결합가 플랫폼 분자
에 공유적으로 결합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표 1은 상호적으로 반응성인 기의 수많은 조합을 포함한다.
어떤 주어진 방법의 선호는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분자의 성질(용해성, 다른 반응성기의 존재, 등) 에의
해 정해진다.

79-36

1019960701196

<390>

다음의 예는 어떻게 다양한 결합가 플랫폼 분자가 합성될 수 있고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분자와
콘주게이트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준다. 이들 예는 어떻게 펩티드 및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표 1의 상호반
응기의 어떤 것을 사용하여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콘주게이트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펩티드 및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에 추가하여, 다른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분자( 단백질, 약제,등) 도 또한 결합가 플랫폼 분
자에 콘주게이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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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화합물 A:
화합물 36 (861mg, 1.0mmol) 및 NaHCO 3 252mg(3.0mmol) 을 1/1디옥산/H2 O 20mL에 용해시킨다. 혼
합물을 0℃로 냉각시키고, 디옥산 40mL 중의 N- 숙신이미딜-S- 아세티티오아세테이트(Prochem Inc.)
1.16g용액을 교반된 혼합물에 첨가했다. 1시간후 본 혼합물을 CH2Cl2로 추출했다. 합한 추출물을 건조시키
고(MgSO4), 여과하고, 농축하였다. 미정제 생성물을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화합물 A를 얻었
다
화합물 B- 4 개의 티올기를 갖는 플랫폼.
DMSO 7.3mL 중의 화합물 A 732mg(0.55mmol)용액을 헬륨이 살포된 pH10, 100mM 탄산나트륨, 10mM
NH2OH완충액 55mL에 첨가하였다. 본 혼합물을 N2 하에 보관하고 1시간동안 교반하여 테트라- 티올 플랫폼 B
의 대략 l0mM 용액을 얻었다.
화합물 X-브로모 아세틸화 펩티드:
펩티드를 FMOC 화학을 사용하여 Wang(p-알콕시벤질) 수지상에서 표준고체상 방법으로 합성한다.
FMOC보호된 아미노산을 후속적으로 아미노말단에 첨가하였다. 최근단계는 N-브로모아세틸아미노카프로산
의 커플링을 포함한다. 보호기를 제거하고, 펩티드를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 수지로부터 제거하여, 화
합물 X를 얻었으며, 화합물 X를 조제용 역상 HPLC로 정제했다.
펩티드- 플랫폼 콘주게이트, C
pH 10 완충액중의 테트라티올 플랫폼, 화합물 B의 대략 10mmol 용액에 DMSO 중의 브로모 아세틸
화 펩티드, 화합물 X용액을 다량 첨가했다. 펩티드 콘주게이트, C 을 조제용 역상 HPLC 로 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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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조합 2: 플랫폼상의 아민- 펩티드상의 활성화된 카르복실레이트

<402>

화합물 Y- 활성화된 카르복실레이트를 갖는 펩티드

<403>

<404>

펩티드를 TFA안정한 보호기( 카르복실기상의 벤질에스테르 및 아미노기상의 CBZ)를 사용하여,
Wang(p-알콕시벤질) 수지상에서 표준고체상 방법으로 합성한다. 아미노산잔기를 후속적으로 아미노 말단
에 첨가한다. 펩티드를 TFA로 수지로부터 제거하여 카르복실말단에 하나의 유리 카르복실기 그리고 나머
지 모두 차단된 카르복실 및 아민을 갖는 펩티드를 얻었다. 보호된 펩티드, 화합물 Y를 역상 HPLC 로 정
제하였다.
펩티드- 플랫폼 콘주게이트 D

<405>

화합물 Y(0.3mmol) 을 DMF 1mL에서 용해시키고, 본 용액에 디이소프로필 카보디이미드 0.3mmol
및 HOBT 0.3mmol 을 첨가한다. 본 용액을 DMF 1mL중의 0.025mmol테트라아미노플랫폼, 화합물 36 용액에
첨가한다.

<406>

반응완료시, DMF 를 진공하에서 제거함으로써 미정제의 완전히 보호된 콘주게이트를 얻었다. 콘
주게이트를 MeOH에서 용해시키고, 본 용액을 콘주게이트 그람당 10% Pd/C 100mg과 함께 Parr수소화 장치
에 넣었다. 본 혼합물을 60 psi H2하에서 흔들고, 탈보호된 콘주게이트 D를 조제용 역상 HPLC 로 정제하였
다.

<407>

조합 3: 플랫폼 상의 아민- 올리고뉴클레오티드상의 알데히드

<409>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플랫폼 콘주게이트, E

<410>

NaIO4 의 200mM 용액중의 500μL 분액(100μmol)을 암실하 0℃에서 H2 O 19.5mL중의 ACT-변형된
(CA)25 1.0g(전체길이 400mg, 25μmol)용액에 첨가한다. 본 혼합물을 40분간 0℃에서 보관하고, EtOH 50mL
을 첨가한다. 본 혼합물을 30분간 -20℃에서 보관하고, 2000RPM 으로 5분간 원심분리한다. 본 상청액을
버리고, 펠렛을 진공하에서 건조한다. 본 펠렛을 H2 O 3.3mL에서 용해시키고, 그 결과물인 용액에 pH 8.0
100mM 붕산나트륨 2.0mL중의 화합물 36 4.3mg(0.005mmol)용액을 첨가한다. 그 결과물인 용액에 MeOH 중의
피리딘- 보란 착체의 200mM용액 250μL(50μmol)을 첨가하고, 본 혼합물을 4일간 37℃에서 보관한다. 콘
주게이트, E를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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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화합물 F- 네개의 카르복실산기를 가진 플랫폼
숙신산 무수물(1.0g, 10mmol)을 1/1 디옥산/H2 O 20mL중의 화합물 36 861mg(1.0mmol) 및 NaHCO 3
252mg(3.0mmol) 용액에 가하고 혼합물을 16 시간동안 실온에서 교반한다. 혼합물을 1N HCl로 산성화하고
농축한다. 농축액을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화합물 F를 얻는다.
화합물 G- 네개의 N-숙신이미딜 에스테르를 가진 플랫폼
무수 THF 5mL중의 화합물 F 126mg(0.1mmol) 및 N- 숙신이미딜 46mg(0.4mmol)의 용액을 제조한다.
혼합물을 0°로 냉각하고, 디시클로헥실카보디이미드 103mg(0.5mmol)을 가한다. 혼합물을 교반하여 수시
간에 걸쳐서 실온으로 되게 한다. 고체로 여과제거하고 여액을 농축하여 화합물 G를 얻고 이것을 실리카
겔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할 수 있었다.
화합물 Z- 아미노기를 가진 펩티드
펩티드를 Wang(p-알콕시벤질) 수지상에서 표준 고체상법으로 합성한다. 리신 ε-아민을 CBZ기로
서 보호한다. 아미노산 잔기를 FMOC 화학을 사용하여 아미노 단기에 연속적으로 첨가한다. 첨가된 최종
잔기는 N-FMOC-아미노카프로산이다.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 수지로부터 절단한 후 FMOC 기를 피페리딘
으로 제거하여 유리아민 링커를 가진 펩티드를 얻는다. 펩티드 Z를 역상 HPLC 로 정제한다.
펩티드- 플랫폼 콘주게이트, H
DMF 1mL 중의 화합물 Z 0.05mmol 및 Et3 N 0.1mmol 용액을 제조한다. 용액에 DMF 1mL중의 화합물
G 16.5mg(0.01mmol) 용액을 가한다. 혼합물을 반응이 종결될때까지 교반한다. 보호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콘주게이트를 MeOH 에 용해시키고, 용액을 콘주게이트 그램 당 100mg 의 10% Pd/C와 함께 파르(Parr)수소
화 장치에 넣는다. 혼합물을 60psi H2 하에 흔들고 탈보호된 콘주게이트, H를 조제용 역상 HPLC 로 정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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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422>

<423>
<424>

<426>

화합물 1-네개의 이소시아네이트를 가진 플랫폼
티오포스겐(381uL, 575mg, 5.0mmol) 을 THF 10ml 중의 화합물 36 861mg(1.0mmol)용액에 가하고
혼합물을 TLC에 의해 종결할때까지 실온에서 교반한다. 혼합물을 염화메틸렌과 5% NaHCO3 용액으로 분배한
다. 추출물을 건조시키고(MgSO4), 여과하고 농축한다. 생성물 I를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한다.
펩티드- 플랫폼 콘주게이트, J
DMF 1mL 중의 화합물 Z 0.05mmol 및 Et3N 0.1mmol 용액을 제조한다. 본 용액에 DMF 1mL중의 화합
물 I 10.3mg(0.01mmol) 용액을 첨가한다. 본 혼합물을 반응이 완료될때까지 교반한다. 보호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콘주게이트를 MeOH 에서 용해시키고, 본 용액을 콘주게이트 그람당 10% pd/c 100mg 과 함께 파르
수소화 장치에 넣는다. 본 혼합물을 60psi H2 하에서 흔들고, 탈보호된 콘주게이트, J를 조제용 역상 HPLC
로 정제한다.

화합물 K- 4 개의 히드록실 기를 갖는 플랫폼

79-41

1019960701196
<427>

<428>
<429>

<430>
<431>

CH2Cl 2 5mL 중의 트리에틸렌 글리콜 비스- 클로로포르메이트 205μL(275mg, 1mmol) 용액을 0℃에
서 CH2Cl 2 5mL중의 디에탄올아민 497μL(525mg, 5mmol) 및 Et 3 N 696μL(506mg, 5mmol) 용액에 첨가한다.
본 혼합물을 실온까지 가열하고 TLC에 의해 반응완료가 입증될때까지 교반한다. 본 혼합물을 농축하고 생
성물, 화합물 K를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한다.
화합물 L- 클로로포르메이트기를 갖는 플랫폼
피리딘(100μl)과 이어서 트리포스겐 1.19g(4mmol) 을 CH2Cl 2 2OmL중의 화합물 K 412mg(1mmol)
용액에 첨가한다. 본 혼합물을 20시간동안 실온에서 교반하고 용매를 진공하에서 증발시켜 화합물 L을 얻
었다.
펩티드- 플랫폼 콘주게이트, M
피리딘 10mL 중의 화합물 Z 1mmol용액을 1/1 THF/피리딘 5mL중의 화합물 L 132mg(0.2mmol)용액에
첨가한다. 본 혼합물을 반응이 완료될때까지 교반한다. 용매를 진공하에서 제거한다. 보호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콘주게이트를 MeOH 에서 용해시키고, 본 용액을 콘주게이트 그람당 10% Pd/C 100mg과 함께 파르
수소화 장치에 넣는다. 본 혼합물을 60psi H2 하에서 흔들고, 탈보호된 콘주게이트, M을 조제용 역상 HPLC
로 정제한다.

<432>

실시예 4

<433>

두가지 서로 다른 생물학적 분자로 이루어진 콘주게이트의 합성

<434>

<435>

플랫폼 분자에 한종류 이상의 생물학적 활성기를 콘주게이트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본 실시
예는 티올- 함유 펩티드와 반응하는 두개의 말레이미드기와 유리아민을 함유하는 약제과 반응하는 두개의
활성 에스테르기를 함유하는 플랫폼의 제조를 기술한다. 결과의 콘주게이트는 반응도 20 에 보여지는 바
와 같이 두 개의 펩티드와 두개의 약제분자를 함유한다.
이종활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의 제조

<436>

벤질 6- 아미노카프로에이트 토실레이트염, K: 60mL 의 톨루엔중에 32mmol 의 6아미노카프로산, 51mmol의 p- 톨루엔술폰산 및 40mmol 의 벤질알코올의 혼합물을 Dean-Stark 트랩을 사용
하여 환류시켜 물을 제거한다. 반응이 완료된때, 혼합물을 냉각하고, 생성물을 침전시킨다. 여과에 의해
고체를 수집하고 EtOH/Et2O로부터 재결정화하여 화합물 K를 얻는다.

<437>

화합물 L: 디시클로헥실카르보디이미드(2당량) 를 THF중의 1당량의 화합물 5와 2당량의 N-히드록
시숙신이미드의 용액에 첨가한다. 혼합물을 4시간동안 교반하고, 2.2 당량의 화합물 K를 첨가한다. 혼합
물을 반응이 완료된 것이 TLC에 의해 증명될때까지 교반한다. 혼합물을 여과하고 농축한다. 생성물을 실
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한다.

<438>

화합물 M: 화합물 L을 CH2Cl2 에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 처리한다. 반응이 완료된 때, 혼합
물을 진공하에 농축하여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염으로서 화합물 M을 얻는다.

<439>

화합물 N: 화합물 6 (반응도 2) 을 CH2Cl2 에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으로 처리한다. 반응이 완료
된때, 혼합물을 진공하에 농축하여 트리플루오로아세테이트염으로서 화합물 N을 얻는다.

<440>

화합물 O: 3.2mmol 의 트리에틸렌글리콜 비스클로로포르메이트를 20°수욕에서 162mL의 피리딘중
의 4mmol의 화합물 M과 4mmol의 화합물 N의 용액에 첨가한다. 혼합물을 TLC에 의해 완료될때까지 교반하
고, 진공하에 농축시킨다 농축물을 CH2Cl2 에 용해시키고, 1N HCl용액, 5% NaHCO3 용액 및 포화 NaCl 용액으
로 순차적으로 세척한다. CH2Cl2 층을 건조하고 (MgSO4 ), 여과하고, 농축한다. 농축물을 10mL의 EtOH 에 용
해시키고, 10mL의 1M NaOH를 첨가한다. 혼합물을 TLC에 의해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까지 수시간동안 교반한다. 혼합물을 1N HCl 로 pH 1이 될때까지 산성화하고, CH2Cl2로 추출한다. CH2Cl2
층을 건조하고 (MgSO4), 여과하고, 농축한다. 생성물 O를 실리카겔크라마토그래피에 의해 분리한다.

<441>

화합물 P: 화합물 O를 EtOH 에 용해시키고, 화합물 O 의 그람당 탄소상의 10% 팔라듐 100mg으로
파르 진탕기예서 수소화한다. TLC에 의해 반응이 완료되는지를 모니터한다. 반응이 완료된때, 촉매를 여
과에 의해 제거하고, 혼합물을 농축하여 화합물 P를 얻는다.

<442>

화합물 O : 3mmol 의 N- 메톡시카르보닐말레이미드를 0℃에서 20mL 의 디옥산 및 5mL의 포화
NaHCO3 중의 1mmol의 화합물 P의 용액에 첨가한다. 혼합물을 한시간동안 교반하고, 1N HCl로 산성화하고,
CH2Cl2 로 추출한다. CH2Cl2 층을 건조하고 (MgSO4 ), 여과하고, 농축하며, 생성물을 실리카겔 크로마토그래피
에 의해 정제하여 화합물 O를 얻는다.

<443>

화합물 R: 2mmol 의 DCC를 CH2Cl2 중의 1mmol의 화합물 O 및 2mmol의 p- 니트로페놀의 용액에 첨
가하고, 혼합물을 16시간동안 교반한다. 여과에 의해 고체를 제거하고, 여액을 농축하고, 실리카겔 크로
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하여 화합물 R을 얻는다.

<444>
<445>

두가지 펩티드 및 두가지 약제분자와의 콘주게이트
화합물 S: 과량의 2당량의 티올- 함유 펩티드를 pH 7.5 포스페이트 완충액중의 1당량의 이종활성
플랫폼인 화합물 R의 용액에 첨가한다. 혼합물을 1시간동안 교반하고, 과량의 2 당량의 아민- 함유 약제
를 첨가한다. 콘주게이트 S를 역상 HPLC 또는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양자의 조합에 의해 분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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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실시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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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콘주게이트 3-II의 합성 및 시험

<450>

DMTr -5'-변형된 (CA)10의 제조

<451>

폴리뉴클레오티드 d-[DMTr -(bzCp(CE)bzA)10 ] 를 DNA 포스포르아미다이트를 합성을 위한 제조자
의 프로토콜에 따라 Milligen 8800 Prep Scale DNA합성기 (제6A도 참조) 상에서 제조했다. 합성은 30.0μ
mol/g 의 뉴클레오시드 충전을 갖는 10g의 DNTr -d-bzA-CPG 지지체 상에서 수행했다. 최종 DMTr 차단기를
기계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제거했다.

<452>

Milligen 활성제 용액인 Cat. No. MBS 5040(45mL) 및 0.385g의 화합물 51(반응도11 참조)을 반응
물에 첨가하고, 현탁액을 아르콘 비등에 의해 8분동안 혼합했다.

<453>

혼합물을 통상의 기계 프로토콜에 의해 산화시켰고, 지지체- 결합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여과에 의
해 수집하고, 풍건하고, 55℃에서 16시간동안 100mL의 농축 암모니아로 처리했다.

<454>

냉각되었을때, 혼합물을 Gelman 10μ 폴리프로필렌 필터를 통해 여과했다. 필터를 NaOH로 pH 12
로 조절된 200mL의 2mM NaCl 로 세척했다. 그다음 여액을 우선 pH 12에서 3M HaCl로 그다음 2mM NaCl 로
평형화된 S- 세파로스(Pharmacia) 로 충전된 Amicon 크로마토그래피 칼럼 (0.45×9.4cm, 150mL) 에 적용
했다. 칼럼을 500mL의 선형구배 (2mM NaCl, pH 12 에서 mL 1.3M NaCl, pH 12까지) 로 용출한 다음, 모든
U.V 흡수물질이 벗겨질때까지 pH 12에서 1.3M NaCl로 세척했다. 260nm에서 흡광된 분획을 폴리아크릴아미
드 전기영동에 의해 더 분석하고 순수생성물을 함유하는 것들을 풀(pool)로 만들었다. 풀(120mL) 을
240mL의 차가운 이소프로판올로 처리하고, 20℃에서 30분동안 저장했다. 침전물을 3000rpm으로 4℃에서
15분동안 모델 H-6000A로터를 사용한 Sorvall RC 3B 원심분리기에서 원심분리에 의해 수집하여 DMTr -5'변형된 (CA) 10 (14946 A260 유니트, 498mg, 62.2μM, 300μMol CPG 뉴클레오시드를 기준으로 20%) 을
얻었다.

<455>

Tr-5'-변형된 (CA)10의 합성

<457>

Tr-5'-변형된 (CA)10 의 합성은 화합물51 을 화합물53 으로 치환하여 DMTr -5'-변형된(CA)10(반응도
11에 기술된 바대로 제조) 의 합성을 위한 상기 방법과 같이 수행했다.

<458>

화합물 3 (IA-DABA-PEG, 반응도 1) 에 DMTr -5'-변형된 폴리뉴클레오티드의 콘주게이션-콘주게이
트 3-I 의 제조

<459>

콘주게이션 절차에서, 사용된 모든 완충액 및 용액을 헬륨으로 완전히 살포하고, 모든 반응용기
를 사용전에 아르곤으로 세척했다. 7.7mL 물중의 11.568 A 260 유니트(48.2μmol, 260mn에서의 몰흡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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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이라고 가정) 의 DMTr -5'-변형된 (CA)10 의 용액을 실온에서 0.5시간동안 1mL의 0.1M NaHCO 3 및
210μL (876μmol, 18 배의 초과 몰)의 트리부틸포스핀으로 처리했다. 현탁액을 때때로 진탕했다 현탁액
을 0.8mL의 3M NaCl 및 16mL 의 차가운 이소프로판올로 처리했다. -20℃에서 30분후에, 물질을 20분동안
3000rpm으로 원심분리했다. 펠렛을 2mL의 물, 0.2mL 의 3M NaCl에 재용해시키고, 4mL 이소프로판올로 처
리하고, 재원심분리했다. 펠렛을 진공하에 간단히 건조하고, 헬륨으로 살포된 2.8mL의 물과 1mL의 0.1N
NaHCO3 에 용해시켰다. 6.7mg 의 화합물 3 (IA-DABA-PEG)를 첨가하고, 혼합물을 어둠속에서 실온에서 16시
간동안유지했다. 6mL 의 최종부피인 반응혼합물을 Sephacryl 200 (Pharmacia)으로 충전된 5×91 (1800Ml)
Pharmacia 컬럼에 적용했다.
<460>

컬럼을 pH 8.3 에서 0.5M NaCl, 0.1M 붕산나트륨으로 용출했다. 연동펌프를 사용하여 분당 약
2mL의 유속을 나타내도록 조정하고, 15ml의 분획을 수집했다. 260nm 에서의 분획의 흡광도를 측정했다.
분획을 또한 폴리아크릴아미드겔 전기영동에 의해 분석하고 순수한 콘주게이트를 함유하는 것들을
모았다.

<461>

콘주게이트 3-I의 혼성화- 콘주게이트 3-II 의 제조

<462>

상기로 부터 모은 분획은 726 A260유니트를 함유했다.

<463>

(TG)10 의 등량을 첨가하고, 튜브를 10분동안 90℃에서 가열한 다음 1.5시간에 걸쳐 실온으로 냉
각했다. 이소프로판올의 등량을 첨가하고, 혼합물을 -20℃에서 3시간동안 유지했다.

<464>

20 분동안3000rpm 으로 원심분리한후, 펠릿을 pH 6.8 의 0.15M NaCl, 0.01M 시트르산나트륨에 용
해시켰다. 53mg의 혼성체를 얻었다. 물질의 분취량을 상기 완충액에 희석하고, 이중체의 응점을 Carey 3E
분광광도계에서 결정했다. 물질은 73.4℃의 Tm 및 24.3%의 흡광증가도를 가졌다. 생성물의 10 A260 유니트
분취량을 상기와 같이 과량의 (TG)10 과 어닐링했다. 이것뿐만아니라 비어닐링된 콘주게이트 및 (TG)10표준
을 Rainin HPLC 기구상의 Shodex 단백질 KW 8025 칼럼상에서 겔투과 HPLC 에 의해 분석했다. 칼럼을
0.05M NaH2PO4, pH 6.5, 0.5M NaCl 로 이소크라틱하게 (isocratically) 용출했다. 전개시간은 12분이었다.
생성물은 6.9분의 체류시간을 가지고, (TG)10 은 9.2분의 체류시간을 가졌다. 피크하의 면적의 비교는
98.09%의 생성물이 이중가닥 DNA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콘주게이트는 제6A도에서 "콘주게이트 3II"로 표시된 구조에 의해 나타난다.

<465>

실시예 6

<466>

PN-KLH 콘주게이트의 제조

<467>

PN-KLH 콘주게이트는 하기 반응도에 따라 제조했다:

<469>

ACT-변형된 (CA)25의 합성

<470>

<471>
<472>

화합물 58을 비고리트리올부분(ACT) 의 요소를 통합하는 자가합성의 최종단계로서 (CA)25 에 커플
링했다. 49개의 순차적 단계를 30μmol/g 의 뉴클레오시드 충전을 갖는 10g 의 DMT-d-BzA-CPG 지지체로
시작하는 교호하는 dC 및 dA 포스포르아미다이트를 사용하여 수행했다. DMTr 차단기를 결과의 d-[DMTr
-(BzCp(CE)BzA)25 ] 로부터 제거하고, 40mL의 활성제용액(Milligen, Cat. No. MBS 5040) 및 800mg의 화합물
58 을 반응혼합물에 첨가했다. 현탁액을 아르곤 비등에 의해 8분동안 혼합하고, 통상의 산화단계를
거쳤다. 지지체 결합된 폴리뉴클레오티드를 반응용기로 부터 제거하고, 풍건하고, 55℃에서 40시간동안
100ml의 농축 암모니아로 처리했다. 냉각되었을때, 혼합물을 Gelman 10μm 폴리프로필렌 필터를 통해 여
과한 다음, 여액을 통상의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했다. 260nm 에서 흡광된 분획을 폴리아
크릴아미드겔 전기영동에 의해 더 분석하고 순수 생성물을 함유하는 것들을 조합하고 이소프로판올로 침
전시켜 510mg (31.9μmol, 10%) 의 ACT-변형된 (CA)25를 얻었다.
단일- 가닥 PN-KLH 콘주게이트의 합성
pH 8 0인 50mM 붕산나트륨 1.33ml중의 NaIO4- 처리된, ACT-변형된(CA)25의 용액 100mg(2.52mol)에
31.3mg (0.208μmol)의 KLH 및 2.0mg (31.8μmol)의 피리딘- 보레이트를 첨가했다. 혼합물을 72시간동안
37℃에서 유지하고, 생성물을 S-200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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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474>

단일- 가닥 PN-KLH 콘주게이트와 (TG)25의 혼성화
등량의 (TG)25 를 단일- 가닥 PN-KLH 콘주게이트에 첨가하고, 튜브를 10분동안 90℃에서가열한 다
음, 1.5 시간에 걸쳐 실온으로 냉각했다. 이소프로필알코올로의 침전에 의해 53mg의 생성물인 PN-KLH를
얻었다; Tm (0.15M NaCl, 0.01M 시트르산나트륨, pH 6.8) 73.4°, 31.1% 흡광증가도; 과량의 (TG)10 과 어
닐링된 샘플, 비어닐링된 콘주게이트와 비어닐링된 (TG)10 으로 구성된 표준과의 HPLC 비교에 의해 결정된
98% 이중가닥임이 결정됨(Shodex 단백질 KW 8025 컬럼, 0.05M NaH2PO4, pH 6.5, 0.5M NaCl) 이 콘주게이트
는 다음 식 : KLH-[NH(CH2)5 OPO2·O-(CA)25: (TG)25]-5
5

<475>

(KLH에 대해 10 의 분자량을 가정) 에 의해 나타낼수 있으며 "PN-KLH" 라고 표시된다.

<476>

면역관용원으로서 콘주게이트 3-II 의 시험

<477>
<478>

폴리뉴클레오티드의 면역원 형태인 PN-KLH 로 면역화된 마우스를 내성화할 수 있는 콘주게이트
3-II 능력에 대해 시험했다.
재료 및 방법

<479>

마우스: 6 주의 나이의 C57BL/6 암컷마우스를 Jackson Laboratories, Bar Harbor, ME 로부터 구
입했다. 마우스를 수용하고 NIH 승인된 방법에 의해 돌보았다.

<480>

면역화 : 마우스를 Iverson의 방법에 따라 ( Assay for in vivo Adoptive Immune Response in
Handbook of Experimental Immunology, Vol.2 Cellular Immunology, Eds. D.M. Weir, L.A Herzenberg, C.
Blackwell 및 A. Herzenberg, 4th Edition, Blackwell Scientific Publlcations, Oxford), 명반상에 침전
9

된 100μg 의 PN-KLH 로 그리고 아류텐트로서 2×10 포르말린 고정 백일해균으로 마우스를 복강내 주사함
으로써 프라이밍(priming) 했다. 마우스를 염수중의 50㎍ 의 PN-KLH 로 복강내 부스팅(boosting)했다.
<481>

SRBC에 대한 PN의 커플링: Alsevers에서의 양 적혈세포(SRBC)를 Colorado Serum Co., Denver, Co
로부터 구입하여 2주내에 사용했다. SRBC를 Kipp 및 Miller의 방법("Preparation of Protein-conjugated
Red Blood Cells with ECDI (Modification)" in Selected Methods in Cellular Immunology, (1980), Eds,
b.b Mishell S.M. Shiigi, W.H Freemen 및 Co., San Francisco, P 103)에 의해 (CA)25 : (TG) 25 (CA: GT의
50량체) 로 코팅했다. 요약하면, SRBC를 차가운 염수에서 4회 세척하고, 10mg의 카르보디이미드를 함유하
는 0.35M 만니톨, 0.01M NaCl에서 D-EK 에 커플링된 2mg의 (CA)25 : (TG)25 와 혼합하고, 4℃에서 30분동안
배양했다. 코팅된 SRBC 를 차가운 평형염용액으로 2회 세척하고, 10%(v/v)로 재현탁했다.

<482>

플라크분석 : 항-PN 플라크 형성세포 (pfc)의 개수를 Cunningham 기술 (Marbrook, J., "Liquid
Matrix (Slide Method)", in Selected Methods in Cellular Immunology , (1980), Eds. B.B. Mishell 및
S.M. Shiigi, W.H. Freemen 및 Co., San Francisco, p. 86) 을 사용하여 결정했다. IgG pfc 의 개수를
Henry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이 ("Estimation of IgGresponses by Elimination of IgM Plaques" in
Selected Methods in Cellular Immunology, (1980), Eds. B.B. Mishell 및 S.M. Shiigi, W.H. Freemen 및
Co., San Francisco, p. 91)토끼 및 항- 마우스 IgG 를 사용하여 IgM 플라크를 제거함으로써 결정했다.
요약하면, 비장을 수거하고, 단일 세포현탁액을 균형염류용액 (BSS)에서 만들었다.

<483>

기니아 피그 혈청을 폴리뉴클레오티드 코팅된 SRBC 에 첨가하여 1:9 기니아 피그 혈청의 최종 희
석물을 만들고, 충분한 토끼 항- 마우스 IgG를 첨가하여 1:100 토끼 항- 마우스 IgG의 최종 희석물을 만
들었다. 등부피의 SRBC 혼합물 및 희석된 비장세포를 마이크로타이터 웰에서 혼합하고, Cunningham 챔버
로 옮겼다. 각각의 비장을 개별적으로 3중복하여 시험했다. 챔버의 모서리를 파리핀으로 봉하고, 챔버를
1시간동안 37℃에서 배양했다. 플라크의 개수를 도립현미경하에서 챔버를 관찰함으로써 계수하였다.

<484>
<485>

결과
마우스를 명반상에 침전된 PN-KLH 로 그리고 아쥬벤트(A & P) 로서 백일해로 프라이밍하고, 7주
후에 각 3마우스로 이루어지는 군으로 나누었다. 마우스를 5일후의 PN-DABA-PEG, 콘주게이트 3-II 의 2중
희석액으로 복강내 처리하고, 모든 마우스를 콘트롤을 포함하여 염수중의 50㎍ 의 PN-KLH 로 복강내 부스
팅했다. 4 일후에, 비장을 수거하고, IgG pfc 의 개수를 결정했다. 표 2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시험된
모든 투여량의 콘주게이트 3-II는 콘트롤군과 비교하였을때 pfc의 개수의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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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실시예 7

<488>

콘주게이트 20-II의 제조 및 시험

<489>

결합가 플랫폼 분자 20에 대한 Tr-5'- 변형된 (CA)10 의 콘주게이션- 단일-가닥 콘주게이트 20-I
의 제조

<490>

969μL (789mg, 3.89mmol) 의 트리-n- 부틸포스핀을 아르곤 분위기하에 30mL 의 H2 O 중의 918mg
(0.14mmol)의 Tr-5'- 변형된 (CA)10 의 용액에 첨가했다. 혼합물을 1시간동안 교반한 다음, 2.4mL 의 3M
NaCl용액을 첨가한 후,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헬륨으로 살포된 42mL의 이소프로판올을 첨가했다. 혼합물을
1시간동안 -20℃의 냉동고에 넣은 다음, 30분동안 3000rpm으로 원심분리했다. 상청액을 제거하고, 오일성
잔류물을 15.5mL의 헬륨 살포된 H2 O 에 용해시켰다. 1.24mL 의 3M NaCl 및 21.7mL 의 헬륨 살포된 이소프
로판올을 혼합물에 첨가했다. 그다음 결과의 혼합물을 1시간동안 -20℃의 냉동고에 넣고, 20분동안
3000rpm으로 원심분리했다. 오일성 펠릿을 18시간동안 진공하에 건조하여 고체를 얻었다. 고체를 6mL의
헬륨 살포된 H2O 에 용해시켜 6.4mL의 총부피를 얻었다. DNA의 양은 260nm 에서 UV흡광도에 의해 결정했을
때 863mg이었다 (pH 7.5 포스페이트 완충된 염수에서 흡광도의 유니트당 0.033mg). 용액을 아르곤하에
50mL 3구 플라스크로 옮겼다. 플라스크의 한개의 구가 아르곤가스 입구를 가지는 반면 다른 두개의 구는
마개로 막혔다. 총부피를 H2 O 와 0.87mL 의 헬륨 살포된 1M 인산나트륨 완충액 pH 7.8 과 0.97mL의 MeOH
로 7.7mL로 조정했다. MeOH중의 1.9mL (33.63mg, 0.025mmol) 의 17.7mg/mL 화합물20 의 용액을 혼합물에
첨가했다. 결과의 혼합물을 20시간동안 아르곤하에서 교반한 다음, 0.1M NaCl, 0.05M 인산나트륨, pH 7.5
?

및 10% MeOH 로 이루어진 용액으로 100mL로 희석했다. 정제는 Fractogel 상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평
형: 0.1M NaCl, 0.05M 인산나트륨, pH 7.5, 10% MeOH: 용출구배 0.5M NaCl, 0.05M 인산나트륨, pH 7.5,
10% MeOH 내지 0.8 NaCl, 0.05M 인산나트륨, pH 7.5, 10% MeOH) 수행했다. HPLC 및 폴리아크릴아미드겔
전기영동에 의해 증명된 순수한 콘주게이트 20-I 를 함유하는 분획을 232mL의 용리액에 수집했다.
<491>

<492>

생성물과 염을 등부피의 이소프로판올을 첨가하고 그것을 1시간동안 -20℃의 냉동고에 넣어둠으
로써 침전시켰다. H2 O (2×100vol) 에 대한 투석에 의해 335mg의 콘주게이트 20-I(32ml 의 10.47mg/mL,
260nm 에서의 0.033mg/ 흡광도 유니트를 가정) 를 얻었다.
(TG)10으로 콘주게이트 20-I를 어닐링하여 이중가닥 콘주게이트 20-II를 형성

<493>

콘주게이트 20-I 150mg(260nm 에서 0.033mg/ 흡광도 유니트를 기초로 하여 10.47mg/ ㎖의
14.33mL)과 (TG)10 157.5mg(260nm에서 0.033mg/ 흡광도 유니트를 기초로 하여 104.6mg/㎖의 1.50㎖) 을 50
㎖ 폴리프로필렌 원심분리기관에 넣었다. pH 7.2 10× PBS 2.0㎖와 H2O 2.17㎖를 첨가하여 농축물을 15mg/
㎖로 조정하였다. 이 혼합물을 90℃ 수조에 넣어 1.5시간에 걸쳐 실온으로 냉각시켰다. 농축물은 260nm에
서의 흡광도(0.050mg/ 흡광도 유니트)에 의해 17.7mg/㎖; 전이용융온도 67.5℃; 흡광증가도27%; 삼투몰
농도 346; pH 7.2가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494>

콘주게이트 20-II의 최종 제제에 대하여, 용액을 pH 7.2 ½×PBS 7.23㎖를 첨가하여 최종 농축물
12.7mg/㎖ 및 삼투몰농도 299로 희석하고 0.22μ 필터로 여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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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Tr-5'-변형된(CA)10-20의 또다른 콘주게이션, 단일가닥 콘주게이트 20-I의 제조

<496>

트리-n-부틸포스핀 10당량을 He로 살포된 100mM pH 5 아세트산나트륨중의 Tr-5'-변형(CA) 10
10mg/㎖용액에 첨가한다. 혼합물은 1시간동안 교반한 후,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1.4 부피로 침전시킨다
혼합물을 1시간동안 -20℃의 냉동장치에 둔 후 3000rpm에서 20분동안 원심분리시킨다. 상청액을
제거하고, 펠릿을 He으로 살포된 IPA 중 10mg/㎖에 용해시킨다. 혼합물을 1시간동안 -20℃의 냉동장치에
넣고, 3000ppm으로 20분동안 원심분리시켰다. 펠릿을 18시간동안 진공하에서 건조하여 고체를 얻는다. 고
체 50mg/㎖용액을 He로 살포된 100mM pH10 붕산나트륨 완충액에서 제조한다. 9/1 MeOH/H2O중 40mg/㎖ 용액
으로서 화합물 20 0.25당량을 혼합물에 첨가한다.

<497>

혼합물을 3 내지 20시간동안 실온에서 교반하고, 희석한다(0.1M NaCℓ, 0.05 인산나트륨, pH
7.5, 10% MeOH).

<498>

팩토겔 상의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한다 (평형상태; 0.1M NaCl, 0.05M 인산나트륨, pH 7.5, 10%
MeOH: 용출액 구배; 0.5M NaCl, 0.05M 인산나트륨, pH 7.5, 10% MeOH 내지 0.8M NaCl, 0.05 인산나트륨,
pH 7.5, 10% MeOH).

<499>

HPLC 및 폴리아크릴아미드겔 전기이동법으로 입증하는 바와 같이 순수 콘주게이트 20-I를 함유하
는 분획을 수집하였다. 생성물 및 염을 IPA를 같은 부피로 첨가하고 1시간동안 -20℃의 냉동장치에 넣어
침전시킨다. H2O (2 × 10 vol)에 대하여 투석하여 콘주게이트 20-I를 얻었다.

<500>

(TG)10-20으로 20-I를 달리 어닐링하여 이중 가닥 콘주게이트 20-II를 형성

<501>

어닐링을 90℃ 대신에 70℃에서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술한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방법이다.

<502>

Tr-5'-변형된 (CA)10-20의 두번째 다른 콘주게이션

<503>

단일 가닥 콘주게이트 20-I의 제조

<504>

<505>
<506>

트리-n-부틸포스핀 4.8mL를 N2 하에서 Ar으로 살포된 100mM pH 5의 아세트산나트륨 104㎖중 Tr5'-변형된 (CA)10 7.75g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1시간동안 교반한 후 IPA 232.5mL로
침전시켰다. 혼합물을 1 5시간동안 -20℃의 냉동장치에 넣고, 3000rpm으로 20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20℃
에서 24시간동안 동결시켰다. 상청액을 제거하고 펠릿은 He로 살포된 0.3M NaCl 용액 170㎖에
용해시켰다. 혼합물을 다시 Ar으로 살포된 IPA 232㎖로 침전시켰다. 그다음에, 혼합물을 2시간동안 -20℃
의 냉동장치에 넣고, 3000rpm으로 20분동안 원심 분리한 후 11시간동안 -20℃에서 동결시켰다. 상청액을
덜어내고, 펠릿을 12시간동안 진공하에서 건조하여 고체를 얻었다. 고체의 용액을 Ar으로 살포된 100mM
pH 10 붕산나트륨 완충액 110㎖로 제조하였다. 9/1 MeOH/H2 O 4.4㎖중의 용액으로써 화합물 20 406mg을 혼
합물에 첨가하였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2시간동안 교반하였다. Waters Gen Pak Fax 칼럼(100 × 4mm), 60
℃, 65%A/35%B 내지 18%A/82%B의 선형구배; A=0.05M NaH2PO4, pH 7.5, 1mM EDTA, 10% MeOH (v/v); B=0.05M
NaH2PO4 , pH 7.5, 1M NaCℓ, 1mM EDTA, 10% MeOH (v/v), 19.5분에서 용리하는 고압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생성 혼합물은 콘주게이트 20-I 62%를 함유하였다.
콘주게이트 20-II 및 비콘주게이트 콘트롤의 시험
C57BL/6마우스를 PN-KLH 및 A&P로 면역화하였다. 3주후, 5 마우스/ 군의 군들을 서로다른 투여량
의 콘주게이트 20-II이나 4.5nM HAD-AHAB-TEG( 링커, HAD, 유도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 AHAB-TES에 부착,
제 7도 참조 )나 18nM(4 × 4.5) (CA)10 : (TG)10 , 또는 4.5nM HAD-AHAB-TEG 와 18nM (CA)10 : (TG) 10 의 혼합
물로 복강내 주사하여 처리하였고 한 군은 처리하지 않았다. 군을 부스터 주사하여 혈청을 수집하고 실시
예 6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분석하였다. 항-PN 반응의 감소 %를 제 4도에 나타내었다. 이들 마우스의 항KLH 반응은 정상이었고, 제 2도에서 나타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과로서 항-PN 반응은 i) 결합가
플랫폼 분자 단독, (ii) PN 단독이나 (iii) 두 개의 혼합물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것이 명백히 알려졌
다. PN은 면역관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면역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커플링되어야 한다.

<507>

콘주게이트 20-II 는 PN-특이청 항체 생성 세포의 수를 감소시킨다.

<508>

C57B1/6마우스를 PN-KLH, A&P로 면역화하였다.

<509>

3 주후 3 마우스/ 군의 군들을 콘주게이트 20-II의 서로 다른 투여량으로 복강내 투여하여 처리
하였고; 하나의 군은 처치하지 않았다. 5일후, 모든 마우스에 염수중 PN-KLH를 복강내에 부스터 주사하였
고, 그후 4일 후에, 그들의 비장을 취해 용혈성 플라크 분석을 이용하여 PN-특이적, IgG-생성 세포의 수
를 분석하였다.

<510>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냈는데, 이 콘주게이트가 PN-특이적 IgG-생성 세포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
이 명백히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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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실시예 8

<513>

면역관용원으로서의 콘주게이트의 시험

<514>

면역관용원으로서의 콘주게이트 17-II의 시험

<515>

C57BL/6 마우스를 PN-KLH, A & P로 면역화시켰다. 3 주후 5 마우스/ 군의 군을 상이한 투여량의
콘주게이트 17-II로 복강내 처리하고 한개의 군은 처리하지 않았다. 5 일후 모든 마우스에 염수중의 PN-8

KLH를 복강내 부스터주사하고 7일후 마우스에서 채혈했다. 혈청을 10 M 의 PN농도에서 파르 분석에 의해
항-PN 항체에 대해 분석하였다. 항-PN 감응의 감소백분율을 제 1도에 나타낸다. 혈청을 또한 ELISA 분석
을 이용하여 항-KLH 항체에 대해 분석하였다. 항-KLH혈청의 표준풀과 비교하여 항-KLH의 백분율로서 표시
한 결과를 제 2도에 나타낸다. 제 1도의 데이터로 이 콘주게이트는 항-PN 감응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모든 마우스에서의 항-KLH (플랫폼 분자) 감응은 정상이다 (제 2도 참조).
<516>
<517>

면역관용원으로서의 각 11계열 콘주게이트의 시험
3 C57BL/6마우스/ 군의 군을 PN-KLH,A & P로 면역화시켰다. 3 주후 두개의 군을 3 가지의 상이한
투여량의 콘주게이트 11- IV, 콘주게이트 11-II, 콘주게이트 11-VI 또는 콘주게이트 11-VIII로 복강내 처
리하고 한개의 군은 처리하지 않았다. 이들 콘주게이트는 제6A-B도에 기술되어 있으며 상기 실시예 7에
기재한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5 일 후 모든 마우스에 염수중의 PN-KLH를 복강내 부스터 주사하고 7일
-8

후 마우스에서 채혈했다. 혈청을 10 M 의 PN농도에서 파르분석에 의해 항-PN 항체에 대해 분석하였다. 항
-PN 감응의 감소 백분율을 보여주는 결과가 제 3도에 제공되어 있다. 이들 마우스에서의 항-KLH감응은 제
2도에 나타낸 감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가지 콘주게이트 모두 시험한 모든 투여량에서 항-PN 감응을
감소시켰다.
<518>
<519>

PN특이적 항체생성 세포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콘주게이트 11-II
C57B1/6마우스를 PN-KLH, A & P로 면역화시켰다. 3 주후 3마우스/ 군의 군을 상이한 투여량의 콘
주게이트 11-II로 복강내 처리하고 한개의 군은 처리하지 않았다. 5 일후 모든 마우스에 염수중의 PN-KLH
를 복강내 부스터 주사하고, 4 일후 비장을 수거하여 용혈성 플라크 분석을 이용해서 PN-특이적, IgG-생
성 세포의 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상이한 투여량의 콘주게이트 11-II를 사용한 이 실험의 결과를 표 4에
나타낸다. 이들 결과로 이 콘주게이트는 PN-특이적 IgG-생성 세포의 수를 감소시켰고 항체 역가의 감소는
콘주게이트에 결합한 혈청 항체의 제거때문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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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실시예 9

<522>

HADpS-(CA)10- 콘주게이트 20-IV의 제조

<523>

5'말단에 링커를 연결한 포스포로티오에이트에 의한 변형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제조하였다. 다음
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5의 방법에 따라 20량체인 (CA)10 을 합성하고 폴리뉴클레오티드에 HAD 링커를 가하
였다. 최종 산화단계에서 요오드용액을 아세토니트릴중의 3H-1, 2-벤조디티올-3- 온 1, 1-디옥사이드
(Glen Research, Sterling, VA)의 0.05M 용액으로 대체하였다.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황화를 행하였다.

<524>

실시예 5에서와 같이 암모니아처리 및 정제를 행하였다. 실시예 5의 방법에 따라 AHAB-TEG 결합
가 플랫폼에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콘주게이트시켰다.

<525>
<526>

면역관용원으로서의 콘주게이트 20-IV의 시험
PN상의 5' 포스페이트는 효소 분해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말단 포스페이트상의 산소분자중 하
나를 황으로 치환시켰다 -- 따라서 명칭은 HADpS 이다. C57BL/6마우스를 PN-KLH, A & P로 면역화시켰다.
3주후 5마우스/ 군의 군을 상이한 투여량의 콘주게이트 20-IV로 복강내 처리하고, 한개의 군은 처리하지
않았다. 군에 부스터 주사하고 혈청을 채취하여 상기와 같이 분석하였다. 항-PN 감응의 감소백분율을 보
여주는 결과를 제 5도에 나타낸다.

<527>

이들 마우스의 항-KLH감응은 정상이었으며 제 2도에 나타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528>

이들 결과로 이 콘주게이트는 항-PN 감응을 현저히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529>

PN-특이적 항체생성 세포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콘주게이트 20-IV

<530>

C57Bl/6 마우스를 PN-KLH, A & P로 면역화시켰다. 3주후 3마우스/ 군을 상이한 투여량의 콘주게
이트 20-IV로 복강내 처리하고, 한개의 군은 처리하지 않았다. 5일후 모든 마우스에 염수중의 PN-KLH를
복강내 부스터 주사하고, 4일후 비장을 수거하여 용혈성 플라크 분석을 이용해서 PN-특이적 IgG-생성 세
포의 수에 대해 분석하였다. 표 5에 나타낸 결과로 이 콘주게이트는 PN-특이적 IgG-생성 세포의 수를 감
소시켰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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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실시예 100

<533>

LJP 394, 콘주게이트 20-II에 의한 BXSB마우스의 처리

<534>

마우스 처리 프로토콜

<535>

<536>

6 내지 9주된 수컷 BXSB마우스 (Jackson Laboratory, Bar Harbor, Me)를 라 졸라(La Jolla) 약학
시설에 수용하였다. 먹이와 물을 임의로 공급하였다. 동물을 사용하기 전에 1주 동안 쉬게 하였다. 1차
콘주게이트 처리전에 초기 혈액샘플 및 중량을 얻었다. 콘주게이트 처리를 7내지 9주 되었을 때 개시하고
59일째부터 150일째까지 주 2회 정맥내 투여하였다. 동물에서 주기적으로 혈액을 채취하여 항-DNA항체 역
가를 측정하였다.
IgG 항-DNA 항체 생성에 관한 분석

<537>

각 마우스에서 취한 혈청샘플을 ELISA에 의해 항-DNA항체의 존재에 대해 분석하였다. 팔콘 프로
바인드 96윌 미세적정 분석 플레이트 (Becton Dickerson, Oxnard, CA)에 50μg/mL의 농도에서 100μL/웰
의 (PN)50 -D-EK(D-글루탐산과 D-리신의 공중합체) 를 4℃에서 하룻밤 코팅하였다. 플레이트를 M96V플레이
트 세척기(ICN Biomedical사, Irvine, CA) 를 사용하여 칼슘 및 마그네슘 없는 PBS및 0.05% 트윈 20(세척
완충액) 으로 2 회 세척하였다.

<538>

플레이트를 1% 젤라틴(Norland Products사, New Brunswick, NJ) 및 0.05% 트윈 20을 함유하는
PBS 중에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차단하였다. 플레이트를 혈청 샘플 또는 표준을 가하기전에 세척완충액
으로 2회 세척하였다.

<539>

혈청샘플 및 표준은 1% 젤라틴, 0.05% 트윈 20 및 10% 염소혈청을 갖는 PBS를 함유하는 희석제중
에서 제조하였다. 플레이트에서 혈청샘플을 37℃에서 60 내지 90분 동안 배양한 다음 웰을 세척완충액으
로 4회 세척하였다. 비오틴일화 염소 항- 마우스 IgG (Sigma Chemical사, St. Louis, MO) 를 10% 염소혈
청을 함유하는 차단용액으로 1/1000 희석하였다. 플레이트를 37℃에서 1시간동안 배양하고 4회 세척하였
다. 기질 OPD (Sigma Chemical 사, St.Louls, MO) 를 가하였다. 플레이트를 최고 표준의 최고 판독이 OD
450nm에서 ELISA 플레이트 판독기에 의해 약 1 OD 단위일 때까지 어둠속에서 배양하였다(Bio-Tek
Instruments, Winooski, Vr). 반응을 3M HCl 50μL 로 중지시키고 플레트를 490nm에서 판독하였다. 콘트
롤 양성 혈청을 각 미세적정 플레이트에 포함시켰는데 각 분석의 양성웰은 시간의 대조표준곡선 95%의 민
감도 범위내에 있었다. 그 후의 혈액에서 일부 양성샘플은 대조표준곡선을 초과하였다. 그러나 가장 묽은
마우스 혈청샘플은 대조표준곡선의 범위내이었다. 정상 콘트롤 음성 혈청으로는 현저한 결합이 관찰되지
않았다. 결과를 제15도에 나타낸다.

<540>

실시예11

<541>

멜라틴 펩티드 및 콘주게이트의 제조

<542>

26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멜리틴 분자는 벌 독액의 주요성분중 하나이다. 벌 독액에 민감한 개체의
1/3은 멜리틴 특이적 항체를 가지고 있다. 멜리틴은 일부 마우스 균주(Balb/c, CAF1) 에서는 매우 면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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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다. 감응성 마우스종에서 멜리틴 특이적 항체의 대부분 (> 80%) 은 멜리틴의 C-말단 헵타펩티드인 B
세포 에피토프에 결합한다.
<543>

멜리틴

<545>

T-세포 자극용 멜리틴 펩티드

<548>

펩티드 합성

<549>

멜리틴 펩티드를 각 커플링 단계에 대해 2.3M과잉의 아미노산 유도체를 사용하여 글리신수지
(Advanced ChemTech #SG5130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 (Advanced ChemTech, 2500 Seventh Street Road,
Louisville, KY)) 상에서 표준 Fmoc 화학기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커플링 종료를 브롬페놀블루로 모
니터하고 닌히드린으로 확인하였다.

79-52

1019960701196
<550>

<552>

콘주게이션에 사용한 멜리틴 펩티드

시스테인을 일정 핍티드를 티오에테르결합을 통해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커플링하는데 요구되는
대로 가하였다. 펩티드를 합성후 역상 HPLC로 정제하고 동결건조시켰다.

<553>

다음에 각 콘주게이션에 대해 적량의 펩티드를 칭량하였다.

<554>

미리 형성된 디술파이드 결합의 환원:(트리부틸포스핀법)

<555>

<556>
<557>

모든 완충액에 헬륨을 살포하였다. 펩티드를 최소부피 (약 10 내지 20mg/mL)의 0.05M NaHCO3 (pH
8.25)에 용해시켰다. TBP 174.4μL 를 이소프로판올(iPrOH) 825.6μL 에 가함으로써 0.7M 트리부틸포스핀
(TBP; MW=202.32g/ 몰; d-0.812g/mL)의 1mL 용액을 제조하였다. 다음에 상기와 같이 제조한 펩티드 용액
에 1:1당량의 TBP를 가하여 잘 혼합하고 가끔 혼합하여 TBP 가 용액중에 용해 및/ 또는 분산되어 있게 하
면서 30 내지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완전한 환원는 HPLC로 확인하였다.
펩티드의 결합가 플랫폼 분자 # 3 또는 # 60 에의 콘주게이션:
모든 완충액에 헬륨을 살포하였다.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유도체 # 3 또는 # 60을 최소부피
(약 20mg/mL) 의 0.05M NaHCO3 (pH 8.25) 에 용해시켰다. PEG 유도체상의 요오드아세틸기당 약 3당량의 펩
티드를 사용하였다. p-아미노벤조산 (PABA)-PEG 에 대해서는; 2 요오드아세틸기; MW= 약 4100g/ 몰; 6 당
량의 뀁티드를 각 당량의 PABA-PEG에 사용하였다. 디아미노벤조산(DABA)-PEG에 대해서는; 4 요오드아세틸
기; MW= 약 4300g/몰; 12당량의 펩티드를 각 당량의 DABA-PEG에 사용하였다. PEG 용액을 환원된 펩티드
용액에 가하고 어둠속에서 적어도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펩티드 콘주게이트를 조제용 HPLC로 정제하였
다. 풀링 및 동결건조하기 전에 분획을 15% 트리신겔을 사용하여 전기영동으로 체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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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560>

쥐과 림프절 증식 분석
암컷 Balb/c마우스 (6-8 주된 것; Jackson Laboratory, Bar Harbor, Maine) 를 구해서 국립보건
기구의 지침에 따라 라 졸라 약학 동물시설에 수용하였다. 먹이와 물을 임의로 공급하였다. Balb/c마우스
를 각 뒷발바닥에서 완전 프로인트(Freund's)아쥬벤트(CFA)(Sigma Chemical사, St Louis, MO)중의 멜리틴
분자 50㎍ 으로 면역화시켰다. 무릎 뒤쪽의 림프절을 7일 후 무균 채취하였다 세포를 50메시 체 스크린을
통해 가늘게 찢음으로써 림프절을 서서히 분리시켰다. 단세포 현탁액을 글루타민, 페니실린 및 스트렙토
마이신을 함유하는 RPMI-1640(Irvine Scientific, Irvine CA)로 세척하였다. 둥근 바닥 96-웰 코닝 미세
5

적정 플레이트의 4중 월중에 10% 태아소혈청(FCS) 이 보충된 RPMI 배지내 5×10 세포를 10,1.0 또는 0.1㎍
/mL의 멜리틴 또는 멜리틴 펩티드와 함께 배양하였다. 양성 콘트롤 웰내 세포는 100 또는 50U/mL로 쥐과
인터루킨 2(IL-2), 1㎍/mL로 PHA(피토헤마글루티닌) 와 함께 배양하였다. 음성 콘트롤웰에 10% FCS 및
RPM-1640중의 림프절 세포를 담았다. 세포를 5% CO2와 함께 37℃배양기에서 4 일동안 배양하였다. 각 월을
3

[ H]티미딘 (ICN Biochemicals, Costa Mesa, CA) 1 μCi로 18 시간 더 펄스시켰다. 세포를 반자가 세포채
3

취기(Scatron, Sterling, VA)를 사용하여 유리섬유 필터 매트상에 채취하였다. [ H]티미딘의 통합을 액체
신틸레이션으로 측정하였다. 결과를 분당 평균계수로서 표시하였다.
<561>
<562>

생체내 프로토콜
Balb/c마우스를 CFA 중의 멜리틴 4㎍ 으로 복강내 프라밍시켰다. 1개월 후 강력한 면역관용원 또
는 조제 완충액을 복강내 투여하였다. 3일 후 모든 마우스에 불완전 프로인트 아쥬벤트 (ICF) (Sigma
Chemical사, St Louis, MO)중의 멜리틴 4㎍ 을 복강내 주사하였다. 10일 후 후안구 정맥총에서 혈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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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200μL 를 채취하였다. 혈청샘플을 항- 펩티드 또는 항- 멜리틴 IgG 항체에 대해 분석하였다.
<563>
<564>

IgG 항- 멜리틴 또는 전체 항- 멜리틴 항체에 관한 분석
각 마우스의 혈청샘플을 ELISA 에 의해 항- 멜리틴 항체의 존재에 대해 순차적으로 평가하였다.
팔콘 프로바인드 96-웰 미세적정 플레이트에 인산완충염수(PBS), pH 7.2 중의 멜리틴 또는 멜리틴 펩티드
10㎍/mL를 4℃에서 하룻밤 사전코팅하였다. 플레이트를 PBS, 0.02%트윈-20 및 1% 젤라틴을 함유하는 세척
액 (Norland Products 사, New Brunswick, NJ)으로 2회 세척하였다. 플레이트를 5% 젤라틴을 함유하는
PBS 200/L 로 37℃에서 1시간 동안 차단하였다. 혈청샘플을 5% 젤라틴을 함유하는 PBS의 희석액으로 제조
하였다. 샘플을 1:100 내지 1:1000 의 희석으로 시험하였다. 37℃에서 1시간 배양후 플레이트를 4회 세척
하였다. 엑스트라아비딘 퍼옥시다제 (Sigma Chemical사, St. Louis, MO)를 5% 젤라틴을 함유하는 PBS 로
1:1000 희석하였다. 플레이트를 37℃에서 30분동안 배양한 다음 5회 세척하였다. 웰을 o-페닐렌디아민
(OPD)(Sigma Chemical사, St. Louis, MO)으로 어둠속에서 15-30 분 동안 전개시키고 반응을 3M HCl로 중
지시켰다. 광학밀도(OD)를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Bio-Tek Instruments, Winooski, VT) 로 450nm에서
측정하였다.

<565>
<566>

항체형성세포 분석
셀룰로스 미세적정 플레이트 (Millipore 사, Bedford, MA)를 IgG 항체(ELISA) 분석에 대해 상기
에서 지시한 바와같이 제조하였다. 그러나 혈청샘플을 웰에 가하는 분석시점에서는 혈청대신 비장세포
5

(웰당 5×10 개) 을 가하였다. ELISA분석에 관한 나머지 사항은 상기에서 지시한 바와같이 수행하였다.
<567>
<568>

T 세포 에피토프
멜리틴으로 프라이밍한 마우스의 T 세포는 전체 멜리틴분자 및 C-말단 멜리틴 펩티드 3,4 및 5에
반응하여 T세포 증식을 보였다 (제 8도). 그러나 C-말단 펩티드 1및 2는 현저한 T 세포 증식을 유발하지
않았다. 멜리틴 펩티드 2및 5를 PEG에 콘주게이트시켰다.

<569>

멜리틴 펩티드 2와 같이 멜리틴 펩티드 2의 PEG 콘주게이트도 역시 현저한 T세포증식을 유발하지
않았다.

<570>

멜리틴으로 프라이밍 및 부스팅한 마우스를 내성화시키는데 멜리틴 콘주게이트된 펩티드를 사용
한 연구

<571>

상기와 같이 제조한 콘주게이트로 처리된 마우스 (10mg/kg, 200㎍/마우스) 는 조제완충액으로 처
리된 콘트롤 Balb/c마우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레벨의 항- 멜리틴 펩티드 2 항체 (제 9도) 및 낮은 레
벨의 항- 멜리틴 항체를 가졌다 (제10도).

<572>

완충액 콘트롤 또는 콘주게이트로 처리한 마우스의 비장세포를 가용성 ELISA 분석으로 측정할 때
항- 멜리틴 또는 항- 멜리틴 펩티드 2항체를 생성하는 항체형성세포의 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11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콘주게이트 2 처리군에서 항- 멜리틴 펩티드 2 항체형성세포의 레벨은 조제 완충액을 투
여한 콘트롤군보다 현저히 낮았다. T-세포 에피토프를 함유하는 콘주게이트 4, 펩티드 5의 콘주게이트로
처리한 마우스는 처리마우스에서 펩티드 5에 대한 항체의 역가를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T-세포 에
피토프를 함유하는 콘주게이트는 면역관용원이 아니었다 (제12도). 실제로 감응을 감소시키기보다는 항펩티드 항체의 레벨을 약간 증가시켰을 수 있다.

<573>

실시예 12

<574>

멜리틴으로 프라이밍 및 부스팅한 마우스를 내성화시키는데 멜리틴 콘주게이트를 사용한 추가연
구

<575>
<576>
<577>

<578>

5 내지 8주된 암컷 C57BL/6 마우스를 Jackson Laboratory, Bar Harbor, ME로부터 구입했다. 동물
을 국제보건기구의 지침에 따라 유지 및 처리하였다.
면역화 프로토콜
9

마우스를 명반상에 침전된 멜리틴 5㎍ 및 아류텐트로서의 2×10
B.pertussis (Michiga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Lansing, MI) 를 함유하는 복강내 주사로 프라이밍하였다. 마우스에 PBS
중의 멜리틴 5㎍을 복강내 부스팅하였다.
pfc분석

<579>

양 적혈구(SRBC)(Colorado Serum사, Denver, Colorado) 를 카르보디이미드를 사용하여 멜리틴펩티드 2와 콘주게이트시켰다. 새로운 SRBC (생후 2주미만) 를 차가운 염수로 4회, 만니톨(0.35M 만니톨,
0.01M NaCl)로 1회 세척하였다. SRBC를 10%(v/v)농도까지 만니톨속에 현탁시켰다. 30㎍ 의 멜리틴 펩티드
#3을 함유하는 만니톨 100μℓ를 10% SRBC 분액 1mL에 첨가하고, 얼음에서 10분간 배양하였다.

<580>

1-에틸-3(3- 디메틸아미노프로필)-카르보디이미드 HCl(EDCI)의 100mg/mL 용액 100μL 를 첨가하
고 얼음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 SRBC를 균형염류용액(BSS)(Irvine Scientific Co., Irvine, CA)으로 두
번 세척하고 10%(v/v)로 재현탁시켰다. 동결건조된 기니아피그보체(GIBCO, New York, NY) 를 BSS 와 재구
성한 다음 BSS로 1:3희석시켰다.

<581>

희석한 기니아피그보체 1mL를 콘주게이트 SRBC 3mL에 첨가하였다. 토끼 항- 마우스 IgG를 첨가하
여 1:100의 최종 희석도의 토끼항혈청을 얻었다. 이 농도는 최대수의 IgG pfc를 증가시키면서 모든 IgM
pfc 를 억제하도록 사전에 결정되었다. 이러한 보체/ 항- 마우스 IgG/SRBC 현탁액의 동일부피를 단일 마
우스로부터 취한 마우스 비장세포의 세포현탁액과 혼합하였다. 각 혼합물 50μL를 커닝햄 슬라이드
(Cunningham slide) (슬라이드당 3챔버)챔버로 옮겼다. 그다음 가장자리를 파라핀으로 밀봉하고 37℃에서
1시간 배양하였다. 해부현미경의 도움으로 챔버당 플라크의 수를 계수하였다. 또한 콘트롤로서 비- 콘주
게이트 SRBC 를 이용하여 각 비장현탁액을 분석하였다. 각 비장세포현탁액에서 생세포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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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다. 각 챔버에서 10 비장세포당 pfc의 수를 결정하고 삼중실험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콘주게이트
SRBC 의 pfc수치에서 비- 콘주게이트 SRBC의 pfc수치를 빼서 펩티드- 특이적 pfc수를 결정하였다.
<582>

최적시간 결정에 의한 pfc 측정

<583>

마우스를 멜리틴으로 프라이밍하였다. 프라이밍된 마우스의 군 (군당 3마우스) 을 2,4,6 및 8일
경에멜리틴으로 추가 부스팅시켰다. 10일경에 마우스를 희생시키고 비장을 수거하였다 세포현탁액을 제조
하고 분석하여 펩티드 특이적인 pfc수를 결정하였다. 멜리틴으로 추가 자극한지 6일후에 최적수치의 pfc
가 얻어졌다.

<584>

PEG 콘주게이트에 대한 펩티드의 방향은 내성을 유도할 수 있는 콘주게이트의 능력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585>

PEG 콘주게이트에 대한 펩티드의 방향이 면역관용유도능력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두 다른 면역관용원을 제조하였다. 펩티드를 C- 말단단부를 통해서 결합가 플랫폼분자 3에 공유결
합시켜서 멜리틴 콘주게이트 3을 만들었다.

<586>

멜리틴으로 프라이밍한 마우스군(3/군) 을 콘주게이트 또는 염수로 복강내 처리하였다. 5 일후
미- 처리 콘트롤군을 포함하여 모든 마우스를 5μp 의 멜리틴으로 부스팅시켰다. 6 일후 마우스를 희생시
키고 비장을 수거하여 펩티드 특이적인 pfc수를 결정하였다. 표 7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단백질 멜리틴으
6

로 프라이밍되고 부스팅된 마우스에서 펩티드-특이적인 pfc/10 비장세포 수치를 줄이는데 양 방향 모두 효
과적이었다.

<588>

PEG 콘주게이트당 펩티드수는 콘주게이트의 면역관용유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589>

펩티드 대 PEG분자의 비가 중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각 PEG콘주게이트당 펩티드수가
다른 3가지의 다른 콘주게이트를 제조하였다. 콘주게이트 1은 PEG 콘주게이트당 단지 2 펩티드를 갖는다.
다른 것은 PEG콘주게이트당 4펩티드를 갖는다 (콘주게이트 2). 세번째는 PEG콘주게이트당 8펩티드를 갖는
다 (콘주게이트 5).

<590>

멜리틴으로 처리한 마우스군(3/군) 을 다른 콘주게이트 또는 염수로 복강내 처리하였다. 5 일후
미처리 콘트롤군을 포함하여 모든 마우스를 5㎍ 멜리틴으로 부스팅시켰다. 6일 후 마우스를 희생시키고
비장을 수거하고 펩티드- 특이적인 pfc 수를 결정하였다.

<591>

표8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PEC 분자당 두 핍티드를 함유하는 콘주게이트 1은 모단백질 멜리틴으
6

로 프라이밍되고 부스팅된 마우스에서 펩티드- 특이적 pfc/10 비장세포 수치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없었
다. 이 결과는 두 멜리틴 콘주게이트 2 및 5는 면역관용원으로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8
펩티드를 포함한 콘주게이트 5는 결합가 플랫폼 분자당 4펩티드를 포함한 콘주게이트2 보다 더 낮은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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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서 효과적이었다.

<593>

본 발명을 수행하는 상술한 방법의 변형은 폴리뉴클레오티드 화학, 콘주게이션 화학, 면역학분야
및 연관분야의 당업자들에게 용이하며, 이것은 하기의 청구범위내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음식의 균일 분자량인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

[2]

식에서, G

는

로 구성되는 군에서 선택되고;
[2]

상기 식에서 L 로 나타낸 각 n
으로 선택되고;
[2]

J 로 나타낸 각 n

[2]

[2]

부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O, NRSUB, 및 S 기로부터 독립적

부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C(=0) 및 C(=S) 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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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Z 로 나타낸 각 n 부분은

의 기로부터 선택된 식에 의해 독립적으로 표시되고,
[3]

[4]

[5]

[2]

상기 식에서, W , W , 또는 W 로 나타낸 각 n 부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C,
H, N, O, Si, P 및 S 기로부터 선택된 1-1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지는 라디칼이고;
[4]

[2]

[5]

Y 로 나타낸 각 2 × n , 및 Y 로 나타낸 각 2 × n
[2]

[2]

는 독립적으로 알킬, 알켄일, 또는 방

[2]

향족 탄소원자상에 적어도 P /2( P /2는 정수이다.) 작용기에 대한 부착부위를 함유하는, C, H, N, O,
Si, P 및 S기로부터 선택된 1-100개의 원자로 이루어지는 라디칼이고;
[2]

[2]

T 로 나타낸 각 p

[2]

× n 부분은

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q 는 0 내지 20 의 정수이고;
r 은 0 내지 300 의 정수이고; 그리고,
s 는 1 내지 4 의 정수이고;
각 X는 독립적으로 F, Cl, Br, I 또는 다른 양호한 이탈기이고;
ALK

각 R 는 독립적으로 1 내지 20 개 탄소 원자의 선상, 분지상 또는 환상 알킬기이고;
SUB

각 R 는 독립적으로 H, 1 내지 20 개 탄소 원자의 선상, 분지상 또는 환상 알킬기, 6 내지 20
개 탄소 원자의 아릴기, 또는 7 내지 30 개 탄소 원자의 알카릴기이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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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 R 는 독립적으로 C, H, N, O, Si, P 및 S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1 내지 50개의 원자
로 이루어지는 화학 부분이고;
ESTER

는 독립적으로 N-숙신이미딜, P-니트로페닐, 펜타플루오로페닐, 테트라플루오로페닐,
각 R
펜타클로로페닐, 2,4,5-트리클로로페닐, 2,4-디니트로페닐, 또는 시아노메틸이고;
[2]

p 는 1 내지 8 의 정수이고;
[2]

n 은 1 내지 32 의 정수이고;
[2]

[2]

단 p × n 의 곱은 1보다 크고 33보다 작다.
청구항 2
[2]

[2]

[2]

제 1 항에 있어서, 구조 L -J -Z 는

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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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제 2 항에 있어서, T 로 나타낸 각 p

[2]

× n 는

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
랫폼.
청구항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s 는 3 또는 4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적으
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청구항 5
[2]

[2]

[2]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T 로 나타낸 모든 p × n 는 동일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청구항 6
[2]

제 1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n 는 1 내지 16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적
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청구항 7
[2]

제 6 항에 있어서, n 는 1 내지 16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청구항 8
[2]

제 6 항에 있어서, n 는 1 내지 8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청구항 9
[2]

제 6 항에 있어서, n 는 1 내지 4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청구항 10
[2]

제 6 항에 있어서, n 는 1 내지 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청구항 11
[2]

제 1 항 내지 제 10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p 는 1 내지 4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적
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청구항 12
[2]

제 11 항에 있어서, p 는 1 내지 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청구항 13
[2]

[2]

제 1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Z 로 나타낸 모든 n 부분은 동일한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청구항 14
(a) 생물학적 또는 합성 분자와 제 1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르는 (b)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의 콘주게이트.
청구항 15
제 14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또는 합성분자는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각각 결합된 적어도 약 20
염기쌍의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로 이루어지며, 이중체 각각은 사람 전신성 홍반성 낭창 항-dsDNA 자가
항체에 대한 상당한 결합활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16
제 14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또는 합성분자는 탄수화물, 지질, 지방다당류, 펩티드, 단백질, 당
단백질, 단일가닥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이중가닥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합텐, 및 미모토프 및 압타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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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이들의 유사체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
트.
청구항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또는 합성분자는 면역원의 유사체인데 (a) 유사체는 면역원이 특이
적으로 결합하는 B 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며 (b) 콘주게이트는 T 세포 에피토프를 결핍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18
제 14 항에 있어서, 결합가 플랫폼 분자는 DABA, BAHA, BAHA ox , 및 AHAB 로 구성되는 군으로부
터 선택된 시약에 의해 유도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링커 분자는 이중체를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커플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링커 분자는 HAD 및 UADp S 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이중체는 길이가 실질적으로 균일한 거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22
제 15 항에 있어서, 이중체는 뉴클레오티드 조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균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23
제 15 항에 있어서, 이중체는 길이가 20 내지 50 bp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24
제 15 항에 있어서, 이중체는 그것들의 단부의 한쪽에 또는 단부의 한쪽 가까이에서 결합가 플랫
폼 분자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25
제 15 항에 있어서,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는 (CA)10 : (TG)10 이고 결합가 플랫폼 분자는 유도
체 형성된 트리에틸렌 글리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대한 이중체의 몰비는 2:1 내지 8:1의 범위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대한 이중체의 몰비는 4:1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
주게이트.
청구항 28
제 15 항에 있어서,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는 (CA)10:(TG)10 이고 결합가 플랫폼 분자는 유도체
형성된 2,2'-에틸렌디옥시디에틸아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대한 이중체의 몰비는 2:1 내지 8:1의 범위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대한 이중체의 몰비는 4:1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
주게이트.
청구항 31
제 15 향에 있어서, 콘주게이트는 사람 전신성 홍반성 낭창에 대한 면역관용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32
제 15 항에 있어서,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는 B-DNA형 나선상 구조를 가지며 사람 전신성 홍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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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낭창 항-ds DNA자가항체에 대한 상당한 결합활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33
제 17 항에 있어서, 면역원은 외부 면역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34
제 33 항에 있어서, 외부 면역원은 생물학적 약제, 알레르겐 또는 Rh 용혈성 질환과 관련된 Rh/D
면역원, 남성불임증과 연관된 α-정자 또는 류마티스열과 연관된 탄수화물 복합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35
제 17 항에 있어서, 면역원은 자가-면역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계이트.
청구항 36
제 33 항에 있어서, 자가 면역원은 갑상선염, 당뇨병, 뇌졸증 또는 중증근 무력증과 연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37
제 17 항에 있어서, 면역원 및 유사체는 폴리펩티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38
제 17 항에 따르는 콘주게이트의 치료적 유효량을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와 제제하여 이루
어지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39
제 15 항에 따르는 콘주게이트의 치료적 유효량을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와 제제하여 이루
어지는 낭창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청구항 40
제 38 항 또는 제 39 항에 있어서, 조성물은 주사에 의한 투여용으로 제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조성물.
청구항 41
콘주게이트의 분자량이 실질적으로 균일하고,
생물학적 활성 분자; 및
분자의 결합가는 2 이상이며, 이 분자의 결합가는 분지기와 수에 의해서 지정되는, 분지기를 포
함하는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으로 이루어지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 플랫폼 분자는 폴리뉴클레오티드에 콘주게이트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43
제 41 항에 있어서, 결합가 플랫폼 분자는 다수의 폴리뉴클레오티드에 콘주게이트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44
제 41 항에 있어서, 콘주게이트는 실질적으로 비면역원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45
제 42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활성 분자는 면역원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
합하는 면역원의 유사체이며 T 세포 아이소토프를 결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46
제 41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활성 분자는 탄수화물, 지질, 지질다당류, 단백질, 당단백질 및 약
제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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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식의 화합물.

상기 식에서, r=0-300;
X=O 또는 S; 및
PN 은 폴리뉴클레오티드이다.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PN은 이중-가닥 폴리뉴클레오티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49
제 48 항에 있어서, r=2; X=O 이고, PN 은 20 염기쌍 폴리뉴클레오티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
합물.
청구항 50
제 49 항에 있어서, 폴리뉴클레오티드는 (CA)10·(TG)1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51
제 49 항에 있어서, 폴리뉴클레오티드는 (CA)10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합물.
청구항 52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중의 제 47 항의 화합물로 이루어지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용 조성물.
청구항 53
제 47 항의 화합물을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주사가능한 부형제와 제제하여 이루어지는 낭창 치료
용 조성물.
청구항 54
제 47 항에 따르는 화합물의 다수의 분자들로 이루어지며, 화함물의 분자량은 실질적으로 균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용 조성물.
청구항 55
(a) 생물학적 또는 합성 분자 및 (b) 다음식의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
로 이루어지며, 상기 생물학적 및 화학적 분자는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콘주게이트.

[1]

상기 식에서, G
C(=O)-N{CH2CH2-NHC(=O)-(CH

은 {-C(=O)NH-(CH2)5-C(=O)NH-CH2CH
2)5-NHC(=O)-}2이고;

2

}2N-C(=O)-O-CH2CH2-O-CH2CH2-O-CH2CH2-O-

[2]

G 는 -CH2CH2-O- CH2CH2-O-CH2CH2 -이고;
[1]

[1]

T 으로 나타낸 각 n

[2]

[2]

[2]

ALK

부분 및 T 로 나타낸 값 p × n 부분은 R X 이고;

각 X 는 독립적으로 원자번호 16 보다 크고 54보다 작은 할로겐 또는 다른 양호한 이탈기이고;
각 RALK는 독립적으로 선상, 분지상, 또는 환상 알킬(1-20C)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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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L 로 나타낸 각 n 부분은 0 이고;
J 로 나타낸 각 n 부분은 C(=O)이고;
[1]

n =4:
[2]

n =2 ;
[2]

P =2 이고; 그리고
[2]

[2]

Z 로 나타낸 각 n

부분은 -N{CH2CH2-NHC(=O)-(CH2 )5-NHC(=O)-}2이다.

청구항 56
제 55 항의 콘주게이트 및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로 이루어지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약학
적 조성물.
청구항 57
제 56 항에 있어서, 생물학적 분자는 결합가 플랫폼 분자에 각각 결합된 적어도 약 20 염기쌍의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로 이루어지며, 이중체 각각은 사람 전신성 홍반성 낭창 항-ds DNA 자가항체에
대한 상당한 결합활성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58
제 57 항에 있어서, 이중체는 길이가 20 내지 50 bp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59
제 55 항에 있어서, 결합가 플랫폼 분자는 AHAB에 의해서 유도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
주게이트.
청구항 60
제 57 항에 있어서, 이중체는 실질적으로 길이가 균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61
제 57 항에 있어서, 이중체는 뉴클레오티드 조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균일한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조성물.
청구항 62
제 57 항에 있어서, 이중체는 그것들의 단부의 한쪽에 또는 단부중의 한쪽 가까이에서 결합가 플
랫폼 분자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주게이트.
청구항 63
제 57 항에 있어서, 콘주게이트는 사람 전신성 홍반성 낭창에 대한 관용면역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64
제 57 항에 있어서, 폴리뉴클레오티드 이중체는 B-DNA 형 나선상 구조를 가지며 사람 전신성 홍
반성 낭창 항-dsDNA 자가 항체에 대할 상당한 결합 활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65
제 57 항의 콘주게이트글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주사가능한 부형제와 제제하여 이루어지는 낭창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요약
본 발명은 화학적으로 정의된 비중합성 결합가 플랫폼 분자와, 화학적으로 정의된 결합가플랫폼
분자 및 사람 낭창 항-dsDNA 자가항체에 대한 상당한 결합활성을 가진 적어도 20 염기쌍의 폴리뉴클레오
티드 이중체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또는 합성분자로 이루어진 콘주게이트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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