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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명의 명칭 혈전 용해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혈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의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57) 요 약
본 발명은 Arg-Gly-Asp 모티프(motif)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혈전 용해용 조성물, 이를 포함하는 혈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의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그리고 Arg-Gly-Asp 모티프(motif)를 포함하는 펩타이드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 및 방법은 기존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 원리가 아닌 혈소판 표면 GPIIb-IIIa와
같은 혈전 내 인테그린 타겟 원리를 채택하여 이미 생성된 혈전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 및 방법은 관통 후 재협착도 일으키지 않고, 미세혈관까지 효과적으로 개방시키며 신경보호 효능
이 있다.

대 표 도 - 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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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음을 포함하는 혈전 용해용 조성물:
(a) 혈전 내 존재하는 인테그린(integrin)에 결합하여 혈전을 분해하는 서열목록 제3서열 내지 제12서열로 구성
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펩타이드의 약제학적 유효량; 및
(b)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펩타이드는 디스인테그린(disintegrin) 활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펩타이드는 혈전을 구성하는 혈소판 표면의 GP(glycoprotein)IIb-IIIa에 결합하여 혈전
을 분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성물.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제 1 항, 제 3 항, 그리고 제 8 항 중 어느 한 항의 혈전 용해용 조성물을 포함하는 뇌졸중, 뇌경색, 뇌혈전증
및 뇌색전증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혈관의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의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로서,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은 혈전에 의해 혈관이 폐색되어 혈전의 용해를 통한 재관통(recanalization)이 필요한 상기 질
환의 환자에게 혈관 내로 직접 주입되는 방식으로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혈관의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
의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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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혈전 용해용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혈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의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대부분의 뇌졸중은 주 또는 더 작은 뇌내 동맥의 혈전색전성폐색(thromboembolic occlusion)에 의해 야기된다
(Wardlaw, Murray et al., 2009).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빠른 혈전용해만이 불가피한 완전한 경색의 발병을

억제하기 위한 유일하게 확립된 치료방법이다(1995; 및 Choi, Bateman et al., 2006).

재조합 조직 플라스미

노겐 활성인자(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rt-PA)의 정맥내 투여에 의한 치료법은 허혈성 뇌
졸중의 발병(onset) 후 3시간 내에 행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하게 승인된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치료법이다
(Caplan, Mohr et al., 1997; 및 Lopez-Yunez, Bruno et al., 2001).

하지만,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혈전용

해 치료 후 성공적인 재관통(recanalization)을 이루는데 실패한다(Rha and Saver, 2007; 및 Lee et al.,
Stroke, 2007; 38: 192-193).

비록 폐색된 동맥이 혈전용해 치료법에 의해 성공적으로 재관통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회복(benefits)은 재관류 손상(Hallenbeck and Dutka, 1990), 뇌출혈(Adams et al., 2005) 및 재폐색
(Heo, Lee et al., 2003)의 위험에 의해 다시 약화된다.

또한, rt-PA는 신경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hen and Strickl, 1997; Wang, Tsirka et al., 1998; Nicole, Docagne et al., 2001; Yepes, Sandkvist et
al., 2002; 및 Matys and Strickl, 2003).
[0003]

재관통 전략은 그 효능이 증명되었지만, 적용가능성의 한계 및 잠재적인 부작용 때문에, rt-PA보다 더 효능이
좋은 신규한 혈전용해 제제(agents)를 개발하기 위한 많은 시도(efforts)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t-PA의

변이체들, 동물 소스로부터 유래한 플라스미노겐 활성인자들 및 마이크로플라스민을 포함한다.

상술한 약물들

(drugs)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닌다: (a) 피브린 특이성의 증대; (b) 혈장 내 반감기의 연장; (c) 플라스미노
겐 활성인자 억제제-1에 의한 억제능 감소; 및 (d) 신경독성의 회피.
였으며, 몇몇 약물들은 현재 효능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

이러한 약물들은 혈전 내 피브린을 타겟으로 한

하지만, 혈전은 혈소판-피브리노겐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혈전의 구성성분들이다.

여러 가지 약물들은 임상 실험을 완료하
또한, 트롬빈, 백혈구 및 적혈구세포도

피브린을 타겟으로 하는 혈전용해 제제들에 대한 혈전의 저항성은 뇌졸중 환자들에서

보여지는 낮은 재개통율(recanalization rates)의 주된 이유들 중 하나이고, 이러한 현상은 혈소판-풍부 혈전에
의한 폐색에서 보다 더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혈소판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법이 개선

된 혈전용해 효능을 위해 피브린을 타겟팅하는 치료법에 대한 선택적인 또는 추가적인 방법일 수 있다.
[0004]

인테그린 패밀리의 멤버인 혈소판 당단백질(Platelet glycoprotein, GP) IIb/IIIa는 고밀도로 혈소판 막 표면에
존재한다(Shattil and Ginsberg, 1997).

GPIIb/IIIa 수용체는 피브리노겐에 특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혈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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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 경로의 최종 단계를 매개한다(Phillips, Charo et al., 1988).
겟팅하는 것은 혈소판에 작용하는 약물 개발에 있어서 중요하다.

따라서, 혈소판 GPIIb/IIIa 수용체를 타
많은 혈소판 GPIIb/IIIa 길항제들이 개발되

어 졌는데, 이들은 GPIIb/IIIa에 대한 인간-마우스 키메릭 항체의 Fab 단편(abciximab), 비-펩타이드 유사체들
(티로피반 및 라미피반) 및 KGD 모티프를 포함하는 원형 헵타펩타이드 디스인테그린(eptifibatide)을 포함한다
(Seitz, Meisel et al., 2004; Abou-Chebl, Bajzer et al., 2005; 및 Eckert, Koch et al., 2005).

상술한

GPIIb/IIIa 길항제들은 불안정성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percutaneous
transfemoral coronary angioplasty, PTCA) 및 스텐트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이었다.

뇌졸중의 경우,

압식시맙(abciximab)은 증상이 발병한 지 5시간 내지 6시간이 지나고 처리된 환자들에서 그 효능을 나타내지 못
했다(Adams, Effron et al., 2008).

하지만, GPIIb/IIIa 길항제들은 재폐색된 뇌졸중 환자들에서 혈전을 용

해시키고 선택된 환자들에 효과적이다(Heo, Lee et al., 2003; Seitz, Hamzavi et al., 2003; Seitz, Meisel
et al., 2004; Eckert, Koch et al., 2005; 및 Chen, Mo et al., 2007).

또한, GPIIb/IIIa 억제제들은 동물

뇌졸중에서 미세혈관 개방을 유지하는데 유익하며 신경보호 효능을 가진다(Choudhri, Hoh et al., 1998; 및
Abumiya, Fitridge et al., 2000).
[0005]

한국 뱀독으로부터 정제되고 클로닝된 신규한 디스인테그린인 삭사틸린(Saxatilin)은 트리펩타이드 서열인
Arg?Gly?Asp(RGD)를 가지는데, 이 서열은 혈소판 GPIIb/IIIa 수용체에 대한 디스인테그린의 인지 부위
(recognition site)이다(Hong, Koh et al., 2002; 및 Hong, Sohn et al., 2002).

삭사틸린은 혈소판 응집

(Hong, Koh et al., 2002) 및 혈소판 활성화(Jang, Jeon et al., 2007) 상에 강력한 억제효능을 가져서, 혈전
생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0006]

본 명세서 전체에 걸쳐 다수의 논문 및 특허문헌이 참조되고 그 인용이 표시되어 있다.

인용된 논문 및 특허

문헌의 개시 내용은 그 전체로서 본 명세서에 참조로 삽입되어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수준 및 본 발명
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설명된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7]

본 발명자들은 이미 생성된 혈전을 용해하여 폐색되거나 좁아진 혈관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혈전 용
해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Arg-Gly-Asp 모티프(motif)를 포함하는 펩타이드가 혈관 내에 이미 생
성된 혈전을 효과적으로 용해하는 활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0008]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혈전 용해용 조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0009]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혈전 용해용 조성물을 포함하는 혈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의 치료용 약제학적 조
성물을 제공하는 데 있다.

[0010]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및 이점은 하기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에 의해 보다 명확하게 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1]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르면, 본 발명은 (a) Arg-Gly-Asp 모티프(motif)를 포함하는 펩타이드의 약제학적 유효
량; 및 (b)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혈전 용해용 조성물을 제공한다.

[0012]

트리펩타이드 서열인 Arg?Gly?Asp(RGD)은 디스인테그린의 인지 부위(recognition site)이며(Hong, Koh et al.,
2002; 및 Hong, Sohn et al., 2002), Arg-Gly-Asp 모티프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예가 디스
인테그린이다.
왔다.
다.

디스인테그린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은 기존에 알려져

그러나, 생체 내에서 이미 응집되어 생성되어 있는 혈전에 용해효과가 있는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
본 발명자는 디스인테그린과 같은 Arg-Gly-Asp 모티프를 포함하는 펩타이드가 혈관 내에 이미 생성된 혈

-5-

등록특허 10-1463181
전을 효과적으로 용해하는 활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0013]

본 명세서에서 용어 “Arg-Gly-Asp 모티프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는 혈전 내 존재하는 인테그린에 결합하여 혈
전을 용해해 낼 수 있는 아미노산 기반 분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펩타이드의 길이, 변형(modification)
여부, 전기적 특성 등을 불문하고 인테그린 인식 부위인 Arg-Gly-Asp 모티프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제한 없이 사
용될 수 있다.

[0014]

본 발명의 혈전 용해용 조성물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되는 Arg-Gly-Asp 모티프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는 혈전 내 존
재하는

인테그린,

바람직하게는

혈전을

구성하는

혈소판

표면의

GP(glycoprotein)IIb-IIIa에

경쟁결합

(competition binding)의 원리로 결합하여 혈소판 등을 피브리노겐 등 혈전의 구성 성분으로부터 떼어 내는 원
리로 혈전을 효율적으로 분해한다.
[0015]

일 구현예에서, 본 발명의 Arg-Gly-Asp 모티프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는 서열목록 제1서열 내지 제11서열로 구성
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서열로 표시되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펩타이드이다.

[0016]

다른 구현예에서, 본 발명의 Arg-Gly-Asp 모티프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는 서열목록 제1서열 내지 제11서열로 구
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서열로 표시되는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펩타이드이다.

[0017]

또 다른 구현예에서, 본 발명의 Arg-Gly-Asp 모티프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는 디스인테그린(disintegrin)이며, 예
컨대 삭사틸린(saxatilin), 로도스토민(rhodostomin), 알보라브린(albolabrin), 아플라긴(applagin), 바실리신
(basilicin),

바트록소스타틴(batroxostatin),

비티스타틴(bitistatin),

바부린(barbourin),

세레베린

(cereberin), 세라스틴(cerastin), 크로타트록신(crotatroxin), 두리신(durissin), 에키스타틴(echistatin),
엘레간틴(elegantin), 에리스티코핀(eristicophin), 플라보리딘(flavoridin), 플라보스타틴(flavostatin), 할
리신(halysin), 자라라신(jararacin), 자라스타틴(jarastatin), 자라린(jararin), 라체신(lachesin), 루토신
(lutosin), 몰로신(molossin), 살모신(salmosin), 테르게미닌(tergeminin), 트리그라민(trigramin), 트리메스
타틴(trimestatin), 트리무크린(trimucrin), 트리무타제(trimutase), 우슈리스타틴(ussuristatin) 및 비리딘
(viridin) 등이 있으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0018]

본 발명의 또 다른 구현예에서, 상기 Arg-Gly-Asp 모티프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는 삭사틸린이며, 바람직하게는
서열목록 제12서열의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된 삭사틸린이다.

[0019]

그 밖에도 혈전 용해 활성을 갖는 본 발명의 Arg-Gly-Asp 모티프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로는 바람직하게는 서열목
록 제1서열로 표시되는 올리고펩타이드(GRGDSP) 및 그의 고리형인 cyclic GRGDSP, 그리고 disulfide bond가 형
성되어 있는 서열목록 제2서열 내지 제11서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서열로 표시되는 올리
고 펩타이드 등이 있으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0020]

본 발명의 혈전 용해 유효 성분인 Arg-Gly-Asp 모티프(motif)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는 플라스미노겐 활성제와 같
은 기존의 알려진 혈전 용해제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으나, 기존에 알려진 다른 혈전 용해제 없이도 단독으로
이미 형성된 혈전을 매우 효과적으로 용해해내며, 재폐색이나 출혈 등의 부작용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0021]

일 구현예에서, 본 발명의 혈전 용해용 조성물은 플라스미노겐 활성제(Plasminogen activator)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22]

다른 구현예에서, 본 발명의 혈전 용해용 조성물의 혈전 용해 유효성분은 Arg-Gly-Asp 모티프(motif)를 포함하
는 펩타이드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23]

본 발명의 혈전 용해용 조성물은 상기 유효성분으로 사용되는 Arg-Gly-Asp 모티프를 포함하는 펩타이드 이외에
도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더 포함할 수 있다.

[0024]

본 발명의 혈전 용해용 조성물에 포함되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는 제제시에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서, 락토스, 덱스트로스, 수크로스, 솔비톨, 만니톨, 전분, 아카시아 고무, 인산 칼슘, 알기네이트, 젤라틴, 규
산 칼슘, 미세결정성 셀룰로스, 폴리비닐피롤리돈, 셀룰로스, 물, 시럽, 메틸 셀룰로스, 메틸히드록시벤조에이
트, 프로필히드록시벤조에이트, 활석,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및 미네랄 오일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상기 성분들 이외에 윤활제, 습윤제, 감미제, 향미제, 유화제, 현탁제,
보존제

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적합한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Pharmaceutical Sciences (19th ed., 1995)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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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본 발명은 상기 혈전 용해용 조성물을 포함하는 혈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의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

[0026]

본 발명의 혈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의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은 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한 혈전 용해용 조성
물을 이용하여 혈전을 용해하여 치료할 수 있는 대상 질병을 치료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이기 때문에, 상기 혈전
용해용 조성물과의 관계에서 공통된 내용은 본 명세서의 과도한 복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그 기재를 생략한다.

[0027]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이미 생성되어 덩어리진 혈전을 효과적으로 용해하여 상기 다양한 혈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단순히 혈전 생성을 예방하여

혈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긴 혈전을 녹여내어 혈관을 효과적으로 뚫는 원리
로 혈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을 치료한다.
[0028]

본 명세서의 용어 “폐색(occlusion)”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막혀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
태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본 발명에서 언급된 폐색의 정도는 측정된 혈류량에 기초하여 판단될 수 있다.

즉, 폐색의 정도는 부분적 폐색(partial occlusion) 또는 완전 폐색(complete occlusion)으로 분류되며, 부분
적 폐색은 정상 혈류량(baseline blood flow)의 50-60% 수준으로 감소된 경우를 의미하며, 완전 폐색은 90100% 수준으로 감소된 경우를 의미한다(참고: 도 2).
[0029]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유효성분으로 포함되는 상기 혈전 용해용 조성물이외에도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더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될 수 있는 담체는 상기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0030]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정맥내 주입, 동맥내 주입, 국소 주입, 뇌실내 주입, 척수강 주입, 피하 주입, 복
강 주입, 경피 투여 등으로 투여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혈관 내로 직접 주입되는 방식으로 투여될 수 있다.
혈관 내로 직접 투입되는 방식이란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포함하는 혈관, 예컨대 대동맥, 경동맥, 쇄골하동
맥, 복강동맥, 장간막동맥(mesenteric arteries), 신동맥, 장골동맥, 소동맥, 모세혈관, 소정맥을 포함하는 혈
관 내로 투여되는 것을 의미하며 혈전이 생긴 혈관 부위에 따라 적절하게 그 투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0031]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의 적합한 투여량은 제제화 방법, 투여 방식, 환자의 연령, 체중, 성, 병적 상태, 음
식, 투여 시간, 투여 경로, 배설 속도 및 반응 감응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다양하며, 보통으로 숙련된 의사는
소망하는 치료에 효과적인 투여량을 용이하게 결정 및 처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구현예에 따르면, 본 발

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의 1일 투여량은 0.001-1000 mg/kg이다.
[0032]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및/또는 부형제를 이용하여 제제화 함으로써 단위 용량 형태로
제조되거나 또는 다용량 용기 내에 내입시켜 제조될 수 있다.

이때 제형은 오일 또는 수성 매질중의 용액, 현

탁액 또는 유화액 형태이거나 엑스제, 분말제, 과립제, 정제 또는 캅셀제 형태일 수도 있으며, 분산제 또는 안
정화제를 추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0033]

Arg-Gly-Asp 모티프(motif)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를 혈전 용해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
물은 플라스미노겐 활성제와 같은 기존의 알려진 혈전 용해제와 함께 사용될 수도 있으나, 기존에 알려진 다른
혈전 용해제 없이도 단독으로 이미 형성된 혈전을 매우 효과적으로 용해해내며, 재폐색이나 출혈 등의 부작용도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

[0034]

일 구현예에서,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플라스미노겐 활성제(Plasminogen activator)를 포함하지 않는 것
을 특징으로 한다.

[0035]

다른 구현예에서,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의 혈전 용해 유효성분은 Arg-Gly-Asp 모티프(motif)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6]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에 의해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한 혈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을 포함하며, 예
컨대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disease, CVD),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arteriovascular disease),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CAD), 말초혈관질환(peripheral artery
disease, PAD) 등이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뇌졸중, 뇌경색, 뇌혈전증, 뇌색전증, 열공성 뇌경색, 급성 관동맥
증후군, 협심증, 대동맥 협착증, 심근경색증, 각차단, 뇌허혈, 급성 허혈성 심혈관질환(acute ischemic
arteriovascular event), 혈전성 정맥염, 정맥혈전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 폐색전증
(pulmonary embolism), 말초혈관질환,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혈관경련, 재협착증, 기구 혈관형성술 이후 재협착
증 및 혈관염에 의한 혈관 폐색증이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뇌졸중, 뇌경색, 뇌혈전증, 뇌색전증, 심근경색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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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0037]

본 명세서의 용어 “뇌혈관질환(cerebrovascular disease, CVD)”은 산소-풍부 혈액을 안면 및 뇌에 공급하는
혈관에서 일어나는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으로, 일반적으로 CAD 및/또는 PAD(peripheral artery disease)와 함께
발생하는 동반질환(comorbid disease) 뿐 아니라, 허혈성 질환 또는 혈류량의 부족을 야기하는 질환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CVD는 허혈성 뇌혈관질환, 급성 뇌경색,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정맥

류, 경증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또는 일과성 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s, TIA)
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38]

본 명세서의 용어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 또는 “동맥경화성 혈관질환(arteriosclerotic
vascular disease)”은 심장, 심장 판막, 혈액 및 몸의 혈관구조(vasculature)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상태를
분류하는데 이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로, 심장 또는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을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대사증후군, 증후군 X,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죽상혈전증, 관상동맥질환, 안정 및 불안정 협심증, 뇌졸중, 대동
맥 협착증 또는 대동맥류 같은 대동맥 질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또는 급성 허혈성 동맥경화성 이벤트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본

명세서의

용어

“동맥경화성

혈관질환

(arteriosclerotic vascular disease)”는 비-허혈성 질환보다는 허혈성 질환 또는 허혈유발성(proischemic)
질환을 의미한다.
[0039]

본 명세서의 용어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CAD)”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관상동맥)
이 죽상경화(atherosclerotic), 칼슘 침전에 의한 경화 및/또는 좁아져서 발생되는 동맥경화성 혈관질환을 의미
한다.

CAD는 심근으로의 혈류량 감소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심근이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궁극

적으로 괴사(necrosis)를 야기한다.

CAD는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심근경색(심장마비), 협심증(안정 및

불안정) 또는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서 발생하는 아테롬성 동맥경화증 및 죽상혈전증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0040]

본 명세서의 용어 “말초혈관질환(peripheral artery disease, PAD)”은 심장 및 뇌 이외의 곳에서 발생하는 아
테롬성 동맥경화증 및 죽상혈전증 같은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CAD와 함께 발생하는 동반질환(comorbid disease)
을 포함한다.

[0041]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단순히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원리로 상기 질병들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것이 아
니라, 이미 생긴 혈전을 녹여내어 혈관을 효과적으로 뚫는 원리로서 상기 혈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을 치료하
는 데 그 특징이 있다.

[0042]

예컨대 뇌경색의 경우,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방식의 약제학적 조성물(예컨대, 아스피린)은 이미 잘 알려져 있
다.

그러나, 일단 혈전이 생성되고 뇌혈관을 폐색시켜 뇌경색이 발병한 이상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제학적 조성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플라스미노겐 활성인자(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rt-PA)의 정맥내 투여에 의한 치료법은 뇌경색 발병 후 3시간 내에 행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하게 승인된 뇌경색
치료법이다.

하지만, 플라스미노겐 활성인자를 이용한 치료법의 경우 상기와 같은 시간적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혈전용해 치료 후 성공적인 재관통(recanalization)을 이루는데 실패하는 현실에
서, 이미 생성된 혈전을 효과적으로 용해해 낼 수 있는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일단 발병한 혈관 협착 또
는 폐색성 질환의 치료에 있어 매우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본 발명의 혈

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의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은 미세 혈관의 폐색도 효과적으로 치료하며 또한 재협착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0043]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본 발명은 서열목록 제3서열 내지 제11서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된 혈전 용해 활성을 갖는 펩타이드를 제공한다.

[0044]

본 발명의 펩타이드는 삭사틸린의 아미노산 서열(서열목록 제12서열)에 기반한 삭사틸린 유도체(즉, 결실 돌연
변이체(deletion mutant))로 삭사틸린의 활성, 즉 형성된 혈전에 대한 용해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
는 서열을 예측하여 최적화된 아미노산 서열로 제조된다.

[0045]

본 발명에서 제공되는 삭사틸린 유도체는 full-length 삭사틸린보다 약제학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0046]

우선, 본 발명에서 제공되는 삭사틸린 유도체는 full-length 야생형 삭사틸린과 비교하여 길이가 짧지만, 혈전
용해능이 유사하다(참조: 도 7 및 도 8).

-8-

등록특허 10-1463181
[0047]

둘째, 본 발명에서 제공되는 삭사틸린 유도체는 full-length 야생형 삭사틸린과 비교하여 면역원성이 감소되어
면역반응을 덜 유도하기 때문에, full-length 야생형 삭사틸린과 비교하여 안전성(safety)이 우수하다.

[0048]

세 번째, 본 발명에서 제공되는 삭사틸린 유도체는 full-length 야생형 삭사틸린과 비교하여 혈전용해치료에서
재관통 이후의 재폐색 빈도 및 혈류량 증감의 정도가 현저히 감소되어 안정적으로 정상혈류량을 유지하는 경향
을 나타낸다(참조: 도 7 및 도 8). 이와 같은 삭사틸린 유도체의 혈전 용해 패턴은, 야생형 삭사틸린과 비교하
여 치료학적으로 효능의 증대 및 부작용의 감소를 초래한다.

[0049]

본 명세서에서 용어 “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아미노산 잔기들이 서로 결합되어 형성된 선형의 분
자를 의미한다.

[0050]

본 발명의 펩타이드는 당업계에 공지된 화학적 합성 방법, 특히 고상 합성 기술(solid-phase synthesis
techniques)에 따라 제조될 수 있다(Merrifield, J. Amer. Chem. Soc. 85:2149-54(1963); Stewart, et al.,
Solid Phase Peptide Synthesis, 2nd. ed., Pierce Chem. Co.: Rockford, 111(1984)).

[0051]

본 발명의 펩타이드는 그 자체로서 천연의 삭사틸린보다 안정성이 우수하지만, 아미노산의 변형에 의해 안정성
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펩타이드의 C-말단은 히드록시기(-OH)

또는 아미노기(-NH2)로 변형될 수 있으며, 상기 펩타이드의 N-말단은 아세틸기, 플루오레닐 메톡시 카르보닐기,
포르밀기, 팔미토일기, 미리스틸기, 스테아릴기 및 폴리에틸렌글리콜(PEG)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보호
기가 결합될 수 있다.
[0052]

상술한 아미노산의 변형은 본 발명의 펩타이드의 안정성을 크게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 본 명세서에서 용어 “
안정성”은 인 비보 안정성 뿐만 아니라, 저장 안정성(예컨대, 상온 저장 안정성)도 의미한다.

상술한 보호기

는 생체 내의 단백질 절단효소의 공격으로부터 본 발명의 펩타이드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0053]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Arg-Gly-Asp 모티프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는 SX1(서열목록 제3
서열), SX2(서열목록 제4서열), SX3(서열목록 제5서열), XL1(서열목록 제6서열), XL2(서열목록 제7서열), XL3
(서열목록 제11서열), LS1(서열목록 제8서열), LS2(서열목록 제9서열) 및 LS3(서열목록 제10서열)을 포함하고,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SX1, SX2, SX3 및 XL2을 포함하며, 보다 더욱 더 바람직하게는 SX1 및 SX3을 포함하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SX1을 포함한다.

[0054]

본 발명에 따르면, 본 발명의 펩타이드는 형성된 혈전에 의한 혈관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Arg-Gly-Asp 모티프(motif)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는 혈전 형성을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미 형성된 혈전을 효과적으로 용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펩타이드는 혈관 폐색(부분 또는 완전

폐색)이 발생한 환자(예컨대, 뇌경색 환자)에게 적용되어 이미 형성된 혈전을 용해시킴으로써 매우 효율적으로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
[0055]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Arg-Gly-Asp 모티프(motif)를 포함하는 펩타이드의 처리 농도
는 1-100 mg/kg이고,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5-70 mg/kg이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10-40 mg/kg이다.

[0056]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에 따르면, 본 발명의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동물은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으며, 바
람직하게는 포유동물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인간, 마우스, 래트, 토끼, 원숭이, 돼지, 말, 소, 양, 영양, 개
또는 고양이를 포함하며,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인간 또는 마우스를 포함한다.

[0057]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현예에 따르면, 상기 동물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포함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대동맥, 경동맥, 쇄골하 동맥, 복강동맥, 장간막동맥(mesenteric arteries), 신동맥, 장골동맥, 소동맥, 모세혈
관, 소정맥을 포함하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대동맥 또는 경동맥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0058]

본 발명의 특징 및 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0059]

(i) 본 발명은 Arg-Gly-Asp 모티프(motif)를 포함하는 펩타이드를 포함하는 혈전 용해용 조성물, 이를 포함하는
혈관 협착 또는 폐색성 질환의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그리고 Arg-Gly-Asp 모티프(motif)를 포함하는 펩타이
드를에 관한 것이다.

[0060]

(ii) 본 발명의 조성물은 기존의 플라스미노겐 활성화 원리가 아닌 혈소판 표면 GPIIb-IIIa와 같은 혈전 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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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그린 타겟 원리를 채택하여, 이미 생성된 혈전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장점이 있다.
[0061]

(iii)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관통 후 재협착도 일으키지 않고, 미세혈관까지 효과적으로 개방시키며 신경보
호 효능이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62]

도 1a는 FeCl3-처리에 따른 폐색 패턴을 보여주는 결과로, FeCl3-처리 후 혈류량이 감소하다가 혈관이 완전히 폐
색되어 유지되었다.
도 1b는 실제 혈관에 생성된 혈전을 검출하기 위한 H&E 염색 결과로, 다섯 마리의 마우스에서 생성된 혈전의 크
기를 측정한 결과, 균일한 크기의 혈전이 생성되어 혈전용해제에 의한 효과를 검증하기에 적합한 모델로 판단되
었다.
도 2는 정상 혈관 및 폐색된 정도가 상이한 혈관에서 측정된 혈류량, 그리고 이의 혈관에 형성된 혈전을 검출한
결과이다.
도 3은 실시예에서 사용한 재조합 삭사틸린의 투여량에 따른 혈류량의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삭사틸린의

투여량이 증가함에 따라 혈류량(혈류시간 곡선 아래의 면적)이 거의 기본 레벨(baseline)로 회복되었다(5 mg/kg
과 10 mg/kg의 삭사틸린 투여군).
도 4는 실시예에서 사용한 삭사틸린의 투여방법에 따른 혈전용해 효능을 비교한 결과이다.
화살표는 재폐색이 일어나는 시점을 나타낸다.

패널 A의 파란색

패널 A의 B는 볼루스 주입(bolus injection)을 의미하며, I는

연속적인 정맥 내(intravenous) 주입을 나타낸다.
도 5는 실시예에서 사용한 삭사틸린의 투여량에 따른 혈전용해 효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FeCl3-유도된 동물에

지시된 농도의 삭사틸린을 투여하여 2시간 동안 혈류량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도 6은 삭사틸린과 삭사틸린 유도체(SX1 및 SX3)의 혈소판 응집 억제 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도 7은 40 mg/kg의삭사틸린과 삭사틸린 유도체(SX1 및 SX3)의 처리를 통한 혈류량의 변화를 측한 결과이다.
도 8은 20 mg/kg의삭사틸린과 삭사틸린 유도체(SX1 및 SX3)의 처리를 통한 혈류량의 변화를 측한 결과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63]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 실시예는 오로지 본 발명을 보다 구체

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요지에 따라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는 것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0064]

실시예

[0065]

실험방법

[0066]

실험 동물 및 FeCl3에 의한 혈전생성모델

[0067]

8주령의 수컷 ICR(Institute of Cancer Research) 마우스(주 오리엔트 바이오)를 이용하였다.

실험실 동물의

관리 및 이용은 이에 대한 NIH의 지침에 합당한 제도적으로 승인된 프로토콜에 따라 실시하였다.
살펴보면, 동물은 70% N2O 및 30% O2의 혼합물 내 5% 이소플루란의 흡입을 통해 마취시켰다.

수술 과정을

마취는 2% 이소플

루란으로 유지시켰다. 수술 과정 동안, 동물의 체온은 직장용 프로브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으며, 항온피복
조절 유니트(Homeothermic blanket control unit) 및 히팅 패드(Harvard Apparatus, Holliston, MA)를 이용하
여 37.0± 0.2?로 유지하였다.

삭사틸린의 인 비보 혈전용해 활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FeCl3(Sigma Aldrich,

USA)으로 유도된 경동맥 혈전 모델을 이용하였다.

경부 정중절개(midline cervical incision)를 실시하여 좌

측 총경동맥을 수술 현미경하에서 조심스럽게 해부하였다.

초음파 도플러 유속프로브(ultrasonic Doppler ?ow

probe; Transonic MA0.7PSB)를 총경동맥(CCA)의 중앙부위에 위치시켰다.

경동맥 혈류량은 초음파 TS420 혈류

량계(Transonic Instruments, Ithaca, NY) 및 iWorx IX-304T 데이터 획득 시스템(iWorx Systems, Inc., Dover,

- 10 -

등록특허 10-1463181
NH)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서 CCA의 기본 혈류량을 5분 동안 측정하였다. 대조군 기본 혈류량의

결정 후, 프로브를 제거하였다.

노출된 CCA 중앙지점의 바깥쪽 표면(adventitial surface)에 50% FeCl3로 포

화된 여과지(700 × 500 ㎛)를 5분 동안 접촉시킴으로써 화학적 스트레스에 의한 산화적 혈관 손상이 유도되었
다.

여과지를 제거한 후, CCA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이의 혈류량을 측정하였다.

혈류량의 감소를 통해

혈전 형성 및 동맥 폐색을 결정하였으며, 완전 폐색(complete occlusion)은 혈류가 10분 동안 부재한 경우로 정
의되었다.

[0068]

혈전의 조직학적 분석 및 크기 측정

[0069]

혈전 형성 및 크기에서 모델의 일치성(consistency)을 평가하였다.

완전 폐색 10분 후, 손상된 CCA 절편들을

적출하여 4% 파라포름알데하이드에 담가 고정시키고 조직학적 분석을 위해 파라핀에 임베드시켰다.
록을 3 ㎛-두께로 수직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절단하였다.

파라핀 블

절단된 슬라이스들을 유리 슬라이드에 마운팅하여 헤

마톡실린(Dako, Denmark) 및 에오신(Sigma Aldrich, USA)으로 염색하였다.

각 동물에서 혈전의 크기(수직 길

이 및 영역)는 가장 큰 혈전 크기를 보이는 슬라이스에서 Scion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Scion Co., Frederick,
MA, USA)를 이용함으로써 측정하였다.

[0070]

혈전용해 제제로 사용한 재조합 삭사틸린

[0071]

본 실시예에서 혈전용해 제제로 사용한 삭사틸린(recombinant saxatilin)은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20020064787호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분리 정제한 재조합 삭사틸린 단백질을 사용하였으며 그 아미노산 서열은 서열
목록 제12서열에 나타내었다.

[0072]

재조합 삭사틸린에 의한 정맥내 혈전용해

[0073]

CCA 폐색 10분 후, PE-10 튜빙과 연결된 주입펌프(KD Scinetific Inc., USA)을 이용하여 좌측 대퇴부 정맥을
통해 삭사틸린을 `정맥내투여하였다.

경동맥 혈류량을 주입 개시시간부터 2시간동안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

다.

[0074]

삭사틸린의 용량-반응(dose response)

[0075]

삭사틸린의 용량-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동물을 임의적으로 7개의 군(각 군은 5마리의 마우스를 포함)으로 나누
었다:

생리식염수(대조군), 1, 1.75, 2.5, 3.75, 5.0 및 10.0 mg/kg의 삭사틸린이 투여된 군. 투여량(dose)

의 10% 정도는 볼루스(bolus)로 정맥 내 투여하고 나머지는 60분 동안 연속적으로 주입되었다.

[0076]

삭사틸린의 투여방법

[0077]

혈전용해에 있어서 삭사틸린의 효과는 투여방법에 따라 평가되었다.

본 실험을 위해, 각 동물에서 5 mg/kg의

삭사틸린의 총 투여량을 이용하였고 동물을 임의적으로 4개의 군(각 군은 5마리의 마우스를 포함)으로
나누었다:

(a) 총 투여량(5 mg/kg)의 볼루스 주입; (b) 폐색 후 10분 째에 삭사틸린 투여량의 반(2.5 mg/k

g)을 주입하고 첫 번째 볼루스 주입 후 60분 째에 삭사틸린 투여량의 반을 주입하는 이중 볼루스 주입; (c) 폐
색 후 10분 째에 삭사틸린 투여량의 반(2.5 mg/kg)을 주입하고 나머지 투여량을 60분 동안 연속적으로 주입; 및
(d) 폐색 후 10분 째에 삭사틸린 투여량의 10%(0.5 mg/kg)를 주입하고 나머지(4.5 mg/kg)를 60분 동안 연속적으
로 주입.

[0078]

재관통의 확인

[0079]

혈류량을 측정함으로써 재관통 여부 및 그 정도를 측정하였다.

기본 혈류량에 대한 데이터 및 CCA 폐색 후 2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된 혈류량에 대한 데이터가 iWorx Labscribe2 데이터 획득 소프트웨어(version
2.045000)를 이용하여 얻어졌다.

혈류량 모니터링 후 2시간째에 모든 마우스에서 CCA를 얻어 4% 파라포름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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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 용액으로 고정하고 조직학적 조사를 위해 파라핀에 임베드시켰다.

파라핀 블록을 3 ㎛-두께로 가로방

향으로 연속적으로 절단하고 유리 슬라이드에 마운팅하여 헤마톡실린 및 에오신으로 염색하였다.

[0080]

삭사틸린의 용량-반응(dose response)

[0081]

혈류시간(flow-time) 곡선 아래의 면적에 의해 경동맥 혈류량을 분석하였다.

동물들 간의 생리학적 조건의 변

이에 따라 야기되는 오차(differences)를 피하기 위해, 모든 측정된 수치들은 각 동물의 최소 혈류에 의해 표준
화시켰다.

혈전용해 효과를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정상 혈류량의 평균값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사틸린 투여 후 2시간동안의 평균 혈류량/정상 혈류량의 평균값) × 100(%).

(삭

용량-반응 연구에서 각 군의 평

균값이 계산되고 이를 용량반응곡선으로 나타냈다(평균값±표준편차).

[0082]

혈전용해 효과의 시간-패턴(Time-pattern)

[0083]

각 동물에서 매 1분 동안 혈류량의 평균을 계산하였고, 삭사틸린의 투여량 및 투여방법에 대해 각각 대표적인
패턴을 시간-의존적으로 보여줬다.

각 군에서 모든 동물의 평균값을 계산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속적

인 막대그래프로 보여줬다(평균값±표준편차).

[0084]

재관통 시간

[0085]

효과적인 재관통(effective recanalization)을 위한 삭사틸린의 투여 시기가 조사되었다.

효과적인 재관통은

정상 레벨의 50%의 혈류량이 회복되어 적어도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0086]

뱀독-유래 삭사틸린 유도체의 발현 시스템 확립

[0087]

서열 최적화된 삭사틸린 유도체의 클로닝 및 pPIC9 벡터의 제작

[0088]

삭사틸린 유도체의 발현 시스템으로 Pichia 발현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한 벡터를 제작하였다.

[0089]

먼저, 펩타이드 서열 최적화 단백질을 제작하기 위해, 삭사틸린 유전자가 Pichia 숙주세포 내에서 발현될 때
Pichia 코돈 선호도(codon usage frequency)에 적합하도록 코돈 최적화(codon optimization)를 수행하여 최적
화된 유전자 뉴클레오타이드 서열로 변환하였다(서열목록 제13서열 내지 서열목록 제21서열).

상기 최적화된

-

유전자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은 Pichia 숙주세포(GS115, His ;㈜아이진)에서 발현시키기에 적합한 pPIC9 벡터
(Invitrogen)에 클로닝하도록 고안하였다.

보다 상세하게는, 삭사틸린 유도체 유전자의 5’-부위에 XhoI 제한

효소 위치를 포함시키고, 3’-부위에는 EcoRI 제한효소 위치를 포함시켰다.

Pichia 숙주세포(GS115) 발현용

벡터인 pPIC9 벡터의 MCS(multicloning site)에 위치한 XhoI과 EcoRI 제한효소 사이에 유전자를 삽입시켰다.
상기 pPIC9 벡터에 클로닝된 삭사틸린 유전자는 N-말단 부위에 효모 α-factor와 결합된 융합 단백질 형태로 발
현되도록 제작하였다.

이때, 상기 효모 α-factor는 단백질을 세포 외부로 분비하기 위한 시그널 서열로 기능

하면서 세포 외부로 분비될 때 절단되어 제거되었다.

상기 합성된 삭사틸린은 배양액으로 분비되므로 회수한

배양액을 정제하여 유효활성 분석용 삭사틸린 시료로 이용하였다.

[0090]

삭사틸린 유도체 발현 벡터 보존용 균주 제작

[0091]

발현 벡터의 분리/정제 및 보존을 위하여 대장균(DH5α에 형질전환 시켜 보존용 균주(Glycerol stock, -70℃ 보
관)를 제작하였다.

Pichia pastoris 형질전환을 위하여, Pichia 숙주세포(GS115)의 형질전환 과정에서는 대장

균 형질전환에 비하여 많은 양의 발현 벡터를 이용하였다. 상기 삭사틸린 유전자의 염색체 삽입 과정인 위치-특
이적 재조합(site specific recombination)의 유도하기 위하여 발현 벡터의 특정 유전자 부위(HIS4 locus) 절
단을 통해 플라스미드 선형화시켰다(즉, pPIC9 벡터의 경우 SalI 또는 StuI 사용하여 절단).

GS115 컴피턴트

세포에 10-50 ㎍의 선형화된 발현 벡터 플라스미드와 40 ㎍의 운반(carrier) DNA(salmon sperm DNA)를 혼합하
여 형질전환시켰다.

이후, 성장이 양호한 단일 콜로니를 선별하였다.

형질전환으로 세포 내 도입된 삭사틸

린 유전자가 Pichia(GS115) 염색체 상의 his4 유전자 사이에 삽입 되었는지를 게놈 DNA를 추출하여 PCR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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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하였다.

[0092]

삭사틸린 유도체의 발현 검증

[0093]

유전자의 삽입이 확인된 Pichia 균주 중 일부를 선별하여 재조합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후보

(candidate) 균주를 플라스크 규모로 배양하고 SDS-PAGE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0094]

삭사틸린 유도체의 발현 및 정제

[0095]

활성 분석용 삭사틸린 유도체 시료 제작

[0096]

삭사틸린 유도체 단백질 시료의 제조를 위하여, 상기 선별된 균주를 대량으로 플라스크 배양하였다.

배양 조

건은 메탄올 투입량과 대사에 사용될 산소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기 균주 배양 조건과 동일하
였다.
다.

간략하게는, 상기 균주를 이용한 발효는 발효기 Fed-batch(KF7; ㈜KBT)를 이용하여 30℃에서 실시하였
상기 발효기 시스템은 7리터(실제, 5리터로 실시)이며, 제어 시스템은 온도/rpm/Air/O2/pH/DO이고, 운전

모드는 Batch & Fed-batch, 반-연속(Semi-continuous)모드였다.

우선, 상기 균주를 YNB 배지(1 리터 당Yeast

Nitrogen Base 1.7 g, 암모니움 설페이트 5.0 g, 포타슘 포스페이트(monobasic) 11.5 g, 포타슘 포스페이트
(dibasic) 2.85 g, 글라이세롤 10 g)에서 하루 동안 배양하고, 얻어진 상기 배양액을 batch 배양(pH 5.0;
Start-up Medium, 2리터 당 인산 54 ml, 칼슘 설페이트(무수) 1.8 g, 포타슘 설페이트 36 g, 마그네슘 설페이
트(7H2O) 30 g,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8.26 g, 글라이세롤 80 g, TMS(Trace metal solution) 8.8 ml)로 하루
동안 배양시켰다.

상기 TMS 용액(실온 보관)은 적량의 증류수에 CuSO4-5H2O 6.0 g, MnSO4-5H2O 4.28 g, ZnCl2

20.0 g, FeSO4-7H2O 65.0 g, H2SO4 5 ml, NaI 0.08 g, Na2MoO4-2H2O 0.2 g, Boric acid 0.02 g, CoCl2-6H2O 0.92
g, Biotin 0.2 g을 순서대로 첨가하여 잘 녹인 후, 1 리터로 부피를 맞추고 0.2 ㎛ 필터로 멸균하여
제작하였다.

상기 batch 배양액을 8-10시간 동안 Glycerol Fed-batch 배양(GFBM, pH 5.0; 0.5 리터의 글라이

세롤을 0.5리터의 증류수와 혼합하여 스팀 멸균시키고 실온으로 냉각시킨 다음 GFBM 1리터 당12 ml의 TMS를 첨
가하여 제작하였다)을 실시하였다.

상기 배양액에 메탄올(MeOH)을 3시간 동안 처리하여 단백질 유도를 시킨

후, 3일 동안 MeOH Fed-batch 배양(MFBM, pH 5.0; 99.9% 공업용 메탄올 1리터 당 TMS 12 ml를 혼합하여 제작하
였으며, 별도의 멸균처리없이 즉시 사용하였고, 용기 및 배관은 스팀 멸균하여 사용하였다)을 실시하였다.
기 배양은 필요에 따라 MeOH 반-연속 배양으로 실시하였다.

상

이때, MeOH 처리율(feed rate)은 DO-STAT(DO set

pt., min. 6ppm)을 이용하여 1일째에는 6-15 ml/liter/hr이고, 2-3일째에는 15-20 ml/liter/hr였다.

한편,

산소는 GFBM 배양부터 공급하였으며, 순수 산소의 공급량은 0.2-0.4 vvm이었다.

[0097]

삭사틸린 유도체의 분리 정제 프로토콜

[0098]

삭사틸린 유도체들(SX1, SX2, SX3, XL1, XL2, XL3, LS1, LS2 및 LS3)의 분리 정제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0099]

먼저, 삭사틸린 유도체가 형질전환된 효모 균주는 고밀도 세포배양된 후, 발효 상층액(supernatant)을 회수하였
다.

레진 흡착을 위해 상기 상층액에 암모니움 설페이트(A/S)를 2 M의 농도까지 전처리하고, 캡처 크로마토그

래피(Capturing chromatography)를 실시하였다.

페닐 세파로오스 6FF 레진을 75 ml의 Phenyl Sepharose

FF(GE Healthcare) 컬럼에 패킹한 후, 상기 상층액을 로딩하였다.

보다 규모가 큰(scale-up) 개선 프로토콜에

따라 발효상층액을 흡착시키고 5배의 컬럼 용량(5 CV)의 평형화 완충액(2.0 M A/S in PBS) 및 4배의 컬럼 용량
(4 CV)의 세척 완충액(1.5 M A/S in ×0.5 PBS)으로 세척한 후, 1.0 M, 0.8 M, 0.7 M, 0.5 M A/S 농도로 활성
풀(active pool)을 용출한 결과, ×0.5 PBS 완충액 + 0.8 M A/S’의 용출 완충액을 이용하여 용출한 결과가 품
질과 수율 면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컬럼의 재활성화(Regeneration)는 3배의 컬럼 용량(3 CV)의 1 N NaOH 및

5배의 컬럼 용량(5 CV)의 증류수로 실시하였다.
[0100]

둘째로, 상기 얻어진 용출 완충액을 이용하여 연마성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였다.

상기와 동일한 조건의 전

처리 후, 레진을 215 ml의 SOURCE30 RPC/FINELINE Pilot35(GE Healthcare) 컬럼에 패킹한 후, 상기 용출 완충
액을 로딩하여 흡착시켰다.

5배의 컬럼 용량(5 CV)의 평형화 완충액(0.1% TFA in DDW) 및 5배의 컬럼 용량(5

CV)의 세척 완충액(0.1% TFA in 10% Acetonitrile(ACN))으로 세척한 후, 활성 풀을 3배의 컬럼 용량(3 CV)의
용출 완충액(0.1% TFA in 30% ACN)으로 용출하였다.

이후, 컬럼의 재활성화는 3배의 컬럼 용량(3 CV)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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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aOH(in 40% ACN)로 실시하였다.
[0101]

세 번째로, Sephadex LH20 크로마토그래피(GE Healthcare)를 실시하였다.
정제품으로 적용하기 위해 최종 보관용 완중액으로 교환하였다.

우선, RPC로부터 얻어진 활성 풀은

이를 위해, MWCO 5KDa UF를 사용하였는데, 삭

사틸린 분자량이 7.7 kDa이라서 다소간 수율 감소가 예상되었으며, 최종 결과에서도 10% 이상의 감소를 나타냈
다.

특히, RPC 활성 풀에는 유기용매인 아세토니트릴이 약 30% 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용매를 사용할

수 있는 UF 막을 사용하였다.

한편, UF법 대안으로 젤 여과(Gel Filtration)를 사용할 수 있는데, Sephadex

LH20은 유기용매를 사용할 수 있는 레진으로서 삭사틸린 탈염에 매우 적합하고, 이를 실시하여 최종 삭사틸린
유도체를 얻었다.
[0102]

얻어진 삭사틸린 유도체를 0.2 ㎛의 필터를 이용하여 멸균한 후, 순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고순도의 삭사틸

린 유도체를 동결 건조하고 멸균 패킹하여 투여 전까지 -80℃에 보관하였다.
[0103]

이후, 삭사틸린 유도체에 의한 정맥내 혈전용해 및 용량-반응은 상술한 재조합 삭사틸린의 방법과 동일하게 실
시하였다(도 7 및 도 8).

[0104]

실험 결과

[0105]

동물 모델의 일치성

[0106]

FeCl3를 5분 동안 처리한 후, CCA의 혈류량은 조사된 모든 동물에서 거의 제로까지 빠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다(도 1a).

CCA의 혈전성 폐색을 조직학적 분석으로 확인하였다(도 1b).

였다(길이, 1.139± 0.091 ㎜; 면적, 0.799± 0.139 ㎟).

혈전의 크기는 동물들 간에 유사하

삭사틸린 처리군의 혈관을 조직학적으로 분석한 결

과, 혈류량이 완전히 회복된 마우스의 경동맥 내부에서는 혈전이 거의 모두 소실된 것이 관찰되었으나 부분적으
로 회복된 마우스에서는 혈전이 일부 남아있었으며, 혈류량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혈관이 혈전에 의해
여전히 폐색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도 2).

[0107]

삭사틸린의 투여량-의존적 혈전용해 효과

[0108]

r-삭사틸린의 투여량-의존적 효과는 혈류시간(flow-time) 곡선 아래의 면적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하였
다(도 3).

생리식염수 처리군(2.47± 1.07%)과 비교하여 삭사틸린 처리군은 1 mg/kg(2.36± 0.78%) 또는

1.75 mg/kg(4.97± 3.94%)의 투여량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야기하지 않았다.

혈류량의 회복은 2.5

mg/kg(32.50± 33.70%)의 투여량에서부터 관찰되었으며, 투여량-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사틸린의 투여로 거의 정상 수준(94.50± 20.47%)까지 회복되었다.

혈류는 5 mg/kg의 삭

5 mg/kg과 10 mg/kg의 삭사틸린 투여군 간

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0109]

투여방법에 따른 삭사틸린의 효과

[0110]

최적화된 삭사틸린의 정맥 내 투여방법은 용량-반응 연구에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 5 mg/kg의 총 투여량을 이
용하여 결정하였다.

정상 혈류량과 비교하여 투여군들에서의 혈류량의 평균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a) 총

투여량(5 mg/kg)의 볼루스 주입군, 77.01± 46.11%; (b) 투여량의 반을 각각 이용한 이중 볼루스 주입군, 85.23
± 29.95%; (c) 투여량의 반을 주입하고 나머지 투여량을 연속적으로 주입하는 군, 80.72± 30.13%; 및 (d) 총
투여량의 10%를 주입하고 나머지 투여량을 연속적으로 주입하는 군, 94.50± 20.47%.
[0111]

혈전용해 효과의 감소는 투여방법에 따라 다른 시점(time points)에서 관찰되었다.
같은 시점에 관찰되었다:

갑작스런 재폐색은 다음과

(a) 이중 볼루스 주입된 마우스에서 첫 번째 주입 후 약 50분 째; (b) 총 투여량의

볼루스 주입 후 약 100분 째; 및 (c) 투여량의 절반이 볼루스 주입되고 나머지가 연속적으로 주입된 후 약 110
분 째(도 4).

총 투여량의 10%를 주입하고 나머지 투여량을 연속적으로 주입하는 마우스에서는 어떠한 재폐색

도 관찰되지 않았다.

[0112]

삭사틸린에 의한 재관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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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생리식염수가 투여된 마우스 및 1 mg/kg 또는 1.75 mg/kg의 삭사틸린이 투여된 마우스에서는 효과적인 재관통이
관찰되지 않았다.

2.5 mg/kg의 삭사틸린이 투여된 다섯 마리의 마우스 중 두 마리, 및 3.75 mg/kg의 r-삭사틸

린이 투여된 다섯 마리의 마우스 중 세 마리에서만 효과적인 재관통이 일어났다.
[0114]

효과적인 재관통은 정상 혈류량의 50% 이상이 회복되어 적어도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도 5).
5 mg/kg 또는 10 mg/kg의 r-삭사틸린이 투여된 모든 마우스에서 효과적인 재관통이 관찰되었다(도 5).
적인 재관통 시간은 투여량에 따라 다음과 같다:

효과

(a) 2.5 mg/kg의 r-삭사틸린이 투여된 마우스, 32.92±23.52

분; (b) 3.75 mg/kg의 삭사틸린이 투여된 마우스, 21.75±21.62분; (c) 5 mg/kg의 삭사틸린이 투여된 마우스,
13.92±6.02분; 및 (d) 10 mg/kg의 삭사틸린이 투여된 마우스, 19.46±19.75분.
사틸린의 투여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다.

mg/kg의 삭사틸린이 처리된 모든 마우스는 효과적인 재관통을 나타냈다.
같다:

또한, 효과적인 재관통은 삭

총 투여량의 볼루스 주입으로 처리된 두 마리의 마우스를 제외한 5
효과적인 재관통 시간은 다음과

(a) 총 투여량의 볼루스 주입군, 2.86±0.22분; (b) 이중 볼루스 주입군, 13.44±26.31분; (c) 투여량

의 반을 주입하고 나머지 투여량을 연속적으로 주입하는 군, 19.48±25.94분; 및 (d) 총 투여량의 10%를 주입하
고 나머지 투여량을 연속적으로 주입하는 군, 13.92±6.02분.

효과적인 재관통 시간은 총 투여량의 10%를 주

입하고 나머지 투여량을 연속적으로 주입하는 군보다 총 투여량의 볼루스 주입군에서 더 짧았다(p = 0.004).

[0115]

삭사틸린 처리 후 사망률 및 출혈

[0116]

총 51마리의 동물을 삭사틸린의 혈전용해효과의 검증에 이용하였다.

이들 중, 5 mg/kg의 삭사틸린의 볼루스

주입 후 약 90분 째에 경부절개 위치에서의 출혈로 인해 한 마리의 동물이 사망하였으며, 다른 한 마리는 사망
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부위에서의 출혈을 보였다.

[0117]

삭사틸린 유도체의 활성 측정

[0118]

인 비트로 혈소판 응집 어세이

[0119]

마우스 PRP(platelet rich plasma)에 삭사틸린 유도체 및 ADP를 투여하여 응집측정기(Aggregometer; CHRONOLOG, USA)를 이용하여 응집 정도를 측정하여 본 발명의 삭사틸린 유도체의 활성을 평가하였다(표 1).

표 1
[0120]

삭사틸린 및 삭사틸린 유도체들의 인 비트로 활성
억제제

IC50(nM)

삭사틸린
SX1
SX2
SX3
XL1
XL2
XL3
LS1
LS2
LS3

[0121]

176
349
991
918
1,007
986
1,064
1,117
1,009
1,003

표 1 및 도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발명의 삭사틸린 유도체인 SX1(349) 및 SX3(918)의 활성이 가장 높았으
며, 삭사틸린과 유사한 혈소판 억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0122]

종합해 보면, 상기 모든 삭사틸린 및 삭사틸린 유도체의 효과 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지라도, 처리 농도의
범위에 따른 응집 억제의 정도를 비교한 경우에, 본 발명의 삭사틸린 유도체의 처리(예컨대, SX1, 1 μM; SX3,
4 μM)가 상기 삭사틸린(약 0.7 μM)의 효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도 6).

[0123]

삭사틸린 유도체의 혈전용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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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삭사틸린과 삭사틸린 유도체(SX1, SX3)의 혈전용해효과는 상기 실험들과 동일하게 혈류시간(flow-time) 곡선 아
래의 면적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도 7 및 도 8).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삭사틸린 및 삭사틸린 유도체의 투여용량은

20 mg/kg을 처리한 경우, 삭사틸린 투여군은 60.92 ± 39.52%의 혈류량을 회복하였고,

SX1 투여군은 78.56 ± 16.24%, SX3 투여군은 69.15 ± 14.89%의 혈류량을 회복하였다.

40 mg/kg의 용량을

투여했을 때에는 삭사틸린과 삭사틸린 유도체(SX1, SX3) 투여군 모두 정상혈류량까지 회복하여 재폐색 없이 유
지되었다.

재폐색은 없었지만, 20 mg/kg의 용량을 투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삭사틸린에 비해 삭사틸린

유도체(SX1, SX3)를 투여했을 때 혈류량 증감의 정도가 적어 혈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도
7).

20 mg/kg의 투여용량에서는 혈류량이 회복된 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기존 삭사틸린에 비해 삭

사틸린 유도체(SX1)에 의한 혈전용해치료에서 재관통 이후의 재폐색 빈도 및 혈류량 증감의 정도가 현저히 줄어
안정적으로 정상 혈류량을 유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도 8).

[0125]

이상으로 본 발명의 특정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는바,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인 기술은 단지 바람직한 구현 예일 뿐이며, 이에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하다.
본 발명 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과 그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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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Ala Arg Gly Asp Asp Met Asp Asp Tyr Cys Asn Gly Ile Ser Ala
35

40

45

Gly Cys Pro Arg Asn Pro Phe His 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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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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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 Ala Thr Cys Lys Leu Arg Pro Gly Ala Gln Cys Ala Glu Gly 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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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 Cys Asp Gln Cys Arg Phe Met Lys Glu Gly Thr Ile Cys Arg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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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Arg Asn Pro Phe His 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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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 Lys Leu Arg Pro Gly Ala Gln Cys Ala Glu Gly Leu Cys Cys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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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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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Asp Met Asp Asp Tyr Cys Asn Gly Ile Ser Ala Gly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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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oligo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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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Ala Ala Thr Cys Lys Leu Arg Pro Gly Ala Gln Cys Ala Glu Gly
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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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u Cys Cys Asp Gln Cys Arg Phe Met Lys Glu Gly Thr Ile Cys 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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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Ala Arg Gly Asp Asp Met Asp Asp Tyr Cys Asn Gly Ile Ser 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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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Gly Cys Pro Arg Asn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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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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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go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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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 Ala Thr Cys Lys Leu Arg Pro Gly Ala Gln Cys Ala Glu Gly Leu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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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 Cys Asp Gln Cys Arg Phe Met Lys Glu Gly Thr Ile Cys Arg Me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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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la Arg Gly Asp Asp Met Asp Asp Tyr Cys Asn Gly Ile Ser Ala 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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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 Pro Arg Asn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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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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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go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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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 Thr Cys Lys Leu Arg Pro Gly Ala Gln Cys Ala Glu Gly Leu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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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 Asp Gln Cys Arg Phe Met Lys Glu Gly Thr Ile Cys Arg Met 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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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 Gly Asp Asp Met Asp Asp Tyr Cys Asn Gly Ile Ser Ala Gly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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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Arg Asn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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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go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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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 Lys Leu Arg Pro Gly Ala Gln Cys Ala Glu Gly Leu Cys Cys 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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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n Cys Arg Phe Met Lys Glu Gly Thr Ile Cys Arg Met Ala Arg 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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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Asp Met Asp Asp Tyr Cys Asn Gly Ile Ser Ala Gly Cys Pro A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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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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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223>
<400>

SX-1

13

gatgctgcaa cctgtaaact gagaccaggg gcgcagtgtg cagaaggact gtgttgtgac

60

cagtgcagat ttatgaaaga aggaacaata tgccggatgg caaggggtga tgacatggat

120

gattactgca atggcatatc tgctggctgt cccagaaatc ccttccatgc ctaataa

177

<210>

14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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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223>
<400>

SX-2

14

gctgcaacct gtaaactgag accaggggcg cagtgtgcag aaggactgtg ttgtgacc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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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cagattta tgaaagaagg aacaatatgc cggatggcaa ggggtgatga catggat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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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gcaatg gcatatctgc tggctgtccc agaaatccct tccatgccta a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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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aacctgta aactgagacc aggggcgcag tgtgcagaag gactgtgttg tgaccagt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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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tttatga aagaaggaac aatatgccgg atggcaaggg gtgatgacat ggatgat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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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caatggca tatctgctgg ctgtcccaga aatcccttcc atgcctaat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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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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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taaactga gaccaggggc gcagtgtgca gaaggactgt gttgtgacca gtgcagattt

60

atgaaagaag gaacaatatg ccggatggca aggggtgatg acatggatga ttactgc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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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catatctg ctggctgtcc cagaaatccc ttccatgcct aat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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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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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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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Sequence

<220><223>
<400>

165

XL-2

17

tgtaaactga gaccaggggc gcagtgtgca gaaggactgt gttgtgacca gtgcaga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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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gaaagaag gaacaatatg ccggatggca aggggtgatg acatggatga ttactgc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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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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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taaactga gaccaggggc gcagtgtgca gaaggactgt gttgtgacca gtgcaga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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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gctgcaacct gtaaactgag accaggggcg cagtgtgcag aaggactgtg ttgtgaccag

60

tgcagattta tgaaagaagg aacaatatgc cggatggcaa ggggtgatga catggat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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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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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gcaacctgta aactgagacc aggggcgcag tgtgcagaag gactgtgttg tgaccagtgc

60

agatttatga aagaaggaac aatatgccgg atggcaaggg gtgatgacat ggatgattac

120

tgcaatggca tatctgctgg ctgtcccaga aatccctaat aa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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