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A61K 9/127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06월13일

10-0588241

2006년06월02일

(21) 출원번호 10-2000-7003586 (65) 공개번호 10-2001-0030892

(22) 출원일자 2000년04월03일 (43) 공개일자 2001년04월16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0년04월03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1998/020330 (87) 국제공개번호 WO 1999/17740

국제출원일자 1998년09월28일 국제공개일자 1999년04월15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

체고비나, 바르바도스, 불가리아, 브라질, 벨라루스, 캐나다, 스위스, 중국, 쿠바,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영국, 그루지야, 헝가리,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일본, 케

냐, 키르키즈스탐, 북한,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세인트루시아, 스리랑카, 리베이라, 레소토, 리

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몰도바, 마다가스카르, 마케도니아공화국, 몽고, 말라위, 멕

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러시아, 수단, 스웨덴, 싱가포르, 슬로

베니아,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맨, 터어키, 트리니아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우간다,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AP ARIPO특허 : 케냐, 레소토, 말라위, 수단, 스와질랜드, 우간다,

EA 유라시아특허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키즈스탐, 카자흐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맨,

EP 유럽특허 :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

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OA OAPI특허 : 부르키나파소, 베닌, 중앙아프리카, 콩고, 코트디브와르, 카메룬, 가봉, 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30) 우선권주장 08/942,597 1997년10월02일 미국(US)

(73) 특허권자 다세욱스, 잔-루이스

미국, 인디아나 47401, 블루밍톤, 셰어우드 힐스 드라이브 777

(72) 발명자 다세욱스, 잔-루이스

미국, 인디아나 47401, 블루밍톤, 셰어우드 힐스 드라이브 777

(74) 대리인 강명구

강석용

심사관 : 신영신

(54) 공동-동결건조 방법을 이용한 펩티드-지질 복합체

등록특허 10-0588241

- 1 -



요약

본 발명은 펩티드의 동결건조방법을 통하여 펩티드/지질 소포 및 복합체를 만드는 것으로 적절하게는 양친화성 알파 헬릭

스 모양을 채택할 수 있는 펩티드와 한 가지 이상의 지질을 함께 동결건조시키는 것이다. 이들 펩티드 및 지질을 용해시키

는 단일 용액 또는 두 가지 별개 용액을 동결건조시킬 수 있다.

대표도

도 6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펩티드, 적절하게는 양친화성 알파-헬릭스 구조를 형성하는 펩티드 및 한가지 이상의 지질의 공동-동결건조 방

법을 통한 펩티드-지질 소포와 복합체의 형성에 관계한다. 펩티드 및 지질을 모두 용해시키는 단일 용액, 또는 2개의 별개

용액이 동결건조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대량 제조물 및 더 작은 단위에서 미셀, 구 및 타원형 복합체를 비롯한 안정적인

펩티드-지질 소포와 복합체를 만드는데 이용된다.

배경기술

리포좀은 수용성 코어를 둘러싸는 적어도 하나의 이중층으로 구성된 소포이다. 일반적으로, 인지질은 지질 이중층으로 구

성되지만, 이중층은 다른 지질로 구성될 수도 있다. 리포좀 내에서 수용액은 "포집된 용적" 이라 한다.

리포좀은 특히, 약물, 화장품, 생활성 화합물을 운반하기 위한 소포로서 개발되었다. 지질 이중층은 리포좀의 포집된 용적

내에서 약물, 화장품, 생활성 화합물을 포집하는데, 약물은 지질 이중층이 세포 표면 막과 접촉하는 경우에 리포좀 코어로

부터 방출된다. 리포좀은 지질 교환, 융합, 엔도사이토시스 또는 흡착 등의 방법에 의해 세포로 리포좀내 내용물을 방출한

다(Ostro et al., 1989, Am. J. Hosp. Pharm.46:1576). 또는, 약물, 화장품, 생활성 화합물 등은 소포의 지질 이중층 막에

결합되거나 막으로 삽입될 수 있다.

소포에 추가하여, 지질-포함 복합체가 특정 형태의 물질을 운반하는데 이용된다. 예를 들면, 많은 연구자들은 고밀도 리포

프로테인(HDL) 입자와 유사한 크기와 밀도를 가지는 재구성된 리포프로테인-형 입자 또는 복합체를 준비하는데 상기 복

합체가 유용하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은 재구성된 복합체는 일반적으로, 정제된 아포프로테인(통상적으로, 아포프로테

인 A-1) 및 포스파티딜콜린과 같은 인지질로 구성된다. 때때로, 비에스테르화된 콜레스테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이

와 같은 입자를 준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a) 바스(bath) 초음파분쇄에 의한 또는 프로브 소니케이터를 이용한 구성

요소의 초음파분쇄, (2) 미리 형성된 지질소포로 단백질 구성요소의 자발적인 상호작용, (3) 계면활성제-매개된 재구성 및

투석을 이용한 계면활성제의 후속적 제거이다(Jonas, 1986, Meth. in Enzymol. 128:553-582; Lins et al., 1993,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 1151:137-142; Brouillette & Anantharamaiah, 1995, Biochimica et Biophysica

Acta, 1256:103-129; Jonas, 1992, Structure & Function of Apoproteins, Chapter 8:217-250). 유사한 복합체는 아

포프로테인 성분의 양친화성 헬릭스-형성 펩티드를 치환시켜 형성된다.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각 방법은 이상적인 비용-

효과 측면에서 순수한 복합체를 다량으로 제조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이들 간행물에서는 양친화성 알파 헬

릭스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펩티드 또는 펩티드 유사체 및 지질의 공동-동결건조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 바가 없다.

지질 소포와 복합체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공지되어 있다. 상이한 형태의 소포를 만드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이용

하여 소포 또는 리포좀이 생산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리포좀에는 다층라멜라 소포, 작은 단층라멜라 소포. 큰 단층라멜

라 소포 등이 포함된다.

수용액으로 인지질(또는 다른 지질)을 수화시키면, 지질 분산 및 다층 라멜라 소포("MLV")의 자발적 형성이 유도된다.

MLV는 중앙의 작은 코어를 둘러싸는 다중 지질 이중층을 보유하는 리포좀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리포좀은 작은 단층라

멜라 소포(SUV)보다 크고, 직경이 350-400nm가 된다. MLV는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담긴 클로로포름에서 지질을 용해

시키고, 지질이 플라스크의 벽에서 얇은 막을 형성할 때까지 클로로포름을 기화시켜 만든다. 수용액을 첨가하고, 지질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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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화시킨다. 플라스크를 교반함에 따라 소포가 형성된다(Deamer et al., 1983, in Liposomes (Ostro, Ed.), Marcel

Dekker, Inc. New York (citing Bangham et al., 1965, J. Mol. Biol. 13:238). 이후, Johnson et al.,은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단일 라멜라 소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Johnson et al., 1971, Biochim. Biophys. Acta 233:820.).

작은 단층라멜라 소포(SUV)는 수용성 코어를 둘러싸는 단일 지질 이중층을 보유하는 리포좀이다. SUV를 만드는데 이용

되는 방법에 따라, 이들의 직경은 25-110nm 범위가 된다. 우선, SUV는 질소하에 클로로포름에서 인지질 제조물을 건조

시키고, 수용성 층을 첨가하여, 밀리몰 범위의 지질 농도를 유도하고, 45℃에서 용액을 초음파분쇄하여 맑게 만든다

(Deamer et al., 1983, in Liposomes (Ostro, Ed.), Marcel Dekker, Inc. New York.).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된 SUV

는 직경이 25-50㎚인 리포좀을 산출한다.

SUV를 만드는 다른 방법은 포집되는 수용성 용액에 에탄올/지질 용액을 신속하게 주입하는 것이다(Deamer et al., 1983

in Liposomes (Ostro, Ed.), Marcel Dekker, Inc. New York (citing Batzri et al., 1973, Biochim. Biophys. Acta

298:1015).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SUV는 직경 범위가 30-110nm이다.

SUV는 다층라멜라 소포를 20,000psi에서 French Press에 4회 통과시켜 생산한다. 생산된 SUV는 직경 범위가 30-50㎚

가 된다(Deamer et al., 1983, in Liposomes (Ostro, Ed.), Marcel Dekker, Inc. New York (citing Barenholz et al.,

1979, J. FEBS Letters 99:210).

다층라멜라 및 단층라멜라 인지질 소포는 고압에서 작은 구멍이 있는 막을 통하여 인지질 수용성 제조물을 압출시켜 만들

수도 있다(Hope et al., 1996, Chemistry and Physics of Lipids, 40:89-107).

큰 라멜라 소포(LUV)는 이들이 중앙 수성 코어를 둘러싸는 단일 지질 이중층이라는 점에서는 SUV와 유사하긴 하지만,

LUV가 SUV보다 휠씬 크다. 이들의 구성 비율 및 이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LUV의 직경 크기는 50-1000nm가 된다

(Deamer et al., 1983, in Liposomes (Ostro, Ed.), Marcel Dekker, Inc. New York.). LUV는 통상적으로는 계면활성제

희석, 역상 기화법, 주입법 중에서 한가지를 이용하여 만든다.

계면활성제 희석 기술에서, 콜레이트, 데옥시콜레이트, 옥틸 글루코시드, 헵틸 글루코시드, Triton X-100과 같은 계면활

성제 용액을 이용하여 지질 제조물에서 미셀을 만든다. 이후, 용액을 투석하여 계면활성제를 제거하고 리포좀을 만든다

(Deamer et al., 1983, in Liposomes (Ostro, Ed.), Marcel Dekker, Inc. New York). 이와 같은 방법은 시간 소모가 많

고, 계면활성제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 최종 제조물에 계면활성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리포좀 제조물에 일부 독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리포좀 제조물에 있어서 물리화학적인 성질이 변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역상 기화 기술을 이용하여 수용성-비극성 용액에 지질을 용해시키고, 역전된 미셀을 만들 수 있다. 비-극성 용매를 기화

시키고 미셀을 응집시켜 LUV를 만든다. 이런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량의 지질이 필요하다.

주입 방법은 비-극성 용액에 용해된 지질을 포집되는 수용액 안으로 주입하는 것이다. 비-극성 용액이 기화될 때, 지질은

기체/수용성 경계면에서 수집된다. 기포가 수용액으로 제공됨에 따라, 지질 쉬트는 LUV 및 올리고라멜라 리포좀을 만든

다. 리포좀은 여과로 크기를 조절한다(Deamer et al., 1983, in Liposomes (Ostro, Ed.), Marcel Dekker, Inc. New

York (citing Deamer et al., 1976, Biochim. Biophys. Acta 443:629 and Schieren et al., 1978, Biochim. Biophys.

Acta 542:137). 주입 과정에는 주입을 위해 상당히 높은 온도가 요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포집 효과를 가진다(Deamer

et al., 1983, in Liposomes (Ostro, Ed.), Marcel Dekker, Inc. New York).

사용하기 전에 상당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리포좀 준비물을 개발하는 것이 리포좀 연구의 목표이었다. 예를 들면, U.S.

Patent No. 4,229,360(Schneider et al.,)에서는 수용성 지질에서 콜로이드성 리포좀 분산액을 첨가하고, 용액을 동결건

조 방법으로 탈수시켜 탈수된 리포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친수성 화합물의 실례로는 고분자량의 친수성

고분자, 또는 슈크로즈와 같은 저분자량 화합물이 있다.

미국 특허 4,411,894(shrank et al.)에서는 초음파분쇄된 리포좀 제조물에서 고농도의 슈크로즈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리포좀은 포집된 용적안에 지용성 생성물을 함유하는데, 이와 같은 제조물은 동결건조될 수 있지만, 상기

방법은 고농도의 슈크로즈에도 불구하고, 포집된 내용물의 상당량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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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e et al., U. S. Patent No. 4,857,319에서는 리포좀이 냉동-건조될 때, 리포좀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슈크로즈, 말토

즈, 락토즈 및 트레할로즈와 같은 이당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지질 성분에 대한 이당류의 양(w/w)은 0.1:1

내지 4:1이 된다. Crowe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리포좀의 일체성을 보존하는데 있어, Shrank(U. S. Patent No.

4,441,894)의 방법에 의해 제공되는 것보다 높은 성공을 거두었다.

Janoff et al, U. S. Patent No 4,880,635에서는 가급적, 지질 이중층의 내측 및 외측 모두에서, 트레할로즈와 슈크로즈와

같은 보존성 당 존재하에 리포좀을 동결건조하여 리포좀을 탈수시키는 방법을 설명한다. Janoff의 벙법에서는 충분한 양

의 물이 보존되어, 건조된 리포좀을 재수화시킬 경우에 실제적인 구조의 일체성을 보유하는 리포좀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추후에 재수화되는 동결건조된 펩티드-지질 복합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간편하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이 당분야

에서 여전히 필요하다. 본 발명의 방법은 안정하고 동결건조된 분말의 펩티드-지질 혼합물을 산출하는데, 상기 혼합물은

저장되거나, 분말로서 이용되거나, 또는 재수화이후 펩티드-지질 복합체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

3.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고밀도 리포프로테인(HDL)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펩티드 또는 단백질-(인)지질 복합체 또는 소포를 준비하

는 방법에 관계한다. 상기 방법은 용매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이때 적어도 한가지 펩티드는 한가지 용액에 용해되고, 적어

도 한가지 지질은 다른 용액에 용해된다. 서로 혼합될 수 있는 두 가지 용액을 선택한다. 용액은 이후 복합시키고, 생성된

용액은 동결건조시킨다.

상기 방법은 또한, 단백질 또는 펩티드 및 지질이 모두 용해되는 용액을 포함하는 두 번째 유형의 용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용액은 단일 용액이 되거나, 또는 펩티드와 지질을 첨가하기 전에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용

액을 복합시켜 만든 혼성 용액이 될 수 있다. 펩티드 및 지질은 용액 또는 혼성 용액에 용해되고, 그 다음 펩티드-지질 용액

은 동결건조된다.

적절하게는, 본 발명의 펩티드는 양친화성 헬릭스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펩티드이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펩티드는

지질 결합 단백질이다. 다른 구체예에서, ApoA-Ⅰ, ApoA-Ⅱ, ApoA-Ⅳ, ApoC-Ⅰ, ApoC-Ⅱ, ApoC-Ⅲ, ApoE의 유사체

펩티드 및 다른 아포리포프로테인 유사체 등을 펩티드에 대체하여 또는 펩티드에 복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정

구체예에서, HDL과 유사한 ApoA1 유사체-(인)지질 복합체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한다. ApoA1-지질 복합체는 과콜레스

테롤혈증, 과트리글리세리드혈증, 낮은 HDL, 아포리포프로테인 A-1 결핍, 폐혈증 쇼크를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이상 리포프로테린혈증과 연관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HDL 집단에 대한 표식으로서 in vitro 진단 검사에 이용하거나, 또

는 영상 기술에 이용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동물 또는 사람에 장관외 투여, 예를 들면, 정맥내, 복막내, 피하, 근육내, 거환 주사용 펩티드-지질 복합

체의 제조가 가능하다. 또한, 펩티드-지질 복합체는 동물 또는 사람에 입, 직장, 점막(구강) 및 국소 투여용, 또는 in vitro

실험용으로 조제될 수도 있다.

상기 방법은 양친화성 펩티드-인지질 복합체, 지질 결합 단백질-인지질 복합체, 및/또는 ApoA-I 펩티드 유사체-인지질

복합체를 대규모로 생산하는데 이용된다. 동결건조된 물질은 대량 제조물로 제조되거나, 또는 혼합된 펩티드-지질 용액은

동결건조에 앞서 더 작은 용기(가령, 단일 약량 단위(single dose unit))에 분량하고, 이와 같은 작은 단위는 멸균 단위 약

형(unit dosage form)으로 준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제조된 동결건조된 분말은 주입하기 직전에 입자-없는 멸균 용액으로 재수화시키거나, 또는 동결건조

된 분말은 적절한 교체 약형으로 조제되고 즉시 투여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지질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하거나 불용성인 화합물을 보관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상기 방법은 과콜레스테롤혈증, 과트리글리세리드혈증, 낮은 HDL, 아포리포프로테인 A-1 결핍, 심장맥관 질환(죽상경화

증), 폐혈증 쇼크 또는 감염성 질환 등이 포함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이상리포프로테인혈증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백신에서 항원의 동시-제공과 같은 적용을 비롯한 사람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생성물을 제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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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법은 약물용 담체로서, 예로써 간 또는 간외 세포로 약물을 운반하는 벡터(약물, DNA, 유전자 수송용)로서, 또는

독소(가령, 살충제, LPS 등)를 포집시키는 제거물질로서 이용될 수 있는 복합체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

3.1. 정의

본 명세서에서, "용매 시스템" 은 서로 혼합될 수 있고, 펩티드 및/또는 지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한가지 이상의 용매를 말

한다.

본 명세서에서, "펩티드-지질 복합체" 는 고밀로 리포프로테인(HDL)의 크기 범위 내에서 입자를 형성하는 지질 부분 및

펩티드의 응집물을 말한다.

본 명세서에서, "공동-동결건조된" 은 동일한 용기에 담긴 용액에서 한가지 이상의 화합물(가령, 펩티드, 단백질, 지질, 인

지질)을 동결건조, 냉동-건조, 또는 진공 건조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질 용액은 동일한 용기내에 펩티드 용액과

복합시키고, 생성된 용액 복합체은 함께 동결건조시켜 펩티드와 지질을 동시에 동결건조시킨다.

본 명세서에서, "양친화성 지질" 또는 "양친화성 알파 헬릭스 펩티드" 는 각각, 양친화성 또는 양친화성 헬릭스 구조를 형성

할 수 있는 펩티드를 말한다. 양친화성 알파 헬릭스는 생물학적 활성 펩티드 및 단백질에서 흔히 목격되는 2차 구조 모티

프이다(Amphipathic helix motif: classes and properties by Jere P. Segrest, Hans de Loof, Jan G. Dohlman,

Christie G. Brouillette, and G.M.Anantharamaiah. PROTEINS : Structure Functions and Genetics 8:103-117

(1990)). 양친화성 알파 헬릭스는 반대되는 극성 및 비극성 면이 헬릭스의 종축을 따라 배치된 알파 헬릭스이다. 전하를 띈

잔기는 극성 면을 따라 특정하게 분포된다. 본 명세서에 정의된 바와 같이, 양친화성 헬릭스는 수화된 큰 인지질의 극성-

비극성 경계면을 보완한다; 이와 같은 지질-연합된 도메인은 지방 아실 사슬과 극성 머리 기 사이에 위치한 경계면에서 인

지질을 부분적으로 침잠시킴으로써 인지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Jere P. Segrest. Febs Letter 1976, 69(1)

:111-114).

본 명세서에서, "펩티드" 및 "단백질" 은 상호 호환된다. 또한, 본 발명의 펩티드 유사체는 펩티드, 단백질, 비-펩티드, 가

령, 펩티드 유사물질이 된다. 하지만, 모든 유사체는 가급적, 생활성 분자이다.

본 명세서에서, "지질" 은 천연과 합성 인지질을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또한, "지질" 및 "인지질" 은 상호 호환

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200㎕ 사람 혈청으로부터 밀도 한외원심분리에 의해 준비된 HDL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도 2(하단)는 1:1(w:w)의 비율로 준비된 복합체(DPPC: 펩티드 1)(PVLDLFRELLNELLEALKQKLK; 서열:1)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도 2(상단)는 2:1(w:w)의 비율로 준비된 복합체(DPPC: 펩티드 1)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도 3(하단)은 3:1(w:w)의 비율로 준비된 복합체(DPPC: 펩티드 1)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도 3(상단)은 4:1(w:w)의 비율로 준비된 복합체(DPPC: 펩티드 1)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도 4(하단)는 5:1(w:w)의 비율로 준비된 복합체(DPPC: 펩티드 1)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도 4(상단)는 7.5:1(w:w)의 비율로 준비된 복합체(DPPC: 펩티드 1)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도 5는 10:1(w:w)의 비율로 준비된 복합체(DPPC: 펩티드 1)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도 6은 14C-라벨된 펩티드 1 복합체(Ri = 3:1)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도 7은 14C-라벨된 펩티드 1 복합체(Ri = 4:1)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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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14C-라벨된 펩티드 1 복합체(Ri = 5:1)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에서 유용한 양친화성 알파 헬릭스 펩티드 또는 단백질, 지질 결합 단백질, ApoA-I 작용물질 펩티드, 아포리포프로

테인 유사체 등은 당분야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반감기가 긴 안정한 펩티드 제조물을 재구성

을 위한 대량 물질을 만들거나, 또는 개체에 투여하기에 앞서 무균 수 또는 적절한 무균 완충액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개별

분량이나 단위 약형을 만들기 위해 펩티드를 동결건조시켜 만든다.

본 발명자의 지식에 따르면, 본 발명은 양친화성 알파 헬릭스 펩티드 또는 펩티드 유사체 및 지질을 공동-동결건조시켜,

멸균 펩티드-지질 복합체로 재구성될 수 있는 혼합물을 형성하는 최초의 방법이다.

특정 구체예에서, 펩티드-지질 복합체에서 ApoA-I 작용물질을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ApoA-Ⅰ 유사체를 제조

하고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방법은 특히, 복합체가 HDL 부류의 단백질, 구체적으로 pre-beta HDL 집단

과 유사한 크기를 갖는 경우에, 복합체가 순환계에서 증가된 반감기를 보유하기 때문에 여러 장점을 가진다. HDL 부류의

피로프로테인은 크기, 밀도, 전기영동 이동성과 같은 특성에 기초하여 여러 아류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크기가 증

가되는 순으로, 미셀 pre-beta HDL(직경 50 내지 60Å), 중간 크기의 디스크형 HDL(65kDa, 약 70Å), 구형 HDL3 또는

HDL2(직경 90 내지 120Å)이다(J. Kane, 1996 in V. Fuster, R. Ross and E. Topol 〔eds.〕 Atherosclerosis and

Coronary Artery Disease, p. 99; A. Tall and J. Breslow, ibid., p. 106; Barrans et al., Biochemica et Biophysica

Acta 1300, p. 73-85; and Fielding et al., 1995, J.Lipid Res 36, p,. 211-228). 하지만, HDL보다 작거나 큰 펩티드-지

질 복합체 역시 본 발명에 따라 만들 수 있다.

본 발명의 펩티드-지질 복합체는 하기에서 설명하는 공동-동결건조 방법을 이용하여 반감기가 긴 안정한 제조물로 통상

적으로 만들 수 있다. 동결건조된 펩티드-지질 복합체를 이용하면, 제약학적 재구성을 위한 대량 약물 재료를 준비하거나,

또는 개별 분량 또는 약형을 준비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개체에 투여하기에 앞서 무균 수 또는 적절한 완충 용액으로 재수화

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다.

본 출원인은 HDL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펩티드 또는 단백질-(인)지질 복합체를 준비하는 간편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ApoA-I 펩티드-지질 복합체를 준비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1) 대부분

의 포함된 성분 또는 전체 성분을 이용하여, 설계된 복합체를 형성하고, 따라서 다른 방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작 물질의

낭비를 피할 수 있다. (2) 동결건조된 화합물은 저장하는 동안에 매우 안정하다. 생성 복합체은 사용 직전에 재구성될 수

있다. (3) 생성된 복합체은 제조 이후에 또는 사용에 앞서 추가 정제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4) 콜레이트와 같은 계면활성

제를 비롯한 독성 화합물을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의 생산 방법은 용이하게 규모를 확대할 수 있어, GMP 제조(가

령, 내독소가 없는 환경)에 적합하다.

적절한 방법에 따라, 펩티드와 지질은 각 성분을 공동-용해시키는 용매 시스템에 복합시킨다. 이를 위해, 용매 짝은 양친

화성 펩티드와 소수성 지질 모두의 공동-용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한 구체예에서, 입자로 통합

되는 단백질 또는 펩티드는 수용성 또는 유기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용매 1)에 용해시킬 수 있다. (인)지질 성분은 수용성

또는 유기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용매 2)에 용해시키는데, 이때 용매 2는 용매 1과 혼합될 수 있고, 이들 두 용액을 복합

시킨다. 또는, (인)지질 성분을 바로 펩티드(단백질) 용액에 직접 용해시킬 수 있다. 또는, 펩티드와 지질을 공동-용매 시스

템, 다시 말하면, 혼합될 수 있는 용매의 혼합물에 통합될 수 있다. 펩티드 또는 단백질의 지질 결합 성질에 따라, 당업자는

동결건조 이전에 강화된 또는 완전한 용해과정(또는 강화된 혼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할 것이고, 따라서 용매를 적

절히 선택할 수 있다.

지질에 대한 펩티드(단백질)의 적절한 비율은 일단 경험적으로 결정하는데, 생성된 복합체는 적절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보유하지만 크기에서 HDL2 또는 HDL3과 항상 유사한 것은 아니다. 지질:단백질/펩티드의 몰비는 복합체의 원하는 타입

에 따라 약 2 내지 약 200, 적절하게는 5 내지 50이다. 이와 같은 크기 부류의 펩티드-지질 또는 단백질-지질 복합체에는

미셀 또는 디스크형 입자(통상적으로, HDL2 또는 HDL3 보다 작은), HDL2 또는 HDL3과 유사한 크기의 구형 입자, HDL2

보다 큰 복합체 등이 포함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크로마토그래피(도 1) 동안에 기준으로 이용된 HDL은 주로 구형

의 완숙한 HDL2이다. Pre-β1 HDL은 아포리포프로테인 및 소수의 인지질로 된 미셀 복합체이다. Pre-β2 HDL은 아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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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프로테인 및 인지질 분자의 디스크형 복합체이다. 더 많은 지질(트리글리세리드, 콜레스테롤, 인지질)이 결합될수록, 더

큰 HDL이 되고, 이들의 형태가 변한다(Pre-β1 HDL(미셀 복합체)⇒Pre-β2 HDL(디스크형 복합체)⇒HDL3(구형 복합

체)⇒HDL2(구형 복합체).

일단 용매가 선택되고 펩티드와 지질이 결합되면, 생성된 혼합물은 냉동시키고, 동결건조시켜 건조하게 만든다. 일부의 경

우에, 추가 용매를 혼합물에 첨가하여, 동결건조를 조장한다. 이와 같이 동결건조된 생성물은 장시간동안 저장할 수 있고,

안정하게 유지된다.

작업 실시예에 따르면, 펩티드 1(PVLDLFRELLNELLEALKQKLK(서열:1) 및 (인)지질은 메탄올에 별도로 용해시키고 복

합시키며, 이후 동결건조에 앞서 실렌과 혼합한다. 펩티드와 지질 모두 2가지 용매의 혼합물에 첨가할 수 있다. 또는, 메탄

올에 용해된 펩티드 용액은 실렌에 용해된 지질 용액과 혼합할 수 있다. 펩티드가 염에 의해 분리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를 해야 한다. 메탄올-실렌에 동시 용해된 펩티드와 지질을 함유하는 생성된 용액은 동결건조시켜 분말을 만든다.

동결건조된 생성물은 재구성시켜, 펩티드-지질 복합체의 용액 또는 현탁액을 얻는다. 이를 위해, 동결건조된 분만은 수용

액으로 재구성시켜, 적절한 용적(정맥 주사용으로 적합한 약 5mg 펩티드/㎖)을 만든다. 적절한 구체예에서, 동결건조된

분말은 인산염 완충액 또는 생리학적 염 용액으로 재수화시킨다. 혼합물은 교반시키거나 볼텍스하여 재수화를 조장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재구성 단계는 복합체에서 지질 성분의 상 전이 온도(Tm)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 실행한다.

수분 내에, 재구성된 지질-단백질 복합체 용액(복합체가 작은 경우에 맑은 용액)이 만들어진다.

만들어진 재구성된 제조물은 분량을 특성화함으로써, 제조물에 존재하는 복합체가 원하는 크기 분포, 가령, HDL의 크기

분포를 보유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가 이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작업

실시예에서, Pharmacia Superose 6 FPLC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용된 용출액은 탈이온수에

150mM NaCl을 함유한다. 전형적인 샘플 용적은 5㎎/㎖ 펩티드를 포함하는 20 내지 200㎕ 복합체이다. 칼럼 유속은 분당

0.5㎖이다. 분자량 및 Stokes 직경을 알고 있는 일련의 단백질 및 사람의 HDL을 기준으로 이용하여 칼럼을 조정한다. 단

백질과 리포프로테인 복합체는 254 또는 280㎚에서 흡수도 또는 광 스캔으로 모니터한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용매는 비-극성, 극성, 비-양성자성, 양성자성 용매 등을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으며, 예를 들

면, 에탄올, 메탄올, 사이클로헥산, 1-부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실렌, THF, 에테르, 염화메틸렌 벤젠 및 클로로포름 등

이다. 본 발명에는 또한, 용매 혼합물 및 단일 용매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본 발명에 이용하기에 앞서, 유기 용매

를 건조시켜 수분을 제거한다; 하지만, 수화된 용매 또는 물은 특정 지질, 펩티드, 단백질과 함께 이용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이 적절한 용매이거나, 또는 수화된 용매 또는 유기 용매-물 혼합물이 이용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계면활성제

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한 것과 같이, 용매는 순도가 높은 것이 바람직하고(동결건조이후에 불순물이 농축되는 것을 피

하기 위해), 용매는 염이 없고 미립자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용매는 멸균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생성 혼합물이 제약

한 분야에 공지된 기술에 따라, 동결건조 이전, 동결건조 동안, 또는 동결건조 이후에 멸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 16th and 18th Eds., Mack Publishing Co., Easton, Pennsylvania (1980 and

1990) 및 미국 Pharmacopeia/National Formulary(USP/NF) XVII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 발명에 이용되는 지질에는 다음과 같은 천연과 합성 지질 및 인지질이 포함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작은 알킬 사

슬 인지질, 난 포스파티딜콜린, 콩 포스파티딜콜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스테아로

일포스파티딜콜린, 1-미리스토일-2-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1-팔미토일-2-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콜린, 1-팔미토일-

2-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콜린, 1-스테아로일-2-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올레일포스파티딜콜린, 디올레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디라우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이노시톨,

스핑고미엘린 스핑고리피드, 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팔미토일

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올레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딕산, 디팔

미토일포스파티딕산,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세

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세린, 뇌 포스파티딜세린, 뇌 스핑고미엘린, 디팔미토일스핑고미엘린, 디스테아로일스핑고미엘

린, 포스파티딕산, 갈락토세레브로시드, 강글리오시드, 세레브로시드, 디라우릴포스파티딜콜린, (1,3)-D-만노실-(1,3)디

글리세리드, 아미노페닐글리코시드, 3-콜레스테릴-6'-(글리코실티오)헥실 에테르 글리코리피드, 콜레스테롤, 및 이의 유

도체.

본 발명에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펩티드에는 3가지 출원 9196-0004-999, 9196-0005-999, 9196-0006-999에서 설

명된 것을 포함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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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침전물은 지질과 펩티드 용액을 혼합하거나 교반하기에 앞서, 또는 동결건조에 앞서

제거하거나 용해시켜야 한다.

상기 방법은 펩티드-지질 복합체, 양친화성 펩티드-(인)지질 복합체, 지질 결합 단백질-(인)지질 복합체, ApoA-I 펩티드

유사체-(인)지질 복합체를 대규모로 생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동결건조된 물질은 대량 제조물을 위해 준비하거나, 또는

혼합된 펩티드-지질 용액은 동결건조에 앞서 더 작은 용기(예를 들면, 단일 약량 단위)에 분량하고, 이와 같은 더 작은 단

위는 멸균된 단일 약형으로 준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진공 건조된 조성물은 적절한 용기에 멸균된 미리-진공 건조된 용액을 규정된 함량으로 무균 충전하고; 원하는

진공 조성물을 제공하고; 이후, 단일 약량 또는 다중 약량 용기를 무균 밀봉함으로써 단일 약량 또는 다중 약량 용기로 제

공된 수 있다. 이와 같은 충전된 용기는 in situ에서 적절한 멸균 희석물로 재구성 직후에 건조된 조성물을 신속하게 재용해

시킬 수 있어, 투여에 적합한 적절한 농도의 멸균 용액을 제공한다. 본 명세서에서, "적절한 용기" 는 무균 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용기, 예를 들면, 마개로 무균 밀봉된 진공 건조된 생성물을 운반할 수 있는 바이알을 의미한다. 추가로, 적절한 용

기는 진공 건조된 조성물의 재구성 직후에 보유되는 용액의 용적을 고려한 적절한 크기 및 적절한 용기 재료, 일반적으로

는 Type I 유리를 암시한다. 이용되는 마개, 예를 들면, 멸균 고무 또는 이와 등가물은 전술한 밀봉을 제공하면서도 원하는

용액의 재구성을 위한 희석물질, 예를 들면, 주사용 무균 수, USP, 정상 식염수, USP 또는 5% 덱스트로스/물, USP 등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발명의 제약학적 조성물과 같은 제약학적 생성물용 용기의 이와 같은 적합성 특징은 당분야에

공지된 것이다. 특정 구체예에서, 생성물 단위 약량의 크기는 펩티드가 약 10mg 내지 2g, 바람직하게는 약 100mg 내지

1g, 재구성이후 약 1 내지 50mg/㎖,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25mg/㎖이 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동물 또는 사람에 장관외 투여, 예를 들면, 정맥내, 복막내, 피하, 근육내, 거환 주사용 펩티드-지질 복합

체의 제조가 가능하다. 또한, 펩티드-지질 복합체는 동물 또는 사람에 입, 직장, 점막(구강) 및 국소 투여용, 또는 in vitro

실험용으로 조제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방법으로 제조된 동결건조된 분말은 주입하기 직전에 재수화시키거나, 또는 동결건조된 분말은 직접 투여될 수

있다. 동결건조된 분말에는 소포, 리포좀, 구형이나 디스크형 입자를 비롯한 입자, 미셀 등의 형태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지질 및 펩티드가 포함되지만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동결건조된 분말을 재구성하거나 재수화시키기 위해, 최종 용

도에 맞게 용액을 선택한다. 제약학적 용도의 경우에, 임의의 무균 용액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완충 용액이 특정 용도에

서는 바람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인산, 구연산, 트리스, 바르비탈, 아세테이트, 글리신-HCl, 숙신산염, 카코딜레이트,

붕산-보락스(boric acid-borax), 아메디올 및 탄산염 등이 포함되나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동결건조된 분말은 당분야에 공지된 임의 동결건조 방법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펩티드-지질을

함유하는 용액을 냉동시키고, 이후 감압 기화시키는 냉동-건조법이 포함된다.

상기 방법은 지질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하거나 불용성인 화합물을 보관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상기 방법은 과콜레스테롤혈증, 과트리글리세리드혈증, 낮은 HDL, 아포리포프로테인 A-1 결핍, 심장맥관 질환(죽상경화

증), 폐혈증 쇼크 또는 감염성 질환 등이 포함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이상리포프로테인혈증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백신에서 항원의 동시-제공과 같은 적용을 비롯한 사람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한 생성물을 제조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상기 방법은 약물용 담체로서, 예로써 간 또는 간외 세포로 약물을 운반하는 벡터(약물, DNA, 유전자 수송용)로서, 또는

독소(가령, 살충제, LPS 등)를 포집시키는 제거물질로서 이용될 수 있는 복합체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 또는, 상기 방법

은 in vitro 검사 시스템용으로, 또는 영상 기술에 이용되는 복합체를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다.

특정 구체예에서, 상기 방법은 ApoA-I 유사체(작용물질이 포함되나 이들에 국한되지 않음) 복합체를 준비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 상기 복합체는 in vitro 진단 검사에 이용되고 HDL 집단의 표식으로 이용된다. 특정 구체예에서, ApoA-I 작용

물질 복합체는 면역검사 또는 영상 기술(가령, CAT 스캔, MRI 스캔)에 이용된다.

다음의 실시예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한정하지 않는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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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시예

다음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펩티드-지질 복합체를 만든다.

펩티드 1(PVLDLFRELLNELLEALKQKLK; 서열:1)(22.4 mg)을 메탄올에 3.5mg/㎖ 농도로 수분간 배양하고, 간헐적으

로 교반하여 용해시킨다. 상기 용액에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DPPC)/메탄올(100mg/㎖ 원액)을 첨가하여, 최종

DPPC/펩티드 비율이 2.5:1(w/w)이 되도록 한다. 상기 용액을 볼텍스하여 혼합한다. 실렌은 최종 농도가 36%가 되도록

용액에 첨가한다. 생성된 용액의 분량은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추후 분석을 위하여 이전한다. 용액은 액체 질소

에 냉동시키고, 동결건조로 진공에서 건조시킨다. 20㎎ 펩티드 1(서열:1)을 포함하는 분량 및 50mg DPPC는 무균 염용액

(0.9% NaCl)에서 재수화시키고, 혼합하고, 수분간 41℃로 가열하여, 재구성된 펩티드-인지질 복합체 용액을 맑게 하였

다.

6.1. 겔 여과 및 인지질 이용

6.1.1. 재료 및 방법

복합체의 제조 조건을 검사하기 위하여, 특성화를 위한 소량의 복합체를 준비하는 것이 편의하다. 이와 같은 제조물은 펩

티드 1mg을 포함하고, 다음과 같이 만든다:

1㎎ 펩티드 1(서열:1)은 뚜껑이 달린 1mg 투명 유리 바이알(Waters #WAT025054)에서 250㎕ HPLC 등급 메탄올

(Perkin Elmer)에 용해시킨다. 펩티드를 용해하는데 있어, 실온에서 10분간 간헐적으로 교반하면 도움이 된다. 이후, 용해

되지 않은 소량의 미립자가 여전히 관찰될 수 있지만, 이는 결과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상기 혼합물에, 100㎎/㎖

원액/메탄올로부터 1, 2, 3, 4, 5, 7.5, 10, 또는 15㎎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DPPC; Avanti Polar Lipids, 99% 순도,

#850355)을 함유하는 분량을 첨가한다. 메탄올을 첨가하여 혼합물의 용적을 400㎕로 하고, 혼합물은 실온에서 10분간 간

헐적으로 교반한다. 이때, 매우 적은 용해되지 않은 물질이 튜브에서 관찰될 수도 있다. 각 튜브에, 200㎕ 실렌(Sigma-

Aldrich 99% 순도, HPLC-grade)을 첨가하고, 튜브를 각 10초간 교반한다. 20 가우지 바늘을 이용하여 각 튜브의 꼭대기

에 2개의 작은 구멍을 내고, 튜브는 액체 질소하에서 각 15초간 냉동시키고, 튜브는 진공하에서 하룻밤동안 냉동건조시킨

다. 각 튜브에 200㎖ 0.9% NaCl 용액을 첨가한다. 튜브는 각 20초간 교반한다. 이때, 튜브에 있는 용액은 우윳빛을 띤다.

이후, 튜브는 41℃에서 30분간 수조에서 위치시켰다. 모든 튜브에서 용액이 맑아지는데(물과 비슷한 외양), 단 15mg

DPPC을 포함하는 튜브만 흐린 상태를 유지한다.

복합체 제조물에 이용된 모든 인지질이 크로마토그램 흡수 피크에 상응하는 칼럼 분획물에서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결정하

기 위해, 재구성된 펩티드-지질 복합체에서 용출된 칼럼 용출물은 1 또는 2㎖ 분획물에 수집하고, 분획물은 제조업자의 지

시에 따라 BioMerieux Phospholipides Enzymatique PAP 150 Kit(#61491)로 인지질의 함량을 효소적으로 검사한다.

복합체 제조는 대규모로 실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조의 한가지 실례는 전술하였다. 이와 같은 복합체는 in vivo 실험에

이용할 수 있다.

6.2. 복합체 특징 조사 결과

도 1은 200㎕ 사람 혈청으로부터 밀도 한외원심분리에 의해 준비한 완전한 HDL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

다. 크로마토그래프는 254㎚에서 흡수도를 나타낸다. 용출 용적은 14.8㎖인데, 이는 108Å의 Stokes 직경에 상응한다(표

1 참고).

도 2 하단은 전술한 바와 같이, 1:1(w:w)의 비율(Ri는 시작 혼합물에 존재하는 전체 펩티드에 대한 전체 인지질의 비율)에

서 준비된 DPPC:펩티드 1 복합체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흡수 피크의 용출 용적은 각 16.2㎖ 및

18.1㎖인데, 이는 HDL보다 작은 74Å와 82Å Stokes 직경의 입자에 상응한다. 칼럼에 제공된 인지질의 87%는 흡수 피크

를 포함하는 분획물에서 회수되었다(표 1 참고).

도 2 상단은 전술한 바와 같이, Ri=2:1(w:w)의 비율에서 준비된 DPPC:펩티드 1 복합체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흡수 피크의 용출 용적은 각 16.4㎖(직경 77Å)이고, HDL보다 작은 입자에 상응한다. 칼럼에 제공된 인지질의

70%는 흡수 피크를 포함하는 분획물에서 회수되었다(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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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 하단은 전술한 바와 같이, Ri=3:1(w:w)의 비율에서 준비된 DPPC:펩티드 1 복합체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흡수 피크의 용출 용적은 16.0㎖(직경 80Å)이고, HDL보다 작은 입자에 상응한다. 칼럼에 제공된 인지질의

79%는 흡수 피크를 포함하는 분획물에서 회수되었다(표 1 참고).

도 3 상단은 전술한 바와 같이, Ri=4:1(w:w)의 비율에서 준비된 DPPC:펩티드 1 복합체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흡수 피크의 용출 용적은 15.7㎖(직경 90Å)이고, HDL보다 작은 입자에 상응한다. 칼럼에 제공된 인지질의

106%는 흡수 피크를 포함하는 분획물에서 회수되었다(표 1 참고).

도 4 하단은 전술한 바와 같이, Ri=5:1(w:w)의 비율에서 준비된 DPPC:펩티드 1 복합체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타낸다. 흡수 피크의 용출 용적은 각 15.1㎖(직경 104Å)이고, HDL보다 작은 입자에 상응한다. 칼럼에 제공된 인지질의

103%는 흡수 피크를 포함하는 분획물에서 회수되었다(표 1 참고).

도 4 상단은 전술한 바와 같이, Ri=7.5:1(w:w)의 비율에서 준비된 DPPC:펩티드 1 복합체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

를 나타낸다. 흡수 피크의 용출 용적은 각 13.6㎖(직경 134Å)이고, HDL보다 작은 입자에 상응한다. 칼럼에 제공된 인지

질의 92%는 흡수 피크를 포함하는 분획물에서 회수되었다(표 1 참고).

도 5는 전술한 바와 같이, Ri=10:1(w:w)의 비율에서 준비된 DPPC:펩티드 1 복합체의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나

타낸다. 흡수 피크의 용출 용적은 각 13.4㎖(직경 138Å)이고, HDL보다 작은 입자에 상응한다. 칼럼에 제공된 인지질의

103%는 흡수 피크를 포함하는 분획물에서 회수되었다(표 1 참고).

15:1 DPPC:펩티드 1을 가지는 샘플을 포함하는 복합체는 탁도로 인하여 Superose 6 크로마토그래피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큰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상기 각 실험에서, 흡수 피크를 가지는 용출 물질을 포함하는 분획물 이외의 분획물에서는 별다른 인지질이 관찰되지 않는

다(도 2-8). 이는 거의 모든 인지질(검사의 실험 오차 범위내에서)이 복합체에 통합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상기 실험결과

는 펩티드에 대한 인지질의 초기 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크기의 균질한 복합체(HDL보다 크거나 작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6.3. 14C-라벨된 펩티드 1을 이용한 복합체의 특징 조사

14C-라벨된 펩티드 1(서열:1)(특이적 방사능활성 159,000DPM/mg, 50% 펩티드 함량으로 추정)을 포함하는 펩티드-인

지질 복합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공동-동결건조시켜 준비하였다. 제조물은 각각 1mg 펩티드 및 3, 4, 5mg DPPC를 함유

한다(중량). 200㎕ 0.9% NaCl에서 복합체를 재구성한 이후, 20㎕(100㎍) 복합체를 Pharmacia Superose 6 칼럼에 적용

하는데, 여기서 액상으로는 0.9% NaCl이 이용되고, 유속은 분당 0.5㎖이 된다. 5㎖ 지연(칼럼 공극 용적(void volume)

=7.7㎖)이후, 1㎖ 분획물을 수집하였다. 20㎕ 분획물을 함유하는 분량은 bioMerieux Phospholipides Enzymatique PAP

150kit(#61491)를 이용하여 인지질의 함량을 검사한다. 각 분획물의 나머지는 Easy Count 프로그램을 이용한 Wallach

1410 액체 신틸레이션 카운터(pharmacia)에서 3분간 계산한다. 이들 분석 결과는 도 6-8에 도시한다. 몇몇 분획물에서

상당량의 인지질 및 펩티드가 함께 회수되었는데, 각 3:1, 4:1, 5:1 DPPC:펩티드 비율에서 준비된 복합체에 대한 피크는

대략 16㎖, 16㎖, 15㎖이다. 이들 샘플에서 UV 흡수도 프로필은 복합체가 각각 3:1, 4:1, 5:1 DPPC:펩티드 비율에서 준

비된 복합체에 대하여 15.1㎖, 14.7㎖, 14.4㎖ 용적에서 칼럼으로부터 용출된다는 것을 나타낸다(UV 흡수도 유동 셀과 분

획물 수집기 사이에서 튜빙의 무효 용적(dead volume)은 1.3㎖이다, 이는 방사능활성/인지질 검사 및 UV 흡수도에 의한

측정에서 용출 용적간의 불일치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용출 용적은 각각 3:1, 4:1, 5:1 Ri 복합체에서 106, 114, 120 Å

의 Stokes 직경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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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DL 입자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

**ND, 결정하지 않음

본 발명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특정 구체예에 국한되지 않고, 이와 같은 구체예는 본 발명의 개별적인 특징으로 설명하고자

함이며, 이의 기능적인 등가 방법과 성분 역시 본 발명에 속한다. 본 명세서에서 설명하는 것에 추가하여 다양한 변형과 수

정은 본 발명의 설명 및 첨부된 도면으로부터 당업자가 충분히 실시할 수 있으며, 이들 역시 본 발명에 속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모든 문헌은 참고를 목적으로 첨부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동결건조된 펩티드-지질 생성물을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용매 시스템(solvent system)에서 양친매성 구조(amphipathic conformation)를 형성할 수 있는 한가지이상의 펩티드 및

한가지이상의 지질을 공동-동결건조시켜 동결건조된 펩티드-지질 생성물을 형성하고, 상기 지질은 계면활성제의 부재하

에 상기 용매에 용해되고, 상기 동결건조된 생성물은 재수화시켜 펩티드-지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고;

상기 펩티드는 ApoA-Ⅰ, ApoA-Ⅱ, ApoA-Ⅳ, ApoC-Ⅰ, ApoC-Ⅱ, ApoC-Ⅲ, ApoE에서 선택되고;

상기 지질은 난 포스파티딜콜린, 콩 포스파티딜콜린, 에테르 인지질, 작은 알킬 사슬 인지질,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유도

체,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콜린, 1-미리스토일-2-팔미토일

포스파티딜콜린, 1-팔미토일-2-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콜린, 1-팔미토일-2-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콜린, 1-스테아로일-

2-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올레일포스파티딜콜린, 디올레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라우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포스

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이노시톨, 스핑고미엘린 스핑고리피드, 포스파티딜글리

세롤, 디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

딜글리세롤, 디올레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딕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딕산,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

딜에탄올아민,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세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세린, 뇌 포스파티

딜세린, 뇌 스핑고미엘린, 디팔미토일스핑고미엘린, 디스테아로일스핑고미엘린, 포스파티딕산, 갈락토세레브로시드, 강글

리오시드, 세레브로시드, 디라우릴포스파티딜콜린, (1,3)-D-만노실-(1,3)디글리세리드, 아미노페닐글리코시드, 3-콜레

스테릴-6'-(글리코실티오)헥실 에테르 글리코리피드, 이들의 혼합물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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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동결건조 이전, 동결건조 동안, 또는 동결 건조 이후에 생성물을 살균시키는 단계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펩티드-지질 복합체는 멸균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동결건조에 앞서 개별 용기에 펩티드-지질 생성물을 분량하여 단일 단위 약형(single unit dosage)을

형성하는 단계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계면활성제로 인한 독성없이, 과콜레스테롤혈증, 과트리글리세리드혈증, 낮은 HDL, 아포리포프로테인 A-1 결핍, 심장맥

관 질환, 폐혈증 쇼크 또는 감염성 질환과 같은 인간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제 1 항 또는 제 7 항에 따라 준비된 멸

균 동결건조된 펩티드-지질 생성물을 함유하는 제약학적 단위 약형(pharmaceutical unit dosage form).

청구항 11.

동결건조된 펩티드-지질 생성물을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한가지이상의 양친매성 펩티드를 제 1 용액에 용해시키고;

(b) 계면활성제의 부재하에, 한가지이상의 지질을 제 2 용액에 용해시키고;

(c) 제 1 용액과 제 2 용액을 복합하여 가용성 펩티드-지질 용액을 만들고;

(d) 상기 펩티드-지질 용액을 공동-동결건조시켜 동결건조된 펩티드-지질 생성물을 만들고, 상기 생성물은 재수화시켜

펩티드-지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고;

상기 펩티드는 ApoA-Ⅰ, ApoA-Ⅱ, ApoA-Ⅳ, ApoC-Ⅰ, ApoC-Ⅱ, ApoC-Ⅲ, ApoE에서 선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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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질은 난 포스파티딜콜린, 콩 포스파티딜콜린, 에테르 인지질, 작은 알킬 사슬 인지질,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유도

체,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콜린, 1-미리스토일-2-팔미토일

포스파티딜콜린, 1-팔미토일-2-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콜린, 1-팔미토일-2-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콜린, 1-스테아로일-

2-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올레일포스파티딜콜린, 디올레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라우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포스

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이노시톨, 스핑고미엘린 스핑고리피드, 포스파티딜글리

세롤, 디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

딜글리세롤, 디올레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딕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딕산,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

딜에탄올아민,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세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세린, 뇌 포스파티

딜세린, 뇌 스핑고미엘린, 디팔미토일스핑고미엘린, 디스테아로일스핑고미엘린, 포스파티딕산, 갈락토세레브로시드, 강글

리오시드, 세레브로시드, 디라우릴포스파티딜콜린, (1,3)-D-만노실-(1,3)디글리세리드, 아미노페닐글리코시드, 3-콜레

스테릴-6'-(글리코실티오)헥실 에테르 글리코리피드, 이들의 혼합물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펩티드-지질 용액은 멸균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펩티드-지질 복합체는 멸균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1 항에 있어서, 동결건조에 앞서 개별 용기에 펩티드-지질 생성물을 분량하여 단일 단위 약형(single unit dosage)을

형성하는 단계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1 항에 있어서, 동결건조 이전, 동결건조 동안, 또는 동결 건조 이후에 생성물을 살균시키는 단계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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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로 인한 독성없이, 과콜레스테롤혈증, 과트리글리세리드혈증, 낮은 HDL, 아포리포프로테인 A-1 결핍, 심장맥

관 질환, 폐혈증 쇼크 또는 감염성 질환과 같은 인간 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제 11 항 또는 제 19 항에 따라 준비된

멸균 동결건조된 펩티드-지질 생성물을 함유하는 제약학적 단위 약형(pharmaceutical unit dosage form).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삭제

청구항 28.
삭제

청구항 29.
삭제

청구항 30.
삭제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삭제

청구항 33.
삭제

청구항 34.
삭제

청구항 35.
삭제

청구항 3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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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7.

동결건조된 펩티드-지질 생성물을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펩티드-지질 생산물이 형성될 만큼 충분한 시간동안, 용매 시스템에서 양친매성 구조(amphipathic conformation)를 형성

할 수 있는 한가지이상의 펩티드 및 한가지이상의 지질을 공동-동결건조시켜 동결건조된 펩티드-지질 생성물을 형성하

고, 상기 지질은 계면활성제의 부재하에 상기 용매에 용해되고, 지질:펩티드의 비율은 2 내지 200이고, 상기 동결건조된

생성물은 용액에서 재수화시켜 펩티드-지질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고;

상기 펩티드는 ApoA-Ⅰ, ApoA-Ⅱ, ApoA-Ⅳ, ApoC-Ⅰ, ApoC-Ⅱ, ApoC-Ⅲ, ApoE에서 선택되고;

상기 지질은 난 포스파티딜콜린, 콩 포스파티딜콜린, 에테르 인지질, 작은 알킬 사슬 인지질,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유도

체,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콜린, 1-미리스토일-2-팔미토일

포스파티딜콜린, 1-팔미토일-2-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콜린, 1-팔미토일-2-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콜린, 1-스테아로일-

2-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올레일포스파티딜콜린, 디올레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라우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포스

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이노시톨, 스핑고미엘린 스핑고리피드, 포스파티딜글리

세롤, 디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

딜글리세롤, 디올레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딕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딕산,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

딜에탄올아민,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세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세린, 뇌 포스파티

딜세린, 뇌 스핑고미엘린, 디팔미토일스핑고미엘린, 디스테아로일스핑고미엘린, 포스파티딕산, 갈락토세레브로시드, 강글

리오시드, 세레브로시드, 디라우릴포스파티딜콜린, (1,3)-D-만노실-(1,3)디글리세리드, 아미노페닐글리코시드, 3-콜레

스테릴-6'-(글리코실티오)헥실 에테르 글리코리피드, 이들의 혼합물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동결건조된 펩티드-지질 생성물을 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용매 시스템에서 펩티드 1 및 한가지이상의 지질을 공동-동결건조시켜 동결건조된 펩티드-지질 생성물을 형성하고, 상기

지질은 계면활성제의 부재하에 상기 용매에 용해되고, 상기 동결건조된 생성물은 재수화시켜 펩티드-지질 복합체를 형성

할 수 있고;

상기 지질은 난 포스파티딜콜린, 콩 포스파티딜콜린, 에테르 인지질, 작은 알킬 사슬 인지질,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유도

체,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콜린, 1-미리스토일-2-팔미토일

포스파티딜콜린, 1-팔미토일-2-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콜린, 1-팔미토일-2-스테아로일포스파티딜콜린, 1-스테아로일-

2-팔미토일포스파티딜콜린, 디올레일포스파티딜콜린, 디올레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라우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포스

파티딜콜린,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이노시톨, 스핑고미엘린 스핑고리피드, 포스파티딜글리

세롤, 디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스테아로일포스파티

딜글리세롤, 디올레일포스파티딜글리세롤,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딕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딕산,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

딜에탄올아민,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 디미리스토일포스파티딜세린, 디팔미토일포스파티딜세린, 뇌 포스파티

딜세린, 뇌 스핑고미엘린, 디팔미토일스핑고미엘린, 디스테아로일스핑고미엘린, 포스파티딕산, 갈락토세레브로시드, 강글

리오시드, 세레브로시드, 디라우릴포스파티딜콜린, (1,3)-D-만노실-(1,3)디글리세리드, 아미노페닐글리코시드, 3-콜레

스테릴-6'-(글리코실티오)헥실 에테르 글리코리피드, 이들의 혼합물에서 선택되고;

상기 용매는 유기 용매, 또는 수성-유기 용매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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