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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08540 뉴저지주 프린스톤 요크 드라이브 121

(74) 대리인 주성민

김영

심사관 : 임혜준

(54) 폴리펩티드 및 이를 암호화하는 핵산

요약

본 발명은 신규 폴리펩티드 및 이를 암호화하는 핵산 분자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핵산 서열을 포함하는

벡터 및 숙주세포, 이질성 폴리펩티드 서열과 융합된 본 발명의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키메라 폴리펩티드, 본 발명의

폴리펩티드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본 발명의 폴리펩티드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색인어

폴리펩티드, 핵산, 상동성, 벡터, 숙주세포, 키메라 분자, 항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규 DNA의 동정과 단리 및 상기 DNA가 암호화하는 신규 폴리펩티드의 재조합 제조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세포외 단백질은 다세포 유기체의 형성, 분화 및 상태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개개 세포의 운명(예를 들면, 

증식, 이동, 분화 또는 다른 세포와의 상호작용)은 통상 다른 세포 및(또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해 결정

된다. 상기 정보는 종종 분비 폴리펩티드(예를 들면, 유사분열 인자, 생존 인자, 세포독성 인자, 분화 인자, 신경펩티드

및 호르몬)에 의해 전달되는데, 바꾸어 말하면 다양한 세포 수용체 또는 막-결합 단백질에 의해 수용 및 해석된다. 상

기의 분비 폴리펩티드 또는 신호 분자는 세포 분비 경로를 거쳐 세포외 환경의 활성 부위에 도달한다.

분비 단백질은 제약, 진단, 바이오센서 및 생물반응로를 포함하여 산업적 적용 범위가 넓다. 혈전용해제, 인터페론, 인

터루킨, 에리트로포이에틴, 콜로니 자극인자 및 다양한 다른 싸이토카인과 같은, 현재 사용가능한 대부분의 단백질 약

물은 분비 단백질이다. 또한, 막단백질인 분비 단백질의 수용체도 치료제 또는 진단 제로서 잠재성이 있다.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고유의 분비 단백질을 새로이 동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기 노력의 초점은 포유동물의 재조합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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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여 신규 분비 단백질의 코딩 서열을 동정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스크린 방법 및 기술의 예는 

문헌[클라인(Klein) 등,  Proc. Natl. Acad. Sci. , 93:7108-7113 (1996)] 및 미국 특허 제5,536,637호에 기재되어 

있다.

막-결합 단백질 및 수용체는 다세포 유기체의 형성, 분화 및 상태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개개 세포의 운

명(예를 들면, 증식, 이동, 분화 또는 다른 세포와의 상호작용)은 통상 다른 세포 및(또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은 정

보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정보는 종종 분비 폴리펩티드(예를 들면, 유사분열 인자, 생존 인자, 세포독성 인자, 분화 인

자, 신경펩티드 및 호르몬)에 의해 전달되는데, 바꾸어 말하면 다양한 세포 수용체 또는 막-결합 단백질에 의해 수용 

및 해석된다. 그러한 막-결합 단백질 및 세포 수용체는, 싸이토카인 수용체, 수용체 키나아제, 수용체 인산화효소, 세

포-세포 상호작용에 연관된 수용체 및 셀렉틴(selectin) 및 인테그린(integrin)과 같은 세포성 어드히신(adhesin) 분

자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진 않는다. 예를 들면, 세포의 생장 및 분화를 조절하는 신호의 변환은 다양한 세포성 단

백질의 인산화에 의해 부분적으로 조절된다. 또한, 상기 과정을 촉매하는 단백질 티로신 키나아제도 생장 인자 수용

체로 기능할 수 있다. 섬유아세포 생장 인자 수용체 및 신경 생장 인자 수용체가 예로 포함된다.

막-결합 단백질 및 수용체 분자는 약제 및 진단제로서의 사용을 포함하여 산업적 적용 범위가 넓다. 예를 들면, 수용

체 면역어드히신(immuoadhesin)은 수용체-리간드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막-결합 단백질

은 또한 수용체 및 리간드 상호작용에 적절한 잠재적 펩티드 또는 작은 분자의 억제제를 스크린하는데 사용될 수 있

다. 산업계 및 학계에서 고유의 수용체 단백질을 새로이 동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기 노력의 초점은 포유동물

의 재조합 DNA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여 신규 수용체 단백질의 코딩 서열을 동정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본 명세서에는 신규의 분비 폴리펩티드와 막관통 폴리펩티드 및 상기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신규 핵산의 동정 및 

특성화에 대해 기재할 것이다.

1.  PRO241

연골은 복잡한 콜라겐 섬유 망상구조 및 높은 함량의 프로테오글리칸을 포함하는 커다란 세포외 매트릭스가 있는 분

화된 연결 조직이다. 연골에서 대부분의 프로테오글리칸은, 많은 콘드로이틴 황산 및 케라틴 황산 사슬을 포함하고 

연결 단백질에 의해 히알루로난과 결합하여 다중분자성 집합체를 형성하는 어그리칸(aggrecan)이지만, 연골은 또한 

저분자량의 프로테오글리칸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상기 저분자량 프로테오글리칸 중 하나가 비글리칸이라 불리우는

것으로서, 힘줄, 공막, 피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다른 연결 조직의 세포외 메트릭스에 넓게 분포하는 프로테오글리칸

이다. 비글리칸은 류신이 풍부한 반복 서열 및 두 개의 콘드로이틴 황산 및 데르마탄 황산 사슬이 있다고 공지되어 있

고, 피브로넥틴의 세포-결합 도메인에 결합하여 세포가 그 부위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비글리칸과 

같은 저분자량의 프로테오글리칸은 연골의 생장 및(또는) 교정 및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질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글리칸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본 명세서에서는 PRO241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비글리칸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

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  PRO243

코딘(Xenopus, Xchd)은 잠재적 등형성 활성이 있는 슈페만의 형성체에 의해 분비되는 가용성 인자([사사이(Sasai) 

등, Cell  79 : 779-90 (1994)] 및 [사사이(Sasai) 등, Nature  376 : 333-36 (1995)])이다. 상기 형성체에 의해 분

비되는 다른 등형성 인자는 노긴(noggin)([스미쓰(Smith) 및 할란(Harlan), Cell  70 : 829-840 (1992)] 및 [람(La

mb) 등, Science  262 : 713-718 (1993)]) 및 폴리스타틴(follistatin)([헤만티-브리반로우(Hemmanti-Brivanlou) 

등, Cell  77 : 283-295 (1994)])이다. 코딘은 초기 외배엽을 신경 및 비신경 도메인으로 세분하고, 중배엽의 등형성

에 의한 척삭 및 근 형성을 유도한다. 코딘은 배형성 BMP-4 신호에 대한 길항제로 기능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한다. 

상기의 억제는 코딘이 세포외 공간에서 직접 BMP-4에 결합하여 BMP-4에 의한 BMP-4 수용체의 활성을 방해하는 

작용으로 매개된다([피콜로(Piccolo) 등, Develop. Biol.   182 : 5-20 (1996)]).

BMP-4는 배(embryo)의 배쪽으로부터 구배를 형성하여 발현되는 반면, 코딘은 BMP-4와 상보적인 구배로 발현된

다. 코딘은 BMP-4가 낮은 말단 구배를 형성하도록 길항작용을 한다. 따라서, 코딘 및 다른 형성체-유도 인자의 신호

대 BMP 신호의 균형은 외배엽성 배엽의 등-배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코딘은 중추 신경계의 등-배 형성에 관

련될 수 있다([사사이(Sasai) 등, Cell  79 : 779-90 (1994)]). 코딘은 배타적으로 전방 신경 조직(전뇌형)을 유도하

여 신경형을 전방화할 수도 있다([사사이 (Sasai) 등, Cell  79 : 779-90 (1997)]). 신경 유도 및 패턴 형성에서의 역

할을 볼 때, 코딘은 외상 또는 화학요법 후에 기인한 것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및 신경 손상의 치료에 유용할 수 있

다.

본 명세서에서는 PRO243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코딘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

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3.  PRO299

노치(notch) 단백질은 발생 과정에서 신호 전달에 관련되어 있다. 상기 단백질은 비대칭 발생 잠재성에 영향을 끼치

고, 발생에 관련된 다른 단백질의 발현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는 문헌 [로베이 이.(Robey, E.),  Curr. Opin. Ge

net. Dev. ,  7(4) :551 (1997)], [심슨 피.(Simpson, P.),  Curr. Opin. Genet. Dev .,  7(4) :537 (1997)], [블로벨 

씨피.(Blobel CP.),  Cell ,  90(4) :589 (1997)], [나까야마 에이치.(Nakayama, H.) 등,  Dev. Genet .,  21(1) :21 (1

997)], [설리반 에스.에이.(Sullivan,S.A.) 등,  Dev. Genet. ,  20(3) :208 (1997)] 및 [하야시 에이치.(Hayashi, H.) 

등,  Int. J. Dev. Biol. ,  40(6) :1089(1996)]을 참고할 수 있다. 세레이트에 의해 매개되는 노치의 활성은 초파리의 

날개 성충 디스크(wing imaginal disc)의 등쪽 구획([플레밍(Fleming) 등,  Development , 124(15):2973 (1997)])

에서 관찰되었다. 노치는 발생 뿐만 아니라 신호 전달 능력에서도 흥미있 는 단백질이다. 또한, 발생 및(또는) 신호 전

달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도 흥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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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서는 PRO299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노치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

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4.  PRO323

디펩티다아제는 다양한 디펩티드를 분해하는 기능을 하고, 포유류 및 비포유류 유기체에서 매우 중요한 생물학적 과

정에 관련된 효소 단백질이다. 포유류 및 비포유류 유기체의 다양한 디펩티다아제 효소가 동정되고 특성화되었다. 포

유동물의 디펩티다아제 효소는 예를 들면, 단백질 소화, 활성화, 불활성화 또는 디펩티드 호르몬의 조절 및 단백질과 

효소의 물리적 특성 변화와 같은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펩티다아제 효소에 의해 수행되는 중요한 생리학적 역할의 관점에서, 산업계 및 학계에서 고유의 디펩티다아제 상

동체를 새로이 동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기 노력의 초점은 포유동물의 재조합 DNA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여 

신규 분비 단백질 및 막결합 수용체 단백질의 코딩 서열을 동정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스크린 방법 및 기술의 예는 문

헌[클라인(Klein) 등,  Proc. Natl. Acad. Sci. , 93:7108-7113 (1996)] 및 미국 특허 제5,536,637호에 기재되어 있

다.

본 명세서에서는 PRO323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다양한 디펩티다아제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5.  PRO327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인 프로락틴은 생장 호르몬-프로락틴-태반락토겐 유전자군의 한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한다. 

포유동물에서 프로락틴은 유선의 발달 및 젖의 분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프로락틴은 유전자의 전사량 및 mRNA

의 반감기를 증가시켜 유즙 단백질 유전자의 발현을 자극하는 기능을 한다.

프로락틴 단백질의 생리적 효과는 프로락틴이 세포 표면의 프로락틴 수용체와 결합하는 능력을 통해 매개된다. 프로

락틴 수용체는 다양한 세포 유형에서 발견되고, 분자량이 약 40,000 이며, 자기 스스로 또는 다른 서브유니트와 이황

결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프로락틴 수용체의 양은 연구된 조직에 따라 차별적으로 조절된다.

생체내에서 세포 표면 수용체 분자에 의한 생리적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고유의 막결합 수용

체 단백질(프로락틴 수용체와 서열상 상동성이 있는 수용체 단백질)을 새로이 동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기 노

력의 초점은 포유동물의 재조합 DNA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여 신규 막결합 수용체 단백질의 코딩 서열을 동정하는

데 모아지고 있다. 스크린 방법 및 기술의 예는 문헌[클라인(Klein) 등,  Proc. Natl. Acad. Sci. , 93:7108-7113 (19

96)] 및 미국 특허 제5,536,637호에 기재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PRO327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프로락틴 수용체 단백질과 매우 상동성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6.  PRO233

세포의 운명에 세포의 산화 환원 상태가 중요한 결정 요소라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졌다. 게다가, 반응성 산소 종은 

세포 독성이 있어서 조직 괴사, 기관의 기능 부전, 아테롬성 동맥 경화증, 불임, 출생 결함, 조기 노화, 돌연변이 및 악

성 종양을 포함하는 염증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산화 및 환원의 제어는 뇌졸중, 심장 마비, 산

화 스트레스 및 고혈압의 제어 및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이유때문에 중요하다.

산소 유리 라디칼 및 산화방지제는 대뇌의 국소 빈혈 및 재관류 이후의 중추 신경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게다가, 국소 빈혈 및 재관류와 연관된 심장 손상은 유기 라디칼의 활성으로 인해 유발된다고 보고되었다. 상기 관점

에서, 환원 효소, 특히 산화환원 효소는 중요하다. 부가로, 전사 인자(NF-κB 및 AP-1)은 산화 환원 상태를 조절하

고, AIDS, 암, 에테롬성 동맥 경화증 및 당뇨 합병증의 병원성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는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에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상기 주제의 문제를 추가로 기재하는 문헌에는 [켈시(Kelsey) 등,  Br. J. Cancer

, 76(7):852-854 (1997)], [프리드리히(Friedrich) 및 바이스(Weiss),  J. Theor. Biol. , 187(4):529-540 (1997)] 

및 [피율레(Pieulle) 등,  J. Bacteriol. , 179(18):5684-5692 (1997)]이 있다. 생체내에서 산화환원 반응의 생리적 

중요성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에 관련된 고유의 단백질을 새로이 동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PR

O233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환원 효소와 상동성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7.  PRO344

많은 혈청 단백질(어떤 단백질은 효소 연쇄반응에서 기능함)을 포함하는, 효과기 분자를 만들어 내는 보체 단백질은 

염증반응과 관련되어 있다. 보체 단백질은 염증반응과 관련된 세포의 활동 및 기능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생리적으로 

특히 중요하다. 생체내에서 염증반응 및 이와 관련된 기작의 생리적 중요성 때문에, 염증에 관련된 고유의 단백질을 

새로이 동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PRO344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보체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

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8.  PRO347

시스테인이 풍부한 단백질은 통상 복잡한 삼차원 구조를 갖고(거나) 이황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많은 시스테인 잔기

가 있어서 다량체 형태로 존재한다. 시스테인이 풍부한 단백질로 다른 조직보다는 간에서 발현되는 만노오스 수용체

가 공지되어 있으며, 상기 수용체는 만노오스에 결합하여 이를 간세포로 수송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테인이 풍부한 

다른 단백질은 다양한 생리적 과정 및 생화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시스테

인이 풍부한 신규 단백질을 동정하는 것은 흥미가 있다. 상기 관점에서, 본 명세서에서는 PRO347 폴리펩티드라 불리

우는, 시스테인이 풍부한 분비 단백질-3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시스테인-풍부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하는 것

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9.  PRO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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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알파-트립신 억제제(inter-alpha-trypsin inhibitor: ITI)는 많은 포유동물 종의 혈장에서 발견되는, 분자량이 

크고(약 240,000) 순환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의 억제제이다. 상기 억제제는 원래 당단백질이고, 강한 글리코사미노글

리칸 결합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세 개의 글리코실화된 서브유니트로 구성되어 있다. ITI의 트립신 억제 활성은 복합

체에서 현재 비쿠닌이라는 단백질로 공지된 가장 작은 서브유니트(즉, 경쇄)에 위치해 있다. 성숙한 경쇄는 N-말단의

21-아미노산, 글리코실화된 10번째 세린에 이어서, 두 개의 나란한 쿠니츠형(Kuniz-type) 도메인(첫 번째 도메인은 

45번 째 아스파라긴에서 글리코실화되고, 두 번째 도메인은 트립신, 키모트립신 및 플라스민을 억제할 수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ITI 복합체의 남은 두 사슬은 복합체에서 효소적으로 활성이 있는 경쇄와 상호작용하는 중쇄이다.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고유의 단백질을 새로이 동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기 노력의 초점은 포유동물의 재조합

DNA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여 신규 분비 및 막결합 수용체 단백질의 코딩 서열을 동정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스크린

방법 및 기술의 예는 문헌[클라인(Klein) 등,  Proc. Natl. Acad. Sci. , 93:7108-7113 (1996)] 및 미국 특허 제5,53

6,637호에 기재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PRO354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ITI 중쇄와 매우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

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0.  PRO355

분자 또는 "CRTAM" 단백질과 결합한 세포 독성 또는 조절 T세포는 면역글로불린 상과(上科)와 구조적으로 관련되

어 있다. CRTAM 단백질은 다양한 면역 반응 을 매개할 수 있어야 한다. CRTAM 단백질에 결합하는 통상의 항체는 

친화도가 매우 높다([즐로트닉 에이.(Zlotnik, A.),  Faseb , 10(6): A1037, Abr. 216, 1996년 6월]). 생체내에서 T세

포 항원 및 면역 반응의 생리적 중요성 때문에, 면역 반응과 관련된 고유의 단백질을 새로이 동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케네디(Kennedy) 등의 미국 특허 제5,686,257호(1997)를 참조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PRO35

5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CRTAM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 및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

다.

11.  PRO357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은 수용체와 항원 복합체 및 신호 전달 기작을 포함한다.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에 대한 기

본적인 구조적 및 기능적 기작이 더 많이 밝혀질수록,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의 결과가 특정 상태로 조절되도록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기작은 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 관심이 많다.

류신이 풍부한 반복 서열을 포함하는 단백질은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류신이 풍부한

반복 서열은 많은 단백질에서 나타나는 짧은 서열의 모티프로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세포의 다양한 위치에 존재한다.

리보핵산 분해 효소에 대한 억제제의 결정 구조로 인해 류신이 풍부한 반복 서열이 베타-알파 구조 단위와 일치함을 

알았다. 상기 단위는 한쪽 표면이 용매에 노출되는 수평 베타-쉬이트 구조를 형성하도록 배열되어, 단백질은 특이한 

비구형(non-globular)이 된다. 상기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하여 류신-풍부 반복 서열을 갖는 단 백질의 단백질-결합 기

능이 생긴다([코브(Kobe) 및 다이센호퍼(Deisenhofer), Trends Biochem. Sci., 19(10):415421 (1994년 10월)]).

조직 형성체인 류신-풍부 프로테오글리칸이 개체 발생시 콜라겐 원섬유를 생성하게 하고, 상처 치료, 조직 회복 및 

종양 스트로마의 형성과 같은 병리적 과정에 관련되어 있다고 연구 결과 밝혀졌다([이오조 알. 브이.(Iozzo, R. V.),  

Crit. Rev. Biochem. Mol. Biol. , 32(2):141-174 (1997)]). 상처 치료 및 조직 회복에 관한 류신-풍부 단백질의 연

구로, 문헌[드 라 살르 쎄.(De La Salle, C.) 등,  Vouv. Rev. Fr. Hematol. (Germany), 37(4):215-222 (1995)]에서

는 복합체에서 류신이 풍부한 모티프의 돌연변이가 버나드-소울리어(Bernard-Soulier) 증후군이라는 출혈 장애와 

관계있다고 보고하였고, 문헌[클레메트슨 케이. 제이.(Chlemetson, K. J.),  Thromb. Haemost. (Germany), 74(1):1

11-116 (1995년 7월)]에서는 혈소판에 류신이 풍부한 반복서열의 단백질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루오슬라티 

이. 아이.(Ruoslahti, E. I.) 등의 라 졸라 암 연구 기금(La Jolla Cancer Research Foundation)에 의한 WO9110727

-A호에서는 형질전환 생장 인자 β에 데코린(decorin)이 결합하는 것은 암, 상처 및 흉터의 치료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기능상 관련된 단백질군으로 인슐린과 유사한 생장 인자(insulin like gorwth factor: IGF)가 있는

데, 상기 인자는 연결 조직, 피부 및 뼈와 같은 조직의 재생과 연관된 복합 치료요법 및 상처 치료에 유용하고, 인간 및

동물에서 신체 발육을 촉진하며, 생장과 관련된 다른 과정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IGF의 산 불안정 서브유니

트(acid labile subunit: ALS)도 IGF의 반감기를 증가시 키고 생체내에서 IGF 복합체의 일부분이므로 관심의 대상이

다.

류신이 풍부한 반복 서열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는 다른 단백질로 SLIT 단백질이 있는데, 이는 알츠하이머 질환, 신경

손상(예를 들면, 파킨슨 질환)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치료 및 암진단용으로 유용함이 보고되었다(아타바니스트

사코나스 에스.(Artavanistsakonas, S.) 및 로쓰버그 제이. 엠.(Rothberg, J. M.)의 WO9210518-A1호, 예일 대학교)

. 또한, 생쥐 뇌의 신경교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별현되고, 류신이 풍부한 반복 서열 및 면역글로불린과 유사한 도메인

을 갖는 LIG-1이라는 막 당단백질도 관심의 대상이다([스즈끼(Suzuki) 등, J. Biol. Chem.(U.S.), 271(37):22522 (1

996)]). 류신이 풍부한 반복 서열을 갖는 단백질의 생물학적 기능에 관해 보고한 연구에는 [테이아 엔.(Tayar, N.) 등

,  Mol. Cell Endocrinol. , (아일랜드), 125(1-2):65-70 (1996년 12월)](고나도트로핀 수용체 관련), [미우라 와이.(

Miura, Y.) 등,  Nippon Rinsho (일본), 54(7):1784-1789 (1996년 7월)](아팝토시스 관련) 및 [해리스 피. 씨.(Harri

s, P. C.) 등,  J. Am. Soc. Nephrol. , 6(4):1125-1133 (1995년 10월)](신장 질환 관련)이 포함된다.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류신-풍부 반복 서열을 갖는 새로운 단백질을 동정하려고 산업계와 

학계에서 노력하고 있다. 인슐린과 유사한 생장 인자의 산 불안정 서브유니트와 같은 류신-풍부 반복 서열을 갖는 공

지된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류신-풍부 반복 서열을 갖는 단백질에 특히 관심이 있다. 상기 노력의 초점은 포유동물

의 재조합 DNA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여 신규 분비 및 막-결합 단백질의 코딩 서열을 동정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스

크린 방법 및 기술의 예는 문헌[클라인(Klein) 등,  Proc. Natl. Acad. Sci. , 93:7108-7113 (1996)] 및 미국 특허 제

5,536,637호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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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서는 PRO357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인슐린과 유사한 생장 인자의 산 불안정 서브유니트와 상동성 있

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2.  PRO715

포유동물에서 세포 수의 조절은 세포 증식 및 세포 사멸 사이의 균형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종종 

괴사적 세포 사멸이라 불리우는 세포 사멸의 한 가지 형태는, 통상 외상 또는 세포 손상에서 기인한 병리적 형태의 세

포가 죽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순차적 또는 제어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세포 사멸의 다른 "생리적" 형태가 있다. 상기 

순차적 또는 제어된 방식의 세포 사멸은 "아팝토시스"라 불리운다(예를 들면, [바르(Barr) 등,  Bio/Technology ,  12

:487493 (1994)] 및 [스텔러(Steller) 등,  Science ,  267 :1445-1449 (1995)] 참조). 아팝토시스에 의한 세포 사

멸은 배 발생 및 면역계의 클론 선택을 포함하는 많은 생리적 과정에서 일어난다([이또(Itoh) 등,  Cell ,  66 :233-24

3 (1991)]). 암, 낭창 및 허피스(herpes) 바이러스 감염을 포함하는 다양한 병리적 상태로 인해 아팝토시스에 의한 세

포 사멸은 감소된다([톰슨(Thompson),  Science  267 :1456-1462 (1995)]). AIDS, 알츠하이머 질환, 파킨슨 질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다발성 경화증, 색소성 망막염, 소뇌 퇴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심근경색증, 뇌졸중, 재관류 손

상 및 독소에 의해 유도된 간 질환을 포함하는 다양한 병리적 상태로 인해 아팝토시스에 의한 세포 사멸은 증가될 수 

있다(상기 톰슨(Thompson)의 문헌 참조).

통상 아팝토시스에 의한 세포 사멸은 세포에서 하나 이상의 독특한 형태적 또는 생화학적 변화(세포질의 응축, 세포

막 미세융모의 유실, 핵의 분할, 염색체 DNA의 분해 또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상실)를 수반한다. 다양한 외재 또는 

내재적 신호에 의해 상기 형태적 및 생화학적 세포 변화가 촉진 또는 유도된다고 생각된다([라프(Raff),  Nature ,  3

56 :397400 (1992)], 스텔러(Steller)의 상기 문헌], 및 [삭스(Sachs) 등,  Blood ,  82 :15 (1993)]). 예를 들면, 상

기의 변화는 미성숙 흉선세포에 대한 당질코르티코이드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 자극 뿐만 아니라 특정 생장 인자의 분

비 중단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와따나베-후꾸나가(Watanabe-Fukunaga) 등,  Nature ,  356 :314-317 (1992)]). 

또한, myc, rel  및 E1A 와 같은 공지된 종양 유전자 및 p53 과 같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아팝토시스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정 화학요법용 약물 및 특정 형태의 방사능도 유사하게 아팝토시스를 유도하는 활성을 갖는 것

으로 밝혀졌다(톰슨(THompson)의 상기 문헌).

종양 괴사 인자-α("TNF-α"), 종양 괴사 인자-β("TNF-β" 또는 "림포톡신-α"), 림포톡신-β("LT-β"), CD30 리

간드, CD27 리간드, CD40 리간드, OX-40 리간드, 4-1BB 리간드, Apo-1 리간드(Fas 리간드 또는 CD95 리간드라

고도 불리움) 및 Apo-2 리간드(TRAIL이라고도 불리움)와 같은 다양한 분자들이 싸이토카인의 종양 괴사 인자("TN

F")군의 구성원으로 알려졌다(예를 들면, [그러스(Gruss) 및 다우어(Dower),  Blood  85 :3378-3404 (1995)], [피

티(Pitti) 등,  J. Biol. Chem. ,  271 :12687-12690 (1996)], [와일리(Wiley) 등,  Immunity ,  3 :673-682 (1995)],

[브 라우닝(Browning) 등,  Cell  22 :847-856 (1993)] 및 [아미타지(Armitage) 등,  Nature  357 :80-82 (1992)]

참조). 상기 분자 중에서, TNF-α, TNF-β, CD30 리간드, 4-1BB 리간드, Apo-1 리간드 및 Apo-2 리간드(TRAIL

)은 아팝토시스에 의한 세포 사멸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TNF-α 및 TNF-β 모두 종양이 발생하기 쉬운 세

포에서 아팝토시스에 의한 사멸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었다([슈미드(Schmid) 등,  Proc. Natl. Acad. Sci. ,  83 :1881 

(1986)] 및 [딜트리(Dealtry) 등,  Eur. J. Immunol. ,  17 :689 (1987)]). 젱(Zheng) 등은 TNF-α가 CD8-양성 T 

세포의 후자극 아팝토시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젱(Zheng) 등,  Nature ,  377 :348-351(1995)]). 다른 

연구자들은 CD30 리간드가 흉선에서 자가반응성 T 세포의 제거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아마카와(Amakaw

a) 등,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Symposium on Programmed Cell Death, 초록 번호 10, (1995)]).

생쥐의 Fas/Apo-1 수용체 또는 리간드 유전자(각각 lpr 및 gld 라 불리움)의 돌연변이는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되어 

있었고, 따라서 Apo-1 리간드는 세포 표면에서 자가반응성 림프구의 클론 제거를 조절할 수 있다([크라머(Krammer

) 등,  Curr. Op. Immunol. ,  6 :279-289 (1994)] 및 [나가타(Nagata) 등,  Science  267 :1449-1456 (1995)]). A

po-1 리간드는 또한 CD4-양성 T 림프구 및 B 림프구에서 후자극 아팝토시스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림프

구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활성 림프구를 제거하는데 관련될 수 있다(크라머(Krammer) 등의 상기 문헌 및 

나가타(Nagata) 등의 상기 문헌). Apo-1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쥐의 모노클론 항체에 대한 효능제가 TNF-

α와 유사하게 세포를 죽이는 활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요네하라(Yonehara) 등,  J. Exp. Med. ,  169 :1747-175

6 (1989)]).

상기의 TNF군 싸이토카인에 의해 매개되는 다양한 세포 반응의 유도는 특이적인 세포 수용체의 결합으로 시작된다

고 믿고 있다. 약 55-kDa(TNFR1) 및 75-kDa(TNFR2)의 두 가지 독특한 TNF 수용체([호만(Hohman) 등,  J. Biol. 

Chem. ,  264 :14927-14934 (1989)], [브로크하우스(Brockhaus) 등,  Proc. Natl. Acad. Sci. ,  87 :3127-3131(1

990)] 및 1991년 3월 20일에 출원된 EP 417,563호)가 발견되었고, 상기 두 가지 유형의 수용체에 상응하는 인간 및

쥐의 cDNA가 단리 및 특성화([뢰쳐(Loetscher) 등,  Cell ,  61 :351 (1990)], [쉘(Schall) 등,  Cell ,  61 :361 (199

0)], [스미쓰(Smith) 등,  Science ,  248 :1019-1023 (1990)], [루이스(Lewis) 등,  Proc. Natl. Acad. Sci. ,  88 :2

830-2834 (1991)] 및 [굿윈(Goodwin) 등,  Mol. Cell. Biol. ,  11 :3020-3026 (1991)])되었다. 림포톡신-α를 제

외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TNF군 리간드는 C-말단이 세포 밖으로 노출된 유형 Ⅱ의 막관통 단백질이다. 반대로, 현재

까지 알려진 대부분의 TNF군 수용체(TNFR)군은 유형 Ⅰ의 막관통 단백질이다. 그러나 TNF 리간드 및 수용체군 모

두에서, 세포외 도메인(extracellular domain: "ECD")이 주로 상동성을 나타내었다. TNF-α, Apo-1 리간드 및 CD4

0 리간드를 포함하는 몇 가지 TNF군 싸이토카인은 세포 표면에서 단백질 분해에 의해 분리되고, 그 결과의 단백질은

가용성 싸이토카인으로 기능하는 동종 삼량체 분자를 형성한다. 또한, TNF 수용체군의 단백질은 단백질 분해에 의해

분리되어 동족 싸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기능의 가용성 수용체 ECD를 방출한다.

최근, TNFR군의 다른 물질이 동정되었다. 상기 새로이 동정된 TNFR군의 물 질은 CAR1, HVEM 및 오스테오프로테

게린(osteoprotegerin: OPG)을 포함한다([브로야취 (Brojatsch) 등,  Cell ,  87 :845-855 (1996)], [몬트고머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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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gomery) 등,  Cell  87 :427436 (1996)], [마스터스(Masters) 등,  J. Biol. Chem. ,  272 :14029-14032 (1997)

] 및 [시모넷(Simonet) 등,  Cell ,  89 :309-319 (1997)]). 시모넷(Simonet) 등의 상기 문헌에서는 다른 종의 공지

된 TNFR-유사 분자와는 달리 OPG에는 소수성 막관통 부분의 서열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싸이토카인 중 TNF군 및 그의 수용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러스(Gruss) 및 다우어(Dower)의 상기 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PRO715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종양 괴사 인자군의 폴리펩티드와 상동성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3.  PRO353

효소 연쇄반응에서 활성을 나타내고, 효과기 분자를 생산하는 많은 혈청 단백질을 포함하는 보체 단백질은 염증반응

과 관련되어 있다. 보체 단백질은 염증반응과 관련된 세포의 활동 및 기능을 조절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생체내에서 

염증반응 및 이와 관련된 기작의 생리적 중요성 때문에, 염증에 관련된 고유의 단백질을 새로이 동정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PRO353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보체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

하고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4.  PRO361

뮤신은 발암과 관계된 당단백질의 군을 포함한다. 뮤신 및 뮤신과 유사한 단백질은 정상 세포 및 형질전환 세포 모두

에서 분비된다. 다양한 유형의 암에서 뮤신의 질적 및 양적 변화가 나타난다. 암의 의학적 중요성 때문에, 암의 진단 

또는 치료에 유용한 고유의 단백질을 새로이 동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키티나아제 단백질은 식물의 발병기전과 관련된 단백질군을 포함한다. 키티나아제 단백질은 식물 및 미생물에서 만

들어지고, 식물이 손상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식물 방어 기작의 중요성 때문에, 식물에서 발병기전-관련 조

절에 유용한 고유의 단백질을 새로이 동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PRO361 폴리펩티드라 불리우

는, 뮤신 및 키티나아제와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15.  PRO365

인간 2-19 단백질과 같은 폴리펩티드는 싸이토카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싸이토카인은 저분자량의 단백질로 분화,

증식 또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자극 및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종종 싸이토카인은 세포내 전달자 역할을 하고, 복합적

인 생리적 효과를 나타낸다. 생체내 면역 기작의 중요성 때문에, 면역계에 영향을 주는 고유의 단백질을 새로이 동정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명세서에서는 PRO365 폴리펩티드라 불리우는, 인간 2-19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신

규 폴리펩티드를 동정하고 특성화하는 것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발명의 요약

1.  PRO241

본 출원인은 비글리칸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

티드를 "PRO241"이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241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2(서열 번호 2)의 잔기 1-379 아미노산을 갖는 PRO241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

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241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2(서열 

번호 2)의 잔기 1-379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241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는 PRO241의 전체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2) 중 약 16-379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N-말단의 신호 

펩티드가 결여된 PRO241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2.  PRO243

본 출원인은 비글리칸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DNA35917-1207)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티드

를 "PRO243"이라 칭하였다.

한 가지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a) 도 4(서열 번호 7)의 24-954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PRO24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 분자 또는 (b) (a)에 상보적인 DNA 분자와 80% 이상 상동성이 있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서열의 상동성이 바람직하게는 약 85%, 더 바람직하게는 약 90%,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95% 이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4(서열 번호 7)의 잔기 1-954 아미노산을 갖는 폴리펩티드와 약 80%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85% 

이상, 더 바람직하게는 약 90% 이상, 및 가장 바람직하게는 95% 이상의 상동성이 있다. 바람직하게, 가장 높은 서열 

상동성은 도 4(서열 번호 7)의 보존성 시스테인 단편 4개(아미노산 51-125, 아미노산 705-761, 아미노산 784-849 

및 아미노산 897-931)에서 나타난다. 추가의 실시양태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4(서열 번호 7)의 잔기 24-954 아미

노산을 갖는 PRO24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

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면에서, 본 발명은 ATCC에 ATCC 209508호로 기탁된 DNA35917-1207 클론에서 발현되는 전체 길이 단백질

에 해당하는 핵산, 다른 표현으로는 ATCC 209508호로 기탁된 DNA35917-1207 클론의 코딩 서열을 제공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243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4(서열 

번호 7)의 잔기 24-954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241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원래의 

신호 펩티드(도 4(서열 번호 7)의 잔기 1-23 아미노산) 및 개시 메티오닌의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고유의 PRO243 

폴리펩티드를 특이적으로 포함한다. 다른 표현으로, 본 발명은 ATCC 209508호로 기탁된 핵산에 의해 암호화되는 P

RO243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3.  PRO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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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원인은 비글리칸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

티드를 "PRO299"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299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9(서열 번호 15)의 잔기 1-737 아미노산을 갖는 PRO299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299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9(서열 

번호 15)의 잔기 1-737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299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본 발명

의 다른 실시양태는 PRO299 폴리펩티드의 단리된 세포외 도메인에 관한 것이다.

4.  PRO323

본 출원인은 미립체의 디펩티다아제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티드를 "PRO323"이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32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13(서열 번호 24)의 잔기 1-433 아미노산을 갖는 PRO32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 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323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13(서열

번호 24)의 잔기 1-433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323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5.  PRO327

본 출원인은 프로락틴 수용체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티드를 "PRO327"이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327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17(서열 번호 32)의 잔기 1-422 아미노산을 갖는 PRO327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327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17(서열

번호 32)의 잔기 1-422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327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6.  PRO233

본 출원인은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티드를 "PRO233"이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23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19(서열 번호 37)의 잔기 1-300 아미노산을 갖는 PRO23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233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19(서열

번호 37)의 잔기 1-300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233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7.  PRO344

본 출원인은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티드를 "PRO344"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344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21(서열 번호 42)의 잔기 1-243 아미노산을 갖는 PRO344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344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21(서열

번호 42)의 잔기 1-243 아미노산을 포 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344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8.  PRO347

본 출원인은 시스테인이 풍부한 분비 단백질-3과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

하고, 그의 폴리펩티드를 "PRO347"이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347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23(서열 번호 50)의 잔기 1-455 아미노산을 갖는 PRO347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347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23(서열

번호 50)의 잔기 1-455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347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9.  PRO354

본 출원인은 인터-알파-트립신 억제제(ITI)의 중쇄와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

정하고, 그의 폴리펩티드를 "PRO354"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354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25(서열 번 호 55)의 잔기 1-694 아미노산을 갖는 PRO354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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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354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25(서열

번호 55)의 잔기 1-694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354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10.  PRO355

본 출원인은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티드를 "PRO355"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355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27(서열 번호 61)의 잔기 1-440 아미노산을 갖는 PRO355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355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27(서열

번호 61)의 잔기 1-440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355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본 발명

의 다른 실시양태는 PRO355 폴리펩티드의 단리된 세포외 도메인에 관한 것이다.

11.  PRO357

본 출원인은 인슐린과 유사한 생장인자(IGF)의 산 불안정 서브유니트(ALS)와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

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티드를 "PRO357"이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357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29(서열 번호 69)의 잔기 1-598 아미노산을 갖는 PRO357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357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29(서열

번호 69)의 잔기 1-598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357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본 발명

의 다른 실시양태는 PRO357 폴리펩티드의 단리된 세포외 도메인에 관한 것이다.

12.  PRO715

본 출원인은 종양 괴사 인자군 폴리펩티드와 상동성이 있는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티드를 "PRO715"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715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31(서열 번호 76)의 잔기 1-250 아미노산을 갖는 PRO715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 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715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31(서열

번호 76)의 잔기 1-250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715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본 발명

의 다른 실시양태는 PRO715 폴리펩티드의 단리된 세포외 도메인에 관한 것이다.

13.  PRO353

본 출원인은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티드를 "PRO353"이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35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35(서열 번호 86)의 잔기 1-281 아미노산을 갖는 PRO35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353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35(서열

번호 86)의 잔기 1-281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353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14.  PRO361

본 출원인은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티드를 "PRO361"이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361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37(서열 번호 91)의 잔기 1-431 아미노산을 갖는 PRO361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단리된 핵산 서열은 PRO361을 암호화하는 뉴클

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는, ATCC 209621호로 1998년 2월 5일 기탁된 벡터 중의 cDNA 삽입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361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37(서열

번호 91)의 잔기 1-431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715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본 발명

의 다른 실시양태는 도 37(서열 번호 91)에 나타난 잔기 1-379 아미노산을 갖는 PRO361 폴리펩티드의 단리된 세포

외 도메인에 관한 것이다. 임의로, PRO361 폴리펩티드는 ATCC 209621호로 1998년 2월 5일 기탁된 벡터 중의 cD

NA 삽입부에 의해 암호화되는 폴리펩티드를 발현시켜 수득할 수 있다.

15.  PRO365

본 출원인은 신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을 동정하고, 그의 폴리펩티드를 "PRO365"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PRO365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 는 단리된 핵산 분자를 제공한다. 한 

가지 면에서 단리된 핵산은, 도 39(서열 번호 99)의 잔기 1-235 아미노산을 갖는 PRO365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거나, 또는 상기 암호화 핵산 서열에 상보적인 DNA이고, 최소한 적당한 엄격 조건에서(임의로 고도의 

엄격 조건에서도) 상보적 핵산과 안정하게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리된 PRO365 폴리펩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상기 실시양태의 도 39(서열

번호 99)의 잔기 1-235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고유 서열의 PRO715 폴리펩티드를 단리된 상태로 제공한다. 본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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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실시양태는 도 39(서열 번호 99)의 잔기 21-235를 포함하는 아미노산 서열에 관한 것이다.

16.  부가의 실시양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임의의 상기 또는 하기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포함하는 벡터를 

제공한다. 실시예에서, 숙주세포는 CHO 세포, 대장균 또는 효모일 수 있다. 임의의 상기 또는 하기 폴리펩티드의 제

조 방법은 추가로 제공되고, 원하는 폴리펩티드를 발현시키는 적합한 조건에서 숙주 세포를 배양하여 배양된 세포에

서 원하는 폴리펩티드를 회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임의의 상기 또는 하기 폴리펩티드(이질성 폴리펩티드 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융합됨)

를 포함하는 키메라 분자를 제공한다. 상기 키메라 분자의 예로는 에피토프 태그(epitope tag) 서열 또는 면역글로불

린의 Fc 부분과 융합된 임의의 상기 또는 하기 폴리펩티드를 포함한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임의의 상기 또는 하기 폴리펩티드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제공한다. 임의로, 

상기 항체는 모노클론 항체이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상기 또는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에서 유래되어 게놈 및 cDNA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단리에 유용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oligonucleotide probe)를 제공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명세서에 "UNQ215" 및(또는) "DNA34392-1170이라 불리우는 PRO241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

열(서열 번호 1)이다.

도 2는 도 1(서열 번호 1)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2)이다. 또한, 도 2에는 신호 펩티드로 추

정되는 부위, 잠재적 류신 지퍼 부위 및 잠재적 N-글리코실화 부위가 표시된다.

도 3은 본 명세서에 "UNQ217" 및(또는) "DNA35917-1207이라 불리우는 PRO243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

열(서열 번호 6)이다.

도 4는 도 3(서열 번호 6)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7)이다.

도 5는 인간 염색체 3q27-q28의 THPO 부위에 대한 게놈의 클론을 조직화시킨 것이다.

도 6의 A 및 B는 성인 및 태아 조직에서 PRO243의 발현을 보여준다. 도 6의 A는 인간의 코딘 cDNA(PRO243)을 프

로브로 혼성화시킨 성인 및 태아 조직의 노던 블랏(northern blot) 결과이다. 아래쪽 패널은 실험 대조구로서 액틴을 

보여준다. 도 6의 B는 인간의 코딘 cDNA(PRO243)를 나타내는 모식도로, 보존성 시스테인을 암호화하는 코돈의 위

치는 블록형으로 표시되고 사용된 프로브의 범위는 두꺼운 선으로 표시되었다.

도 7은 성인 조직의 PRO243에 대한 원래 위치에서의 혼성화 결과로, 대퇴 두부와 관골구 사이에 나타나는 발생중인 

활액관절 분열선에 양성 신호가 나타난다.

도 8은 본 명세서에 "UNQ262" 및(또는) "DNA39976-1215라 불리우는 PRO299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열(

서열 번호 14)이다.

도 9는 도 8(서열 번호 14)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15)이다.

도 10은 본 명세서에 DNA28847(서열 번호 18)이라 불리우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이다.

도 11은 본 명세서에 DNA35877(서열 번호 19)이라 불리우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이다.

도 12는 본 명세서에 "UNQ284" 및(또는) "DNA35595-1228이라 불리우는 PRO323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

열(서열 번호 23)이다.

도 13은 도 12(서열 번호 23)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24)이다.

도 14는 PRO323에서 유도된 폴리펩티드와 IgG 불변 도메인이 융합된 키메라 단백질(본 명세서에서 "PRO454"라 불

리움)의 뉴클레오티드 서열(뉴클레오티드 79-1416)를 포함하는 단일 가닥 뉴클레오티드 서열(서열 번호 29)이다. P

RO323 및 IgG 융합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단일 가닥 뉴클레오티드 서열(서열 번호 29)은 본 명세서에 "DNA35872"

라 불리운다.

도 15는 도 14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중 79-1416 뉴클로오티드에서 유래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30)이다. PRO3

23에서 유래한 서열 및 IgG에서 유래한 서열 사이에 존재하는 PRO454 아미노산 서열의 연결부가 415-416 아미노

산에서 나타난다.

도 16은 본 명세서에 "UNQ327" 및(또는) "DNA38113-1230이라 불리우는 PRO327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

열(서열 번호 31)이다.

도 17은 도 16(서열 번호 31)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32)이다.

도 18은 본 명세서에 "UNQ207" 및(또는) "DNA34436-1238이라 불리우는 PRO233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

열(서열 번호 36)이다.

도 19는 도 18(서열 번호 36)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37)이다.

도 20은 본 명세서에 "UNQ303" 및(또는) "DNA40592-1242라 불리우는 PRO344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열

(서열 번호 41)이다.

도 21은 도 20(서열 번호 41)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42)이다.

도 22는 본 명세서에 "UNQ306" 및(또는) "DNA44176-1244라 불리우는 PRO347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열

(서열 번호 49)이다.

도 23은 도 22(서열 번호 49)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50)이다.

도 24는 본 명세서에 "UNQ311" 및(또는) "DNA44192-1246이라 불리우는 PRO354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

열(서열 번호 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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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5는 도 24(서열 번호 54)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55)이다.

도 26은 본 명세서에 "UNQ312" 및(또는) "DNA39518-1247이라 불리우는 PRO355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

열(서열 번호 60)이다.

도 27은 도 26(서열 번호 60)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61)이다.

도 28은 본 명세서에 "UNQ314" 및(또는) "DNA44804-1248이라 불리우는 PRO357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

열(서열 번호 68)이다.

도 29는 도 28(서열 번호 68)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69)이다.

도 30은 본 명세서에 "UNQ383" 및(또는) "DNA52722-1229라 불리우는 PRO715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열

(서열 번호 75)이다.

도 31은 도 30(서열 번호 75)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76)이다.

도 32는 인간의 종양 괴사 인자-α(TNFA_인간)(서열 번호 77)를 DNA52722-1229의 114-863 뉴클레오티드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76)과 비교한 것이다. 동일한 아미노산은 박스로 표시된다.

도 33은 DNA52722-1229의 114-863 뉴클레오티드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76)을 다양한 종양 괴사 

인자군 중 하나인 단백질(서열 번호 78-84)의 아미노산 서열과 비교한 것이다. 동일한 아미노산은 박스로 표시된다.

도 34는 본 명세서에 "UNQ310" 및(또는) "DNA41234-1242라 불리우는 PRO353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열

(서열 번호 85)이다.

도 35는 도 34(서열 번호 85)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86)이다.

도 36은 본 명세서에 "UNQ316" 및(또는) "DNA45410-1250이라 불리우는 PRO361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

열(서열 번호 90)이다.

도 37은 도 36(서열 번호 90)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91)이다.

도 38은 본 명세서에 "UNQ320" 및(또는) "DNA46777-1253이라 불리우는 PRO365 cDNA 뉴클레오티드의 고유 서

열(서열 번호 98)이다.

도 39는 도 38(서열 번호 98)의 코딩 서열에서 유래한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99)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Ⅰ.  정의

"PRO 폴리펩티드" 및 "PRO"란 본 명세서에 사용된 바와 같이 바로 뒤에 숫자가 붙어서 다양한 폴리펩티드를 의미하

는데, 완전한 명칭(즉, PRO/숫자)은 본 명세 서에 기재된 특이적 폴리펩티드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본 명세서에 사용

된 "PRO/숫자 폴리펩티드"는 고유 서열의 폴리펩티드 및 변형된 폴리펩티드(본 명세서에 추가로 정의됨)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PRO 폴리펩티드는 인간의 조직 또는 다른 숙주와 같은 다양한 출처에서 단리되거나 

재조합 또는 합성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고유 서열의 PRO 폴리펩티드"는 자연에서 유래한 PRO 폴리펩티드와 일치하는 동일한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폴리펩

티드를 포함한다. 고유 서열의 PRO 폴리펩티드는 자연에서 단리되거나 재조합 또는 합성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고

유 서열의 PRO 폴리펩티드"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완전하거나 선택된 형태의 특이적 PRO 폴리펩티드(예를 들면,

세포외 도메인 서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형체(예를 들면, 스플라이스(splice)된 형태) 및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립유전자의 변형체 폴리펩티드를 특이적으로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양한 실시양태에서, PRO241 폴리펩티드의 고

유 서열은 도 2(서열 번호 2)의 1-379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241 폴리펩티드 고유 서열

이고, PRO243 고유 서열은 N-말단의 신호 서열(잔기 1-23 정도) 및 개시 메티오닌(위치 1의 아미노산)의 포함 여부

에 관계 없이 도 4(서열 번호 7)의 24-954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241 폴리펩티드 고유 

서열이고, PRO299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9(서열 번호 15)의 1-737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299 고유 서열이거나, 또는 PRO299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 전체 길이의 PRO299 단백질의 막관통 

도메인으로 추정되는 도메인이 도 8의 뉴클레오티드 2022에서 시작되는 뉴 클로오티드에 의해 암호화하는 전체 길이

PRO299 단백질의 세포외 도메인이고, PRO323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13(서열 번호24)의 1-433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323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고, PRO327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17(

서열 번호 32)의 1-422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327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고, PRO2

33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19(서열 번호 37)의 1-300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233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고, PRO344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21(서열 번호 42)의 1-243 아미노산을 포함하

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344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고, PRO347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23(서열 

번호 50)의 1-455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347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고, PRO354 폴

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25(서열 번호 55)의 1-694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354 폴리

펩티드의 고유 서열이고, PRO355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27(서열 번호 61)의 1-440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

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355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거나, 또는 PRO355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 전체 길이

의 PRO355 단백질의 막관통 도메인으로 추정되는 도메인이 도 26의 뉴클레오티드 1138에서 시작되는 뉴클로오티

드에 의해 암호화하는 전체 길이 PRO355 단백질의 세포외 도메인이고, PRO357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29(서

열 번호 69)의 1-598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357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거나, 또는 

PRO357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 전체 길이의 PRO357 단백질의 막관통 도메인으로 추정되는 도메인이 서열 번호

68의 뉴클레 오티드 1518-1572 또는 1491-1572에 의해 암호화하는 전체 길이 PRO357 단백질의 세포외 도메인이

고, PRO715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31(서열 번호 76)의 1-250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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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715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고, PRO353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35(서열 번호 86)의 1-281 아미노산

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353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거나 전체 길이 PRO353 단백질의 세포외 

도메인이고, PRO361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37(서열 번호 91)의 1-431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

체 길이의 PRO361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거나, 또는 PRO361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 전체 길이의 PRO361 

단백질의 막관통 도메인으로 추정되는 도메인이 도 36의 뉴클레오티드 1363에서 시작되는 뉴클로오티드에 의해 암

호화하는 전체 길이 PRO361 단백질의 세포외 도메인이며, PRO365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은 도 39(서열 번호 99)

의 1-235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성숙된 또는 전체 길이의 PRO365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이다.

"세포외 도메인" 또는 "ECD"란 막관통 또는 세포질 도메인이 아닌 PRO 폴리펩티드의 형태를 의미한다. PRO 폴리펩

티드의 ECD는 통상 막관통 및(또는) 세포질 도메인이 1% 미만 포함되고, 바람직하게 상기 도메인이 0.5% 미만 포함

된다. 본 발명의 PRO 폴리펩티드에 나타나는 막관통 도메인은 당업계에서 소수성 도메인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기

준에 준거하여 확인되었다. 막관통 도메인의 정확한 경계선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최초 확인된 도메인의 끝에서

5개 아미노산 범위 내에 존재한다.

"PRO 폴리펩티드 변형체"란 상기 또는 하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명세서에 개시된 PRO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 전

체 길이와 80% 이상 서열이 동일한 활성 PRO 폴리펩티드를 의미한다. 상기 PRO 폴리펩티드 변형체는 예를 들면, 고

유 서열의 아미노산 전체 길이의 N- 또는 C-말단에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 잔기가 부가되거나 제거된 PRO 폴리펩티

드를 포함한다. PRO 폴리펩티드 변형체는 본 명세서에 공개된 고유 서열의 아미노산 전체 길이에 대한 아미노산 서

열이 통상 80% 이상 동일하고, 바람직하게는 85% 이상 동일하고, 더 바람직하게는 90% 이상 동일하고, 더더욱 바람

직하게는 95% 이상 동일하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99% 이상 동일하다.

"PRO243 변형체"란 (a) 고유의 신호 서열의 유무와 관계 없이 PRO24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 분자 또는 (b)

(a)와 상보적인 DNA 분자의 아미노산 서열과 80% 이상 동일한,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은 활성 PRO243을 의미한다. 

특별한 실시양태에서, PRO243 변형체는 전체 길이의 PRO243 고유 서열에 대해 도 4(서열 번호 7)에 나타나는 추정

된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PRO243과 80% 이상의 아미노산 서열 상동성이 있다. 예를 들면, 상기의 PRO243 변형체

는 도4(서열 번호 7)의 서열 중 N- 또는 C-말단에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 잔기가 부가 또는 제거된 PRO243 폴리펩티

드를 포함한다. 핵산 또는 아미노산 서열의 동일성은 바람직하게 85% 이상, 더 바람직하게 90% 이상, 더더욱 바람직

하게 95% 이상이다.

본 명세서에서 동정한 PRO 폴리펩티드 서열에 관한 "아미노산 서열 동일성 퍼센트(%)"란 후보 서열 및 특정 PRO 폴

리펩티드 서열을 배열(필요한 경우, 서열 동일성의 최대값을 얻기 위해 갭(gap)을 허용)한 후 상기 두 서열간에 나타

나는 동일한 아미노산 잔기의 비율로 정의되며, 이 경우 보존성 치환체는 동일한 서열의 부분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아미노산 서열의 동일성 퍼센트를 측정하기 위한 서열의 배열은 예를 들면, BLAST, BLAST-2, ALIGN 또는 Megali

gn(DNASTAR) 소프트웨어와 같은 공공연하게 입수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당업계의 기술 범위 내에

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배열 프로그램으로 바람직한 소프트웨어는 BLAST이다. 당업계 숙련자들은 비

교되는 전체 길이의 서열에서 최대의 배열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적합한 매개변수(예를 들면, 알고리즘의 선택)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서 동정한 PRO-암호화 핵산 서열에 관한 "핵산 서열 동일성 퍼센트(%)"란 후보 서열 및 관심있는 PRO 

핵산 서열을 배열(필요한 경우, 서열 동일성의 최대값을 얻기 위해 갭(gap)을 허용)한 후 상기 두 서열간에 나타나는 

동일한 뉴클레오티드의 비율로 정의된다. 핵산 서열 동일성 퍼센트를 측정하기 위한 서열의 배열은 예를 들면, BLAS

T, BLAST-2, ALIGN 또는 Megalign(DNASTAR) 소프트웨어와 같은 공공연하게 입수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당업계의 기술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배열 프로그램으로 바람직한 소프트웨어는 B

LAST이다. 당업계 숙련자들은 비교되는 전체 길이의 서열에서 최대의 배열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적합한 매개변

수(예를 들면, 알고리즘의 선택)를 결정할 수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다양한 폴리펩티드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리된"이란 동정 후 자연 환경의 요소로부터 분

리 및(또는) 회수된 폴리펩티드를 의미한다. 자연 환경의 오염물 성분은 통상 진단 또는 치료용으로 폴리펩티드를 사

용시 효능을 방해할 수 있는 물질로, 효소, 호르몬 및 다른 단백질성 또는 비단백질성 용질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

한 실시양태에서, 폴리펩티드는 (1) 스피닝 컵(spinning cup) 서열 분석기로 N-말단 또는 내부의 아미노산 중 15개 

이상을 읽기에 충분한 정도, 또는 (2) 비환원 또는 환원 조건에서 SDS-PAGE 후 쿠마시 블루(Coomassie blue) 염색

(바람직하게는 실버 염색(silver stain))시 한 종류의 밴드만 보이는 정도로 정제된다. 하나 이상의 PRO 폴리펩티드 

성분이 자연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단리된 폴리펩티드는 재조합 세포 원래 위치의 폴리펩티드를 포함한

다. 그러나, 단리된 폴리펩티드는 통상 한 가지 이상의 정제 과정에 의해 제조된다.

"단리된" PRO 폴리펩티드-암호화 핵산이란 자연 상태에서 PRO 폴리펩티드 핵산의 천연 물질과 결합된 하나 이상의 

핵산 분자 오염물로부터 상기 핵산을 동정 및 분리시킨 핵산 분자이다. 단리된 PRO 폴리펩티드 핵산 분자는 자연 상

태에서 발견된 그대로의 형태는 아니다. 따라서, 단리된 PRO 폴리펩티드 핵산 분자는 자연 상태의 세포에 존재하는 

특이적 PRO 폴리펩티드 핵산 분자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단리된 PRO 폴리펩티드 핵산 분자는, 본래 세포의 염색체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의 염색체에서 PRO 폴리펩티드를 발현시키는 세포에 함유된 PRO 폴리펩티드 핵산 분자를 포

함한다.

"제어 서열"이란 용어는 특정한 숙주 세포에서 코딩 서열과 작동적으로 연결된, 단백질의 발현에 필수적인 DNA 서열

을 의미한다. 원핵생물에 적합한 제어 서열은 예를 들면, 프로모터, 임의로 작동 유전자 및 리보솜 결합 부위(ribosom

e binding site)를 포함한다. 진핵 세포는 프로모터, 폴리아데닐화 신호 및 인핸서(enhancer)를 사용하는 것으로 공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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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핵산 서열이 다른 핵산 서열과 기능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때, 핵산이 "작동적으로 연결된" 상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DNA에서 발현되는 폴리펩티드가 분비되는 상태의 예비 단백질인 경우, 예비서열 또는 분비 리더용 DNA

가 폴리펩티드 발현용 DNA와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열의 전사에 영향을 주는 프로모터 또는 인핸서도 코딩 

서열에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번역을 촉진하는 리보솜 결합 부위도 코딩 서열에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통상, "작동적으로 연결된"이란 DNA가 인접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분비 리더의 경우 인접해 있으면서 동

일한 ORF 상에 존재한다. 그러나, 인핸서는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결은 편리한 제한 부위에서 라이게이션(ligat

ion)으로 수행한다. 상기 제한 부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어댑터(adaptor) 또는 링커(linker)

를 종래의 방법대로 사용한다.

"항체"란 단일 항-PRO 폴리펩티드 모노클론 항체(효능제, 길항제 및 중화 항체 포함) 및 폴리에피토프에 특이적인 항

-PRO 폴리펩티드 항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모노클론 항체"란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실질적인 동종 항체의 집단으로부터 수득한 항체, 즉 집단을 포함한 개개의 항체가 소수로 존재할 수 있는 자발 

돌연변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항체를 말하는 용어이다.

본 명세서의 "활성이 있는" 또는 "활성"이란 자연 발생적인 고유의 PRO 폴리 펩티드의 생물학적 및(또는) 면역학적 활

성을 포함하는 PRO 폴리펩티드의 형태를 의미한다. PRO243의 경우, 척삭 및 근육 형성에 관련된 코딘에 결합하여 

활성에 영향(방해 또는 변화)을 끼치는 활성을 가지고 있다.

"치료" 또는 "치료하는"이란 치료상의 처치 및 예방 또는 예방 대책을 의미한다.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란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 뿐만 아니라 예방할 질병을 가진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포함한다.

치료 목적의 "포유동물"이란 포유류로 분류된 임의의 동물(인간 포함), 길들인 사육동물 및 양, 개, 말, 고양이, 젖소 

등과 같은 동물원 동물, 스포츠용 동물 또는 애완동물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의 포유동물은 인간이 바람직하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담체"란 투여시 사용하는 양 및 농도에 노출되더라도 세포 또는 포유동물에 독성이 없는, 제약

상 허용되는 담체, 부형제 또는 안정화제를 포함한다. 통상 생리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는 pH가 완충되는 수용액이다. 

생리적으로 허용되는 담체의 예로는 완충액(인산염 완충액, 시트르산염 완충액 및 다른 유기산 완충액), 산화방지제(

아스코브산), 저분자량(10개 잔기 미만) 폴리펩티드, 단백질(혈청 알부민, 젤라틴 또는 면역글로불린), 아미노산(글리

신, 글루타민, 아스파라긴, 아르기닌 또는 리신), 일탄당이나 이탄당 및 다른 탄수화물(포도당, 만노오스 또는 덱스트

린), 킬레이트화제(EDTA), 당 알코올(만니톨 또는 소르비톨), 염-형성 카운터이온(counterion)(나트륨) 및(또는) 비

이온성 계면활성제(트윈(등록상표)(TWEEN  TM ),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및 플루로닉스(등록상표)(PLURONICS 
TM ))를 포함한다.

"효능제"란 하나 이상의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고유의 PRO 폴리펩티드(고유의 PRO 폴리펩티드란 프로(pro)-PRO 

폴리펩티드, 프리(pre)-PRO 폴리펩티드, 프리프로(prepro)-PRO 폴리펩티드 또는 성숙된 PRO 폴리펩티드를 의미

함) 및 상기 PRO 폴리펩티드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 대한 펩티드 유사체 또는 펩티드가 아닌 유사체를 의미

하는 용어이다. 바람직하게, 본 발명의 효능제는 고유의 PRO 폴리펩티드가 갖는 질적 결합 인지 특성 및 수용체 활성

화 특성이 있다.

"길항제"란 프로(pro)-PRO 폴리펩티드, 프리(pre)-PRO 폴리펩티드, 프리프로(prepro)-PRO 폴리펩티드 또는 성숙

된 PRO 폴리펩티드를 의미하는 본 발명의 고유 PRO 폴리펩티드의 생물학적 활성을 억제하는 분자를 의미한다. 바람

직하게, 본 명세서의 길항제는 본 발명의 고유 PRO 폴리펩티드가 그의 결합 상대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한다. PRO 폴

리펩티드의 "길항제"란 PRO 길항제의 작동체 기능을 방해하는 분자(예를 들면, PRO 폴리펩티드에 의한 PRO 폴리펩

티드 수용체의 결합 및(또는) 활성화를 방해하는 분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시험 길항제 분자의 유무에 따라 고유

의 PRO 폴리펩티드가 PRO 폴리펩티드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이 경쟁적으로 억제되는 현상을 모니터하여 상기 분

자를 스크린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길항제는 PRO 폴리펩티드의 전사 또는 번역을 방해하여 단백질의 발현 및 

생물학적 활성을 억제하는 안티센스(antisense) 폴리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한다.

"엄격 조건"이란 (1) 이온강도가 낮고 온도가 높은 상태(예를 들면, 0.015M 염화나트륨, 0.0015M 시트르산 나트륨 

및 0.1% 황산 도데실 나트륨, 50℃)의 세척 또는 (2) 혼성화 반응시 42℃에서 포름아미드(0.1% 소의 혈청 알부민, 0.

1% 피콜(Ficoll), 0.1% 폴리비닐 피롤리돈 및 50nM 인산나트륨 완충액(pH 6.5) 중의 포름아미드 50%(부피/부피))와

같은 변성화제를 750mM 염화 나트륨 및 75mM 시트르산 나트륨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예는 50% 포

름아미드, 5x SSC(0.75M NaCl, 0.075M 시트르산 나트륨), 50mM 인산나트륨(pH 6.8), 0.1% 피로인산나트륨, 5x 

덴하트 용액(Denhardt's solution), 초음파로 분해된 연어의 정자(salmon sperm) DNA(50㎍/ml), 0.1% SDS 및 10

% 덱스트란 설페이트로 42℃에서 혼성화시키고, 0.2x SSC 및 0.1% SDS로 42℃에서 세척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완충액(10% 덱스트란 설페이트, 2x SSC 및 50% 포름아미드)으로 55℃에서 혼성화시키고, 이어서 EDTA를 포함한 

0.1x SSC로 구성된 매우 과도한 용액으로 세척하는 것이다.

"적당한 엄격 조건"이란 상기 샘브루크(Sambrook) 등의 문헌에 기재된 것으로, 세척 용액 및 혼성화 조건(예를 들면, 

온도, 이온 강도 및 SDS의 %)이 상기에 기재된 것보다 덜 엄격한 조건을 의미한다. 적당한 엄격 조건의 예는 37℃의 

용액(20% 포름아미드, 5x SSC(150mM NaCl, 15mM 시트르산 나트륨), 50mM 인산나트륨(pH 7.6), 5x 덴하트 용

액, 10% 덱스트란 설페이트 및 20mg/ml의 분해된 연어 정자 DNA를 포함)에서 밤새 반응시키고, 필터를 1xSSC로 3

7 내지 50℃에서 세척하는 조건이다. 당업계 숙련자는 프로브의 길이 등과 같은 인자에 순응하기 위해 필요한 온도, 

이온 강도 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써던 분석(Southern analysis)" 또는 "써던 블라팅(Southern blotting)"이 란 이미 알고 있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또

는 DNA 단편을 표지시키고, 이를 프로브로 혼성화하여, 제한효소로 잘려진 DNA 중의 DNA 서열 또는 그 DNA를 포

함한 조성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써던 분석은 통상 잘려진 DNA를 아가로오스 겔에서 전기영동으로 분리하

는 단계, 상기 분리된 DNA를 변성화시키는 단계 및 상기 DNA를 니트로셀룰로오스, 나일론 또는 다른 적합한 막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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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방사능 표지, 바이오틴 표지 또는 효소 표지된 프로브로 분석함)에 옮기는 단계(샘브루크(Sambrook) 등의 문헌

[  Molecular Cloning: A Laboratory Manual (New York: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1989] 중 9.37

-9.52 부분에 기재됨)를 포함한다.

"노던 분석(Northern analysis)" 또는 "노던 블라팅(Northern blotting)"이란 이미 알고있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DN

A 단편, cDNA나 그의 단편 또는 RNA 단편과 같은 프로브로 혼성화시켜 RNA 서열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 프로브는  32 P와 같은 방사성동위원소, 바이오틴 또는 효소로 표지된다. 분석할 RNA는 아가로오스 겔 또는 폴리아

크릴아미드 겔에서 전기영동으로 분리하고, 니트로셀룰로오스, 나일론 또는 다른 적합한 막에 옮긴 후, 상기의 샘브루

크(Sambrook) 등의 문헌 중 7.39-7.52 부분에 기재된 방법과 같은 당업계에 공지된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브로

혼성화시킨다.

Ⅱ.  본 발명의 구성 및 방법

1.  전체 길이의 PRO241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241이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 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241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241 폴리펩티드가 다양한 비클

리칸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241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비글리

칸 상동성 폴리펩티드이고, 비글리칸 단백질의 활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  전체 길이의 PRO243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243이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24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BLAST-2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체 길이의 PRO243 

고유 서열(도 4의 서열 번호 7)이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African clawed frog) 및 제노푸스(Xenopus)의 코딘과 50%

의 아미노산 동일성을 갖고, 생쥐의 코딘과 77%의 상동성이 있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243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코딘 단백질군의 한 단백질로서 중배엽의 등형성 작용에 의한 척삭 및 근육 형성에 영향

을 끼칠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3.  전체 길이의 PRO299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299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299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299 폴리펩티드의 여러 부분이 노

치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299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노치 단백

질군의 한 단백질로서 노치 단백질군에서 통상 나타나는 신호 전달 특성이 있을거라 생각된다.

4.  전체 길이의 PRO323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323이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32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323 폴리펩티드의 여러 부분이

다양한 디펩티다아제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323 폴리펩티드는 새로

이 동정된 디펩티다아제 상동체로서 디펩티다아제 활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5.  전체 길이의 PRO327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327이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327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327 폴리펩티드가 다양한 프로

락틴 수용체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327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프로락틴 상동체로서 프로락틴 수용체 단백질의 활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6.  전체 길이의 PRO233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233이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23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233 폴리펩티드의 여러 부분이

다양한 환원효소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또한, PRO23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가 세노르하브

디티스 엘레강스 ( Caenorhabditis elegans  )의 해당 DNA와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233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환원효소군의 한 효소로서, 환원효소군이 통상 나타내는 세포의 산화환원 상태

조절 능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7.  전체 길이의 PRO344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344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344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344 폴리펩티드의 여러 부분이 인

간 및 생쥐의 보체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344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보체 단백질군의 한 단백질로서, 보체 단백질군이 통상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염증반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8.  전체 길이의 PRO347 폴리펩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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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347이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347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347 폴리펩티드가 시스테인이 

풍부한 여러 분비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347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

정된 시스테인이 풍부한 분비 단백질로서, 시스테인이 풍부한 단백질이 통상 나타내는 활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9.  전체 길이의 PRO354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354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354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354 폴리펩티드가 인터-알파-트

립신 억제제의 중쇄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354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인터-알파-트립신 억제제의 중쇄 상동체라고 생각된다.

10.  전체 길이의 PRO355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355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355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355 폴리펩티드의 여러 부분이 C

RTAM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또한, PRO355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가 흉선세포 활성화 및 발

생 단백질, H20A 수용체, H20B 수용체,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 수용체 및 세르코피테쿠스 애티오프스 ( Cerco
pithecus aethiops  )의 AGM 델타 1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355 폴리

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CRTAM 단백질군의 한 단백질이라고 생각된다.

11.  전체 길이의 PRO357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357이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357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357 폴리펩티드의 여러 부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생장 인자의 산 불안정 서브유니트와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또한, DNA44804-1248의 비암호

화 부분이 WO 95/14772호에 기재된 인간 유전자 시그너쳐(signature)와 함께 배열됨을 알아냈다. 추가로, DNA448

04-1248의 비암호화 부분이 문헌[듀링(Deuring) 및 되플러(Doerfler),  Gene , 26:283-289(1983)]에 기재된 아데

노바이러스(adenovirus) 유형 12의 인간 재조합 바이러스 DNA와 함께 배열됨을 알아냈다. 코딩 부위의 상동성을 기

초로 하여,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357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류신이 풍부한 반복 서열을 포함하는 단백질군

의 한 단백질이며, 특히 인슐린과 유사한 생장 인자의 산 불안정 서브유니트와 관련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PRO3

57은 결합 기작에 관련되고 복합체의 일부일 수 있다.

12.  전체 길이의 PRO715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715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715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715 폴리펩티드의 여러 부분이 다

양한 종양 괴사 단백질의 군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715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종양 괴사 인자 단백질군의 한 단백질이라고 생각된다.

13.  전체 길이의 PRO353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353이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353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353 폴리펩티드의 여러 부분이

인간 및 생쥐의 보체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353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보체 단백질군의 한 단백질로서, 보체 단백질군이 통상 나타내는 바와 같이 염증반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14.  전체 길이의 PRO361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361이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

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361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361 폴리펩티드의 여러 부분이

뮤신 및 키틴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361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뮤신 및(또는) 키틴 단백질군의 한 단백질로서, 뮤신 및 키틴 단백질군이 통상 나타내는 바와 같이 각각 암, 식물 병리

또는 수용체 기능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5.  전체 길이의 PRO365 폴리펩티드

본 발명은 본 출원에서 PRO365라 불리우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새로이 동정 및 단리된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제공한다. 특히, 본 출원인은 하기 실시예에 더 상세히 개시되는 PRO365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BLAST 및 FastA라는 서열 배열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RO365 폴리펩티드의 여러 부분이 인

간의 2-19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음을 알아냈다. 따라서, 본 출원에 개시되는 PRO365 폴리펩티드는 새로이 동정된 

인간 2-19 단백질군의 한 단백질로 생각된다.

16.  PRO 폴리펩티드 변형체

본 명세서에 기재된 전체 길이의 PRO 폴리펩티드 고유 서열 뿐만 아니라, PRO 폴리펩티드의 변형체도 제조될 수 있

다. PRO 폴리펩티드의 변형체는 PRO 폴리펩티드의 DNA 내에 적합한 뉴클레오티드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원하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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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폴리펩 티드를 합성하여 제조할 수 있다. 당업계 숙련자는 아미노산의 변화로 인해 글리코실화 부위의 수나 위치 

변화 또는 세포막 부착성의 변화와 같은 번역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것이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전체 길이의 PRO 폴리펩티드 고유 서열 또는 PRO 폴리펩티드의 다양한 도메인 내에서의 변형체

는 임의의 보존성 및 비보존성 돌연변이 기술 및 지침(예: 미국 특허 제5,364,934호)을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변

형체는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하나 이상의 코돈을 치환, 제거 또는 삽입하여 고유 서열의 PRO 폴리펩티드에

비해 아미노산 서열이 변화된 것이다. 임의로, 변형체는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을 PRO 폴리펩티드 도메인 내의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원하는 활성에 역효과를 주지 않으면서 삽입, 치환 또는 제거될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방법은, PRO 폴리펩티드 서열을 이미 알려진 상동성 단백질 분자의 서열과 비교하여 상동성이 높은 영역에

서 변화되는 아미노산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아미노산의 치환은 유사한 구조 및(또는) 화학적 특성을 갖는 다른 

아미노산으로 대치(예를 들면, 류신을 세린으로)하는, 즉 보존적 아미노산 교환일 수 있다. 삽입 또는 제거의 범위는 

임의로 1 내지 5개의 아미노산이다. 서열 내의 아미노산을 체계적으로 삽입, 제거 또는 치환하고, 결과로 생긴 변형체

를 하기 실시예에 기재된 생체외 분석법으로 활성을 시험하여 허용되는 변형체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실시양태에서, 보존적 치환체는 바람직한 치환체라는 표제로 표 1에 제시된다. 그러한 치환체가 생물학적 활

성을 변화시킨다면, 더 실질적인 치환체( 표 1에서 예시적 치환체라 명명된 치환체) 또는 하기에 추가로 기재되는 아

미노산에 대한 참고자료를 도입하여 생성물을 스크린할 수 있다.

[표 1]

PRO 폴리펩티드의 기능 및 면역학적 동일성에 대한 실질적인 변형은 (a) 치환 범위 내에서 폴리펩티드 골격의 구조(

예를 들면, 쉬이트형 또는 나선형 배좌), (b) 목표 부위에서 분자의 전하 또는 소수성, 또는 (c) 곁사슬의 크기를 유지

시키는 효과가 현저히 다른 치환체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자연 발생 잔기는 통상의 곁사슬 특성에 근거하여 군으로 

분류된다.

(1) 소수성: norleucine, met, ala, val, leu, ile,

(2) 중성 친수성: cys, ser, thr,

(3) 산성: asp, glu,

(4) 염기성: asn, gln, his, lys, arg,

(5) 사슬의 배향에 영향을 주는 잔기: gly, pro 및

(6) 방향족: trp, tyr, phe.

비보존적 치환체는 한 부류의 아미노산을 다른 부류의 아미노산으로 치환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상기 치환되는 잔

기는 보존적 치환부위 또는 바람직하게 나머지(비보존적) 부위에 도입될 수 있다.

변형체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매개의(부위 특이적) 돌연변이화, 알라닌 스캐닝(alanine scanning) 및 PCR 돌연변이

화와 같은 당업계에 잘 공지된 방법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다. 부위 특이적 돌연변이화([카터(Carter) 등,  Nucl. Acid

s Res. ,  13 :4331 (1986)] 및 [졸러(Zoller) 등,  Nucl. Acids Res. ,  10 :6487 (1987)]), 카세트 돌연변이화([웰스

(Wells) 등,  Gene ,  34 :315 (1985)]), 제한 선택 돌연변이화([웰스(Wells) 등,  Philos. Trans. R. Soc. London Se

rA,  317 :415 (1986)]) 또는 다른 공지된 기술이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 변형체 DNA의 제조를 위해 클론 DNA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스캐닝 아미노산 분석(scanning amino acid analysis)도 인접하는 서열을 따라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을 확인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스캐닝 분석시 아미노산은 상대적으로 작은 중성 아미노산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아미노산은

알라닌, 글리신, 세린 및 시스테인을 포함한다. 상기 군에서 통상 알라닌이 스캐닝 분석에 바람직한 아미노산인데, 그 

이유는 알라닌이 베타-탄소를 벗어나는 곁사슬을 제거하고 변형체의 주사슬 배좌를 변경시키기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알라닌은 가장 흔한 아미노산이므로 바람직하다. 추가로, 알라닌은 단백질 구조 내부 및 노출 부 모두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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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톤(Creighton),  The Proteins , (W.H. Freeman Co., N.Y.)] 및 [코티아(Chothia),  J. Mol. Biol. ,  150 :1(19

76)]). 만약 알라닌 치환으로 적합한 양의 변형체를 수득하지 못하면 동형의 아미노산으로 치환할 수 있다.

17.  PRO 폴리펩티드의 변화

PRO 폴리펩티드의 공유결합 변형체는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공유결합 변화의 한 유형은 PRO 폴리펩티드의

목표 아미노산을, 선택된 곁사슬 또는 N- 또는 C-말단 잔기에 반응하는 유도화제와 반응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관

능화제를 사용하여 유도화시키는 것은 PRO 폴리펩티드를 비수용성 지지체 매트릭스 또는 표면에 가교시켜 항-PRO 

폴리펩티드 항체를 정제하거나 반대 상태로 정제하는데 유용하다. 통상 사용되는 가교제는 1, 1-비스(디아조아세틸)

-2-페닐에탄, 글루타르알데히드, 4-아지도살리실산을 포함한 에스테르와 같은 N-히드로옥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 

3,3'-디티오비스(숙신이미딜프로피오네이트)와 같은 디숙신이미딜 에스테르를 포함하는 동종이관능화 이미도에스테

르, 비스-N-말레이미도-1 ,8-옥탄과 같은 이관능화 말레이미드 및 메틸-3-[(p-아지도페닐)디티오]프로피오이미데

이트와 같은 제제를 포함한다.

다른 변화에는, 글루타미닐 및 아스파라기닐 잔기를 각각 상응하는 글루타밀 및 아스파틸 잔기로의 탈아미드화, 프롤

린 및 리신의 히드록시화, 세릴 또는 트레오닐 잔기의 히드록실기의 인산화, 리신, 아르기닌 및 히스티딘 곁사슬의 α

-아미노기의 메틸화([티.이. 크레이톤(T.E. Creighton),  Proteins: Structure and Molecular Properties , 샌프란시

스코의 더블유. 에이치. 프리만 앤드 캄파니(W.H. Freeman Co.), pp. 79-86 (1983)]), N-말단 아민의 아세틸화 및 

임의의 C-말단 카르복실기의 아미드화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PRO 폴리펩티드 공유결합 변형체에 대한 다른 유형은 폴리펩티드 고유의 글리코실화 

패턴의 변화를 포함한다. "고유의 글리코실화 패턴의 변화"란 PRO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에서 발견되는 하나 이상

의 탄수화물 잔기를 제거하고(거나) PRO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 이상의 글리코실화 부위를 

가하고(거나) 글리코실화 부위에 부착된 당 잔기의 비율 및(또는) 조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PRO 폴리펩티드의 서열에 글리코실화 부위를 가하는 것은 아미노산 서열을 변화시켜 수행할 수 있다. 상기 변화는 

예를 들면, PRO 폴리펩티드의 고유 서열에 하나 이상의 세린 또는 트레오닌 잔기(O-결합 글리코실화 부위)를 가하거

나 상기 잔기로 치환하여 만들수 있다. PRO 폴리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은 임의로 DNA 수준, 특히 PRO 폴리펩티드

를 암호화하는 DNA의 미리 선택된 염기에서 돌연변이(그 결과 코돈은 원하는 아미노산으로 번역됨)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PRO 폴리펩티드 상의 탄수화물 잔기 수를 증가시키는 다른 수단은 폴리펩티드에 글리코시드를 화학적 또는 효소적 

방법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상기 방법은 1987년 9월 11일에 출원된 WO 87/05330호 및 [아플린(Aplin) 및 린스톤

(Wriston),  CRC Crit. Rev. Biochem. , pp. 259-306 (1981)]에 기재되어 있다.

PRO 폴리펩티드에 존재하는 탄수화물 잔기의 제거는 글리코실화되는 목표 아미노산 잔기를 암호화하는 코돈의 화학

적 치환, 효소적 치환 또는 돌연변이에 의한 치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화학적 탈글리코실화 기술은 당업계에 공지

되어 있고, 문헌 [하키무딘(Hakimuddin) 등,  Arch. Biochem. Biophvs. ,  259 :52 (1987)] 및 [에지(Edge) 등,  An

al. Biochem. ,  118 :131 (1981)]에 기재되어 있다. 폴리펩티드의 탄수화물 잔기를 효소 분해하는 것은 문헌[토타쿠

라(Thotakura) 등,  Meth. Enzvmol. ,  138 :350 (1987)]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양한 내부- 및 외부-글리코시다아

제를 사용하여 성취될 수 있다.

본 발명의 PRO 폴리펩티드에 대한 다른 유형의 공유결합 변화는 PRO 폴리펩티드를 미국 특허 제4,640,835호, 제4,

496,689호, 제4,301,144호, 제4,670,417호, 제4,791,192호 또는 제4,179,337호에 공개된 방법으로 하나 이상의 비

단백질성 중합체(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폴리옥시알킬렌)에 결합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PRO 폴리펩티드는 또한, 다른 이질성 폴리펩티드 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융합된 PRO 폴리펩티드를 포함하

는 키메라 분자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기 키메라 분자는 PRO 폴리펩티드를 태그(

tag) 폴리펩티드(항-태그 항체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에피토프를 제공함)와 융합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에피토프 태

그는 통상 PRO 폴리펩티드의 N- 또는 C-말단에 위치한다. 상기 에피토프-태그된 형태의 PRO 폴리펩티드는 태그 

폴리펩티드에 대한 항체를 사용하여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에피토프 태그의 제공으로 인하여 PRO 폴리펩티드는, 항-

태그 항체 또는 에피토프 태그에 결합하는 다른 친화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쉽게 정제할 수 있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키메라 분자는 면역글로불린 또는 면역글로불린의 특정 영역과 융합된 PRO 폴리펩티드를 포함한다. 상기 키메라 분

자의 항원 결정부를 2개로 만들기 위해, 상기 융합부는 IgG 분자의 Fc 부분일 수 있다.

다양한 태그 폴리펩티드 및 각각의 항체는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그 예로는 폴리-히스티딘(폴리-히스) 또는 폴리

-히스티딘-글리신(폴리-히스-글리) 태그, 인플루엔자의 HA 태그 폴리펩티드 및 그의 항체 12CA5([필드(Field) 등, 

Mol. Cell. Biol. ,  8 :2159-2165 (1988)]), c-myc 태그 및 그의 항체 8F9, 3C7, 6E10, G4, B7 및 9E10([에반(Ev

an) 등,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  5 :3610-3616 (1985)]) 및 허피스 심플렉스(Herpes Simplex) 바이러

스 당단백질 D(gD) 태그 및 그의 항체([파보르스키(Paborsky) 등,  Protein Engineering ,  2 (6):547-553 (1990)])

를 포함한다. 다른 태그 폴리펩티드로는 Flag-펩티드([호프(Hopp) 등,  BioTechnology ,  6 :1204-1210 (1988)]), 

KT3 에피토프 펩티드([마틴(Martin) 등,  Science  255 :192-194 (1992)]), α-튜불린 에피토프 펩티드([스키너(S

kinner) 등,  J. Biol. Chem. ,  266 :15163-15166 (1991)]) 및 T7 유전자 10 단백질 펩티드 태그([루츠-프레이어

무쓰(Lutz-Freyermuth) 등,  Proc. Natl. Acad. Sci. USA ,  87 :6393-6397 (1990)])를 포함한다.

18.  PRO 폴리펩티드의 제조

하기의 기재 내용은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의 핵산이 형질전환 또는 형질감염된 세포를 배양하여 PRO 폴리펩티드

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물론 당업계에 잘 공지된 다른 방법도 PRO 폴리펩티드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PRO 폴리펩티드 또는 그의 일부는 고체상 기술([스튜어트(Stewart) 등,  Solid-Phase Peptide Synthesi

s ,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더블유. 에이치. 프리만(W.H. Freeman)사 (1969)] 및 [메리필드(Merrifield),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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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Chem. Soc.  85 :2149-2154 (1963)])을 이용한 직접적인 펩티드 합성으로 제조할 수 있다. 생체외 단백질 합

성은 수동 기술 또는 자동화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스 펩티드 신테사이저(Appli

ed Biosystems Peptide Synthesizer)(Foster City, CA)를 이용하여 제조자의 지시대로 자동화 합성을 수행할 수 있

다.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의 여러 부분이 분리되어 화학적으로 합성되고, 상기 부분을 화학적 또는 효소적 방법으로

결합시켜 전체 길이의 PRO 폴리펩티드를 제조할 수 있다.

A.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의 단리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는,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의 mRNA를 갖고 있고 검출가능한 정도로 발현시키

고 있다고 생각되는 조직으로부터 제조한 cDNA 라이브러리에서 수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PRO 폴리펩티드 D

NA는 실시예에 기재되는 바와 같은 인간의 조직으로부터 제조한 cDNA 라이브러리에서 쉽게 수득할 수 있다. PRO 

폴리펩티드-암호화 유전자는 또한 게놈 라이브러리에서 수득하거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합성에 의해 수득할 수 있

다.

연구 대상 유전자 또는 그에 의해 암호화된 단백질을 검출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브(원하는 PRO 폴리펩티드에 대한 

항체 또는 약 20 내지 80개 염기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한다. 선택된 프로브로 cDNA 라이브

러리 또는 게놈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는 것은 샘브루크(Sambrook) 등의 문헌[  Molecular Cloning: A Laboratory

Manual (New York: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1989)]에 기재된 바와 같은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수

행한다.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단리하는 다른 방법은 PCR을 사용하는 것이다(샘브루크(Sa

mbrook) 등의 상기 문헌 및 [디펜바크(Dieffenbach) 등,  PCR Primer:A Laboratory Manual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1995)]).

하기 실시예는 cDNA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는 기술에 대해 기재한다. 프로브로 선택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서열은 

가짜 양성반응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히 길고 명확해야 한다. 상기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스크린되는 라이브러리에

서 혼성화에 의해 DNA를 검출할 수 있도록 표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지 방법은 당업계에 잘 공지되어 있고,  32 P

-표지 ATP의 사용, 바이오티닐화 및 효소 표지법을 포함한다. 적당한 엄격 조건 및 과도한 엄격 조건을 포함하는 혼

성화 조건은 샘브루크(Sambrook) 등의 상기 문헌에 제공된다.

라이브러리 스크린 방법에서 확인된 서열은 기탁 및 대중에 공개된 진뱅크(GenBank)와 같은 데이타베이스 또는 다

른 비공개 서열 데이타베이스의 서열과 비교 및 배열된다. 제한된 영역 또는 전체 길이의 서열 동일성(아미노산 또는 

뉴클레오티드 수준)은, 상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BLAST, ALIGN, DNAstar 및 INHERI

T와 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배열하여 결정한다.

단백질 코딩 서열을 갖는 핵산은 본 명세서에 최초로 개시되는 추론된 아미노산 서열을 사용하여 선택된 cDNA 또는 

게놈 라이브러리 스크린으로 수득될수 있고, 필요한 경우 cDNA로 역전사되지 않았을 전구체 및 mRNA의 가공 중간

체를 검출하기 위해 상기의 샘브루크(Sambrook) 등의 문헌에 기재된 종래의 프라이머 신장 방법(primer extension 

procedure)을 이용하여 수득할 수 있다.

B.  숙주세포의 선정 및 형질전환

PRO 폴리펩티드의 생산을 위해 숙주세포를 본 명세서에 기재되는 발현 또는 클로닝 벡터로 형질감염 또는 형질전환

시킨 후, 프로모터, 형질전환체의 선택 또는 원하는 서열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증폭에 적합하게 변형된 종래의 영양

배지에서 숙주세포를 배양하였다. 배지, 온도, pH 등과 같은 배양 조건은 별다른 작업없이 당업계 숙련자가 선택할 수

있다. 통상, 세포 배양의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원리, 실험 방법 및 실체 기술은 문헌[  Mammalian Cell Biotech

nology: a Practical Approach , 엠. 버틀러(M. Butler), ed. (IRL Press, 1991)] 및 샘브루크(Sambrook) 등의 상기 

문헌에서 찾을 수 있다.

형질감염 방법은 CaPO  4 및 일렉트로포레이션(elelctroporation)과 같이 당업계 숙련자에게 통상 공지되어 있다. 사

용되는 숙주세포에 따라, 그 세포에 적합한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형질전환시킨다. 상기 샘브루크(Sambrook) 등의 

문헌에 기재된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칼슘처리 또는 일렉트로포레이션은 통상 원핵생물 또는 실질적인 세포벽을 함유

하는 다른 세포에 사용된다. 특정 식물 세포에는 아크로박 테리움 투메파시엔스( Agrobacterium tumefaciens  )로 

감염시켜 형질전환시킨다 ([쇼(Shaw) 등,  Gene ,  23 :315 (1983)] 및 1989년 6월 29일 출원된 WO 89/05859호). 

상기 세포벽이 없는 포유동물 세포의 경우, 인산칼슘 침전법([그라암(Graham) 및 반 데르 에브(van der Eb),  Virolo

gy ,  52 :456-457 (1978)])을 사용할 수 있다. 포유동물 세포 숙주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 제4,399,216호에 

기재되어 있다. 효모에 형질전환하는 것은 문헌[반 솔링겐(Van Solingen) 등,  J. Bact. ,  130 :946 (1977)] 및 [시

아오(Hsiao) 등,  Proc. Natl. Acad. Sci. (USA) ,  76 :3829 (1979)]의 방법을 따라 수행한다. 그러나, 핵 미세주입, 

일렉트로포레이션, 정상 세포에 박테리아 원형질체 융합 또는 폴리케타이온(폴리브렌, 폴리오르니틴)과 같이 세포에 

DNA를 도입시키는 다른 방법도 사용될 수 있다. 포유동물 세포를 형질전환시키는 다양한 방법은 문헌[권(Keown) 

등,  Methods in Enzvmology ,  185 :527-537 (1990)] 및 [만서(Mansour) 등,  Nature ,  336 :348-352 (1988)]

을 참조할 수 있다.

본 명세서의 DNA를 벡터에 클로닝 또는 발현하기에 적합한 숙주세포에는 원핵생물, 효모 또는 고등 진핵세포가 포

함된다. 적합한 원핵생물은 그람-음성 또는 그람-양성 박테리아(예를 들면, 대장균( E. coli  )과 같은 엔테로박테리아

세 (Enterobacteriaceae))와 같은 진균류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E. coli  K12 균주 MM294(ATCC 

31,446호), E. coli  X1776(ATCC 31,537호), E. coli  균주 W3110(ATCC 27,325호) 및 K5 772(ATCC 53,635호)

와 같은 다양한 대장균 균주가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다. 다른 적합한 원핵 숙주세포는 에스케리치아 ( Escherichia
)(예를 들면, 대장균), 엔테로박터( Enterobacter ), 에르위니아 ( Erwinia ), 클레브실라( Klebsiella ), 프로테우스(

Proteus ), 살모넬라( Salmonella )(예를 들면, 살모넬라 티피무리움( Salmonella typhimurium  )), 세라티아( Serrat
ia )(예를 들면, 세라티아 마르세산스( Serratia marcescans  ), 및 쉬겔라( Shigella )와 같은 엔테로박테리아세(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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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acteriaceae) 뿐만 아니라 비. 서브틸리스( B. subtilis  ) 및 비. 리케니포미스( B. licheniformis  )(예를 들면, 198

9년 4월 12일 출원된 DD 266,710호에 개시된 비. 리케니포미스( B. licheniformis  ) 41P)와 같은 바실라이( Bacilli
), 피. 아레루기노사( P. aeruginosa  )와 같은 슈도모나스 ( Pseudomonas ), 및 스트렙토마이세스( Streptomyces )

를 포함한다. E. coli  K12 균주 MM294(ATCC 31,446호), E. coli  X1776(ATCC 31,537호), E. coli  균주 W3110(

ATCC 27,325호) 및 K5 772(ATCC 53,635호)와 같은 다양한 E. coli 균주가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다. 상기의 예는

발명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 균주 W3110은 재조합 DNA 산물의 발효용으로 흔히 사용하는 특

히 바람직한 숙주 또는 어버이 숙주(parent host)이다. 바람직하게는 숙주세포가 단백질 분해성 효소를 최소로 분비

한다. 예를 들면, 균주 W3110은 숙주세포 내의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유전적으로 돌연변이시켜 E. coli  W3

110 균주 1A2(완전한 tonA 유전자형을 갖음), E. coli  W3110 균주 9E4(완전한 tonA ptr3  유전자형을 갖음), E. co
li W3110 균주 27C7(ATCC 55,244호)(완전한 tonA ptr3 phoA E15 (argF-lac)169 degP ompTkan  r 유전자형

을 갖음), E. coli  W3110 균주 37D6(완전한 tonA ptr3 phoA E15 (argF-lac)169 degP onpT rbs7 ilvG kan  r

유전자형을 갖음), E. coli  W3110 균주 40B4(카나마이신(kanamycin) 저항성이 없는 degP 결실 돌연변이인 균주 3

7D6) 및 1990년 8월 7일 출원된 미국 특허 제 4,946,783호에 개시된 세포질 주변의 단백질 분해효소 돌연변이를 갖

는 E. coli  균주와 같은 숙주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PCR 또는 다른 핵산 중합효소 반응과 같은 클

로닝의 생체외 방법이 적합하다.

원핵생물 뿐만 아니라, 섬유상 곰팡이 또는 효모와 같은 진핵 세균도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벡터의 클로닝에

적합하다.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 ( Saccharomyces cerevisiae  )는 통상 사용되는 하등 진핵 숙주 미생물이다.

다른 숙주세포로 쉬조사카로마이세스 프로베( Schizosaccharomyces pombe  )([비치(Beach) 및 널스(Nurse),  Nat

ure ,  290 : 140 (1981)] 및 1985년 5월 2일 출원된 EP 139,383호), 케이. 락티스( K. lactis  )(MW98-8C, CBS68

3, CBS4574, [루벤코드(Louvencourt) 등,  J. Bacteriol. , 737 (1983)]), 케이. 프라길리스( K. fragilis  )(ATCC 12,

424호), 케이. 불가리쿠스( K. bulgaricus  )(ATCC 16,045호), 케이. 위커라미( K. wickeramii  )(ATCC 24,178호), 

케이 왈티( K. waltii  )(ATCC 56,500호), 케이. 드로소필라룸( K. drosophilarum  )(ATCC 36,906호, [반 덴 베르그 

등,  Bio/Technology ,  8 :135 (1990)]), 케이. 써모톨러란스( K. thermotolerans  ) 및 케이 막시아누스( K. marxia
nus )와 같은 클루이베로마이세스( Kluyveromyces ) 숙주(미국 특허 제4,943,529호 및 [플리어(Fleer) 등,  Bio/Te

chnology ,  9 : 968-975 (1991)]), 야로위아( yarrowia )(EP 402,226호), 피키아 파스토리스( Pichia pastoris  )(E

P 183,070호 및 [스리크리슈나(Sreekrishna) 등,  J. Basic Microbiol. ,  28 : 265-278 (1988)]), 캔디다( Candida
), 트리코더마 레시아( Trichoderma reesia  )(EP 244,234호), 뉴로스포라 크라사( Neurospora crassa  )([케이스(C

ase) 등,  Proc. Natl. Acad. Sci. USA  76 : 5259-5263 (1979)]), 슈완니오마이세스 옥시덴탈리스( Schwanniomy
ces occidentalis  )(1990년 10월 31일 출원된 EP 394,538호)와 같은 슈완니오마이세스 ( Schwanniomyces ), 뉴로

스포라( Neurospora ), 페니실리움( Penicillium ), 톨리포클라디움( Tolypocladium )(1991년 1월 10일 출원된 WO

91/00357호)와 같은 섬유상 곰팡이 및 에이. 니둘란스( A. nidulans  )([밸런스(Ballance) 등,  Biochem. Biophys. R

es. Commun. ,  112 : 284-289 (1983)], [틸번(Tilburn) 등,  Gene ,  26 : 205-221 (1983)] 및 [엘톤(Yelton) 등, 

Proc. Natl. Acad. Sci. USA ,  81 : 1470-1474 (1984)]) 및 에이. 니거( A. niger  )([켈리(Kelly) 및 하이네스(Hyn

es),  EMBO J.  4 : 475-479 (1985)])와 같은 아스퍼질러스( Aspergillus ) 숙주가 포함된다. 메틸영양성 효모는 본 

명세서에서 사용하는 숙주로서 적합하고, 한세눌라( Hansenula ), 캔디다( Candida ), 클로에케라( Kloeckera ), 피

키아( Pichia ), 사카로마이세스 ( Sccharomyces ), 투룰롭시스( Torulopsis ) 및 로도토룰라( Rhodotorula ) 속으

로부터 선택된, 메탄올에서 생장할 수 있는 효모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상기 부류의 예시적 효모로서

특이적인 종의 목록은 씨. 안토니(C. Anthony)의 문헌[  The biochemistry of Methylotrophs , 269 (1982)]에서 알

아볼 수 있다.

글리코실화 PRO 폴리펩티드의 발현에 적합한 숙주세포는 다세포 유기체에서 유래한 것이다. 무척추 세포의 예로는 

초파리 S2(Drosophila S2) 및 스포도프테라 Sf9(Spodoptera Sf9) 뿐만 아니라 식물세포도 포함된다. 유용한 포유동

물 세포주 에는 중국 햄스터 난소(Chinese hamster ovary, CHO) 및 COS 세포가 포함된다. 더 특이적인 예로는 SV

40에 의해 형질전환된 원숭이 신장 CV1 세포주(COS-7, ATCC CRL 1651), 인간 배의 신장 세포주(293 세포 또는 

현탁배양되도록 클론화된 293 세포, [그라암(Graham) 등,  J. Gen. Virol. ,  36 : 59(1977)]), 중국 햄스터 난소 세포

/-DHFR(CHO, [울라웁(Urlaub) 및 차신(Chasin),  Proc. Natl. Acad. Sci. USA ,  77 : 4216 (1980)]), 생쥐의 세르

톨리 세포(TM4, [마더(Mather),  Biol. Reprod. ,  23 : 243-251 (1980)]), 인간의 폐 세포(W138, ATCC CCL75호)

, 인간의 간 세포(HepG2, HB 8065) 및 생쥐의 유방 종양(MMT 060562, ATCC CCL51호)이 포함된다. 적합한 숙주

세포는 당업계의 기술범위 내에 선택된다.

C.  복제가능한 벡터의 선택 및 용도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핵산(예를 들면, cDNA 또는 게놈 DNA)은 클로닝(DNA의 증폭) 및 발현을 위

해 복제가능한 벡터에 삽입할 수 있다. 다양한 벡터가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다. 예를 들면, 상기 벡터는 플라스미드, 

코스미드, 바이러스 입자 또는 파아지(phage)의 형태일 수 있다. 적합한 핵산 서열은 다양한 방법으로 벡터에 삽입할 

수 있다. 통상, DNA는 적합한 제한효소 부위에 당업계에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삽입한다. 벡터의 구성요소는 통상 

하나 이상의 신호 서열, 복제 개시점, 하나 이상의 마커(marker) 유전자, 인핸서 요소, 프로모터 및 전사 종료 서열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하나 이상의 상기 요소를 포함하는 적합한 벡터는 당업계에 공지된 표준 라이게

이션 기술(standard ligation technique)을 사용하여 구성한다.

관심있는 PRO 폴리펩티드는 재조합에 의해 직접 제조하거나, 또는 신호 서열이거나 성숙 단백질 또는 폴리펩티드의 

N-말단에 특이적 절단 부위가 있는 다른 폴리펩티드인 이질성 폴리펩티드와 융합된 상태로 제조할 수 있다. 통상, 신

호 서열은 벡터의 구성요소이거나, 또는 벡터에 삽입되는 PRO 폴리펩티드 DNA의 일부분일 수 있다. 신호 서열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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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인 인산화효소, 페니실리나아제, lpp 또는 열-안정 내독소 Ⅱ 리더(leader)로부터 선택되는 원핵생물의 신호서열

일 수 있다. 효모에서 분비를 위한 신호 서열은 효모 인버타아제, 알파 인자 리더(사카로마이세스 ( Saccharomyces )

및 클루이베로마이세스( Kluyveromyces ) α-인자를 포함, 후자는 미국 특허 제5,010,182호에 기재됨) 또는 산 인

산화효소 리더, 씨. 알비칸스( C. albicans  )의 글루코아밀라아제 리더(1990년 4월 4일 출원된 EP 362,179호) 또는 

1990년 11월 15일 출원된 WO 90/13646호에 기재된 신호일 수 있다. 포유동물 세포의 발현에서 포유동물의 신호 

서열은, 같은 종 또는 관련된 종의 분비 폴리펩티드로부터 유래한 신호 서열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분비 리더와 같

이 단백질의 직접적인 분비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발현 및 클로닝 벡터는, 벡터가 1종 이상의 숙주세포에서 복제될 수 있게 하는 핵산 서열을 포함한다. 상기 서열은 다

양한 박테리아, 효모 및 바이러스에 대해 공지되어 있다. pBR322의 복제 개시점은 대부분의 그람-음성 박테리아에 

적합하고, 2μ플라스미드 개시점은 효모에 적합하며, 다양한 바이러스(SV40, 폴리오마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V

SV 또는 BPV)의 개시점은 포유동물 세포의 클로닝 벡터에 유용하다.

발현 및 클로닝 벡터는 통상 선택 유전자(선택 마커라고도 불리움)를 포함한다. 선택 유전자는 통상 (a) 앰피실린(am

picillin), 네오마이신(neomycin), 메토트렉세이트(methotrexate) 또는 테트라싸이클린(tetracycline)과 같은 항생물

질 또는 다른 독성물질에 저항성을 주고, (b) 영양요구성 결핍을 보완하며, (c) 복합 배지로부터 얻을 수 없는 필수 영

양소를 공급(예를 들면, 바실라이( Bacilli  )에서 D-알라닌 라세마아제(racemase)를 암호화하는 유전자)하는 단백질

을 암호화한다.

포유동물 세포에 적합한 선택 마커는 PRO 폴리펩티드의 핵산을 잘 흡입하는 세포를 동정할 수 있게하는 DHFR 또는

티미딘 키나아제와 같은 것이다. 야생형 DHFR이 사용될 경우 적합한 숙주세포는 문헌[울라웁(Urlaub) 등,  Proc. N

atl. Acad. Sci. USA ,  27 :4216 (1980)]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조 및 증식된, DHFR 활성이 결여된 CHO 세포주이

다. 효모에 적합한 선택 유전자는 효모 플라스미드 YRp7에 존재하는 trp1 유전자([스티노크콤(Stinchcomb) 등,  Na

ture  282 :39 (1979)], [킹스만(Kingsman) 등,  Gene ,  2 :141(1979)] 및 [쳄퍼(Tschemper) 등,  Gene ,  10 :15

7 (1980)])이다. trp1 유전자는 트립토판이 결여된 배지에서 자라지 못하는 돌연변이체 균주(예를 들면, ATCC 440

76호 또는 PEP4-1 [존스(Jones),  Genetics ,  85 :12(1997)])에 대한 선택 마커이다.

발현 및 클로닝 벡터는 통상 PRO 폴리펩티드 핵산 서열과 작동적으로 연결되어 mRNA를 합성하는 프로모터를 포함

한다. 다양한 잠재적 숙주세포에 인지되는 프로모터는 공지되어 있다. 원핵생물 숙주에 사용하기 적합한 프로모터에

는 락토오스 프로모터 시스템([창(Chang) 등,  Nature  275 :615 (1978)] 및 [괴델(Goeddel) 등,  Nature ,  281 :5

44 (1979)]), 알칼라인 인산화효소, 트립토판(trp) 프로모터 시스템([괴델(Goeddel),  Nucleic Acids Res. ,  8 :4057

(1980)] 및 EP 36,776호) 및 tac 프로모터와 같은 혼성 프로모터([드보어(deBoer) 등,  Proc. Natl. Acad. Sci. USA

 80 :21-25 (1983)])가 포함된다. 박테리아 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모터도 또한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

하는 DNA와 작동적으로 연결된 샤인-달가노(Shine-Dalgarno, S.D.) 서열을 포함한다.

효모 숙주에 사용되는 적합한 프로모터 서열의 예에는 3-포스포글리세레이트 키나아제([히츠만(Hitzeman) 등,  J. B

iol. Chem. ,  255 :2073 (1980)]) 또는 에놀라아제, 3-인산-글리세르알데히드 탈수소효소, 헥소키나아제, 피루브산

탈탄산효소, 포스포프럭토키나아제, 6-인산-포도당 이성질화효소, 3-인산 글리세레이트 돌연변이화효소, 피루브산 

키나아제, 트리오스인산 이성질화효소 및 글루코키나아제와 같은 다른 해당효소([헤스(Hess) 등,  J. Adv. Enzvme 

Reg. ,  7 :149 (1968)] 및 [홀란드(Holland),  Biochemistry ,  17 :4900 (1978)])가 포함된다.

생장 조건에 의해 전사가 조절되는 부가의 장점을 갖는 유도 프로모터인 다른 효모 프로모터는 알코올 탈수소효소 2,

이소시토크롬 C, 산 인산염, 질소 동화와 연관된 분해 효소, 메탈로티오네인, 3-인산-글리세르알데히드 탈수소효소 

및 말토오스 및 갈락토오스 이용 효소의 프로모터 영역이다. 효모에서의 발현에 적합한 벡터 및 프로모터는 추가로 E

P 73,657호에 기재되어 있다.

포유동물 숙주세포에서 PRO 폴리펩티드의 전사는, 폴리오마(polyoma) 바이러스, 포울폭스(fowlpox) 바이러스(198

9년 7월 5일 출원된 UK 2,211,504호), 아데노 바이러스(adenovirus)(예를 들면, 아데노바이러스 2), 소의 파필로마(

papilloma) 바이러스, 조류의 사코마(sarcoma) 바이러스, 싸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 virus), 레트로바이러

스(retrovirus), B형 간염 바이러스 및 원숭이 바이러스 40(SV40)과 같은 바이러스의 게놈으로부터 수득한 프로모터

, 액틴 프로모터 또는 면역글로불린 프로모터 및 열-충격 프로모터(상기 프로모터가 숙주세포 시스템과 양립한다는 

조건하임)에 의해 조절된다.

고등 진핵생물에 의한,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의 전사는 벡터에 인핸서 서열을 삽입하여 증가시

킬 수 있다. 인핸서는 DNA의 cis-활성 요소이고, 통상 10 내지 300bp로 프로모터에 의한 전사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포유동물 유전자로부터 유래된 인핸서 서열(글로빈, 엘라스타아제, 알부민, α-페토프로틴 및 인슐린)이 많이 

공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통상, 진핵 세포 바이러스에서 유래된 인핸서를 사용한다. 예들 들면, 복제 개시점 뒤쪽의 

SV40 인핸서(100 내지 270bp), 싸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 초기 프로모터 인핸서, 복제 개시점 뒤쪽

의 폴리오마(polyoma) 인핸서 및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인핸서를 포함한다. 인핸서는 PRO 폴리펩티드에 대

해 벡터의 5' 또는 3'에 위치할 수 있지만, 프로모터의 5'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핵 숙주세포(효모, 곰팡이, 곤충, 식물, 동물, 인간 또는 다른 다세포 유기체에서 유래한 핵이 있는 세포)에 사용되는

발현 벡터는 또한 전사의 종료 및 mRNA의 안정화를 위한 서열을 포함한다. 상기 서열은 진핵세포 또는 바이러스의 

DNA 또는 cDNA의 통상 5', 가끔은 3'의 번역되지 않는 영역에 존재한다. 상기 영 역은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

는 mRNA의 번역되지 않는 부분에서 폴리아데닐화 절편으로 전사되는 단편을 포함한다.

재조합 척추동물 세포 배양에서 PRO 폴리펩티드의 합성에 적합한 다른 방법, 벡터 및 숙주세포는 [게팅(Gething) 등,

 Nature  293 :620-625 (1981)], [만테이(Mantei) 등,  Nature ,  281 :40-46 (1979)] 및 EP 117,060호 및 EP 11

7,058호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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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유전자 증폭 및 발현의 검출

유전자의 증폭 및(또는) 발현은 본 명세서에 제공된 서열을 근거로하는 적합하게 표지된 프로브를 사용하여, 종래의 

써던 블라팅(Southern blotting), mRNA의 전사를 정량화시키기 위한 노던 블라팅(Northern blotting)([토마스(Tho

mas),  Proc. Natl. Acad. Sci. USA ,  77 :5201-5205 (1980)]), 점 블라팅(dot blotting)(DNA 분석) 또는 원래 위

치에서의 혼성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간단히 측정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DNA 이중체, RNA 이중체 및 DNA-RNA 

혼성 이중체 또는 DNA-단백질 이중체를 포함하는 이중체를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항체를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항체를 표지하고 이중체가 표면에 결합하는 부위에서 분석을 수행하여, 표면에서 이중체가 형성되면 이중체에 결

합된 항체를 검출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유전자 발현은 유전자의 발현 산물을 직접 정량화하는, 세포 또는 조직부의 면역조직화학적(immunoh

istochemical) 염색 및 세포 배양물 또는 체액의 분석과 같은 면역학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면역조직화학적 염

색 및(또는) 시료액의 분석에 유용한 항체는 모노클론 항체 또는 폴리클론 항체일 수 있고, 임의의 포유동물로부터 제

조될 수 있다. 통상 고유 서열의 PRO 폴리펩티드에 대한 항체, 본 명세서에서 제공되는 DNA 서열에 근거한 합성 펩

티드에 대한 항체 또는 PRO 폴리펩티드 DNA에 융합되어 특이적인 항체 에피토프를 암호화하는 외래성 서열에 대한

항체가 제조된다.

E.  폴리펩티드의 정제

폴리펩티드의 형태는 배양시킨 배지 또는 숙주세포 용해액으로부터 회수될 수 있다. 세포막에 결합되어 있는 폴리펩

티드는 적합한 세제 용액(예를 들면, Triton-X 100) 또는 효소에 의한 절단으로 막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 PRO 폴리

펩티드의 발현에 사용된 세포는 냉동-해동의 주기적 순환, 초음파 처리, 기계적 분쇄 또는 세포 용해제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수단에 의해 분쇄될 수 있다.

PRO 폴리펩티드를 재조합 세포 단백질 또는 폴리펩티드로부터 정제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온-교환 컬럼으로 분별

분리, 에탄올 침전, 역상 HPLC, 실리카 또는 DEAE와 같은 양이온-교환수지상의 크로마토그래피, 크로마토포커싱 (

chromatofocusing), SDS-PAGE, 황산암모늄 침전, 세파덱스(Sephadex) G-75를 사용한 겔 여과, IgG와 같은 오염

물 제거를 위한 단백질 A 세파로오스(Sepharose) 컬럼 및 에피토프-태그된 PRO 폴리펩티드를 결합시키는 금속 킬

레이트화 컬럼의 사용은 적합한 정제 과정의 예이다. 단백질 정제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상기 방법은 당업

계에 공지되어 있으며, 문헌[도이쳐(Deutscher),  Methods in Enzvmology ,  182 (1990)] 및 [스코프스(Scopes),  

Protein Purification: Principles and Practice , Springer-Verlag, 뉴욕 (1982)]에 기재되어 있다. 정제 단계는 사

용되는 제조 방법의 특성 및 제조될 PRO 폴리펩티드의 특성에 의해 선택한다.

19.  PRO 폴리펩티드의 용도

본 발명의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또는 그의 상보적 서열)은 혼성화 프로브로 사용, 염색

체 및 유전자 지도 작성 및 안티센스(antisense) RNA 및 DNA의 생성을 포함하여, 분자생물학계에서 다양하게 사용

될 수 있다.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핵산은 또한 본 명세서에 기재되는 재조합 기술에 의한 PRO 폴리펩티드

의 제조에 유용할 것이다.

전체 길이의 PRO 폴리펩티드 고유 서열을 암호화하는 핵산 및 그의 일부분은 전체 길이의 PRO 폴리펩티드 유전자의

단리 또는 PRO 폴리펩티드 핵산 서열에 원하는 서열 동일성을 갖는 또다른 유전자(예를 들면, 자연 발생적인 PRO 폴

리펩티드의 변형체 또는 다른 종에서 유래한 PRO 폴리펩티드)의 단리를 위한 혼성화 프로브로서 사용될 수 있다. 임

의로, 프로브의 길이는 약 20 내지 50 염기이다. 혼성화 프로브는 본 명세서에 개시된 임의의 DNA 분자의 뉴클레오

티드 서열 또는 고유의 PRO 폴리펩티드 DNA의 프로모터, 인핸서 및 인트론을 포함하는 게놈 서열로부터 유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크린 방법은 약 40염기의 선택된 프로브의 합성을 위해 공지된 DNA서열을 사용하여 PRO 폴리펩

티드의 암호화 영역을 단리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혼성화 프로브는  32 P 또는  35 S와 같은 방사성동위원소 표

지, 아비딘 및 바이오틴 결합 시스템을 통해 프로브와 결합된 알칼라인 인산화효소와 같은 효소 표지를 포함하는 다

양한 방법에 의해 표지될 수 있다. 어떤 라이브러리에 프로브가 혼성화되는지 결정하기 위해 인간 cDNA, 게놈 DNA 

또는 mRNA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는데 본 발명의 PRO 폴리펩티드 유전자에 특이적인 서열에 상보적인 서열을 갖

는 표지된 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다. 혼성화 기술은 하기의 실시예에 더 상세하게 기재된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본 출원에 개시된 EST를 프로브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프로브는 PRO 폴리펩티드 서열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열을 동정하기 위한 서열의 풀(pool)을 생성하기 위한 PC

R 기술에서 프로브로 사용할 수 있다.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또한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지도 작성 및 유

전적으로 무질서한 개체의 유전 분석을 위한 혼성화 프로브로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명세서에 제공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로 원래 위치에서의 혼성화, 공지된 염색체 마커에 대한 연관 분석 및 라이브러리의 혼성화 스크린과 같은 공지

된 방법을 사용하여 염색체 및 염색체의 특이적 영역의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PRO 폴리펩티드의 코딩 서열이 다른 단백질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경우, PRO 폴리펩티드는 그의 리간드

를 찾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유사하게, 수용체 및 리간드 결합 상호작용에 대한 억제제를 동정할 수 있다. 상기의 

결합 상호작용에 관계된 단백질은 또한 그 상호작용에 대한 펩티드 억제제, 작은 분자의 억제제 또는 효능제를 스크

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스크리닝 분석법은 PRO 폴리 펩티드 고유의 생물학적 활성 또는 PRO 폴리펩티드에 대한 

리간드를 모방하는 선도 화합물을 찾도록 고안할 수 있다. 상기 스크리닝 분석법은 고효율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스

크린하는 분석을 포함하여 작은 분자의 약물 후보자를 찾아내는데 적합할 것이다. 작은 분자에는 합성 유기 화합물 

또는 합성 무기 화합물이 포함된다. 상기 분석법은 당업계에 잘 알려진 단백질-단백질 결합 분석, 생화학적 스크리닝 

분석, 면역 분석 및 세포 기재의 분석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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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폴리펩티드 또는 그의 변형된 형태를 암호화하는 핵산은 유전자 이식 동물 또는 "녹아웃(knock out)" 동물의 생

성에 사용, 즉 치료상 유용한 제제의 개발 및 스크리닝에 사용할 수 있다. 유전자 이식 동물(예: 생쥐 또는 쥐)은 이식 

유전자를 함유하는 세포를 갖는 동물로서, 상기 이식 유전자는 동물 또는 그 동물의 어버이 세대 조상(예: 배(embryo

) 시기)에 도입시킨다. 이식 유전자는 세포의 게놈에 삽입된 DNA로 유전자 이식 동물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 한 실

시양태에서,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를 공지된 기술로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게놈 DNA의 클

로닝에 사용하고,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발현시키는 세포가 함유된 유전자 이식 동물을 생성하는데 

상기 게놈 서열을 사용할 수 있다. 유전자 이식 동물(특히, 생쥐 또는 쥐)의 생성 방법은 당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

술이고, 미국 특허 제4,736,866호 및 제4,870,009호에 기재되어 있다. 통상, 특별한 세포가 조직-특이적 인핸서와 

함께 PRO 폴리펩티드 이식 유전자 삽입의 목표가 된다. 배(embryo) 단계에서 생식세포에 도입된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이식 유전자를 포함하는 유전자 이식 동물은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의 증가된 발현효과를 

관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동물은 상기 유전자의 과다 발현과 관계된 병리적 상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제

에 대한 시험 동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면에서, 동물에 어떤 제제를 처리했을 때, 이식 유전자를 가지고 있

으면서 제제를 처리하지 않은 동물에 비해 병리적 상태가 감소하면, 상기 제제는 병리적 상태를 조절하는 잠재적 치

료제임을 알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이외의 생물에서 유래한 PRO 폴리펩티드 유사체를 사용하여,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내

부의 유전자와 동물의 배(embryo) 세포에 도입된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변화된 게놈 DNA 사이의 동형 재

조합의 결과로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불완전하거나 변화된 PRO 폴리펩티드 "녹아웃" 동물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cDNA는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게놈 DNA를 클로닝할 수 있다.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게놈 DNA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또는 삽입된 상태를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택 마커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와 같은 다른 유전자로 대체할 수 있다. 통상, 수 kb의 변화

되지 않은 DNA(5' 및 3' 말단 모두)가 벡터에 포함된다([토마스(Thomas) 및 카페치(Capecchi),  Cell ,  51 :503 (19

87)]의 동형 재조합 벡터에 대한 기술 참조). 벡터는 배의 간세포에 도입(예를 들면 일렉트로포레이션에 의해)되고, 

도입된 DNA가 내부 DNA와 동형 재조합된 세포를 선택한다([리(Li) 등,  Cell ,  69 :915 (1992)]). 선택된 세포는 동

물(예: 생쥐 또는 쥐)의 배반포에 주입하여 집합체 키메라를 형성한다([브래들리(Bradley), Teratocarcinomas and 
Embryonic Stem Cells: A Practical Approach  , E. J. Robertson, ed. (IRL, Oxford, 1987)]의 pp.113-152 참조)

. 적합한 가임신 암컷 양모(foster)에 키메라 배를 이식하면 그 배는 "녹아웃" 동물이라 불리우게 된다. 생식세포에 동

형 재조합 DNA를 품고있는 자손은 표준 기술로 동정하여 모든 세포가 동형 재조합 DNA인 동물을 사육하는데 사용

할 수 있다. 녹아웃 동물은 특정 병리 상태로부터 방어하는 능력 및 PRO 폴리펩티드의 부재로 인한 병리 상태의 진전

과 같은 특성화에 사용할 수 있다.

PRO 폴리펩티드를 생체내에 투여하였을 때, 정상 투여량은 하루에 포유 동물 체중 kg 당 약 10ng 내지 100mg으로 

다양하고, 투여 경로에 따라 약 1㎍/kg/일 내지 10mg/kg/일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투여량 및 전달 방법에 대한 안내

는 미국 특허 제4,657,760호, 제5,206,344호 또는 5,225,212호에서 제공한다. 상이한 치료 화합물 및 상이한 질병에

는 상이한 제형이 유효하리라 예상되고, 어느 기관 또는 조직이 목표인 투여는 다른 기관 또는 조직에 투여하는 것과

는 상이한 전달 방법이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PRO 폴리펩티드의 투여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애의 치료에서 PRO 폴리펩티드가 지속적으로 방출되는 투여가 요구

될 경우, PRO 폴리펩티드의 미세캡슐화를 생각할 수 있다. 재조합 단백질의 미세캡슐화에 의한 지속 방출은 인간 성

장 호르몬(rhGH), 인터페론-(rhIFN-), 인터루킨-2 및 MN rgpl20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문헌 [존슨(Johns

on) 등,  Nat. Med. ,  2 : 795-799 (1996) 및  Yasuda. Biomed. Ther. ,  27 :1221- 1223 (1993)], [호라(Hora) 

등,  Bio/Technoloy.  8 : 755- 758 (1990)], [클레란드(Cleland), "Design and Production of Single Immunizatio

n Vaccines Using Polylactide Polyglycolide Microsphere Systems,"  Vaccine Design: The Subunit and Adjuva

nt Approach , Powell and Newman, eds, (Plenum Press: New York, 1995)]의 pp. 439-462, WO 97/03692호, 

WO 96/40072호, WO 96/07399호 및 미국 특허 제5,654,010호를 참조할 수 있다.

단백질의 지속 방출 제형은 생체적합성 및 다양한 범위의 생물 분해 특성때문에 폴리-락틱-코글리콜 산(PLGA) 중합

체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PLGA의 분해 산물인 젖산 및 글리콜산은 인체 내에서 빠르게 제거될 수 있다. 게다가, 상

기 중합체의 분해능은 분자량 및 조성에 따라 수 개월 내지 수 년으로 조절될 수 있다. 문헌[루이스(Lewis), "Controll

ed release of bioactive agents from lactide/glycolide polymer," in: M. Chasin and R. Langer (Eds.),  Biodegra

dable Polymers as Drug Delivery Systems (Marcel Dekker: New York, 1990)]의 1-41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

다.

예를 들면, 최대 체중 85kg의 포유동물에 약 80㎍/kg/일의 투여량을 제공하는 제형에서, PRO 폴리펩티드의 최대 투

여량은 하루에 약 6.8mg이다. 상기 투여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의 단백질 함량 및 최소의 초기 방출(<20

%)을 포함하는 지속-방출 제형이 필요하다. 미세입자에서 1 내지 2주 동안 PRO 폴리펩티드가 연속(제로-오더(zero

-order)) 방출되는 것도 바람직하다. 부가로, 방출될 캡슐화 단백질은 방출되는 기간 동안 상태 보전 및 안정을 유지

해야 한다.

내부의 비글리칸 단백질과 관련된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본 발명의 PRO241 폴리펩티드는 치료목적의 생체내 및 생

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업계 통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본 발명의 PRO241 폴리펩티드를 상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코딘은 독특한 안면 생김새(낮은 전방 헤어라인, 미모밀생, 비강 기형, 상악돌출증, 긴 인중, '잉어'입), 태아기 및 출생

후 성장 지체, 정신 지체 및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상지의 기형으로 특성화되는 코르넬리아 드 랑즈 증후군(Cor

nelia de Lange Syndrome)(CDL)으로 공지된 형태장애 증후군에 대한 후보 유전자이다. 또한, CDL이 혈소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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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연합하여 나타나는 드문 경우도 있다. CDL 유전자는 3q26.3(OMIM #122470)에 위치하는 것으로 지도가 작성

되었다. 제노푸스(Xenopus)의 초기 패턴형성 및 신경계 발생에 Xchd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CHD는 흥미있

는 후보 유전자가 되었다. CHD는 염색체 3번의 적합한 영역에 지도가 작성된다. 이는 THPO와 매우 근접해 있고, T

HPO 및 CHD를 제거하면 드물게 혈소판 감소증 및 발생상 기형을 유발한다. 원래 위치에서의 CD 분석 결과, 대부분

의 성인 조직은 CHD가 발현되지 않고, 대퇴 두부와 관골구(둔부 관절) 사이에 나타나는 발생중인 활액관절의 분열선

에서만 발현되는 것으로 보아 발생 및 긴 뼈의 성장에 CHD의 기능을 관련시킬 수 있다. 상기 기능이 붕괴되면 성장 

지체를 초래할 수 있다.

cDNA에서 예측한 인간의 CHD 아미노산 서열은 Xchd와 50% 상동성(및 66% 보존성)이 있다. 4개의 시스테인이 풍

부한 도메인에 있는 40개의 모든 시스테인이 보존적이다. 상기 시스테인이 풍부한 도메인은 트롬보스폰딘(thrombos

pondin), 프로콜라겐(procollagen) 및 윌브랜드 인자(von Willebrand factor)에서 발견되는 것 과 유사하다([본스타

인 피.(Bornstein, P.), FASEB J   6 : 3290-3299 (1992)] 및 [헌트 엘.(Hunt, L.) 및 베이커 더블유(Barker, W.), Bi
ochem. Biophys. Res. Commun.   144 : 876-882 (1987)] 참조).

인간 CHD의 유전자좌(게놈의 PRO243)는 9.6kb의 게놈 DNA 내에 23개의 엑손을 포함한다. 개시 메티오닌은 1번 

엑손에 있고 종료 코돈은 23번 엑손에 있다. CpG 도는 유전자의 5'에 위치하고, 1번 엑손 5'의 약 100bp 위치에서 시

작하여 첫번째 엑손을 통해 연장되다가 첫번째 인트론에서 종료된다. THPO 및 CHD 유전자좌는 전사 개시 부위가 

약 2.2kb 떨어진 상태로 머리와 머리가 마주보는 형태로 구성된다. 단백질 수준에서, PRO243은 제노푸스의 코딘(Xc

hd)과 51% 동일하다. 아미노 말단에 1개 및 카르복시 말단에 3개인 시스테인이 풍부한 단편에 존재하는 40개의 모든

시스테인은 보존적이다.

PRO243은 잔기 1-23에 신호 서열을 갖는 954 아미노산의 폴리펩티드이다. PRO243에는 4개의 시스테인 단편이 있

는데, (1) 대략 잔기 51-125, (2) 대략 잔기 705-761, (3) 대략 잔기 784-849 및 (4) 대략 잔기 897-931에 위치한

다. 대략 잔기 315-396에 잠재적 류신 지퍼(leucine zipper)가 있고, 대략 잔기 217, 351 및 434에 N-글리코실화 

부위가 있다.

노치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PRO299 폴리펩티드 및 그의 부분은 생체내 치료 목적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적용에

유용할 수 있다. 노치 단백질 및 그와 관련된 분자의 동정은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 많은 인간 질병과 관련

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노치 단백질 및 그와 유사한 분자의 동정은, 상기 단 백질이 다양한 인간 질병의 잠재

적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또한, 상기 폴리펩티드는 생명공학 및 의학연구 뿐만 아니라 산업상의

다양한 적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PRO299와 같은 새로운 분자는 과학적 및 의학적으로 특별한 흥미

가 있다.

하나 이상의 내부 디펩티다아제와 관련된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본 발명의 PRO323 폴리펩티드는 치료목적의 생체내

및 생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업계 통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PRO323 폴리펩티드를 상기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내부 프로락틴 수용체 단백질과 관련된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본 발명의 PRO327 폴리펩티드는 치료목적의 생체내 

및 생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업계 통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PRO327 폴리펩티드를 상기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프로락틴에 결합할 수 있는 PRO327 폴리펩티드는 프로락틴 길항제로서 생체외 및 생체내에서 기능할 수

있다.

환원효소와 상동성이 있는 PRO233 폴리펩티드 및 그의 부분은 생체내 치료 목적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적용에 유

용할 수 있다. 신규 환원효소 단백질 및 그와 관련된 분자의 동정은 염증 질환, 기관의 기능 부전, 아테롬성 동맥경화

증, 심장 손상, 불임, 출생 결함, 초기 노화, AIDS, 암, 당뇨 합병증 및 통상의 돌연변이와 같은 많은 인간 질병과 관련

되어 있을 수 있다. 산소 유리 라디칼 및 산화방지제가 많은 질병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신규 환원

효소 단백질 및 그와 유사한 분자의 동정은, 상기 단백질이 다양한 인간 질병의 잠재적 치료제 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또한, 상기 폴리펩티드는 생명공학 및 의학연구 뿐만 아니라 산업상의 다양한 적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PRO233와 같은 새로운 분자는 과학적 및 의학적으로 특별한 흥미가 있다.

보체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PRO344 폴리펩티드 및 그의 부분은 생체내 치료 목적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적용에

유용할 수 있다. 신규 보체 단백질 및 그와 관련된 분자의 동정은 면역계 세포의 염증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

많은 인간 질병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보체 단백질 및 그와 유사한 분자의 동정은, 상기 단백질이 다

양한 인간 질병의 잠재적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또한, 상기 폴리펩티드는 생명공학 및 의학연구

뿐만 아니라 산업상의 다양한 적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PRO344와 같은 새로운 분자는 과학적 및 

의학적으로 특별한 흥미가 있다.

시스테인이 풍부한 분비 단백질과 관련된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본 발명의 PRO347 폴리펩티드는 치료목적의 생체내

및 생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업계 통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PRO347 폴리펩티드를 상기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인터-알파-트립신 억제제 단백질의 중쇄와 관련된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본 발명의 PRO354 폴리펩티드는 치료목적

의 생체내 및 생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업계 통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PRO354 폴리펩티드를 상기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CRTAM과 상동성이 있는 PRO355 폴리펩티드 및 그의 부분은 생체내 치료 목적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적용에 유

용할 수 있다. T세포와 관련된 신규 분자의 동정은 통상의 면역계와 관계된 증상과 같은 많은 인간 질병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CRTAM 단백질이 다양한 질병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에 결합한다는 관점에서, 신규 CRTA

M 단백질 및 그와 유사한 분자의 동정은, 상기 단백질이 다양한 인간 질병의 잠재적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또한, 상기 폴리펩티드는 생명공학 및 의학연구 뿐만 아니라 산업상의 다양한 적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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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적으로, PRO355와 같은 새로운 분자는 과학적 및 의학적으로 특별한 흥미가 있다.

PRO357 폴리펩티드는 ALS에 대한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ALS와의 경쟁적 결합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 PR

O357이 복합체를 형성하는 폴리펩티드를 연장시켜 생체내에서 더 긴 반감기를 갖는지 측정하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

다. PRO357은 역시 상동성을 갖는 카르복시펩티다아제의 분석에 유사하게 PRO357을 사용할 수 있다. 결과는 그에 

알맞게 분석한다.

종양 괴사 인자군의 단백질과 관련된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본 발명의 PRO715 폴리펩티드는 치료목적의 생체내 및 

생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업계 통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PRO715 폴리펩티드를 상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PRO715 폴리펩티드는 자신의 특이적 수용체와 결합하여 그 수용체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발명

의 PRO715 폴리펩티드의 변형체는 그의 특이적 수용체 활성에 대한 효능제 및 길항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보체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PRO353 폴리펩티드 및 그의 부분은 생체내 치 료 목적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적용

에 유용할 수 있다. 신규 보체 단백질 및 그와 관련된 분자의 동정은 면역계 세포의 염증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같은 많은 인간 질병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보체 단백질 및 그와 유사한 분자의 동정은, 상기 단백질

이 다양한 인간 질병의 잠재적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또한, 상기 폴리펩티드는 생명공학 및 의학

연구 뿐만 아니라 산업상의 다양한 적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PRO353과 같은 새로운 분자는 과학적

및 의학적으로 특별한 흥미가 있다.

뮤신 및(또는) 키티나아제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PRO361 폴리펩티드 및 그의 부분은 생체내 치료 목적 뿐만 아니

라 다른 다양한 적용에 유용할 수 있다. 신규 뮤신 및(또는) 키티나아제 단백질 및 그와 관련된 분자의 동정은 암 또는

세포 표면의 분자 또는 수용체와 관련된 질병과 같은 많은 인간 질병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뮤신 및(

또는) 키티나아제 단백질의 동정은, 상기 단백질이 다양한 인간 질병의 잠재적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

하다. 또한, 상기 폴리펩티드는 생명공학 및 의학연구 뿐만 아니라 산업상의 다양한 적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

과적으로, PRO361과 같은 새로운 분자는 과학적 및 의학적으로 특별한 흥미가 있다.

종양 괴사 인자군의 단백질과 관련된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본 발명의 PRO715 폴리펩티드는 치료목적의 생체내 및 

생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당업계 통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PRO715 폴리펩티드를 상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PRO715 폴리펩티드는 자신의 특이적 수용체와 결합하여 그 수용체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발

명의 PRO715 폴리펩티드의 변형체는 그의 특이적 수용체 활성에 대한 효능제 및 길항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인간 2-19 단백질과 상동성이 있는 PRO365 폴리펩티드 및 그의 부분은 생체내 치료 목적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적용에 유용할 수 있다. 신규 인간 2-19 단백질 및 그와 관련된 분자의 동정은 면역계 세포의 결합 또는 활성을 변화

시키는 것과 같은 많은 인간 질병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규 인간 2-19 단백질 및 그와 유사한 분자의 

동정은, 상기 단백질이 다양한 인간 질병의 잠재적 치료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또한, 상기 폴리펩티드

는 생명공학 및 의학연구 뿐만 아니라 산업상의 다양한 적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PRO365와 같은 

새로운 분자는 과학적 및 의학적으로 특별한 흥미가 있다.

20.  항-PRO 폴리펩티드 항체

본 발명은 추가로 항-PRO 폴리펩티드 항체를 제공한다. 예시적인 항체로 폴리클론 항체, 모노클론 항체, 인간화 항

체, 이중특이성 항체 및 이종접합 항체를 포함한다.

A.  폴리클론 항체

항-PRO 폴리펩티드 항체는 폴리클론 항체를 포함할 수 있다. 폴리클론 항체의 제조 방법은 당업계 숙련자에게 공지

되어 있다. 폴리클론 항체는 포유동물에서 1회 이상 면역화제를 주입, 필요한 경우 면역보강제와 함께 주입하여 제조

할 수 있다. 통상, 면역화제 및(또는) 면역보강제는 포유동물에 다중성 피하 주사 또는 복강내 주사로 주입한다. 면역

화제는 PRO 폴리펩티드 또는 그의 융합 단백질을 포함 할 수 있다. 면역화되는 포유동물에 면역성이 있는 것으로 공

지된 단백질과 함께 면역화제를 주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상기 면역성 단백질의 예로는 열쇠구멍형 삿갓조개의

헤모시아닌, 혈청 알부민, 소의 티로글로불린 및 콩의 트립신 억제제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사용할 

수 있는 면역보강제에는 프로인트 완전 면역보강제 (Freund's complete adjuvant) 및 MPL-TDM 면역보강제(모노

포스포릴 리피드 A(monophosphoryl Lipid A), 합성 트레할로오스 디코리노미콜레이트)가 포함된다. 면역화 방법은 

별다른 작업없이 당업계 숙련자가 선택할 수 있다.

B.  모노클론 항체

대안으로, 항-PRO 폴리펩티드 항체는 모노클론 항체일 수 있다. 모노클론 항체는 문헌[콜러(Kohler) 및 밀스타인(M

ilstein), Nature ,  256 :495 (1975)]에 기재된 방법과 같은 하이브리도마(hybridoma)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다. 

하이브리도마 방법에서, 면역화제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림프구를 유도하는 상기 면

역화제로 생쥐, 햄스터 또는 다른 적합한 숙주 동물을 면역화시킨다. 다른 방법으로, 림프구는 생체외에서 면역화될 

수 있다.

면역화제는 통상 PRO 폴리펩티드 또는 그의 융합 단백질을 포함한다. 통상 인간에서 유래한 세포가 요구되면 말초 

혈관 림프구(peripheral blood lymphocyte: "PBL")를 사용하고, 인간이 아닌 포유류가 요구되면 지라세포 또는 림프

절을 사용한다. 이어서, 상기 림프구를 폴리에틸렌 글리콜과 같은 적합한 융합화제를 사용하여 불사화 세포주와 융합

시켜 하이브리도마 세포를 형성한다([고딩(Goding), Monoclonal Antibodies: Principles and Practice , Academic 

Press, (1986) pp. 59-103]). 불사화 세포주는 통상 형질전환된 포유동물 세포, 특히 설치류, 소 및 인간에서 유래한

골수종 세포이다. 통상 쥐 또는 생쥐의 골수종 세포를 사용한다. 하이브리도마 세포는 융합되지 않은 불사화 세포의 

생장 또는 생존을 억제하는 물질을 바람직하게 1종 이상 포함하는 적합한 배지에서 배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세

포에 히포크산틴 구아닌 포스포리보실 트랜스퍼라이제(HGPRT 또는 HPRT)라는 효소가 부족하면, 하이브리도마 세

포의 배지는 통상 HGPRT가 부족한 세포의 생장을 방해하는 물질인 히포크산틴, 아미노프테린 및 티미딘("HAT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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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할 것이다.

바람직한 불사화 세포주는 효과적으로 융합되고, 선택된 항체-생성 세포에 의해 높은 수준의 항체를 안정하게 만들

어내며, HAT 배지와 같은 배지에 감응성이 있는 것이다. 더 바람직한 불사화 세포주는 캘리포니아주 새디에고 소재

의 <Salk Institute Cell Distribution Center> 및 메릴랜드주 로크빌 소재의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에서 수득할 수 있는 생쥐의 골수종 세포이다. 또한, 인간의 골수종 세포 및 생쥐-인간 이종골수종 세포도 인간 모노

클론 항체 생성에 사용되었다 ([코즈보(Kozbor), J. Immunol.  ,  133 :3001 (1984)] 및 [브로드어(Brodeur) 등, Mo
noclonal Antibody Production Techniques and Applications  , Marcel Dekker, Inc., 뉴욕, (1987)]의 51-63 페

이지 참조).

하이브리도마 세포를 배양하는 배지를 사용하여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에 의해 유도된 모노클론 항체의 존재 여부

를 분석할 수 있다. 하이브리도마 세포에서 생성된 모노클론 항체의 결합 특이성은 면역 침강 또는 방사성면역분석(r

adioimmunoassay: RIA)이나 효소-결합 면역결합 분석(enzyme-linked immunoabsorbent assay: ELISA)와 같은 

생체외 결합 분석으로 측정할 수 있다. 상기 기술 및 분석법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모노클론 항체의 결합 친화도

는 스케쳐드(Scatchard) 분석([먼슨(Munson) 및 폴라드(Pollard), Anal. Biochem.   107 :220 (1980)] 참조)에 의해

측정할 수 있다.

원하는 하이브리도마 세포를 찾아낸 후, 그 클론을 한계 희석 방법으로 서브클론(subclone)하여 표준 방법(고딩(Godi

ng)의 상기 문헌)으로 배양한다. 상기 목적에 적합한 배지는 둘벨코 변형 이글 배지(Dulbecco's Modified Eagle's M

edium) 및 RPMI-1640 배지를 포함한다. 다른 방법으로, 하이브리도마 세포는 포유동물의 복수(ascites)로서 생체내

에서 배양할 수 있다.

서브클론에 의해 분비된 모노클론 항체는 종래의 면역글로불린 정제 방법(예를 들면, 단백질 A-세파로오스, 히드록

실아파타이트 크로마토그래피, 겔 전기영동, 투석 또는 친화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배지 또는 복수에서 단리 또는 

정제할 수 있다.

모노클론 항체는 미국 특허 제4,816,567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재조합 DNA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본 발명의 

모노클론 항체를 암호화하는 DNA는 쉽게 단리할 수 있고, 종래의 방법(쥐의 항체에 대한 중쇄 및 경쇄를 암호화하는 

유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 사용)을 사용하여 서열 분석을 할 수 있다. 본 발명

의 하이브리도마 세포는 상기 DNA의 바람직한 출처로 사용된다. 일단 분리된 DNA를 발현 벡터로 클로닝하고 원숭

이 COS 세포, 중국 햄스터 난소(CHO) 세포 또는 골수종 세포(평상시에는 면역글로불린 단백질을 생성하지 않음)에 

형질감염시킨 후, 재조합 세포에서 합성된 모노클론 항체를 수득할 수 있다. 쥐의 중쇄 및 경쇄의 불변부를 이와 상동

성 있는 인간의 사슬에 대한 코딩 서열로 치환(미국 특허 제4,816,567호 및 모리슨(Morrison) 등의 상기 문헌 참조)

하거나, 또는 비-면역글로불린 코딩 서열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면역글로불린 코딩 서열과 공유결합으로 연결하는 

것과 같이 상기 DNA를 변화시킬 수 있다. 상기 비-면역글로불린 폴리펩티드는 본 발명 항체의 불변 도메인으로 치환

하거나, 또는 항원 결정부가 2개인 키메라 항체의 생성을 위해 본 발명 항체의 한 항원-결합 부위의 가변 도메인으로 

치환할 수 있다.

상기 항체는 항원 결정부가 1개일 수 있다. 상기 항체의 제조 방법은 당업계에 잘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방법은 면역글로불린의 경쇄 및 변형된 중쇄의 재조합 발현과 관련되어 있다. 중쇄의 가교를 방해하기 위해 통상 Fc 

부분의 임의의 지점에서 중쇄의 끝을 자른다. 다른 방법으로, 적절한 시스테인 잔기를 다른 아미노산 잔기로 치환하

거나 제거하여 가교를 방해한다.

또한, 생체외 방법도 항원 결정부가 1개인 항체의 제조에 적합하다. 항체를 분해하여 그 단편, 특히 Fab 단편을 제조

하는 것은 당업계에 공지된 흔한 기술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C.  인간화 항체

본 발명의 항-PRO 폴리펩티드 항체는 추가로 인간화 항체 또는 인간 항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인간이외의 생물(예: 쥐

과)에서 제조한 항체의 인간화 형태는 상기 생물의 면역글로불린으로부터 유래된 최소 서열을 포함하는, 키메라 면역

글로불린, 면역글로불린 사슬 또는 그의 단편(Fv, Fab, Fab', F(ab')  2 또는 항체의 다른 항원-결합 하위 서열)이다. 

인간화 항체는 수용체의 상보성 결정 영역(complementary determining region: CDR)의 잔기가, 원하는 특이성, 친

화도 및 용량을 갖는 생쥐, 쥐 또는 토끼와 같은 인간이 아닌 종(공여 항체)의 CDR 잔기로 대체된 인간 면역글로불린(

수용 항체)를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 면역글로불린의 Fv 골격 잔기가 상응하는 인간이 아닌 종의 잔기로 대체

된다. 또한, 인간화 항체는 수용 항체 및 수용된 CDR 또는 골격 서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잔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인간화 항체는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CDR 영역이 인간이 아닌 종의 면역글로불린과 일치하거나, 또는 모든 또

는 실질적으로 모든 FR 영역이 인간 면역글로불린 서열인, 하나 이상(통상, 두 개)의 가변 도메인을 실질적으로 포함

한다. 또한, 최적의 인간화 항체는 인간의 면역글로불린 불변부(Fc)를 한 부분 이상 포함한다([존스(Jones) 등, Natur
e  321 : 522-525 (1986), 리크만(Riechmann) 등, Nature ,  332 :323-329 (1988)] 및 [프레스타(Presta), Curr. 
Op. Struct. Biol.  ,  2 :593-596 (1992)]).

인간이 아닌 생물에서 제조한 항체를 인간화시키는 방법은 당업계에 잘 공지되어 있다. 통상, 인간화 항체는 인간이 

아닌 생물에서 제조한 항체에서 유래된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 잔기를 가지고 있다. 상기 아미노산 잔기는 통상 "외래

성" 잔기라 불리우며, "외래성" 가변 도메인에서 유래된 것이다. 인간화 과정은 윈터(Winter) 및 그 동료들의 방법([존

스(Jones) 등, Nature ,  321 : 522-525 (1986)], [리크만(Riechmann) 등, Nature ,  332 :323-327 (1988)] 및 [

버회엔(Verhoeyen) 등, Science  239 :1534-1536 (1988)] 참조)에 따라 설치류의 CDR 또는 인간 항체에서 이에 

상응하는 CDR 서열을 치환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인간화" 항체는 인간 항체의 가변 도메인이 인간이 아닌 종에서 

유래한 상응하는 서열에 의해 실질적으로 치환된 키메라 항체(미국 특허 제4,816,567호)이다. 사실상, 인간화 항체는

특정 CDR 잔기 및 어쩌면 FR 잔기가 설치류 항체의 유사한 부위에서 유래한 잔기로 치환된 인간 항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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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간 항체는 파아지 디스플레이(phage display) 라이브러리([후겐붐 (Hoogenboom) 및 윈터(Winter), J. Mol.
Biol.  ,  227 :381(1991)] 및 [막스(Marks) 등, J. Mol. Biol.  ,  222 :581(1991)])를 포함하는, 당업계에 공지된 여

러 가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또한, 콜(Cole) 등의 기술 및 뵈르너(Boerner) 등의 기술도 인간 당항체의 

제조에 유용하다([콜(Cole) 등, Monoclonal Antibodies and Cancer Therapy  , Alan R. Liss, p. 77 (1985)] 및 [

뵈르너(Boerner) 등, J. Immunol.  ,  147(1) :86-95 (1991)]).

D.  이중특이성 항체

이중특이성 항체는 상이한 두 가지 이상의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모노클론 항체, 바람직하게는 인간 또는 인간

화 항체이다. 상기의 경우, 결합 특이성 중 하나는 PRO 폴리펩티드에 결합하고, 다른 하나는 세포-표면 단백질 또는 

수용체 나 수용체 서브유니트와 같은 임의의 다른 항원에 결합한다.

이중특이성 항체의 제조 방법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이중특이성 항체의 재조합 제조 방법은 면역글

로불린의 중쇄 및 경쇄의 짝 2개(2개의 중쇄는 서로 상이한 특이성을 갖음)를 함께 발현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밀스타인(Milstein) 및 쿠엘로(Cuello), Nature ,  305 :537-539 (1983)]). 면역글로불린 중쇄 및 경쇄의 무작위적 

짜맞춤으로 인하여, 하이브리도마(쿠아드로마: quadroma)는 10종의 상이한 항체 분자의 잠재적 혼합물을 생성하고, 

이 중 하나만이 올바른 이중특이적 구조를 갖는다. 올바른 분자의 정제는 통상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단계에 의해 수

행된다. 유사한 과정이 1993년 5월 13일 출원된 WO 93/08829호 및 트로네커(Traunecker) 등의 문헌[ EMBO J.  , 
10 :3655-3659 (1991)]에 개시되어 있다.

원하는 결합 특이성(항체-항원 결합 부위)을 갖는 항체의 가변 도메인은 면역글로불린의 불변 도메인 서열과 융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융합체는 힌지부, CH2 및 CH3 영역을 일부분 이상 포함하는 면역글로불린 중쇄의 불변 도메인을 

갖는 것이다. 하나 이상의 융합체에 나타나는 경쇄 결합에 필수적인 부위를 포함하는 첫 번째 중쇄 불변부(CH1)을 갖

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역글로불린 중쇄 융합체(및 필요한 경우, 면역글로불린 경쇄)를 암호화하는 DNA는 분리된 발

현 벡터에 삽입하고, 적합한 숙주에 함께 형질감염시킨다. 이중특이성 항체 생성에 대해 더 상세한 사항은 문헌[수레

시(Suresh) 등, Methods in Enzymology  ,  121 :210 (1986)]을 참조할 수 있다.

E.  이종접합 항체

또한, 이종접합 항체도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이종접합 항체는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두 개의 항체로 구성된다. 

상기 항체는 예를 들면, 원하지 않는 세포에 대한 면역계 세포의 표적화(미국 특허 제4,676,980호) 및 HIV 감염의 치

료(WO 91/00360호, WO 92/200373호 및 EP 03089호)용으로 제안되어 왔다. 상기 항체는 가교제와 관련된 방법을

포함하는, 합성 단백질 화학에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생체외에서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면역독소는 이황 교환

반응을 사용하거나 티오에테르 결합을 형성하여 구성할 수 있다. 상기 목적에 적합한 제제로는 이미노티올레이트 및 

메틸-4-메르캅토부티리미데이트를 포함하고, 미국 특허 제4,676,980호에 개시된 제제를 포함한다.

21.  항-PRO 폴리펩티드 항체의 용도

본 발명의 항-PRO 폴리펩티드 항체는 용도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항-PRO 폴리펩티드 항체는 PRO 폴리펩티드에 

대한 진단 분석(특이성 세포, 조직 또는 혈청에서의 발현 조사)에 사용할 수 있다. 경쟁 결합 분석, 직접 또는 간접 샌

드위치 분석 및 이질상 또는 동질상에서 수행되는 면역 침강 분석[졸라(Zola),  Monoclonal Antibodies: A Manual o

f Techniques , CRC Press, Inc. (1987) pp. 147-158]과 같은 당업계에 공지된 다양한 진단 분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진단 분석에 사용하는 항체는 검출가능한 잔기로 표지할 수 있다. 검출가능한 잔기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검

출가능한 신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검출가능한 잔기는 방사선동위원소(  3 H,  14 C,  32 P,  35 S, 또

는  125 I), 형광 또는 화학광 화합물(플루오레 세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로다민 또는 루시페린) 또는 효소(알칼라인 

인산화효소, 베타-갈락토시다아제 또는 홀스래디쉬 퍼옥시다아제)일 수 있다. 항체에 검출가능한 잔기를 접합시키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헌터(Hunter) 등, Nature  144 :945 (1962)], [데이비드(David) 등

, Biochemistry ,  13 :1014 (1974)], [패인(Pain) 등, J. Immunol. Meth.  ,  40 :219 (1981)] 및 [니그렌(Nygren),

J. Histochem. and Cytochem.  ,  30 :407 (1982)] 참조).

또한, 항-PRO 폴리펩티드 항체는 재조합 세포 배양물 또는 천연 자원으로부터 PRO-폴리펩티드를 친화에 의해 정제

하는데 유용하다. 상기 과정에서, PRO-폴리펩티드에 대한 항체를 당업계에 공지된 방법으로 적합한 지지체(세파덱

스 수지 또는 여과지)에 고정시킨다. 고정된 항체를 정제될 PRO-폴리펩티드가 포함된 시료에 접촉시킨 후, 고정된 

항체에 결합한 PRO-폴리펩티드를 제외한 모든 물질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적합한 용매로 세척한다.

코딘(CHD)은 독특한 안면 생김새(낮은 전방 헤어라인, 미모밀생, 비강 기형, 상악돌출증, 긴 인중, '잉어'입), 태아기 

및 출생후 성장 지체, 정신 지체 및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상지의 기형으로 특성화되는 코르넬리아 드 랑즈 증후

군(Cornelia de Lange Syndrome)(CDL)으로 공지된 형태장애 증후군에 대한 후보 유전자이다. 또한, CDL이 혈소판

감소증과 연합하여 나타나는 드문 경우도 있다. CDL 유전자는 3q26.3(OMIM #122470)에 위치하는 것으로 지도가 

작성되었다. 제노푸스(Xenopus)의 초기 패턴형성 및 신경계 발생에 Xchd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 실로 인해 CHD는 

흥미있는 후보 유전자가 되었다. CHD는 염색체 3번의 적합한 영역에 지도가 작성된다. 이는 THPO와 매우 근접해 

있고, THPO 및 CHD를 제거하면 드물게 혈소판 감소증 및 발생상 기형을 유발한다. 원래 위치에서의 CD 분석 결과, 

대부분의 성인 조직은 CHD가 발현되지 않고, 대퇴 두부와 관골구(둔부 관절) 사이에 나타나는 발생중인 활액관절의 

분열선에서만 발현되는 것으로 보아 발생 및 긴 뼈의 성장에 CHD의 기능을 관련시킬 수 있다. 상기 기능이 붕괴되면 

성장 지체를 초래할 수 있다.

cDNA에서 예측한 인간의 CHD 아미노산 서열은 Xchd와 50% 상동성(및 66% 보존성)이 있다. 4개의 시스테인이 풍

부한 도메인에 있는 40개의 모든 시스테인이 보존적이다. 상기 시스테인이 풍부한 도메인은 트롬보스폰딘(thrombos

pondin), 프로콜라겐(procollagen) 및 윌브랜드 인자(von Willebrand factor)에서 발견되는 것과 유사하다([본스타

인 피.(Bornstein, P.), FASEB J   6 : 3290-3299 (1992)] 및 [헌트 엘.(Hunt, L.) 및 베이커 더블유(Barker, W.),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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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hem. Biophys. Res. Commun.   144 : 876-882 (1987)] 참조).

PRO243 코딘에 대한 항체는 PRO243의 과다 발현에 의해 특성화되는 조건에서 폴리펩티드에 결합하도록 만들 수 

있다.

하기의 실시예는 예시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고,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참조로 인용된 모든 특허 및 문헌은 참고문헌으로서 그 전체가 본 명세서에 포함된다.

실시예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하기 실시예 중에 언급된 시판되는 시약을 사용하였다. 메릴랜드주 로크

빌(Rockville) 소재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의 기탁 번호로 하기 실시예 및 본 명세서 중의 세포

의 출처를 확인하였다.

<실시예 1>:  신규 폴리펩티드 및 그를 암호화하는 cDNA를 확인하는 세포외 도메인의 상동성 스크리닝

스위스-프로트(Swiss-Prot) 공개 데이타베이스 출처의 공지된 약 950가지 분비 단백질의 세포외 도메인(ECD) 서열

(분비 신호 서열이 존재하면 이를 포함함)을 이용하여 EST 데이타베이스를 조사하였다. 상기 EST 데이타베이스는 

공개 데이타베이스(예를 들면, 데이호프(Dayhoff), 진뱅크(GenBank)) 및 비공개 데이타베이스(예를 들면, LIFESEQ(

등록상표), Incyte Pharmaceuticals, Palo Alto, CA)를 포함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블라스트(BLAST) 또는 블라스트

2(BLAST2)를 이용하여 ECD 단백질 서열을 상기 EST 서열에 대한 6개 프레임의의 번역과 비교하는 조사를 수행하

였다([알츠컬(Altschul) 및 기쉬(Gish),  Methods in Enzymology  266 : 460-480(1996)]). 공지된 단백질을 암호

화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블라스트 스코어 70(또는, 어떤 경우에는 90) 이상인 서열 단편을 모아서 "프랩(phrap)"이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컨센서스(consensus) DNA 서열로 조립하였다(필 그린(Phil Green), 워싱턴주 시애틀 소

재의 워싱턴대학교 (http://bozeman.mbt.washington. edu/phrap.docs/phrap.html)).

세포외 도메인의 상동성 스크린을 이용하여 확인된 다른 EST 서열에 관련하는 컨센서스 DNA 서열을 프랩으로 조립

하였다. 또한, 상기 언급된 EST 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가능한 컨센서스 서열을 합성하기 위해 블라스트 및 프랩의 주

기를 반복 이용하여 수득된 컨센서스 DNA 서열을 여러번(항상은 아님) 확장시켰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수득된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PCR에 의

해 관심있는 서열을 포함하는 cDN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고 PRO 폴리펩티드 전체 길이의 코딩 서열 클론을 단리하

는 프로브로 사용하였다. 통상 순방향(.f) 및 역방향(.r) PCR 프라미어의 길이는 20 내지 30 뉴클레오티드이고, 종종 

약 100 내지 1000bp 길이의 PCR 생성물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대체로 프로브(.p) 서열의 길이는 40 내지 55bp

였다. 어떤 경우에는, 컨센서스 서열이 약 1 내지 1.5kbp 이상이면 부가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전체 

길이 클론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하기 위해, PCR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R 증폭에 의해 라이브러리로

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 ([오수벨(Ausubel) 등,  Current Protocols in Molecular Biology ]. 그 후에, 양성 반응

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한쌍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관심있는 유전자를 암

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시판되는 시약,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의 인비트로젠 (Invitrogen)사에서 시판하는 시약을 사용하여

표준 방법에 의해 cDNA 클론을 단리하는데 사용되는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NotⅠ 부위를 포함하는 올리고

dT를 사용하여 cDNA를 프라이밍(priming)하고, SalⅠ 헤미키나아제화 어댑터에 블런 트로 연결하고, NotⅠ으로 자

르고, 겔 전기영동에 의해 적당한 크기로 분류하고, 적합한 클로닝 벡터 내의 유일한 XOhⅠ 및 NotⅠ부위에 정해진 

방향으로 클로닝하였다(예를 들면, pRKB 또는 pRKD로, pRK5B는 SfiI 부위를 포함하지 않는 pRK5D의 전구체임, [

홈스(Holmes) 등,  Science ,  253 :1278-1280 (1991)] 참조).

<실시예 2>: 아밀라아제 스크리닝에 의한 cDNA 클론의 단리

1. 올리고 dT로 프라이밍된 cDNA 라이브러리의 제조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의 인비트로젠사에서 시판하는 시약 및 프로토콜(Fast Track 2)을 사용하여 관심있는 

인체 조직으로부터 mRNA를 단리하였다. 메릴랜드주 게티스버그 소재의 라이프 테크놀로지(Life Technology)에서 

시판하는 시약 및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상기 RNA를 사용하여 올리고 dT로 프라이밍된 cDNA 라이브러리를 생성하

고 벡터 pRK5D에 삽입하였다. 상기 과정에서, 크기가 1000bp 이상인 두가닥 cDNA를 분류하고, 상기 cDNA에 SalI 

및 NotI 링커를 연결 후, XhoI 및 NotI이 잘린 벡터에 클로닝하였다. pRK5D는 sp6 전사 개시 부위 뒤에 SfiI 제한 효

소 부위가 있고 그 뒤에 XhoI/NotI cDNA 클로닝 부위가 있는 클로닝 벡터이다.

2. 무작위로 프라이밍된 cDNA 라이브러리 제조

실질적으로 일차 cDNA 클론의 5' 말단을 나타내는 이차 cDNA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였다. 일차 라이브러리로부터 S

p6 RNA를 생성하였고(상기 기재됨), 상기 RNA를 사용하고 라이프 테크놀로지에서 시판하는 시약 및 프로토콜(슈퍼

스크립트 플라스미드 시스템(Super Script Plasmid System), 상기 참조)을 사용하여 벡터 pSST-AMY.0에 삽입된 

무작위로 프라이밍된 cDNA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였다. 상기 방법에서, 두 가닥 cDNA를 500 내지 1000bp 크기로 분

류하고 NotⅠ 어댑터에 블런트로 연결하고 SfiⅠ으로 자른 후, SfiⅠ 및 NotI으로 잘린 벡터에 클로닝하였다. pSST-

AMY.0은 효모의 알콜 탈수소효소 프로모터 뒤에 cDNA 클로닝 부위 및 생쥐 아밀라아제 서열이 있고(분비 신호가 

없는 성숙 서열), 상기 클로닝 부위 뒤에 효모 알콜 탈수소효소 종결자가 있는 클로닝 벡터이다.

3. 형질전환 및 검출

상기 2절에 기재된 라이브러리의 DNA를 얼음에서 냉각하고 여기에 일렉트로포레이션용 감응세포인 DH1OB 박테리

아(라이프 테크놀로지(Life Technology), 20ml)를 가하였다. 그 후에 제조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박테리아 및 벡터 

혼합물을 전기영동하였다. 그 후에, SOC 배지(라이프 테크놀로지, 1ml)를 가하고 37℃에서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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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앰피실린(ampicillin) 함유 표준 150mm LB 플레이트 20개에 형질전환체를 도말하고 37℃에서 16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플레이트에서 양성 콜로니를 긁어내고 표준 프로토콜, 예를 들면 CsCl-농도 구배 원심분리를 이용하여 

박테이라 펠릿에서 DNA를 단리하였다. 그 후에, 정제된 DNA는 하기 효모 프로토콜에서 계속 사용하였다.

상기 효모 프로토콜을 ⑴ 플라스미드와 cDNA의 결합 벡터로 효모를 형질전환하는 단계, ⑵ 아밀라아제를 분비하는 

효모 클론의 검출 및 단리 단계, 및 ⑶ 서열 분석 및 추가 분석을 위해 효모 콜로니에서 직접 삽입체를 PCR 증폭하는 

단계의 세 단계로 분류하였다.

사용된 효모 균주는 HD56-5A(ATCC-90785호)였다. 상기 효모의 유전자형은 MAT alpha, ura3-52, leu2-3, leu2

-112, his3-11, his3-15, MAL  + , SUC  + , GAL  + 이다. 바람직하게는, 전사후 경로가 불완전한 효모 돌연변이체

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돌연변이체는 sec71, sec72, sec62가 끝이 잘린 sec71로 전좌된 불완전한 대립 유전자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유전자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길항제(안티센스 뉴클로오

티드 및(또는) 리간드 포함), 번역 후의 경로에 포함된 다른 단백질(예를 들면, SEC6lp, SEC72p, SEC62p, SEC63p, 

TDJlp 또는 SSAlp4p) 또는 이 단백질의 복합체를 바람직하게 아밀라아제 발현 효모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문헌[기쯔(Gietz) 등,  Nucl. Acid. Res. ,  20 :1425(1992)]에 기재된 프로토콜을 기초로 형질전환을 수행하였다. 그

후에, 형질전환된 세포를 아가에서 YEPD 복합 액체 배지(100ml)에 접종하고 30℃에서 밤새 배양하였다. 문헌 [카이

저(Kaiser) 등,  Methods in Yeast Genetics , Cold Spring Harbor Press, Cold Spring Harbor, NY, p.207 (1994)

]에 개시된 바와 같이 YEPD 액체 배지를 제조하였다. 그 후에, 밤새 배양한 것을 새 YEPD 액체 배지(500ml) 중에 약

2 x 10  6 세포/ml(약 OD  600 =0.1)로 희석하여 접종하고 1 x 10  7 세포/ml(OD  600 은 약 0.4 내지 0.5였음)로 재배

양하였다.

그 후에, 세포를 채취하고 소발(Sorval) GS3 로우터의 GS3 로우터 병에서 형 질전환시키고 5000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여 멸균수에 재현탁시키고 베크만(Beckman) GS-6KR 원심분리기로 3500rpm에서 

50ml 팔콘(falcon) 튜브 중에서 다시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세포를 LiAc/TE(10ml, 10mM Tris-HCl, 

1mM EDTA(pH 7.5), 100mM Li  2 OOCCH  3 )로 세척 후, LiAc/TE(2.5ml)로 재현탁시켰다.

상기 제조된 세포(100㎕)를 새로 분해된 단일 가닥의 연어 정자 DNA(메릴랜드주 게티스버그 소재의 로프스트랜드(L

ofstrand) 실험실)를 DNA(1㎍, 10㎕ 이하의 부피)와 미세원심분리 튜브 중에 혼합하여 형질전환시켰다. 이 혼합물을

잠깐 볼텍싱(vortexing)한 후에, 40% PEG/TE(600㎕, 40% 폴리에틸렌 글리콜-4000, 10mM Tris-HCl, 1mM EDT

A, 100mM Li  2 OOCCH  3( pH 7.5))를 가하였다. 이 혼합물을 서서히 혼합하고 30분 동안 교반시키면서 30℃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그 후에, 42℃에서 15분 동안 세포에 열 충격을 가하고 반응 용기를 12000rpm에서 5 내지 10초 

동안 미세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TE(500㎕, 10mM Tris-HCl, 1mM EDTA(pH 7.5))로 재현탁시키고 재원

심분리하였다. 그 후에, 세포를 TE(1ml)로 희석시키고 분획(200㎕)을 미리 준비된 150mm 배양 플레이트(VWR)의 

선별 배지에 도말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많은 소규모 반응 대신 대규모의 단일 반응을 이용하여 형질전환을 수행하였고, 따라서 시약의 양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사용된 선별 배지는 문헌[카이저(Kaiser) 등,  Methods in Yeast Genetics , Cold Spring Harbor Press, Cold Spri

ng Harbor, NY, p.208-210 (1994)]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제조된 우라실이 결핍된 합성의 완전 덱스트로스 아가(SC

D-Ura)였다. 30℃에서 2 내지 3일 동안 형질전환체를 배양하였다.

선별 배지 중에 붉은색 녹말을 포함시켜 아밀라아제를 분비하는 콜로니를 검출하였다. 문헌[빌리(Biely) 등,  Anal.  

Biochem. ,  172 :176-179(1988)]에 개시된 방법으로 붉은색 염료에 녹말을 결합시켰다. 최종 농도 0.15%(중량/부

피)로 결합된 녹말을 SCD-Ura 아가 플레이트에 넣어주고 인산칼륨으로 pH를 7.0(최종 농도 50-100mM)으로 완충

시켰다.

잘 단리되고 확인가능한 단일 콜로니를 얻기 위해, 양성 콜로니를 선택하여 새 선별 배지(150mm 플레이트)에 스트리

크(streak)하였다. 완충시킨 SCD-Ura 아가에 붉은색 녹말을 직접 혼합하여 아밀라아제를 분비하는 잘 단리된 단일 

콜로니를 검출하였다. 녹말을 분해하여 콜로니 주위에 직접 보이는 투명한 둥근 무늬를 생성하면 양성 콜로니로 결정

하였다.

4.  PCR 증폭에 의한 DNA 단리

양성 콜로니를 단리했을 때, 그의 일부를 이쑤시개로 수획하여 96 웰 플레이트 중에 멸균수(30㎕)로 희석 배양하였다

. 이 때, 이후의 분석을 위해 양성 콜로니를 동결시켜 보관하거나 또는 즉시 증폭시켰다. 클렌택(Klentaq: Clontech, 

Palo Alto, CA) 0.5㎕, 10mM dNTP(Perkin Elmer-Cetus) 4.0㎕, 클렌택 완충액(Clontech) 2.5㎕, 순방향 올리고 1

0.25㎕, 역방향 올리고 2 0.25㎕ 및 증류수 12.5㎕를 포함하는 25㎕의 반응 부피 중에 세포 분획 5㎕를 PCR 반응의 

주형으로 사용하였다. 순방향 올리고뉴클레오티드 1의 서열은

5'-TGTAAAACGACGGCCAGT  TAAATAGACCTGCAATTATTAATCT -3' (서열 번호 16)이고,

역방향 올리고뉴클레오티드 2의 서열은

5 '-CAGGAAACAGCTATGACC  ACCTGCACACCTGCAAATCCATT -3' (서열 번호 17)이었다.

그 후에, 하기와 같이 PCR을 수행하였다.

a. 변성 92℃, 5분

b. 변성 92℃, 30초

어닐링 59℃ 30초

합성 72℃ 60초

(상기 모두 3회)

c. 변성 92℃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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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닐링 57℃ 30초

합성 72℃ 60초

(상기 모두 3회)

d. 변성 92℃ 30초

어닐링 55℃ 30초

합성 72℃ 60초

(상기 모두 25회)

e. 4℃로 반응물의 온도를 유지.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밑줄 그은 부분은 각각 ADH 프로모터 영역 및 아밀라아제 영역에 어닐링되어 있었고, 삽입체

가 없으면 벡터 pSST-AMY.0에서 307bp 영역 을 증폭시켰다. 통상, 이 올리고뉴클레오티드 5' 말단의 첫 18 뉴클레

오티드는 서열 분석 프라이머에 대한 어닐링 부위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빈 벡터에서 PCR 반응의 전체 생성물은 34

3bp였다. 그러나, 신호 서열이 융합된 cDNA는 상당히 긴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생성하였다.

PCR 후에, 샘브루크(Sambrook) 등의 상기 문헌에 개시된 Tris-Borate-EDTA (TBE) 완충 시스템을 이용하여 1% 

아가로오스 겔 상에서 아가로오스 겔 전기영동에 의해 반응물 분획(5㎕)을 검사하였다. 400bp 이상의 강한 단일 PCR

생성물인 클론을 96 퀴아퀵(Qiaquick) PCR 클린업 컬럼(Qiagen Inc., Chatsworth, CA)으로 정제한 후에 추가로 DN

A 서열 분석에 의해 분석하였다.

<실시예 3>: 인간 PRO241을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의 단리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다른 EST 서열에 관련되는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 본 명세서에서 상기 컨센서스

서열을 DNA30876라 칭하였다. DNA30876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1) 관심 있는 서열을 포함하는 cDNA 라이브

러리를 PCR로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241 전체 길이를 암호화하는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데 프로브로 사용하는 

단계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PCR 프라이머(순방향 및 역방향)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PCR 프라이머 5'-GGAAATGAGTGCAAACCCTC-3' (서열 번호 3)

역방향 PCR 프라이머 5'-TCCCAAGCTGAACACTCATTCTGC-3' (서열 번호 4)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컨센서스 서열 DNA30876으로부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브를

만들었다.

5'-GGGTGACGGTGTTCCATATCAGAATTGCAGAAGCAAAACTGACCTCAGTT-3' (서열 번호 5)

전체 길이 클론의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하기 위해, 상기 기재된 PCR 프라이머 쌍으로 PCR 

증폭하여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리닝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프로브 올

리고뉴클레오티드 및 PCR 프라이머 1개를 사용하여 PRO241 유전자를 코팅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cDNA 라이브

러리를 만드는 RNA는 인간 태아의 신장 조직(LIB29)에서 단리하였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은 PRO241의 전체 길이 DNA 서열(본 명세서에서는 UNQ215(DNA

34392-1170)라 칭함)(서열 번호 1) 및 PRO241에서 유래한 단백질 서열을 제공한다.

UNQ215(DNA34392-1170)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1(서열 번호 1)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215(DNA343

92-1170)는 뉴클레오티드 위치 234-236에서 번역 개시 부위 및 뉴클레오티드 위치 1371-1373(도 1)에서 종결 코

돈을 갖는 단일 오픈 리딩 프레임(open reading frame)을 포함한다. 예상되는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379개의 아미노

산 길이였다(도 2). 도 2에 나타나 있는 전체 길이의 PRO241 단백질은 약 43,302달톤의 예상 분자량 및 약 7.30의 p

I 값을 갖는다. 클론 UNQ215(DNA343921170)는 ATCC에 기탁되어 있고 ATCC 기탁 번호 ATCC 209526호를 배

정받았다.

전체 길이의 PRO244 폴리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비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 단백질과 상동성

이 높았고, 이는 PRO241이 신규 비글리칸 유사 폴리펩티드임을 제안하였다.

<실시예 4>: 게놈 워킹에 의한 인간 PRO243을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의 단리

도입: 인간 트롬보포이에틴(THPO)은 2개의 도메인으로 이루어진 352개 아미노산의 글리코실화 호르몬이다. 에리쓰

로포이에틴과 50%의 상동성이 있는 N-말단 도메인은 생물 활성을 수행한다. C-말단은 분비하는데 필요하다. 트롬

보포이에틴(THPO)의 유전자는 인간 염색체 3q27-q28에 있고, 이 유전자의 6개 엑손은 게놈 DNA의 7킬로베이스 

염기 쌍에 걸쳐 있다([거니(Gurney) 등, Blood  85 : 981-988 (1995)]). THPO 가까이 위치하는 THPO 상동 염색

체를 암호화하는 임의의의 유전자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지역의 게놈 DNA 단편을 확인하고 서열 분석을 하

였다. PCR을 이용하여 갭을 채우는 연구와 순차적 샷건 전략(ordered shotgun strategy)을 병행하여, THPO 유전자

좌를 포함하는 P1 클론 3개 및 PAC 클론 1개(Genome Systems Inc., St. Louis, MO, 카탈로그 번호 P1-2535 및 P

AC-6539)를 단리하고 140kb 지역을 서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 지역은 THPO에 매우 가까이 위치하는 부가적

인 유전자 4개(종양 괴사 인자 수용체 유형 1과 관련된 단백질 2(TRAP2), 신장 개시 인자 감마(elF4g), 클로라이드 

채널 2(CLCN2) 및 RNA 중합효소 2 서브유니트 hRP17)를 갖는, 유전자가 풍부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THPO 

상동 염색체가 이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아도, 4개의 신규 유전자가 컴퓨터-보조 유전자 검출(GRAIL) ([수(Xu) 등, G
en. Engin.   16 : 241-253 (1994)]), CpG 도([크로스 에스.(Cross, S.) 및 버드 에이.(Bird, A.), Curr. Opin. Gene. 
Devel.  5 :109-314 (1995)]) 및 공지된 유전자의 상동체(WU-BLAST2.0에 의해 검출된 바와 같음)([알츠컬(Altsc

hul) 및 기쉬(Gish), Methods Enzymol.   266 : 460-480 (1996)])에 의해 예견되었다(http://blast.wustl.edu/blast/

README.html).

P1 및 PAC 클론  THPO 게놈 서열에서 설계한 PCR 프라이머로 스크리닝된 게놈 P1 라이브러리로부터 최초의 인간

P1 클론을 단리하였다([에이. 엘. 거니(A.L.Gurney) 등, Blood  85 : 981-88 (1995)]). 상기 P1 클론에서 유래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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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서열로부터 PCR 프라이머를 설계한 후에, P1 및 PAC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하는데 사용하여 중복되는 클론을 

확인하였다(Genome Systems, 카탈로그 번호 P1-2535 및 PAC-6539).

순차적 샷건 전략  순차적 샷건 전략(OSS)([첸(Chen) 등, Genomics  17 : 651-656 (1993))])은 체계적인 연구로 큰

게놈 DNA 클론의 지도 작성 및 서열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P1 또는 PAC 클론을 초음파처리하여 분해하고 단편을

람다 벡터(λBluestar)에 서브클로닝하였다(Novagen, Inc., Madison, WI, 카탈로그 번호 69242-3). 긴 길이의 PCR

에 의해 람다 서브클론 삽입체를 단리하고 그 말단을 서열 분석하였다([반스 더블유.(Barnes, W.), Proc. Natl. Acad
. Sci. USA   91 : 2216-2220 (1994)]). 람다-말단 서열을 중복시켜 최초 클론의 부분적인 지도를 작성하였다. 중복

말단-서열을 갖는 이 람다 클론을 확인하고, 삽입체를 플라스미드 벡터(pUC9 or pUC18)에 서브클로닝하고 조립하

여 인접하는 서열을 생성하였다. 이렇게 유도된 서열 전략은 관심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집중하는 동안 필요한 여분의

실험을 최소화한다.

THPO 유전자좌를 더 잘 정의하고 헤마토포이에틴 종류에 관련된 다른 유전자를 연구하기 위해, 인간 P1 및 PAC 라

이브러리를 PCR 스크리닝하여 4개의 게놈 클 론을 이 지역으로부터 단리하였다(Genome System, Inc., 카탈로그 번

호 Pl-2535 및 PAC6539). 게놈 단편의 크기가 Pl.t는 40kb이고, Pl.g는 70kb이고, Pl.u는 70kb이며, PAC.z는 200k

b이었다. 이들 4개의 게놈 클론 사이의 관계는 도 5에 나타나있다. 200kb 게놈 DNA의 약 80%가 순차적 샷건 전략(

OSS)([첸(Chen) 등, Genomic s  17 : 651-56 (1993)])에 의해 서열 분석하였고 오토어셈블러 (AutoAssembler, 

등록상표)(Applied Biosystems, Perkin Elmer, Foster City, CA, 카탈로그 번호 903227)를 이용하여 콘티그(conti

g)로 조립하였다. 수동 분석에 의해 상기 콘티그의 예비 순서를 결정하였다. 콘티그는 46종 이었고 갭을 채우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표 2에는 갭의 수 및 크기가 요약되어 있다.

[표 2]

140kb 지역 내의 갭 요약

갭의 크기 수

< 50bp 13

50 - 150bp 7

150 - 300bP 7

300 - 1000bp 10

1000 - 5000bp 7

> 5000bp 2(15,000bp)

DNA 서열 분석  ABI DYE-프라이머(등록상표) 화학(PE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카탈로그 번호 402

112)을 사용하여 람다 및 플라스미드 서브클론의 말단을 서열 분석하였다. ABI DYE-터미네이터(등록상표) 화학(PE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카탈로그 번호 403044)을 사용하여 그의 각 PCR 프라이머를 가진 PCR 생

성물을 서열 분석하였다. 이 서열을 ABI377 장치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1kb 이상의 PCR 생성물에는, 워킹 프라이

머를 사용하였다. 서열의 중복 확인 및 편집을 위해, 오토어셈블러(등록상표)(PE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카탈로그 번호 903227)의 OSS 전략에 의해 생성된 콘티그의 서열 및 갭을 채우는 서열 흔적 파일을 시퀀서(Seq

uencher, 등록상표)(Gene Codes Corp., Ann Arbor, MI)에 넣었다.

PCR-을 이용한 갭 삽입 전략  반복적이고 질이 낮은 서열 지역을 피해 각 콘티그의 5'- 및 3'- 말단 서열을 기준으로

프라이머를 설계하였다. 모든 프라이머가 50 내지 70% G/C 함량을 가진 19 내지 24머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올리고

를 합성하고 표준 방법으로 겔-정제하였다.

콘티그의 방향과 순서를 모르기 때문에, 증폭 반응에서 프라이머의 조합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였다. 두 PCR 키트를 

사용하였다. 즉, 합성 시간이 약 10분인 XL PCR 키트(Perkin Elmer, Norwalk, CT, 카탈로그 번호 N8080205) 및 

엄격 조건하에 XL PCR 키트로는 PCR 생성물의 밴드가 끌리거나 다수의 생성물이 관찰되는 경우 사용하는 택(Taq) 

중합효소 PCR 키트(Qiagen Inc., Valencia, CA, 카탈로그 번호 201223). 상기 두 반응 중 결과가 잘 나온 반응의 주

요 PCR 생성물을 0.9%의 저온 용융 아가로오스 겔로부터 추출하고 서열 분석에 앞서 진클린(Geneclean) DNA 정제

키트로 정제하였다.

분석 코딩 지역의 동정 및 특성화를 하기와 같이 수행하였다. 먼저, 반복 요소의 라이브러리에 대해 파스타(FastA) 

포맷의 DNA 서열을 스크리닝하고 차폐된 질의 서열을 회복시키는 리피트마스커(RepeatMasker)(A.F.A. Smit P. Gr

een, http://ftp.genome.washington.edu/RM/RM_details.html)를 이용하여 반복 서열을 차폐하였다. 우블라스트(W

UBLAST)([알츠컬 에스.(Altschul, S.) 및 기쉬 더블유.(Gish, W.), Methods Enzymol  .  266 : 460-480 (1996)])를

이용하여 이 서열과 진뱅크(Genbank) 데이타베이스를 비교하여 차폐되지 않은 반복 서열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차폐

시켰다.

다음에, 우블라스트(WUBLAST)2.0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제넨테크(Genentech)의 단백질 데이타베이스에 대해 게놈

지역을 비교하여 공지된 유전자를 밝혀낸 후에, 게놈 및 각 유전자에 대한 cDNA 서열을 각각 배열하여 주석을 달고, 

Needleman-Wunch 알고리즘([Needleman and Wunsch, J. Mol. Biol  .  48 : 443453 (1970)])을 사용하여 거의 

유사하지 않은 서열 사이의 국소적으로 동일한 지역을 발견하였다. 상기 전략으로 이 지역의 다섯가지 공지된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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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THPO, TRAP2, elF4g, CLCN2 및 hRPB17 (표 3)의 모든 엑손을 검출하였다.

[표 3]

분석된 140kb 지역에 위치한 공지된 유전자 요약

공지된 유전자 지도상 위치

진핵생물 번역 개시 인자 4 감마 3q27-qter

트롬보포이에틴 3q26-q27

클로라이드 채널 2 3q26-qter

TNF 수용체 관련 단백질 2 종래에 지도화되지 않음

RNA 중합효소 2 서브유니트 hRPB17 종래에 지도화되지 않음

마지막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신규 전사 유니트를 예견하였다. CpG 도([에스. 크로스(S. Cross) 및 버드 에이.(Bird, 

A.), Curr. Opin. Genet. Dev.   5 : 109-314 (1995)])을 사용하여 프로모터 지역을 정의하였고, 이 지역은 GC가 풍

부한, 6 내지 8-머 회문구조 서열을 인식하는 효소에 의한 절단 부위의 절편으로 확인되었다. 진뱅크에 대해 짧은 게

놈 지역(10 내지 20kb)을 우블라스트2.0으로 분석한 결과 EST에 상응하는 부분을 밝혀냈다. 각 EST 서열(또는 가능

한 그의 서열 크로마 토그램 파일)을 회복하고 시퀀서로 조립(10 내지 20kb)하여 이론상의 cDNA 서열(본 명세서에

서 DNA3M15라 칭함)을 제공하였다. 그레일(GRAIL)2(ApoCom Inc., Knoxville, TN, DEC 알파용 명령 라인(comm

and line) 버전)를 사용하여 신규 엑손을 예측하였다. 이 지역의 다섯가지 공지된 유전자는 그레일 알고리즘의 수행에

있어서의 내부 대조군 역할을 한다.

단리 올리고 dT로 시작되는 인간 태아의 폐 라이브러리로부터 코딘 cDNA 클론을 단리하였다. 인간 태아 폐의 폴리

아데닐화 RNA를 클론테크(Clontech)(카탈로그 번호 6528-1, 로트 번호 43777)에서 구입하여 pKR5B(Genentech, 

LIB26)의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 5mg을 사용하였다. SalI 및 NotI 제한 부위를 도입하도록 3'-프라이머(p

GACTAGTTCTAGATCGCGAGCGGCCGCCCT)(서열 번호 8) 및 5'-링커(pCGGACGCGTGGGGCCTGCGCACCC

AGCT)(서열 번호 9)를 설계하였다. 유전자의 제안된 게놈 엑손과 함께 수동 "스플라이싱"에 의해 추론되는 추정의 

인간 코딘 cDNA 서열(DNA3M15)로부터 설계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로 클론을 스크리닝하였다. 프로브를 합

성하는 PC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서열 분석에 앞서 cDNA 클론의 동일성을 확인하였다.

스크리닝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는은 하기와 같다.

OLI5640 34415.pl 5'-GCCGCTCCCCGAACGGGCAGCGGCTCCTTCTCAGAA-3' (서열 번호 10) 및

OLI5642 34415.p2 5'-GGCGCACAGCACGCAGCGCATCACCCCGAATGGCTC-3' (서열 번호 11).

사용된 합성용 프로브는 하기와 같다.

OLI5639 34415.fl 5'-GTGCTGCCCATCCGTTCTGAGAAGGA-3' (서열 번호 12) 및

OLI5643 34415.r 5'-GCAGGGTGCTCAAACAGGACAC-3' (서열 번호 13).

<실시예 5>: PRO243의 노던 블랏 및 원래 위치에서의 RNA 혼성화 분석

노던 블랏 분석에 의해 인체 조직으로부터 유래한 PRO243 mRNA를 분석하였다. 인간 태아 및 성인의 조직으로부터 

유래한 폴리 아데닐화 RNA 블랏(Clontech, Palo Alto, CA, 카탈로그 번호 7760-1 및 7756-1)을 전체 길이의 PRO

243 cDNA를 기재로 하는  32 P-표지된 cDNA 단편에 혼성화하였다. 혼성화 완충액(5X SSPE, 2X 덴하트 용액, 100

mg/mL의 변성 분해된 연어 정자 DNA, 50% 포름아미드 및 2% SDS)에서 프로브를 42℃에서 60시간 동안 블랏 위

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2X SSC로 몇 차례 블랏을 세척하고, 상온에서 1시간 동안 0.05% SDS로 세척한 후에, 0.1X 

SSC 중에 30분 동안 엄격 조건으로 세척하고, 50℃에서 0.1% SDS로 세척하였으며 오토라디오그래피하였다. 밤새 

노출시킨 후에, 포스포이미저 분석(phosphorimager analysis)(Fuji)에 의해 블랏을 생성하였다.

도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PRO243 mRNA 전사체를 검출하였다. 발현 패턴 분석 결과, 성인 및 태아의 간에 예상된 4

.0kb 전사체의 강한 신호 및 성인 신장에 매우 희미한 신호가 나타났다.

인간 성인 조직 중의 PRO243의 원래 위치에서의 혼성화로 대퇴 두부 및 관골구 사이에 나타나는 발생중인 활액관절 

분열선에 양성 신호가 나타났다. 모든 다른 조직은 음성이었다. 인간 태아의 안면, 머리, 사지 및 생쥐 배(embryo)의 

다른 부분을 검사하였다. 인간 태아 조직은 간충직의 사지 및 안면부의 뼈가 발생하는 부위 주변에서 PRO243이 발현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발현은 고도로 특이적이고 종종 혈관 형성을 수행하는 부위 주변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태아 뇌의 발생중인 측두

엽 및 후두엽에서 발현되지만, 뇌의 다른 곳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발생중인 내이의 신경절에

서도 발현을 관찰하였다. 인간 프로브로 임의의의 생쥐 조직을 조사한 결과, 어떤한 발현도 관찰하지 못했다(도 7).

최적의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PCR로 생성한  32 P-표지된 리보프로브를 이용하여 원래 위치에서의 혼성화를 수행하

였다([루(Lu) 및 질레트(Gillett), Cell Vision   1 :169-176 (1994)). 포르말린으로 고정시키고 파라핀에 묻힌 인간 

태아 및 성인 조직을 절단하고, 파라핀을 제거 후, 37℃에서 15분 동안 단백질 분해효소 K로 단백질을 분해하고, 루(

Lu) 및 질레트(Gillett)(1994)에 의해 개시된 원래 위치에서의 혼성화로 추가 처리하였다. PCR 생성물로부터 [  33 P]

-UTP로 표지된 안티센스 리보프로브를 생성하고 55℃에서 밤새 혼성화하였다. 상기 슬라이드를 코닥(Kodak) NTB

2 핵 트랙 에멀젼(nuclear track emulsion) 중에 담그고 4주 동안 노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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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6>: 인간 PRO299을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의 단리

상기 실시예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명세서에서 DNA28847(도 10, 서열 번호 18)이라 불리우는 cDNA를 단리하

였다. 추가 분석 후에, DNA28847의 3' 절단된 형태를 발견하고 DNA35877(도 11, 서열 번호 19)이라 칭하였다. DN

A35877 서열을 기준으로, 1) PCR에 의해 관심있는 서열을 포함하는 cDN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

299의 전체 길이를 암호화하는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 프로브로 사용하는 단계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

하였다. 통상 순방향 및 역방향 PCR 프라이머는 뉴클레오티드수 20 내지 30의 범위이고 종종 약 100 내지 1000bp 

길이의 PCR 생성물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컨센서스 서열이 1 내지 1.5kbp 이상이면, 부가의 올

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전체 길이 클론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PCR 프라이머 쌍을 가

지고 PCR 증폭에 의해 라이브리로부터의 DNA를 스크린하였다([오수벨(Ausubel) 등,  Current Protocols in Molec

ular Biology ]).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1개의 프라이머

쌍을 사용하여 관심있는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하기의 순방향 및 역방향 PCR 프라이머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PCR 프라이머 (35877.f1) 5'-CTCTGGAAGGTCACGGCCACAGG-3' (서열 번호 20)

역방향 PCR 프라이머 (35877.rl) 5'-CTCAGTTCGGTTGGCAAAGCTCTC-3' (서열 번호 21)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35877로부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브를 만들었다.

혼성화 프로브 (35877.p1)

5 '-CAGTGCTCCCTCATAGATGGACGAAAGTGTGACCCCCCTTTCAGGCGAGAGCTTTGCCAACCGAACTG

A-3' (서열 번호 22)

전체 길이 클론 정보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얻기 위해, 상기 확인된 1개 의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R 증폭에 의

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올리고뉴클레오티

드 프로브를 사용하여 PRO299 서열을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인간 태아 뇌조직으로부터 cDNA 라이브러리

를 만드는데 쓰이는 RNA를 단리하였다. 시판되는 시약,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의 인비트로젠(Invitr

ogen)사의 시약을 사용하는 표준 방법에 의해 cDNA를 단리하는데 사용되는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NotⅠ 

부위를 포함하고 SalⅠ 헤미키나아제 어탭터에 블런트로 연결된 올리고 dT로 cDNA를 프라이밍하고, NotⅠ으로 절

단 후, 겔 전기영동하여 대략적인 크기로 분류하고, 적합한 클로닝 벡터 중의 유일한 XhoⅠ 및 NotⅠ부위에 정해진 

방향으로 클로닝하였다(예를 들면, pRKB 또는 pRKD로, pRK5B는 SfiI 부위를 포함하지 않는 pRK5D의 전구체임, [

홈스(Holmes) 등,  Science ,  253 :1278-1280 (1991)] 참조).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은 PRO299의 전체 길이의 DNA 서열(본 명세서에서는 UNQ262(D

NA39976-1215)라 칭함)(서열 번호 14) 및 PRO299로부터 유래한 단백질 서열을 제공하였다. UNQ262(DNA3997

6-1215)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8(서열 번호 14)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262(DNA39976-1215)는 뉴클

레오티드 위치 111 내지 113에 분명한 전사 개시 부위가 있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2322 내지 2324(도 8)에 종결 코

돈으로 끝나는 단일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한다. 예상된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아미노산 737개의 길이였다(도 9). 

클론 UNQ262(DNA39976-1215)에 의해 암호화되는 폴리펩티드 서열의 중요한 지역이 확인되었고 각각 하기 서열

을 포함하였다. 아미노산 1 내지 28에 상응하는 단일 펩티 드 서열, 아미노산 638-662에 상응하는 추정의 막통과 영

역, 각각 아미노산 80-106, 121-203, 336-360, 378-415, 416-441, 454-490, 491-528, 529-548, 567-604, 6

05-622에 상응하는 EGF 반복 및 각각 아미노산 107-120, 204-207, 208-222, 223-285, 286-304, 361-374, 37

5-377, 442-453, 549-563 및 564-566에 상응하는 10 군데 잠재적인 N-글리코실화화 부위를 포함한다. 클론 UN

Q262(DNA39976-1215)를 ATCC에 기탁하고 ATCC 기탁 번호 ATCC 209524호를 배정받았다.

전체 길이 PRO299 폴리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결과, 그의 일부가 노치(notch)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아 PRO2

99는 신규 노치 상동 단백질일 수 있고, 노치 단백질의 전형적인 활성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7>: 인간 PRO323을 암호화하는 cDNA의 단리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른 EST 서열과 관련되는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 컨

센서스 서열을 DNA30875라 칭하였다. DNA30875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1) PCR에 의해 관심있는 서열을 포

함하는 cDN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323 전체 길이의 코딩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데 프로브를 사

용하는 단계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PCR 프라이머(순방향 2개 및 역방향 1개)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PCR 프라이머 1 5'-AGTTCTGGTCAGCCTATGTGCC-3' (서열 번호 25)

순방향 PCR 프라이머 2 5'-CGTGATGGTGTCTTTGTCCATGGG-3' (서열 번호 26)

역방향 PCR 프라이머 5' -CTCCACCAATCCCGATGAACTTGG-3' (서열 번호 27)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컨센서스 DNA30875 서열로부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브를 

만들었다.

혼성화 프로브

5'-GAGCAGATTGACCTCATACGCCGCATGTGTGCCTCCTATI'CTGAGCTGGA-3' (서열 번호 11)

전체 길이 클론의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상기 확인된 PCR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

R 증폭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1개의 PC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RO323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인간 태

아의 간조직(LIB6)으로부터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RNA를 단리하였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은 PRO323의 전체 길이 DNA 서열 및 PRO323에서 유래한 단백질 

서열을 제공하였다(본 명세서에는 UNQ284(DNA35595-1228)라 칭함)(서열 번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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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Q284(DNA35595-1228)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12(서열 번호 23)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284(DNA3

5595-1228)는 뉴클레오티드 위치 110 내지 112에서 분명한 전사 개시 부위를 가지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1409 내

지 1411에서 끝나는 단일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한다(도 12). 예상된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433 아미노산 길이였다

(도 13). 도 13에 나타나 있는 전체 길이의 PRO323 단백질은 약 47,787의 예상 분자량 및 약 6.11의 pI 값을 갖는다.

클론 UNQ284(DNA35595-1228)을 ATCC에 기탁하고 ATCC 기탁 번호 209528호를 배정받았다.

전체 길이의 PRO323 폴리펩티드의 서열 분석 결과, 그의 일부는 여러 가지 디펩티다아제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아, P

RO323은 신규 디펩티다아제 단백질임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8>: 인간 PRO327을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의 단리

발현되는 서열 태그(EST) DNA 데이타베이스(IEEESEQTM, Incyte Pharmaceuticals, Palo Alto, CA)를 조사하고 

인간 프로락틴 수용체 단백질과 어느 정도 상동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EST 서열을 확인하였다. 그 후에, 블라스트 

및 프랩 주기를 반복하고 상기 기재된 EST 서열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컨센서스 DNA 서열을 가능한대로 합성하

였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 합성된 조립 서열을 DNA38110이라 칭하였다. 컴퓨터 프로그램 블라스트 또는 블라스트2

를 이용하여 상기 연구를 수행하였다([알츠컬(Altshul) 등,  Methods in Enzymology 266:460-480 (1996)]). 상기 

비교 결과, 블라스트 스코어는 70(또는, 어떤 경우 90) 또는 그 이상이었고 공지된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는 것들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프로그램 "프랩"을 가지고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필 그린(Phil Green), 워싱턴주 시애

틀 소재의 워싱턴대학교 (http://bozeman.mbt.washington.edu/phrap.docs/ phrap.html)).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얻은 DNA38110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1) PCR에 의해 관심있는 서열을 포함하는 cDN

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327 전체 길이의 코딩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데 프로브를 사용하는 단계

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PCR 프라이머(순방향 및 역방향)를 하기와 같이 합성하였다.

순방향 PCR 프라이머 5'-CCCGCCCGACGTGCACGTGAGCC-3' (서열 번호 33)

역방향 PCR 프라이머 5'-TGAGCCAGCCCAGGAACTGCTTG-3' (서열 번호 34)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컨센서스 DNA38110 서열로부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브를 

만들었다.

혼성화 프로브

5'-CAAGTGCGCTGCAACCCCTTTGGCATCTATGGCTCCAAGAAAGCCGGGAT-3' (서열 번호 35)

전체 길이 클론 정보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상기 확인된 PCR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R 증폭

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프로브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및 1개의 PC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RO327을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인간 태아의 허파 조직

(LIB26)으로부터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RNA를 단리하였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은 PRO327(본 명세서에서는 UNQ288(DNA38113-1230)이라 칭함

)(서열 번호 16)의 전체 길이 DNA 서열 및 PRO327로부터 유래하는 단백질 서열을 제공한다.

UNQ288(DNA38113-1230)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16(서열 번호 31)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288(DNA3

8113-1230)은 뉴클레오티드 위치 119 내지 121에서 분명한 번역 개시 부위를 가지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1385 내

지 1387(도 16)에서 종결 코돈으로 끝나는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한다. 예상된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422개 길이의

아미노산이었다(도 17). 도 17에 나타나 있는 전체 길이의 PRO327 단백질은 약 46,302달톤의 예상 분자량 및 약 9.

42의 pI 값을 갖는다. 클론 UNQ288(DNA38113-1230)을 ATCC에 기탁하고 ATCC 기탁 번호 ATCC 209530호를 

배정받았다.

전체 길이 PRO327 폴리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결과, 그가 인간 프로락틴 수용체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아 PRO

327이 신규 프로락틴 결합 단백질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9>: 인간 PRO233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의 단리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른 EST 서열과 관계있는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 본 명세서에서 상기 컨

센서스 서열을 DNA30945라 칭하였다. DNA30945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1) PCR에 의해 관심있는 서열을 포

함하는 cDN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233 전체 길이의 코딩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데 프로브를 사

용하는 단계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하기 PCR 프라이머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PCR 프라이머 5'-GGTGAAGGCAGAAATTGGAGATG-3' (서열 번호 38)

역방향 PCR 프라이머 5'-ATCCCATGCATCAGCCTGTTTACC-3' (서열 번호 39)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컨센서스 DNA30945 서열로부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브를 

만들었다.

혼성화 프로브

5 ' -GCTGGTGTAGTCTATACATCAGATTTGTTTGCTACACAAGATCCTCAG-3 ' (서열 번호 40)

전체 길이 클론의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상기 확인된 PCR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

R 증폭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하여 PRO233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인간 태아의 뇌조직으로부터 cD

NA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RNA를 단리하였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 분석은 PRO233의 전체 길이 DNA 서열(본 명세서에는 UNQ207(D

NA34436-1238)이라 칭함)(서열 번호 36) 및 PRO233에서 유래한 단백질 서열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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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Q207(DNA34436-1238)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18(서열 번호 36)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207(DNA3

4436-1238)은 뉴클레오티드 위치 101 내지 103에서 분명한 전사 개시 부위를 가지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1001 내

지 1003에서 끝나는 단일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한다(도 18). 예상된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300 아미노산 길이였다

(도 19). 도 19에 나타나 있는 전체 길이의 PRO233 단백질은 약 32,964의 예상 분자량 및 약 9.52의 pI 값을 갖는다.

또한, 단일 펩티드 및 추정의 산화환원효소 활성 부위를 포함하는 관심있는 지역이 도 19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2

07(DNA34436-1238)을 ATCC에 기탁하고 ATCC 기탁 번호 209523호를 배정받았다.

전체 길이의 PRO233 아미노산 서열 분석 결과, 그의 일부는 여러 가지 환원효소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아, PRO233

은 신규 환원효소일 수도 있다.

<실시예 10>: 인간 PRO344을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의 단리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른 EST 서열과 관계있는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 컨

센서스 서열을 DNA34398이라 칭하였다. DNA34398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1) PCR에 의해 관심있는 서열을 

포함하는 cDN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344 전체 길이의 코딩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데 프로브를 

사용하는 단계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DNA34398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하기 순방향 및 역방향 PCR 프라이머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PCR 프라이머 (34398.f1) 5'-TACAGGCCCAGTCAGGACCAGGGG-3' (서열 번호 43)

순방향 PCR 프라이머 (34398.f2) 5'-AGCCAGCCTCGCTCTCGG-3' (서열 번호 44)

순방향 PCR 프라이머 (34398.f3) 5'-GTCTGCGATCAGGTCTGG-3' (서열 번호 45)

역방향 PCR 프라이머 (34398.r1) 5'-GAAAGAGGCAATGGATTCGC-3' (서열 번호 46)

역방향 PCR 프라이머 (34398.r2) 5'-GACTTACACTTGCCAGCACAGCAC-3' (서열 번호 47)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DNA34398 컨센서스 서열로부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브를 

만들었다.

혼성화 프로브 (34398.p1)

5 '-GGAGCACCACCAACTGGAGGGTCCGGAGTAGCGAGCGCCCCGAAG-3' (서열 번호 48)

전체 길이 클론의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상기 확인된 1개의 PCR 프라이머 쌍을 가

지고 PCR 증폭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1개의 PC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RO344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인간 태아의 신장 조직으로부터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RNA를 단리하였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 분석은 PRO344의 전체 길이 DNA 서열(본 명세서에는 UNQ303(D

NA40592-1242)이라 칭함)(서열 번호 41) 및 PRO344에서 유래한 단백질 서열을 제공하였다.

UNQ303(DNA40592-1242)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20(서열 번호 41)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303(DNA4

0592-1242)은 뉴클레오티드 위치 227 내지 229에서 분명한 전사 개시 부위를 가지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956 내지 

958에서 끝나는 단일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한다(도 18). 예상된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243 아미노산 길이였다(도 

21). PRO344의 뉴클레오티드 1 내지 729에 의해 암호화되는 아미노산 서열의 중요한 지역은 도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일 펩티드, 성숙 단백질의 개시 및 2 군데의 잠재적인 N-미리스토일화 부위를 포함한다. 클론 UNQ303(DNA

40592-1242)을 ATCC에 기탁하고 ATCC 기탁 번호 ATCC 209492호를 배정받았다.

전체 길이의 PRO344 폴리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결과, 그의 일부는 여러 가지 인간 및 쥐의 보체 단백질과 상

동성이 높아, PRO344는 신규 보체 단백질일 수도 있다.

<실시예 11>: 인간 PRO347을 암호화하는 cDNA의 단리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른 EST 서열과 관계있는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 컨센서스 서열을 DNA39499라 칭하였다. DNA39499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1) PCR에 의해 관심있는 서열

을 포함하는 cDN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347 전체 길이의 코딩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데 프로브

를 사용하는 단계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하기 PCR 프라이머(순방향 및 역방향)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PCR 프라이머 5'-AGGAACTTCTGGATCGGGCTCACC-3' (서열 번호 51)

역방향 PCR 프라이머 5'-GGGTCTGGGCCAGGTGGAAGAGAG-3' (서열 번호 52)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컨센서스 DNA39499 서열로부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브를 

만들었다.

혼성화 프로브

5'-GCCAAGGACTCCTTCCGCTGGGCCACAGGGGAGCACCAGGCCTTC-3' (서열 번호 53)

전체 길이 클론의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상기 확인된 PCR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

R 증폭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1개의 PC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RO347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인간 태

아의 신장 조직(LIB328)으로부터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RNA를 단리하였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 분석은 PRO347의 전체 길이 DNA 서열(본 명세서에는 UNQ306(D

NA44176-1244)이라 칭함)(서열 번호 49) 및 PRO347에서 유래한 단백질 서열을 제공하였다.

UNQ306(DNA44176-1244)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22(서열 번호 49)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306(DNA4

4176-1244)은 뉴클레오티드 위치 123 내지 125에서 분명한 전사 개시 부위를 가지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1488 내

지 1490에서 끝나는 단일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한다(도 22). 예상된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455 아미노산 길이였다

(도 23). 도 23에 나타나 있는 전체 길이 PRO347 단백질은 약 50,478달톤의 추정 분자량 및 약 8.44의 pI값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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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클론 UNQ306(DNA44176-1244)을 ATCC에 기탁하고 ATCC 기탁 번호 ATCC 209532호를 배정받았다.

전체 길이의 PRO347 폴리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결과, 그의 일부는 시스테인이 풍부한 여러 가지 분비 단백질

과 상동성이 높아, PRO347은 시스테인이 풍부한 신규 분비 단백질일 수도 있다.

<실시예 12>: 인간 PRO354를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의 단리

발현되는 서열 태그 (EST) DNA 데이타베이스(LIFESEQ(등록상표), Incyte Pharmaceuticals, Palo Alto, CA)를 조

사하고 인터-알파-트립신 억제제 중쇄 및 서로 어느 정도 상동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EST 서열을 확인하였다. 그 

후에, 이 상동의 EST 서열을 배열하고 컨센서스 서열을 찾아냈다. 그 후에, 블라스트 및 프랩의 반복 주기를 이용하여

찾아낸 컨센서스 서열을 공개 EST 데이타 베이스(예를 들면, GenBank) 및 비공개 EST DNA 데이타베이스(LIFESE

Q(등록상표), Incyte Pharmaceuticals, Palo Alto, CA) 모두로부터 유래하는 상동 EST 서열을 이용하여 가능한 최

대로 컨센서스 서열을 합성하였다. 본 명세서에서는, 상기 합성된 조립 서열을 DNA39633이라 칭하였다. 컴퓨터 프

로그램 블라스트 또는 블라스트2를 이용하여 상기 연구를 수행하였다([알츠컬(Altshul) 등,  Methods in Enzymolog

y 266:460-480 (1996)]). 상기 비교 결과, 블라스트 스코어는 70(또는, 어떤 경우 90) 또는 그 이상이었고 공지된 단

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것들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프로그램 "프랩"을 가지고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필 그

린(Phil Green),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의 워싱턴대학교 (http://bozeman.mbt.washington.edu/phrap. docs/phrap.ht

ml)).

이 DNA39633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1) PCR에 의해 관심있는 서열을 포함하는 cDN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354 전체 길이의 코딩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데 프로브를 사용하는 단계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

드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및 역방향 PCR 프라이머는 통상 20 내지 30 뉴클레오티드 범위이고 종종 약 100 내지 100

0bp 길이의 PCR 생성물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었다. 통상 이 프로브 서열은 40 내지 55bp길이였다. 어떤 경우, 컨센서

스 서열이 약 1 내지 1.5kbp 이상이면 부가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전체 길이 클론의 여러 가지 라이브

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PCR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R 증폭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오

수벨(Ausubel) 등,  Current Protocols in Molecular Biology ]).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

고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1개의 프라이머 쌍을 사용하여 관심있는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하기 PCR 프라이머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PCR 프라이머 1 (39633.fl) 5'-GTGGGAACCAAACTCCGGCAGACC-3' (서열 번호 56)

순방향 PCR 프라이머 2 (39633.f2) 5'-CACATCGAGCGTCTCTGG-3' (서열 번호 57)

역방향 PCR 프라이머 (39633.rl) 5'-AGCCGCTCCTTCTCCGGTTCATCG-3' (서열 번호 58)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컨센서스 DNA39633 서열로부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브를 

만들었다.

혼성화 프로브

5'-TGGAAGGACCACTTGATATCAGTCACTCCAGACAGCATCAGGGATGGG-3' (서열 번호 59)

전체 길이 클론 정보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상기 확인된 PCR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R 증폭

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프로브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및 1개의 PC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RO354를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인간 태아의 신장 조직(LIB227)으로부터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RNA를 단리하였다. 시판되는 시약

,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의 인비트로젠사에서 시판하는 시약을 사용하여 cDNA 클론을 단리하는데 

사용되는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NotⅠ부위를 포함하는 올리고 dT로 이 cDNA를 프라이밍하고, SalⅠ 헤미

키나아제 어댑터에 블런트로 연결하였으며 NotⅠ을 가지고 절단하고, 겔 전기영동에 의해 적당하게 크기를 분류하였

으며 적합한 클로닝 벡터(예를 들면, pRKB 또는 pRKD로 pRK5B는 SfiI 부위를 포함하지 않는 pRK5D의 전구체임, [

홈스(Holmes) 등,  Science ,  253 :1278-1280 (1991)] 참조) 중의 유일한 XhoⅠ 및 NotⅠ부위에 정해진 방향으로

클로닝하였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은 PRO354(본 명세서에서는 UNQ311(DNA44192-1246)이라 칭함

)(서열 번호 54)의 전체 길이 DNA 서열 및 PRO354 로부터 유래하는 단백질 서열을 제공한다.

UNQ311(DNA44192-1246)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24(서열 번호 54)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311(DNA4

4192-1246)은 뉴클레오티드 위치 72 내지 74에서 분명한 번역 개시 부위를 가지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2154 내지 2

156에서 종결 코돈으로 끝나는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한다(도 24). 예상된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694개 길이의 아

미노산이었다(도 25). 도 25에 나타나 있는 전체 길이의 PRO354 단백질은 약 77,400달톤의 예상 분자량 및 약 9.54

의 pI 값을 갖는다. 클론 UNQ311(DNA44192-1246)을 ATCC에 기탁하고 ATCC 기탁 번호 ATCC 209531호를 배

정받았다.

전체 길이 PRO354 폴리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결과, 그가 인터-알파-트립신 중쇄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아 P

RO354가 신규 인터-알파-트립신 억제제 중쇄 상동 단백질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3>: 인간 PRO355를 암호화하는 cDNA의 단리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블라스트 및 프랩을 이용하여 다른 EST 서열과 관계있는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 본 명세서에서는 상기 컨센서스 서열을 DNA35702라 칭하였다. 이 DNA35702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

로, 1) PCR에 의해 관심있는 서열을 포함하는 cDN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355 전체 길이의 코딩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데 프로브를 사용하는 단계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하기 순방향 및 역방향 PCR 프라이머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PCR 프라이머 (.fl) 5'-GGCTTCTGCTGITGCTCTTCTCCG-3' (서열 번호 62)

순방향 PCR 프라이머 (.f2) 5'-GTACACTGTGACCAGTCAGC-3' (서열 번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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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향 PCR 프라이머 (.f3) 5'-ATCATCACAGATTCCCGAGC-3' (서열 번호 64)

역방향 PCR 프라이머 (.rl) 5'-TTCAATCTCCTCACCTTCCACCGC-3' (서열 번호 65)

역방향 PCR 프라이머 (.r2) 5'-ATAGCTGTGTCTGCGTCTGCTGCG-3' (서열 번호 66)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컨센서스 DNA35702 서열로부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브를 

만들었다.

혼성화 프로브

5 '-CGCGGCACTGATCCCCACAGGTGATGGGCAGAATCTGTTTACGAAAGACG-3' (서열 번호 67)

전체 길이 클론의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상기 확인된 PCR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

R 증폭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하여 PRO355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인간 태아의 간조직으로부터 cD

NA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RNA를 단리하였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 분석은 PRO355의 전체 길이 DNA 서열(본 명세서에는 UNQ312(D

NA39518-1247)라 칭함)(서열 번호 60) 및 PRO355에서 유래한 단백질 서열을 제공하였다.

UNQ312(DNA39518-1247)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26(서열 번호 60)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312(DNA3

9518-1247)는 뉴클레오티드 위치 22 내지 24에서 분명한 번역 개시 부위를 가지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1342 내지 1

344에서 끝나는 단일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한다(도 26). 예상된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440 아미노산 길이였다(도 

27). 도 27에 나타나 있는 전체 길이 PRO355 단백질은 약 48,240달톤의 예상 분자량 및 약 4.93의 pI값을 갖는다. 

또한, 단일 펩티드, 세포외부 도메인의 Ig 반복, 잠재적인 N-글리콜레이션 부위 및 잠재적인 막통과 도메인을 포함하

는 관심있는 지역이 도 27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312(DNA39518-1247)을 ATCC에 기탁하고 ATCC 기탁 번호 

ATCC 209529호를 배정받았다.

전체 길이의 PRO355 폴리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결과, 그의 일부는 CRTAM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아, PRO35

5는 CRTAM 단백질일 수도 있다.

<실시예 14>: 인간 PRO357을 암호화하는 cDNA의 단리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 소재의 인사이트 파마슈티컬(Incyte Pharmaceutical)사에서 시판하는 서열 발현 태그 클론 

번호 "2452972"를 사용하여 데이타베이스를 조사하였다. 발현되는 서열 태그(EST) 데이타 베이스를 조사하기 위해 

스위스-프로트 공개 데이타 베이스 출처의 공지된 약 950가지 분비 단백질의 세포외 도메인(ECD) 서열(분비 신호 

서열이 존재한다면 이를 포함함)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인사이트 EST 클론 번호 "2452927"의 일부와 중복되었다. 상

기 EST 데이타 베이스는 공개 데이타 베이스(예를 들면, GenBank) 및 비공개 데이타베이스(LIFESEQ(등록상표), In

cyte Pharmaceuticals, Palo Alto, CA)를 포함하였다. ECD 단백질 서열과 EST 서열의 6가지 프레임으로 번역된 서

열을 비교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블라스트 또는 블라스트2를 이용하여 상기 연구를 수행하였다([알츠컬(Altshul) 등

,  Methods in Enzymology 266:460-480 (1996)]). 상기 비교 결과, 블라스트 스코어는 70(또는, 어떤 경우 90) 또

는 그 이상이었고 공지된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것들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프로그램 "프랩"을 가지고 컨센서스 DN

A 서열을 조립하였다(필 그린(Phil Green),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의 워싱턴대학교 (http://bozeman.mbt.washington

.edu/phrap.docs/phrap.html)).

그 후에, 프랩을 이용하여 다른 EST 서열에 상대적인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 이 경우, 블라스트 및 프랩

의 반복 주기를 이용하고 상기 기재된 EST 서열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능한 최대로 컨센서스 서열을 합성하였다.

이 DNA37162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1) PCR에 의해 관심있는 서열을 포함하는 cDN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357 전체 길이의 코딩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데 프로브를 사용하는 단계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

드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및 역방향 PCR 프라이머는 통상 20 내지 30 뉴클레오티드 범위이고 종종 약 100 내지 100

0bp 길이의 PCR 생성물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었다. 통상 이 프로브 서열은 40 내지 55bp길이였다. 어떤 경우, 컨센서

스 서열이 약 1 내지 1.5kbp 이상이면 부가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전체 길이 클론의 여러 가지 라이브

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PCR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R 증폭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오

수벨(Ausubel) 등,  Current Protocols in Molecular Biology ]).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

고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1개의 프라이머 쌍을 사용하여 관심있는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하기 PCR 프라이머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프라이머 1: 5'-CCCTCCACTGCCCCACCGACTG-3' (서열 번호 70),

역방향 프라이머 1: 5'-CGGTTCTGGGGACGTTAGGGCTCG-3' (서열 번호 71) 및

순방향 프라이머 2: 5'-CTGCCCACCGTCCACCTGCCTCAAT-3' (서열 번호 72).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컨센서스 DNA37162 서열로부터 2개의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

브를 만들었다.

혼성화 프로브 1

5' -AGGACTGCCCACCGTCCACCTGCCTCAATGGGGGCACATGCCACC-3'(서열 번호 73) 및

혼성화 프로브 2

5'-ACGCAAAGCCCTACATCTAAGCCAGAGAGAGACAGGGCAGCTGGG-3'(서열 번호 74).

전체 길이 클론 정보의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상기 확인된 PCR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R 증폭

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프로브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및 1개의 PC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RO357을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인간 태아의 간조직으로부터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RNA를 단리하였다. 시판되는 시약,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의 인비트로젠사에서 시판하는 시약을 사용하여 cDNA 클론을 단리하는데 사용되는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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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NotⅠ부위를 포함하는 올리고 dT로 상기 cDNA를 프라이밍하고, SalⅠ 헤미키나아제 

어댑터에 블런트로 연결하였으며 NotⅠ을 가지고 절단하고, 겔 전기영동에 의해 적당한 크기로 분류하였으며 적합한

클로닝 벡터(예를 들면, pRKB 또는 pRKD로 pRK5B는 SfiI 부위를 포함하지 않는 pRK5D의 전구체임, [홈스(Holme

s) 등,  Science ,  253 :1278-1280 (1991)] 참조)) 중의 유일한 XhoⅠ 및 NotⅠ부위에 정해진 방향으로 클로닝하

였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은 PRO357(본 명세서에서는 UNQ314(DNA44804-1248)라 칭함)(

서열 번호 68)의 전체 길이 DNA 서열 및 PRO357로부터 유래하는 단백질 서열을 제공한다.

UNQ314(DNA44804-1248)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28(서열 번호 68)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314(DNA4

4804-1248)은 뉴클레오티드 위치 137 내지 139에서 분명한 번역 개시 부위를 가지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1931 내

지 1933에서 종결 코돈으로 끝나는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한다(도 29). 예상된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598개 길이의

아미노산이었다(도 29). 클론 UNQ314(DNA44804-1248)을 ATCC에 기탁하고 ATCC 기탁 번호 ATCC 209527호

를 배정받았다.

추가 분석 결과 도 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특성이 나타났다. 도 29에는 서열 번호 68의 137 내지 1930의 뉴클

레오티드로부터 유래하는 아미노산 서열(서열 번호 69)이 나타나있다. 분자량은 63,030이고, pI는 7.24였으며 NX/(S

/T)는 3이었다. 추정의 막통과 도메인은 도 29중에 아미노산 506 내지 524에 나타나있다. 또한, 막통과 영역은 아미

노산 497에서 "G"로 시작한다. 잠재적인 N-글리코실화 부위는 도 29에 강조되어 있다. EGF-유사 도메인 시스테인 

패턴 번호는 아미노산 355 내지 366에서 나타난다. 또한, 이 지역은 쥐의 유지방 구형 단배질, 노치 또는 단백질분해

효소를 변하게 하는 간세포 성장 인자 중에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단일 펩티드는 도 29의 아미노산 1 내지 22에 나

타나있다. 세포외 도메인 중에 ALS 및 다른 류신 반복이 많은 단백질의 시작부는 아미노산 위치 24에서 시작하였다.

따라서, 전체 길이 PRO357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결과, 그의 일부가 ALS와 상동성이 높아 PRO357은 ALS에 관련

된 신규 류신 반복이 많은 단백질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5>: 인간 PRO715을 암호화하는 cDNA의 단리

인간 TNF-α와 유사한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EST 서열을 찾기 위해 비공개 EST DNA 데이타베이스(LIFESEQ

TM, Incyte Pharmaceuticals, Palo Alto, CA)를 조사하였다. 상기 조사 결과, 인사이트 발현 서열 태그(Incyte Expr

essed Sequence Tag) 번호 2099855가 확인되었다.

그 후에, 시퀘스트(seqext) 및 "프랩"을 이용하여 다른 EST 서열에 관련된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필 그

린(Phil Green),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의 워싱턴대학교 (http://bozeman.mbt.washington.edu/phrap.docs/phrap.ht

ml)). 본 명세서에서는 이 컨센서스 서열을 DNA52092라 칭하였다. 상기 조립체 중에 확인된 여러 가지 EST 클론의 

배열을 기준으로, 머크 워싱턴 대학 EST 세트로부터 단일 EST 클론을 수득하고 그의 삽입체 서열을 분석하였다. 그 

후에, EST 클론 번호 725887로부터 삽입체 DNA의 서열을 분석하여 전체 길이 DNA52722-1229 서열을 수득하였

다.

UNQ383(DNA52722-1229)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30(서열 번호 75)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383(DNA5

2722-1229)은 뉴클레오티드 위치 114 내지 116에서 분명한 번역 개시 부위를 가지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864 내지 

866에서 종결 코돈으로 끝나는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하였다. 예상된 폴리펩티드는 250개의 아미노산 길이였다(도

31). 도 31에 나타나 있는 전체 길이 PRO715 단백질은 약 27,433달톤의 예상 분자량 및 약 9.85의 pI 값을 갖는다.

전체 길이 PRO715의 아미노산의 분석 결과, 그가 단백질의 종양 괴사 인자군의 일원과 상동성이 높아 PRO715가 신

규 종양 괴사 인자 단백질임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6>: 인간 PRO353을 암호화하는 cDNA의 단리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프랩을 이용하여 다른 EST 서열과 관련된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 컨센서스 서열을 DNA36363이라 칭하였다. 블라스트 및 프랩의 반복 주기를 이용하고 상기 기재된 

EST 서열의 정보를 이용하여 가능한 최대로 컨센서스 DNA 서열을 합성하였다. 이 DNA36363 컨센서스 서열을 기

준으로, 1) PCR에 의해 관심있는 서열을 포함하는 cDN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353 전체 길이의 코

딩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데 프로브를 사용하는 단계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DNA36363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하기 순방향 및 역방향 PCR 프라이머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PCR 프라이머 (36363.f1) 5'-TACAGGCCCAGTCAGGACCAGGGG-3' (서열 번호 87)

역방향 PCR 프라이머 (36363.r1) 5'-CTGAAGAAGTAGAGGCCGGGCACG-3' (서열 번호 88).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컨센서스 DNA36363 서열로부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브를 

만들었다.

혼성화 프로브 36363.p1

5 '-CCCGGTGCTTGCGCTGCTGTGACCCCGGTACCTCCATGTACCCGG-3' (서열 번호 89)

전체 길이 클론의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상기 확인된 PCR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

R 증폭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1개의 PC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RO353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인간 태

아의 신장조직으로부터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RNA를 단리하였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 분석은 PRO353의 전체 길이 DNA 서열(본 명세서에는 UNQ310(D

NA41234-1242)이라 칭함)(서열 번호 85) 및 PRO353에서 유래한 단백질 서열을 제공하였다.

UNQ310(DNA41234-1242)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34(서열 번호 85)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310(DNA4

1234-1242)는 뉴클레오티드 위치 305 내지 307에서 분명한 번역 개시 부위를 가지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1148 내

지 1150에서 종결 코돈으로 끝나는 단일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한다(도 34). 예상된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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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개 길이였다(도 35). PRO353에 의해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의 중요한 지역은 아미노산 1 내지 26에 상응하는 단

일 펩티드, 아미노산 위치 27의 성숙 단백질의 시작부, 아미노산 93 내지 98에 상응하는 잠재적인 N-글리코실화 부

위 및 아미노산 99 내지 281에 상응하는 30kd 지방세포 보체-관련 단백질 전구체와 유사한 영역을 포함하였다. 클론

UNQ310(DNA41234-1242)을 ATCC에 기탁하고 ATCC 기 탁 번호 ATCC 209618호를 배정받았다.

전체 길이 PRO355 폴리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결과, 그의 일부는 인간 및 쥐의 보체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아, 

PRO353은 신규 보체 단백질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7>: 인간 PRO361을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의 단리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프랩을 이용하여 다른 EST 서열과 관련된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 컨센서스 서열을 DNA40654라 칭하였다. 상기 DNA40654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1) PCR에 

의해 관심있는 서열을 포함하는 cDN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361 전체 길이의 코딩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데 프로브를 사용하는 단계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하기 순방향 및 역방향 PCR 프라이머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PCR 프라이머 (.f1) 5'-AGGGAGGATTATCCTTGACCTTTGAAGACC-3' (서열 번호 92)

순방향 PCR 프라이머 (.f2) 5'-GAAGCAAGTGCCCAGCTC-3' (서열 번호 93)

순방향 PCR 프라이머 (.f2) 5'-CGGGTCCCTGCTCTTTGG-3' (서열 번호 94)

역방향 PCR 프라이머 (.r1) 5'-CACCGTAGCTGGGAGGGCACTCAC-3' (서열 번호 95)

역방향 PCR 프라이머 (.r2) 5'-AGTGTAAGTCAAGCTCCC-3' (서열 번호 96)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컨센서스 DNA40654 서열로부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브를 

만들었다.

혼성화 프로브

5'-GCTTCCTGACACTAAGGCTGTCTGCTAGTCAGAATTGCCTCAAAAAGAG-3' (서열 번호 97)

전체 길이 클론의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상기 확인된 PCR 프라이머 쌍을 가지고 PC

R 증폭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를 스크린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하여 PRO361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다. 인간 태아의 신장조직으로부터 c

DNA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RNA를 단리하였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 분석은 PRO361의 전체 길이 DNA 서열(본 명세서에는 UNQ316(D

NA45410-1250)이라 칭함)(서열 번호 90) 및 PRO361에서 유래한 단백질 서열을 제공하였다.

UNQ316(DNA45410-1250)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36(서열 번호 90)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316(DNA4

5410-1250)은 뉴클레오티드 위치 226 내지 228에서 분명한 번역 개시 부위를 가지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1519 내

지 1521에서 끝나는 단일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한다(도 37). 예상된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431 아미노산 길이였다

(도 37). 도 37에 나타나 있는 전체 길이 PRO361 단백질은 약 46,810달톤의 예상 분자량 및 약 6.45의 pI값을 가졌

다. 또한, 막통과 도메인(아미노산 380 내지 409) 및 아르기나아제 종류 단백질(아미노산 3 내지 14 및 39 내지 57)

의 전형적인 서열을 포함하는 관심있는 지역이 도 37에 나타나 표시되어 있다. 클론 UNQ316(DNA45410-1250)을 

ATCC에 기탁하고 ATCC 기탁 번호 ATCC 209621호를 배정받았다.

전체 길이의 PRO361 폴리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결과, 그의 일부는 뮤 신 및(또는) 키티나아제 단백질과 상동

성이 높아 PRO361은 신규 뮤신 및(또는) 키티나아제 단백질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18>: 인간 PRO365을 암호화하는 cDNA 클론의 단리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프랩을 이용하여 다른 EST 서열과 관련된 컨센서스 DNA 서열을 조립하였다. 본 

명세서에서는 이 컨센서스 서열을 DNA35613이라 칭하였다. 이 DNA35613 컨센서스 서열을 기준으로, 1) PCR에 

의해 관심있는 서열을 포함하는 cDNA 라이브러리를 확인하는 단계 및 2) PRO365 전체 길이의 코딩 서열의 클론을 

단리하는데 프로브를 사용하는 단계를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하기 순방향 및 역방향 PCR 프라이머를 합성하였다.

순방향 PCR 프라이머 (.fl-35613) 5'-AATGTGACCACTGGACTCCC-3' (서열 번호 100)

순방향 PCR 프라이머 (.f2-35613) 5'-AGGCTTGGAACTCCCTTC-3' (서열 번호 101)

역방향 PCR 프라이머 (.r1-35613) 5'-AAGATTCTTGAGCGATTCCAGCTG-3' (서열 번호 102)

또한, 하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컨센서스 DNA35613 서열로부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혼성화 프로브를 

만들었다.

혼성화 프로브

5'-AATCCCTGCTCTTCATGGTGACCTATGACGACGGAAGCACAAGACTG-3' (서열 번호 103)

전체 길이 클론의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기 위해, 상기 확인된 1개의 PCR 프라이머 쌍을 가

지고 PCR 증폭에 의해 라이브러리로부터 DNA 를 스크린하였다. 그 후에, 양성 반응을 나타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

고 프로브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1개의 PC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RO365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클론을 단리하였

다. 인간 태아의 신장조직으로부터 cDNA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RNA를 단리하였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단리된 클론의 DNA 서열 분석은 PRO365의 전체 길이 DNA 서열(본 명세서에는 UNQ320(D

NA46777-1253)이라 칭함)(서열 번호 98) 및 PRO365에서 유래한 단백질 서열을 제공하였다.

UNQ320(DNA46777-1253)의 전체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도 38(서열 번호 98)에 나타나있다. 클론 UNQ320(DNA4

6777-1253)은 뉴클레오티드 위치 15 내지 17에서 분명한 번역 개시 부위를 가지고 뉴클레오티드 위치 720 내지 72

2에서 끝나는 단일 오픈 리딩 프레임을 포함하였다(도 38). 예상된 폴리펩티드 전구체는 235 아미노산 길이였다(도 

39). 클론 320(DNA46777-1253)에 의해 코딩된 폴리펩티드 서열의 중요한 지역이 확인되었고, 하기 서열을 포함하



등록특허  10-0386046

- 39 -

였다. 아미노산 1 내지 20에 상응하는 신호 펩티드, 아미노산 21에 상응하는 성숙 단백질의 시작부 및 도 39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잠재적인 다수의 글리코실화 부위를 포함하였다. 클론 320(DNA46777-1253)을 ATCC에 기탁하고 A

TCC 기탁 번호 ATCC 209619호를 배정받았다.

전체 길이의 PRO365 폴리펩티드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결과, 그의 일부는 인간 2-19 단백질과 상동성이 높아 PRO3

65는 신규 인간 2-19 단백질의 상동체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시예 19>: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핵산의 혼성화 프로브로의 용도

하기 방법에는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프로브로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본 명세서에 개시된 바와 같이 PRO 폴리펩티드의 관심있는 코딩 서열을 포함하는 DNA를 프로브로 사용하거나 또는

인체 조직 cDNA 라이브러리 또는 인체 조직 게놈 라이브러리 중의 상동 DNA(예를 들면, PRO 폴리펩티드의 자연 발

생하는 변종을 암호화하는 DNA)를 스크린하는 프로브 제조의 기재로 사용할 수 있다.

하기의 엄격 조건하에, 라이브러리 DNA를 포함하는 필터의 혼성화 및 세척을 수행하였다. 42℃에서 20시간 동안 50

% 포름아미드, 5xSSC, 0.1% SDS, 0.1% 피로인산나트륨, 50mM 인산나트륨(pH 6.8), 2x 덴하트(Denhart's) 용액 

및 10% 덱스트란 술페이트의 용액 중에 방사능표지된 PRO 폴리펩티드-코딩 핵산-유도 프로브 필터에 혼성화시켰

다. 42℃에서 0.1xSSC 및 0.1% SDS 수용액 중에 필터를 세척하였다.

그 후에, 당업계의 표준 기술을 이용하여 전체 길이의 고유 서열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와 원하는 서열 

동일성이 있는 DNA를 확인하였다.

<실시예 20>: 대장균에서 PRO 폴리펩티드의 발현

본 실시예는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의 글리코실화 되지 않은 형태를 대장균 재조합 발현에 의해 제조하는 방법에 관

한 설명이다.

먼저, 선택된 PC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 서열을 증폭시켰다. 프라이머는

선택된 발현 벡터의 제한 효소 부위에 상응하 는 제한 효소 부위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발현 벡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 적합한 벡터의 예는 앰피실린 및 테트라싸이클린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pBR322(대장균에서 

유래함, [볼리바(Bolivar) 등, Gene ,  2 :95 (1977)] 참조)이다. 제한효소로 벡터를 자르고 탈인산화하였다. 그 후에,

PCR에 의해 증폭된 서열을 벡터에 라이게이션시켰다. 바람직하게는 벡터가 항생제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 trp 프로

모터, 폴리히스 리더(처음 6개의 STⅡ 코돈, 폴리히스 서열 및 엔테로키나아제 절단 부위 포함), 특정 PRO 폴리펩티

드 코딩 영역, 람다 전사 종결자 및 argU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서열을 포함하였다.

그 후에, 결합 혼합물을 사용하고 샘부르크 등의 상기 문헌에 개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선택된 대장균 균주를 형질전

환시켰다. LB 플레이트 상의 그의 생존 능력에 의해 형질전환체를 확인한 후에, 항생제 저항성 콜로니를 선택하였다. 

제한 분석 및 DNA 서열 분석에 의해 플라스미드 DNA를 단리하고 확인하였다.

선택된 콜로니를 액체 배지, 예를 들면 항생제를 첨가한 LB 액체 배지에 밤새 배양하였다. 그 후에, 밤새 배양한 것을

사용하여 큰 규모의 배양에 접종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세포를 원하는 광밀도로 배양하였고, 이 기간 동안 발현 프로

모터를 작동시켰다.

여러 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한 후에, 원심분리하여 세포를 수획할 수 있었다. 당업계에 공지된 여러 가지 제제를 사용

하여 원심분리에 의해 수득된 세포 펠릿을 용해시킨 후에, 단백질을 단단히 결합시키는 조건 하에 금속 킬레이트 컬

럼을 이용하여 용해된 PRO 폴리펩티드를 정제하였다.

하기 방법을 이용하여 폴리-히스 표지 형태의 PRO241을 대장균에서 잘 발현시켰다. 먼저, 선택된 PCR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RO241을 암호화하는 DNA를 증폭시켰다. 이 프라이머는 선택된 발현 벡터의 제한 효소 부위에 상응하는 

제한 효소 부위 및 효과적이고 정확한 번역 개시, 금속 킬레이트화 컬럼 상의 급속 정제 및 엔테로키나아제로 단백질 

분해 제거를 공급하는 다른 유용한 서열에 상응하는 제한 효소 부위를 포함한다. 그 후에, 발현 벡터에 PCR 증폭물 및

폴리-히스 표지 서열을 결합시켰고, 이를 사용하여 균주 52 기재(W3110 fuhA(tonA) lon galE rpoHts(htpRts) clpP

(lacIq))의 대장균 숙주를 형질전환시켰다. 먼저, 형질전환체를 진탕하면서 30℃에서 50mg/ml 카르베니실린을 포함

하는 LB 배지에서 배양하여 O.D.  600 이 3 내지 5까지 이르렀다. 그 후에, CRAP 배지(3.57g (NH  4 )  2 SO  4 , 0.71

g 시트르산나트륨·2H  2 0, 1.07g KCl, 5.36g Difco 효모 추출물, 물 500mL 중의 Sheffield hycase SF 5.36g 뿐만

아니라 110mM MPOS(pH 7.3), 0.55% (중량/부피) 포도당 및 7mM MgSO  4 를 혼합하여 제조함)에 50 내지 100배

로 배양물을 희석시켰다. 샘플을 채취하여 SDS-PAGE 분석에 의해 발현을 확인하고, 이 배양물을 원심분리하여 세

포를 펠릿화하였다. 정제 및 재폴딩 실험시까지 세포 펠릿을 동결시켰다.

7M 구아니딘, 20mM Tris(pH 8) 완충액 10 볼륨(w/v)에 0.5 내지 1L 배양물(6 내지 10g 펠릿)의 대장균 페이스트

를 재현탁시켰다. 고형 아황산나트륨 및 테트라티온산나트륨을 가하여 최종 농도가 각각 0.1M 내지 0.02M이 되도록

하고, 이 용액을 4℃에서 밤새 교반시켰다. 그 결과, 술피톨리화에 의해 차단된 시스테인 잔기 를 가진 변성된 단백질

이 나타났다. 베크만 초원심분리기로 30분 동안 40,000rpm에서 상기 용액을 원심분리시켰다. 상층액을 3 내지 5 볼

륨의 금속 킬레이트 컬럼 완충액(6M 구아니딘, 20mM Tris(pH 7.4))으로 희석하고 0.22㎛ 필터를 통해 투명하게 여

과시켰다. 금속 킬레이트 컬럼 완충액으로 평형을 이룬 퀴아젠(Qiagen) Ni-NTA 금속 킬레이트 컬럼 5ml에 투명한 

추출물을 로딩하였다. pH 7.4인 50mM 이미다졸(칼바이오켐, Utrol 등급)을 포함하는 추가 완충액으로 컬럼을 세척

하였다. 250mM 이미다졸을 포함하는 완충액으로 이 단백질을 용출시켰다. 원하는 단백질을 포함하는 분획을 모아 4

℃에서 동결시켰다.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기초로 계산된 흡광 계수를 이용하여 280nm에서의 그의 흡광도에 

의해 단백질 농도를 측정하였다. 20mM Tris(pH 8.6), 0.3M NaCl, 2.5M 요소, 5mM 시스테인, 20mM 글리신 및 1m

M EDTA로 이루어진 새로 제조한 재폴딩 완충액에 샘플을 천천히 희석하여 상기 단백질을 재폴딩시켰다. 최종 단백

질 농도가 50 내지 100㎍/ml이 되도록 재폴딩 부피를 선택하였다. 4℃에서 12 내지 36시간 동안 재폴딩 용액을 천천

히 교반하였다. 최종 농도 0.4%(pH 약 3)의 TFA를 가하여 반응을 끝냈다. 상기 단백질의 추가 정제 전에, 상기 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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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0.22㎛ 필터로 여과하고 아세토니트릴을 가하여 최종 농도가 2 내지 10%가 되게 하였다. 0.1% TFA의 이동상 완

충액을 사용하고 10 내지 80%의 아세토니트릴 농도 구배로 용출하는 포로스(Poros) R1/H 역상 컬럼을 통해 상기 재

폴딩 단백질을 크로마토그래피하였다. A  280 흡광도가 측정된 분획의 일부를 SDS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으

로 분석하고, 재폴딩된 균질의 단백질을 수집하였다. 통상, 역상 수지와의 작용을 차단하는 소수성 내부를 가지고 매

우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아세토니트릴 농도에서 적당히 재폴딩된 대부분의 단백질 종이 용출된다. 일반적

으로 높은 아세토니트릴 농도에서는 집합체를 이루는 종이 용출된다. 잘못 폴딩된 단백질 형태를 원하는 형태에서 분

리하는 것 외에도, 역상 단계에서는 시료로부터 내독소를 제거하였다.

원하는 폴딩 단백질 PRO241을 포함하는 분획을 수집하고 상기 용액에 질소의 완만한 흐름을 이용하여 아세토니트릴

을 제거하였다. 투석 또는 제제화 완충액 중에 평형을 이루고 멸균 여과된 G25 슈퍼파인(Superfine)(Pharmacia) 수

지를 이용한 겔 여과에 의해 0.14M 염화나트륨 및 4% 만니톨을 갖는 pH 6.8의 20mM Hepes 중에 단백질을 제제화

하였다.

<실시예 21>: 포유류 세포에서 PRO 폴리펩티드의 발현

본 실시예는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의 글리코실화된 형태를 포유류 세포의 재조합 발현에 의해 제조하는 방법에 관

한 설명이다.

발현 벡터로서 벡터 pRK5(1989년 3월 15일 출원된 유럽 특허 제307,247호 참조)를 사용하였다. 임의로, 선택된 제

한효소를 가지고 pRK5에 샘부르크(Sambrook) 등의 상기 문헌에 개시된 것과 같은 라이게이션을 이용하여 PRO 폴

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삽입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벡터를 pRK5-PRO 폴리펩티드라 칭하였다.

한 실시양태에서, 선택된 숙주 세포는 293 세포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송아지 태아 혈청 및 경우에 따라 영양 성분 및

(또는) 항생제를 보충한 DMEM 배지의 조직 배양 플레이트에 인간 293 세포(ATCC CCL 1573호)를 플레이트 가득 

배양하였다. 약 10㎍의 pRK5-PRO 폴리펩티드 DNA를 VA RNA 유전자([팀마파야(Thimmappaya) 등,  Cell ,  31 :

543(1982)])를 암호화하는 약 1㎍의 DNA와 혼합하고 1mM의 Tris-HCl, 0.1mM EDTA, 0.227M CaCl  2 중에 용해

시켰다. 상기 혼합물에 500㎕의 50mM HEPES (pH 7.35), 280mM NaCl, 1.5mM NaPO  4 를 적가하여 25℃에서 1

0분 동안 침전물을 형성시켰다. 이 침전물을 현탁시키고 293 세포에 가하여 37℃에서 약 4시간 동안 가라앉도록 하

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PBS 중의 20% 글리세롤 2ml을 30초 동안 가하였다. 그 후에, 혈청 없는 배지를 가지고 293 

세포를 세척하고 새 배지를 첨가한 후에, 약 5일 동안 세포를 배양하였다.

형질감염 약 24시간 후에, 상기 배지를 제거하고 배양용 배지(단독) 또는 200μCi/ml  35 S-시스테인 및 200μCi/ml 
35 S-메티오닌을 포함하는 배양용 배지를 넣어주었다. 12시간 배양 후, 조절된 배지를 수획하고 회전 필터로 농축하

여 15% SDS 겔 상에 로딩하였다. 상기 겔을 건조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필름에 노출시켜 PRO 폴리펩티드가 존재함

을 알아냈다. 형질감염된 세포를 포함하는 배양물을 추가로 배양하고 선택된 생물분석으로 배지를 시험하였다.

다른 기술로, 문헌[솜파리락(Somparyrac) 등,  Proc. Natl. Acad. Sci 12 :7575 (1981)])에 개시된 덱스트란 술페이

트 방법을 이용하여 PRO 폴리펩티드를 293 세포에 일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회전 플라스크 중에 최대 밀도로 2

93 세포를 배양하고 700㎍ pRK5-PRO 폴리펩티드 DNA를 가하였다. 먼저, 원심분리에 의해 이 세포를 회전 플라스

크에서 농축하고 PBS로 세척하였다. DNA-덱스트란 침전물을 세포 펠릿에서 4시간 동안 인큐베이션하였다. 상기 세

포를 90초 동안 20% 글리세롤로 처리하고 조직 배양용 배지로 세척 후, 조직 배양용 배지, 5㎍/ml의 소 인슐린 및 0.

1㎍/ml 소 트랜스페린을 포함하는 회전 플라스크에서 다시 배양하였다. 약 4일 후에, 조절된 배지를 원심분리 및 여

과하여 세포 및 찌꺼기를 제거하였다. 그 후에, 발현된 PRO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샘플을 농축하고 임의의 선택된 

방법, 예를 들면 투석 및(또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하였다.

다른 실시양태에서, CHO 세포에서 PRO 폴리펩티드를 발현시킬 수 있었다. CaPO  4 또는 DEAE-덱스트란과 같은 

공지된 시약을 사용하여 CHO 세포로 pRK5-PRO 폴리펩티드 DNA를 형질감염시킬 수 있었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

이, 세포 배양물을 배양하고 배양용 배지(단독) 또는  35 S-메티오닌과 같은 방사능표지를 포함하는 배지로 대체하였

다. PRO 폴리펩티드의 존재를 측정한 후에, 혈청 없는 배지로 배양용 배지를 대체할 수 있었다. 바람직하게는, 6일 동

안 배양물을 배양한 후에, 조절된 배지를 수획하였다. 그 후에, 발현된 PRO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배지를 임의의 선

택된 방법으로 농축하고 정제하였다.

또한, 숙주 CHO 세포 중에 에피토프 태그된 PRO 폴리펩티드를 발현시킬 수 있었다. pRK5 벡터에서 PRO 폴리펩티

드를 서브클로닝하였다. PCR을 수행하여 베큘로바이러스 발현 벡터에 폴리-히스 태그와 같은 선택된 에피토프 태그

를 갖는 서브클론 삽입체를 동일한 프레임에 융합시켰다. 그 후에, 선택 마커, 예를 들면 안 정한 클론을 선택하는 DH

FR을 포함하는 SV40에서 유래한 벡터에 폴리-히스 태그 PRO 폴리펩티드 삽입체를 서브클로닝하였다.

결국, SV40에서 유래한 벡터로 CHO 세포를 형질감염시켰다.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표지를 이용하여 발현을 확인하

였다. 그 후에, 임의의 선택된 방법, 예를 들면 Ni  2+ -킬레이트 친화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발현된 폴리-히스 태그 

PRO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배양용 배지를 농축하고 정제하였다.

일시적이면서 안정한 발현 방법에 의해 CHO 세포 중에 PRO241을 발현시켰다. 또한, CHO 세포 중에 PRO243, PRO

323 및 PRO233을 일시적으로 잘 발현시켰다.

하기 방법을 이용하여 CHO 세포에서 안정하게 발현시켰다. IgG 면역어드히신(immunoadhesin)과 같은 단백질이 발

현되었고, 여기서 용해가능한 형태(세포외 도메인)의 코딩 서열은 힌지, CH2 및 CH2 도메인을 포함하는 IgG1의 불

변부 서열에 융합되고(되거나) 폴리-히스 태그 형태이었다.

PCR 증폭 후에, 문헌[오수벨(Ausuble) 등, Current Protocols of Molecular Biology,  Unit 3.16, John Wiley 및 S

ons(1997)]에 개시된 바와 같은 표준 기술을 이용하여 CHO 발현 벡터 중에 각 DNA를 서브클로닝하였다. cDNA의 

편리한 셔틀링을 가능케 하는 관심있는 DNA의 5' 및 3'의 호환성 제한 부위를 갖는 CHO 발현 벡터를 만들었다. CHO

세포의 발현에 사용되는 벡터는 문헌[루카스(Lucas) 등, Nucl. Acids Res  .  24 :9(1774-1779)(1996)]에 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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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SV40 초기 프로모터 및 인핸서를 사용하여 관심있는 cDNA 및 디히드로폴레이트 환원효소(DHFR)를 발현시켰

다. DHFR 발현으로 형질감염 후, 플라스미드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세포의 선택이 가능하였다.

시판되는 형질감염 시약, 예를 들면 슈퍼펙트(Superfect)(Quiagen), 도스퍼 (Dosper) 또는 퓨진(Fugene)(Boehring

er Mannheim)을 사용하여 거의 천만개 CHO 세포에 원하는 플라스미드 DNA 12㎍을 도입하였다. 루카스(Lucas) 등

의 상기 문헌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포를 배양하였다. 하기 기재된 바와 같은 추가의 배양 및 생산을 위해 앰플 중에 

약 3 x 10  -7 세포를 동결시켰다.

수조에 놓아 플라스미드 DNA를 포함하는 앰플을 해빙시키고 볼텍싱으로 혼합하였다. 배지 10mL을 포함하는 원심

분리 튜브 중에 상기 혼합물을 넣고 1000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10mL의 선별 배지(

5% 0.2㎛ 통과하여 여과된 송아지 태아 혈청을 갖는 0.2㎛ 여과된 PS20)에 재현탁시켰다. 그 후에, 90mL 선별 배지

를 포함하는 100mL 회전 플라스크 중에 세포를 나누어 넣었다. 1 내지 2일 후에, 150mL 선별 배지로 채워진 250mL

회전 플라스크에 세포를 옮기고 37℃에서 배양하였다. 2 내지 3일 후에, 250mL, 500mL 및 2000mL 회전 플라스크

에 3 x 10  5 세포/ml을 접종하였다. 원심분리하여 상기 세포 배지를 새 배지로 교환하고 생산 배지 중에 재현탁하였

다. 임의의 적합한 CHO 배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1992년 6월 16일에 출원된 미국 특허 제5,122,469호

에 개시된 생산 배지를 사용하였다. 1.2 x 10  6 세포/ml을 3L 생산 회전 플라스크에 접종하였다. 0일째, 세포의 pH를

측정하였다. 1 일째, 회전 플라스크 1개를 선택하고 여과된 공 기를 살포하였다. 2일째, 회전 플라스크를 선택하고 온

도를 33℃로 전환하여 30mL의 500g/L 포도당 및 0.6mL의 10% 포말제거제(예를 들면, 35% 폴리디메틸실록산 에

멀젼, 다우 코닝(Dow Corning) 365 메디칼 그레이드 에멀젼). 폴리펩티드를 생산하는 동안 pH를 조절하여 7.2 부근

으로 맞추었다. 10일 후에, 또는 생존력이 70%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원심분리 및 0.22㎛ 필터로 여과하여 세포 배양

물을 수획하였다. 여액을 4℃에 보관하거나 또는 바로 정제용 컬럼에 로딩하였다.

폴리-히스 태그된 단백질은 Ni-NTA 컬럼(Qiagen)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하기 전에, 조절된 배지에 5mM의 

농도로 이미다졸을 가하였다. 4℃에서 분당 4 내지 5ml의 유속으로, 0.3M NaCl 및 5mM 이미다졸을 포함하는 완충

액인 pH 7.4의 20mM Hepes로 평형을 이룬 6ml Ni-NTA 컬럼에 조절된 배지를 넣어주었다. 로딩 후에, 부가의 평

형 완충액으로 컬럼을 세척하고 0.25M 이미다졸을 포함하는 평형 완충액으로 단백질을 용출하였다. 그 후에, 25ml 

G25 슈퍼파인(Pharmacia) 컬럼을 가지고 10mM Hepes, 0.14M NaCl 및 4% 만니톨(pH 6.8)을 포함하는 저장 완충

액으로 상기 고도로 정제된 단백질을 탈염하고 -80℃에 보관하였다.

하기 조절된 배지로부터 면역어드히신(Fc 포함)을 정제하였다. 20mM 인산나트륨 완충액(pH 6.8)과 평형을 이루는 

5ml의 단백질 A 컬럼(Pharmacia)에 조절된 배지를 넣어주었다. 로딩 후에, 평형 완충액으로 전체를 세척하고 100m

M 시트르산(pH 3.5)으로 용출하였다. 275mL의 1M Tris 완충액(pH 9)을 포함하는 튜브에 1ml 분획을 수집하여 용

출 단백질을 즉시 중화시켰다. 그 후에, 상기 기재된 폴리-히스 태그된 단백질의 경우와 같이 저장 완충액에 고도로 

정제된 단백질을 탈 염하였다. SDS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 및 에드만(Edman) 분해에 의한 N-말단 서열 분

석으로 균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COS 세포 중에 PRO241, PRO243, PRO299, PRO323, PRO327, PRO233, PRO344, PRO347, PRO354, PRO

355, PRO357, PRO353, PRO361 및 PRO365을 일시적으로 발현시켰다.

<실시예 22>: 효모에서 PRO 폴리펩티드의 발현

하기에는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를 효모에서 재조합 발현시키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먼저, ADH2/GAPDH 프로모터로부터 PRO 폴리펩티드의 세포 내부 생산 또는 분비를 위해 효모 발현 벡터를 만들었

다. 선택된 플라스미드의 적합한 제한 효소 부위에 PRO 폴리펩티드의 세포 내부 발현을 지시하도록 원하는 PRO 폴

리펩티드, 선택된 신호 서열 및 프로모터를 암호화하는 DNA를 끼워 넣었다. 분비용으로는, 발현을 위해 선택된 플라

스미드 중에 ADH2/GAPDH 프로모터, 효모 알파-인자 분비 신호와 리더 서열 및 링커 서열(필요시)을 암호화하는 D

NA와 함께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클로닝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상기 기재된 발현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효모 균주 AB110와 같은 효모 세포를 형질전환시키고 선택 발효 배

지 중에 배양하였다. 10% 트리클로로아세트산으로 침전시키고 SDS-PAGE에 의해 분리시킨 후에, 쿠마시 블루 염색

으로 겔을 염색하여 형질전환된 효모의 상층액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 후에, 원심분리에 의해 발효 배지로부터 효모 세포를 분리하여 재조합 PRO 폴리펩티드를 단리 및 정제한 후, 선택

카트리지 필터를 이용하여 배지를 농축시켰다. 또한, 선택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수지를 이용하여 이 PRO 폴리펩티드

를 포함하는 농축물을 정제할 수 있었다.

<실시예 23>: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곤충 세포에서 PRO 폴리펩티드의 발현

하기에는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곤충 세포에서 PRO 폴리펩티드를 재조합 발현 시키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원하는 PRO 폴리펩티드가 베큘로바이러스 발현 벡터에 포함된 에피토프 태그의 상류에 융합되어 있다. 상기 에피토

프 태그는 폴리-히스 태그(IgG의 Fc 영역과 유사)를 포함하였다. 시판되는 플라스미드, 예를 들면, pVL1393(Novag

en)으로부터 유래한 플라스미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플라스미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요컨데, PCR에 의해 5' 및 3' 지

역에 상보적인 프라이머를 가지고 PRO 폴리펩티드 또는 PRO 폴리펩티드의 원하는 부분(예를 들면, 막통과 단백질의

세포외 도메인을 암호화하는 서열)을 증폭시켰다. 5' 프라이머는 합성되는(선택) 제한 효소 부위에 혼입될 수 있다. 그

후에, 상기 선택 제한 효소로 생성물을 자르고 발현 벡터 중에 서브클로닝하였다.

리포펙틴(GIBCO-BRL에서 시판함)을 이용하여 Spodoptera frugiperda  ("Sf9")세포(ATCC CRL 1711호)에 상기 

플라스미드 및 베큘로골드(BaculoGold, 등록상표) 바이러스 DNA(Phartingen)를 동시 형질감염시켜 재조합 베큘로

바이러스를 생성하였다. 28℃에서 4 내지 5일 동안 배양 후에, 방출된 바이러스를 수획하여 추가로 증폭하는데 사용

하였다. 레일리(O'Reilley)등의 문헌[Baculovirus expression vectors: A laboratory Manual, Oxford: Oxford Uni

versity Press (199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바이러스 감염 및 단백질 발현을 수행하였다.



등록특허  10-0386046

- 42 -

그 후에, 예를 들면 하기 Ni  2+ -킬레이트 친화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발현된 폴리-히스 태그 PRO 폴리펩티드를 

정제할 수 있었다. 문헌[루퍼트(Rupert) 등, Nature ,  362 : 175-179 (1993)]에 개시된 바와 같이 재조합 바이러스

에 감염된 Sf9 세포로부터 추출물을 제조할 수 있었다. 요컨대, Sf9 세포를 세척하고, 초음파처리 완충액(25mL Hep

es(pH 7.9), 12.5mM MgCl  2 , 0.1mM EDTA, 10% 글리세롤, 0.1% NP40 및 0.4M KCl)에 재현탁시켜 얼음 위에서

20초 동안 2회 초음파처리하였다. 원심분리에 의해 초음파처리한 것을 맑게 하고 로딩 완충액(50mM 인산염, 300m

M NaCl, 10% 글리세롤(pH 7.8)) 중에 50배로 희석시켜 0.45㎛ 필터를 통해 여과시켰다. 수지만의 부피 5mL로 Ni  2

+ -NTA 아가로오스 컬럼(Qiagen에서 시판함)을 제조하고 25mL의 로딩 완충액으로 평형을 이루게 하였다. 분당 0.

5mL로 여과된 세포 추출물을 컬럼에 로딩하였다. 로딩 완충액으로 기준선 A  280 까지 컬럼을 세척하고, 이 지점에서

분획 수집을 시작하였다. 다음에, 비특이적으로 결합된 단백질을 용출시키는 두 번째 세척 완충액(50mM 인산염, 30

0mM NaCl, 10% 글리세롤(pH 6.0))으로 컬럼을 세척하였다. 다시 A  280 기준선에 도달한 후에, 두 번째 세척 완충액

중에 0 내지 500mM의 이미다졸 농도 구배로 컬럼을 처리하였다. SDS-PAGE 및 실버 염색(silver staining) 또는 웨

스턴 블랏(western blot)에 의해 알칼라인 인산화효 소에 결합된 Ni  2+ -NTA(Qiagen)를 가지고 1mL 분획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용출된 His  10 -태그 PRO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분획을 수집하고 로딩 완충액에 대해 투석하였다.

다른 경우에, 단백질 A 또는 단백질 G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포함하는 공지된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을 사용하여 IgG

태그(또는 Fc 태그) PRO 폴리펩티드의 정제를 수행하였다.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Sf9 곤충 세포에서 PRO241, PRO327 및 PRO344를 잘 발현시켰다. 실제로 0.5내지 2L 규

모로 발현을 수행하였지만, 보다 큰 규모(예를 들면, 8L)로 용이하게 증가시켜 제조할 수 있었다. 상기 단백질은 IgG 

구성물(면역어드히신)과 융합된 상태로 발현시켰는데, 여기서 힌지, CH2 및 CH3 도메인을 포함하고(하거나) 폴리-

히스 태그 형태로 IgG1 불변부 서열을 세포외 단백질 영역에 융합시켰다.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Sf9 세포에서의 발현을 위해, PCR 증폭 후에, 베큘로바이러스 발현 벡터(IgG 융합용 pb.P

H.IgG 및 폴리-히스 태그된 단백질 융합용 pb.PH.His.c)에 각 코딩 서열을 서브클로닝하고, 리포펙틴(Gibco BRL)을

사용하여 105 Spodoptera fugiperda  ("Sf9") 세포(ATCC CRL 1711호)에 상기 벡터 및 베큘로골드(등록상표) 베큘

로바이러스 DNA(Pharmingen)를 동시에 형질전환하였다. pb.PH.IgG 및 pb.PH.His는 시판되는 베큘로바이러스 발

현 벡터 pVL1393(Pharmingen)의 변형체로서, 변형된 폴리링커 지역은 His 또는 Fc 태그 서 열을 포함하고 있다. 1

0% FBS(Hyclone)가 제공되는 힝크(Hink's) TNM-FH 배지에서 세포를 배양하였다. 28℃에서 5일 동안 세포를 배

양하였다. 상층액을 수획하고, 이어서 10% FBS가 제공되는 힝크 TNM-FH 배지의 세포를 감염 다중성(multiplicity 

of infection, MOI) 10으로 감염시켜 1차 바이러스 증복에 사용하였다. 세포를 28℃에서 3일 동안 배양하였다. 히스

티딘 태그된 단백질은 Ni-NTA 비드(QIAGEN) 25mL로, IgG 태그된 단백질은 단백질-A 세파로스 CL4B 비드(Phar

macia) 25mL로 상층액 1ml을 배치 결합시켜 베큘로바이러스 발현 벡터의 구성물의 발현을 측정한 후에, SDS-PAG

E 분석에 이은 쿠마시 블루 염색에 의해 공지된 농도의 표준 단백질과 비교하였다.

1차로 바이러스 증폭된 상층액을 사용하여 약 0.1 MOI로 ESF-921 배지(Expression Systems LLC)에서 배양한 Sf

9 세포의 회전 플라스크 배양물(500ml)을 감염시켰다. 28℃에서 3일 동안 세포를 배양하였다. 상층액을 수획 및 여

과하였다. 필요시에는 회전 플라스크 배양물의 발현이 확인될 때까지 배치 결합 및 SDS-PAGE 분석을 반복하였다.

형질감염 세포(0.5 내지 3L)로부터 상기 조절된 배지를 원심분리에 의해 수획하여 세포를 제거하고 0.22㎛ 필터로 

여과하였다. 폴리-히스 태그된 구성물용으로, Ni-NTA 컬럼(Qiagen)을 사용하여 상기 단백질 구성물을 정제하였다. 

정제하기 전에, 조절된 배지에 5mM 농도의 이미다졸을 가하였다. 4℃에서 분당 4 내지 5ml의 유속으로 0.3NaCl 및 

5mM 이미다졸을 포함하는 완충액인 pH 7.4의 20mM Hepes와 평형을 이루는 6ml Ni-NTA 컬럼에 조절된 배지를 

넣어주었다. 로딩 후에, 부가의 평형 완충액으로 컬럼을 세척하고 0.25M 이미다졸을 포함하는 평형 완충액으로 단백

질을 용출시켰다. 그 후에, 25ml G25 슈퍼파인(Pharmacia) 컬럼으로 10mM Hepes, 0.14M NaCl 및 4% 만니톨을 

포함하는 저장 완충액(pH 6.8)으로 고도로 정제된 단백질을 탈염하고 -80℃에서 보관하였다.

면역어드히신(Fc 포함) 단백질 구성물을 하기와 같이 조절된 배지로부터 정제하였다. pH 6.8인 20mM 인산나트륨 

완충액 중에 평형에 도달한 5mL 단백질 A 컬럼(Pharmacia)에 넣어주었다. 로딩 후에, 평형 완충액으로 컬럼을 모두 

세척하고 pH 3.5의 시트르산 100mM로 용출하였다. pH 9의 1M Tris 완충액 275mL를 포함하는 튜브에 분획 1ml을

수집하여 용출 단백질을 즉시 중화시켰다. 그 후에, 상기 기재된 폴리-히스 태그된 단백질의 경우와 같이 저장 완충

액으로 고도로 정제된 단백질을 탈염하였다. SDS 폴리아크릴아미드 겔(PEG) 전기영동에 의해 단백질의 균질성을 확

인하고 에드만(Edman) 분해에 의해 N-말단 아미노산 서열 분석을 하였다.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Hi5 곤충 세포에서 PRO241, PRO327 및 PRO344를 잘 발현시켰다. 실제로 0.5내지 2L 규

모로 발현을 수행하였지만, 보다 큰 규모(예를 들면, 8L)로 용이하게 증가시켜 제조할 수 있었다.

베큘로바이러스에 감염된 Hi5 곤충 세포에서의 발현용으로, 적합한 시스템(예를 들면, Pfu(Stratagene) 또는 베큘로

바이러스 발현 벡터의 5' 상류에 에피토프 태그가 융합된 시스템)으로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DNA를 증폭시

켰다. 상기 에피토프 태그는 폴리-히스 태그 및 이뮤노글로불린 태그(IgG의 Fc 영역과 유사함)를 포함하였다. pVL13

93(Novagen)과 같은 시판되는 플라스미드로부터 유래한 플라 스미드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플라스미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요컨데, PCR에 의해 5' 및 3' 지역에 상보적인 프라이머를 가지고 PRO 폴리펩티드 또는 PRO 폴리펩티드의 

원하는 부분(예를 들면, 막통과 단백질의 세포외 도메인을 암호화하는 서열)을 증폭시켰다. 5' 프라이머는 합성되는(

선택) 제한 효소 부위에 혼입될 수 있다. 그 후에, 상기 선택 제한 효소로 생성물을 자르고 발현 벡터 중에 서브클로닝

하였다. 예를 들면, pVL1393의 유도체는 인간 IgG의 Fc 지역(pb.PH.IgG) 또는 NAME 서열 3' 하류의 8 히스티딘(p

b.PH.His)을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서열 확인을 위해 벡터 구성물을 서열 분석하였다.

27℃의 온도, CO  2 가 없고, 펜/스트렙(pen/strep) 조건 하에서 플레이트의 50%까지 Hi5 세포를 배양하였다. 각 15

0mm 플레이트에 1ml Ex-Cell 배지(배지: Ex-Cell 401 + 1/100 L-Glu JRH Biosciences #14401-78P(주의: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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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는 빛에 민감함))에 PRO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pIE 기초의 벡터 30ug을 혼합하였고, 별도의 튜브에 1ml의 엑

스-셀(Ex-Cell) 배지에 셀펙틴(CellFECTIN, GibcoBRL #10362-010)(볼텍스로 혼합)) 100㎕를 혼합하였다. 상기 

두 용액을 혼합하여 상온에서 15분 동안 인큐베이션하였다. DNA 및 CellFECTIN 혼합물 2ml에 엑스-셀 배지 8ml을

가하고, 엑스-셀 배지로 1회 세척한 Hi5 세포에 상기 혼합물을 올려놓았다. 그 후에,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어두운 상

태로 배양하였다. 그 후에, DNA/셀펙틴(CellFECTIN) 혼합물을 제거하고 Ex-Cell로 1회 세포를 세척하여 과량의 셀

펙틴을 제거하였다. 새로운 엑스-셀 배지 30ml을 가하고 세포를 28℃에서 3일 동안 배양하였다. 상층액 을 수획하고,

히스티딘 태그된 단백질은 Ni-NTA 비드(QIAGEN) 25mL로, IgG 태그된 단백질은 단백질-A 세파로스 CL-4B 비드

(Pharmacia) 25mL로 상층액 1ml을 배치 결합시켜 베큘로바이러스 발현 벡터의 구성물의 발현을 측정한 후에, SDS

-PAGE 분석에 이은 쿠마시 블루 염색에 의해 공지된 농도의 표준 단백질과 비교하였다.

형질감염 세포(0.5 내지 3L)로부터 상기 조절된 배지를 원심분리에 의해 수획하여 세포를 제거하고 0.22㎛ 필터로 

여과하였다. 폴리-히스 태그된 구성물용으로, Ni-NTA 컬럼(Qiagen)을 사용하여 상기 단백질 구성물을 정제하였다. 

정제하기 전에, 조절된 배지에 5mM 농도의 이미다졸을 가하였다. 4℃에서 분당 4 내지 5ml의 유속으로 0.3NaCl 및 

5mM 이미다졸을 포함하는 완충액인 pH 7.4의 20mM Hepes와 평형을 이루는 6ml Ni-NTA 컬럼에 조절된 배지를 

넣어주었다. 로딩 후에, 부가의 평형 완충액으로 컬럼을 세척하고 0.25M 이미다졸을 포함하는 평형 완충액으로 단백

질을 용출시켰다. 그 후에, 25ml G25 슈퍼파인(Pharmacia) 컬럼으로 10mM Hepes, 0.14M NaCl 및 4% 만니톨을 

포함하는 저장 완충액(pH 6.8)으로 고도로 정제된 단백질을 탈염하고 -80℃에서 보관하였다.

면역어드히신(Fc 포함) 단백질 구성물을 하기와 같이 조절된 배지로부터 정제하였다. pH 6.8인 20mM 인산나트륨 

완충액 중에 평형에 도달한 5mL 단백질 A 컬럼(Pharmacia)에 넣어주었다. 로딩 후에, 평형 완충액으로 컬럼을 모두 

세척하고 pH 3.5의 시트르산 100mM로 용출하였다. pH 9의 1M Tris 완충액 275mL를 포함하는 튜브에 분획 1ml을

수집하여 용출 단백질을 즉시 중화시켰다. 그 후에, 상기 기재된 폴리-히스 태그된 단백질의 경우와 같이 저장 완충

액으로 고도로 정제된 단백질 을 탈염하였다. SDS 폴리아크릴아미드 겔(PEG) 전기영동에 의해 단백질의 균질성을 

확인하고 에드만(Edman) 분해에 의해 N-말단 아미노산 서열 분석을 하였다.

<실시예 24>: PRO 폴리펩티드에 결합하는 항체의 제조

본 실시예는 PRO 폴리펩티드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일클론 항체의 제조에 관한 설명이다.

단일클론 항체 제조 기술은 당업계에 공지되고 고딩(Goding)의 상기 문헌에 개시되어 있다. 사용될 수 있는 면역원은

정제된 PRO 폴리펩티드, PRO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융합 단백질 및 세포 표면 상에 재조합 PRO 폴리펩티드를 발

현시키는 세포를 포함한다. 당업계 숙련자는 별다른 실험없이 면역원을 선택할 수 있었다.

완전한 프로인트의 면역보강제 중에 에멀젼화된 PRO 폴리펩티드 면역원을 1 내지 100㎍ 양으로 피하적으로 또는 복

강내로 주사하여 Balb/c와 같은 생쥐를 면역화시켰다. 또한, 생쥐 족후부 패드 내로 MPL-TDM 면역보강제(Ribi Im

munochemical Research, Hamilton, MT) 중에 에멀젼화된 면역원을 주사하였다. 10 내지 12일 후에, 선택 면역보

강제 중에 에멀젼화된 부가의 면역원으로 상기 면역화된 생쥐의 면역을 증강시켰다. 이후, 몇주 동안, 추가 면역제 삽

입으로 생쥐의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었다. 항-PRO 폴리펩티드 항체를 검출하는 ELISA 분석법으로 시험하는 동안 

레트로-오르비탈 블리딩(retro-orbital bleeding)에 의해 생쥐로부터 혈청 샘플을 주기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적합한 항체 적정 농도의 검출 후에, 항체가 "양성"인 동물에는 최종 정맥 주사로 PRO 폴리펩티드를 주사하였다. 3 

내지 4일 후에, 생쥐를 도살하여 비장 세 포를 수획하였다. 그 후에, 선택적인 쥐과 골수 세포주(예를 들면, ATCC CR

L 1597호로부터 입수가능한 P3X63AgU.1)에 비장 세포를 융합시켰다(35%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함). 상기 융

합으로 생성된 하이브리도마 세포를 미융합 세포, 골수 하이브리드 및 비장 세포 하이브리드의 분열을 억제하는 HAT

배지(하이포크산틴, 아미노프테린 및 티미딘)를 들어있는 96 웰 조직 배양 플레이트에 접종하였다.

PRO 폴리펩티드에 대한 하이브리도마 세포의 활성은 ELISA로 스크린하였다. PRO 폴리펩티드에 대한 원하는 단일

클론 항체를 분비하는 "양성" 하이브리도마 세포의 결정은 당업계 기술 범위 내에 있다.

유전적으로 동계의 Balb/c 생쥐의 복강내로 양성 하이브리도마 세포를 주입하여 항-PRO 폴리펩티드 단일클론 항체

를 포함하는 복수가 나타났다. 다른 방법으로, 조직 배양 플라스크 또는 롤러 보틀(roller bottle)에서 하이브리도마 

세포를 배양하였다. 황산암모늄 침전으로 복수에서 생산된 단일클론 항체를 정제하고 겔 배제 크로마토그래피하였다.

또한, 단백질 A 또는 단백질 G에 항체를 결합시키는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실시예 25>: 키메라 PRO 폴리펩티드

단백질 정제를 촉진시키도록 가한 1개 이상의 추가 폴리펩티드 도메인을 갖는 키메라 단백질로서 PRO 폴리펩티드를

발현시켰다. 상기 정제 촉진 도메인은 금속 킬레이트 펩티드, 예를 들면, 부동성 금속 상에 정제가능한 히스티딘-트립

토판 모듈, 부동성 면역글로불린으로 정제가능한 단백질 A 도메인 및 플래그스(등록상 표)(FLAGS  TM ) 신장 및 친

화 정제 시스템(Immunex Corp., Seattle Wash.)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PRO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

는 DNA의 발현을 촉진시키는데 절단가능한 링커 서열, 예를 들면, 정제 도메인 및 폴리펩티드 서열 사이의 인자 XA(

Factor XA) 또는 엔테로키나아제(Invitrogen, San Diego Calif.)가 유용할 수도 있었다.

<실시예 26>: 특이적 항체를 이용하는 PRO 폴리펩티드의 정제

단백질 정제 분야의 여러 가지 표준 기술로 천연 또는 재조합 PRO 폴리펩티드를 정제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관심

있는 PRO 폴리펩티드에 특정한 항체를 사용하는 면역친화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pro-PRO 폴리펩티드, 성숙 PRO 

폴리펩티드 또는 pre-PRO 폴리펩티드를 정제하였다. 일반적으로, 항-PRO 폴리펩티드 항체를 활성 크로마토그래피 

수지에 공유 결합시켜 면역활성 컬럼을 만들었다.

황산암모늄으로 침전시키거나 또는 비고정 단백질 A 상에 정제하여 면역 혈청으로부터 다중클론 면역글로불린을 제

조하였다(Pharmacia LKB Biotechnology, Piscataway, N.J.). 유사하게, 황산암모늄 침전 또는 단백질 A 상에 크로

마토그래피하여 생쥐 골수종으로부터 단일클론 항체를 제조하였다. 크로마토그래피 수지, 예를 들면, CnBr-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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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로오스(등록상표)(SEPHAROSE  TM )(Pharmacia LKB Biotechnology)에 부분 정제된 면역글로불린을 공유적

으로 부착시켰다.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이 항체를 수지에 결합시키고 수지를 차단하여 유도체 수지를 세척하였다.

가용성 형태의 PRO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세포로부터 분획을 제조하여 PRO 폴리펩티드를 정제하는데 상기 면역친

화성 컬럼을 이용하였다. 계면활성제 첨가에 의한 분별 원심분리 또는 당업계에 널리 공지된 방법에 의해 전체 세포 

또는 아세포 분획을 용해하여 상기 제법을 유도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세포를 배양하는 배지에 신호 서열을 포함하는

유용한 양의 가용성 PRO 폴리펩티드를 분비할 수 있다.

면역친화성 컬럼에 가용성 PRO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제제를 통과시키고 PRO 폴리펩티드의 바람직한 흡광 조건에

서 컬럼을 세척하였다(예를 들면, 계면활성제 존재하에 고도의 강한 이온성 완충액). 그 후에, 항체와 PRO 폴리펩티

드 결합을 파괴하는 조건(약 pH 2 내지 3과 같은 낮은 pH 완충액, 또는 요소 또는 티오시아네이트 이온과 같은 카오

트롭)하에서 컬럼을 용출시키고 PRO 폴리펩티드를 수집하였다.

<실시예 27>: 약물 스크리닝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약물 스크리닝 기술 중 임의로 PRO 폴리펩티드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의 단편을 결합하여 화합

물을 스크리닝하는데 특히 유용하였다. 상기 시험에 사용된 PRO 폴리펩티드 또는 그 단편은 용액 중 유리되거나 고

체 지지체에 고정시키거나 세포 표면에 포함시키거나 세포 내부에 위치시킬 수 있었다. 약물 스크리닝의 한 방법은 P

RO 폴리펩티드 또는 단편을 발현시키는 재조합 핵산으로 형질전환시킨 진핵 또는 원핵 숙주 세포를 이용하였다. 경

쟁 결합 분석으로 형질전환 세포에 대해 약물을 스크리닝하였다. 활동성 또는 고정 형태로 표준 결합 분석에 상기 세

포를 이용하였다. PRO 폴리펩티드 또는 단편 사이의 복합체 형성을 측정하고 제제를 시험하였다. 다른 방법으로, 제

제 시험으로 인해 PRO 폴리펩티드 및 그의 표적 세포 또는 표적 수용체 사이의 복합체 형성의 감소를 검사할 수 있었

다.

따라서, 본 발명은 약물 또는 PRO 폴리펩티드 관련 질병 또는 질환에 영향을 주는 임의의 다른 제제의 스크리닝 방법

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ⅰ) 제제 및 PRO 폴리펩티드 또는 단편 사이 복합체의 존재하에 또는 (ⅱ) PRO 폴리펩티

드 또는 단편 및 세포 사이 복합체의 존재하에 당업계에 널리 공지된 방법에 의해 PRO 폴리펩티드 또는 그의 단편을 

가지고 상기 제제를 접촉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경쟁 결합 분석 중에, PRO 폴리펩티드 또는 단편은 통

상 표지된다. 적합한 배양 후에,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유리 PRO 폴리펩티드 또는 단편을 분리하였고, 유리 또는 

비복합체 표지의 양은 특별한 제제가 PRO 폴리펩티드에 결합하거나 PRO 폴리펩티드와 세포의 복합체를 저해하는 

능력으로 측정하였다.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다른 방법은 폴리펩티드에 적합한 결합 친화성을 갖는 화합물의 고도의 

스크리닝을 공급하고 1984년 9월 13일에 공개된 WO 84/03564호에 상세히 개시되어 있다. 요컨대, 고형 기재, 예를

들면 플라스틱 핀 또는 몇가지 다른 표면 상에 많은 수의 상이한 작은 펩티드 시험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었다. PRO 

폴리펩티드에 적용한 바와 같이, 상기 펩티드 시험 화합물을 PRO 폴리펩티드와 반응시키고 세척하였다. 당업계에 널

리 공지된 방법에 의해 결합된 PRO 폴리펩티드를 검출하였다. 또한, 상기 언급된 약물 스크리닝 기술로 정제 PRO 폴

리펩티드를 직접 플레이트 상에 코팅하였다. 또한, 비-중화 항체를 사용하여 상기 펩티드를 포획하고 고체 지지체 상

에 고정시켰다.

또한, 본 발명은 PRO 폴리펩티드와 결합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특히 PRO 폴리펩티드 또는 그의 단편에 결합하는 시

험 화합물과 경쟁하는 경쟁 약물 스크리닝 분석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상기 방식으로, 상기 항체를 사용하여 PRO 폴

리펩티드와 1개 이상의 항원 결정자를 공유하는 임의의 펩티드의 존재를 검출하였다.

<실시예 28>: 합리적인 약물 설계

합리적인 약물 설계의 목표는 관심있는 생물 활성 폴리펩티드 또는 그가 상호작용하는 작은 분자, 예를 들면 효능제, 

길항제 또는 억제제의 구조적 유사체를 생성하는 것이었다. 상기 임의의 실시예를 이용하여 생체내 PRO 폴리펩티드

의 보다 더 활성이 있거나 또는 안정한 형태의 약물을 만들 수 있었고 또는 PRO 폴리펩티드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또

는 저해하는 약물을 만들 수 있었다([허지슨(Hodgson)  Bio/Technology ,  9 : 19-21(1991)] 참조).

한 연구에서는, x-선 크리스탈로그래피, 컴퓨터 모델링 또는 통상 두 조사법을 조합하여 PRO 폴리펩티드 또는 PRO 

폴리펩티드-억제제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결정하였다. PRO 폴리펩티드의 형태 및 전하를 확인하여 그 구조를 설명

하고 상기 분자의 활성 부위를 결정하였다. 자주는 아니지만, 단백질 상동체의 구조를 기초로 모델링에 의해 PRO 폴

리펩티드의 구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두 경우 모두, 관련된 구조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PRO 폴

리펩티드 유사 분자를 설계하고 효과적인 억제제를 확인하였다. 합리적인 약물 설계에 대한 유용한 실시예는 문헌 [

브랙스톤(Braxton) 및 웰스(Wells),  Biochemistry , 31:7796-7801 (199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선된 활성 및 안

정성을 가지거나 또는 문헌 [아타우다(Athauda) 등,  J. Biochem. ,  113 :742-746 (199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

유 펩티드의 억제제, 효능제 또는 길항제로 작용하는 분자를 포함할 수 있었다.

또한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기능 분석에 의해 선택된 표적-특이적 항체를 단리하여 그의 결정 구조를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주로, 본 연구는 일련의 약물 설계를 기초로 제약코어를 산출하였다. 항-유전자형 항체(anti-ids)를 기능

성 제약 활성 항체로 생성시켜 단백질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우회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거울상의 거울상으로서, 항-유

전자형 항체의 결합 부위는 원래 수용체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후에, 항-유전자형 항체를 사용하여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생성된 펩티드의 뱅크로부터의 펩티드를 동정 및 단리하였다. 그 후에, 이 단리된 펩티드는 제약

코어로 작용하였다.

본 발명에 의해, 충분한 양의 PRO 폴리펩티드를 제조하여 x-선 크리스탈로그래피와 같은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

었다. 또한, 본 명세서에서 제공된 PRO 폴리펩티드 아미노산에 대한 지식은 x-선 크리스탈로그래피를 대신하거나 또

는 부가하여 컴퓨터 모델링 기술을 이용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실시예 29>: 연골로부터 프로테오글리칸의 방출을 촉진하는 PRO241의 능력



등록특허  10-0386046

- 45 -

하기와 같이 연골로부터 프로테오글리칸의 방출을 촉진하는 PRO241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4 내지 6개월된 피그(pig

)의 중수수지 관절을 무균 절개하고, 밑의 뼈를 주의하여 피하면서 프리 핸드 슬라이싱(free hand slicing)에 의해 관

절 연골 을 제거하였다. 연골을 잘게 썰고 95% 대기 및 5% CO  2 의 분위기 하에, 0.1% BSA 및 100U/ml 페니실린 

및 100㎍/ml 스트렙토마이신를 포함하는 혈청없는(SF) 배지 (DME/F12 1:1)에서 24시간 동안 대량으로 배양하였다.

세번 세척한 후에, 미세 튜브로 관절 연골 약 100mg을 정제하고 상기 SF 배지에 추가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에, 단독으로 또는 18ng/ml 인터루킨-1α와 함께 PRO241 폴리펩티드를 1%로 가하여 관절 조직으로부터 공지된 

프로테오클리칸 촉진제가 방출되었다. 그 후에, 상층액을 수획하고 1,9-디메틸-메틸렌 블루(DMB) 색측정 분석을 이

용하여 프로테오글리칸의 양을 분석하였다([판달(Farndale) 및 부틀(Buttle),  Biochem. Biophys. Acta 883:173-1

77 (1985)]). 이 분석 중에, 양성 반응은 시험 폴리펩티드가 예를 들면, 스포츠 관련 관절 문제, 관절 연골 결핍, 골관

절염 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에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상기 분석에 PRO241 폴리펩티드를 시험했을 때, 상기 폴리펩티드는 기본적으로 모두 연골 조직으로부터 프로테오글

리칸의 방출을 촉진시키는 두드러진 능력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인터루킨-1α로 촉진 후 및 치료 후 24 및 72시간에 

PRO241 폴리펩티드는 연골조직으로부터 프로테오클리칸 방출을 촉진시키는데 유용함이 밝혀졌다.

<실시예 30>: 원래 위치에서의 혼성화

원래 위치에서의 혼성화는 세포 및 조직 표본 내의 핵산 서열을 탐지하고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강력한 다용도 기술

이다. 예를 들면, 유전자 발현 부위 확인, 전사의 조직 분포, 바이러스 감염 확인 및 위치 파악하는데 유용하므로 특정 

mRNA 합성의 변화 및 염색체 지도 작성을 돕는데에도 유용할 수 있다.

PCR-생성  33 P-표지 리보프로브를 이용하여 문헌[루(Lu) 및 질레트(Gillett),  Cell division 1:169-176 (1994)]의 

최적 버전의 프로토콜으로 원래 위치에서의 혼성화를 수행하였다. 요컨대, 포르말린으로 고정시키고 파라핀에 묻힌 

인간 조직을 절단하고, 파라핀을 제거 후, 37℃에서 15분 동안 단백질 분해효소 K로 단백질을 분해하고, 루(Lu) 및 

질레트(Gillett)(1994)의 상기 문헌에 개시된 원래 위치에서의 혼성화로 추가 처리하였다. PCR 생성물로부터 [  33 P]

-UTP로 표지된 안티센스 리보프로브를 생성하고 55℃에서 밤새 혼성화하였다. 상기 슬라이드를 코닥(Kodak) NTB

2 핵 트랙 에멀젼(nuclear track emulsion) 중에 담그고 4주 동안 노출시켰다.
33 P-리보프로브 합성

6.0㎕ (125mCi)의  33 P-UTP (Amersham BF 1002, SA < 2000Ci/mmol)을 고속 진공 건조시켰다. 건조  33 P-UT

P를포함하는 각 튜브에, 하기 성분을 가하였다.

2.0㎕ 5x 전사 완충액

1.0㎕ DTT (100mM)

2.0㎕ NTP 혼합물 (2.5mM: 10mM GTP, CTP 및 ATP 각각 10μ+ 10㎕ H  2 O)

1.0㎕ UTP (50μM)

1.0㎕ RNasin

1.0㎕ DNA 주형 (l㎍)

1.0㎕ H  2 0

1.0㎕ RNA 중합효소 (PCR 생성물로는 통상 T3 = AS, T7 = S)

37℃에서 1시간 동안 상기 튜브를 인큐베이션하였다. 1.0㎕ RQ1 DNase를 첨가한 후에 37℃에서 15분 동안 배양하

였다. 90㎕의 TE(10mM Tris(pH 7.6) 및 lmM EDTA(pH 8.0))를 가하고 상기 혼합물을 DE81 페이퍼에 피펫으로 가

하였다. 마이크로콘(Microcon)-50 초미세여과 유니트에 잔류 용액을 로딩하고 프로그램 10을 이용하여 6분 동안 가

라앉게 하였다. 제2 튜브로 여과 유니트를 옮기고 프로그램 2를 이용하여 3분 동안 가라앉게 하였다. 최종 회수 가라

앉힘 후에, 100㎕ TE를 가하였다. DE81 페이퍼 상에 최종 생성물 1㎕를 피펫으로 가하고 6ml의 바이오플라워(Biofl

our) Ⅱ로 계수하였다.

TBE 및 요소 겔 상에 프로브를 전기영동 하였다. 3㎕의 로딩 완충액에 1 내지 3㎕의 프로브 또는 5㎕의 RNA Mrk 

Ⅲ를 가하였다. 95℃ 가열 블록(heat block)에서 3분 동안 가열한 후에, 즉시 겔을 얼음에 놓았다. 겔의 웰을 세척 후,

샘플을 로딩하고 180 내지 250볼트에서 45분 동안 전기영동 하였다. 사란 랩으로 겔을 싸고, 이를 -70℃ 냉동고에서

1시간 내지 밤새의 시간 동안 신호 증강 스크린 상에서 XAR 필름에 노출시켰다.
33   P-혼성화

A. 동결 단편의 예비처리

냉동고로부터 슬라이드를 제거하고 알루미늄 트레이에 놓고 상온에서 5분 동안 해빙시켰다. 응축 감소를 위해, 트레

이를 55℃ 배양기에 5분 동안 놓았다. 발연 후드(fume hood)에 얼음 상 4% 파라포름알데히드 중에 10분 동안 슬라

이드를 고정시키고, 상온(25ml 20x SSC + 975ml SQ H  2 O)에서 0.5x SSC로 5분 동안 세척하였다. 0.5㎍/ml의 단

백질분해효소 K로 37℃에서 10분 동안 탈단백질화 후에(250ml의 예열된 RNase가 없는 RNase 완충액 중의 12.5㎕

의 10mg/ml 원액), 상온에서 10분 동안 0.5x SSC로 단편을 세척하였다. 70%, 95%, 100% 에탄올로 각각 2분 동안 

단편을 탈수화하였다.

B. 파라핀에 묻힌 절편의 예비처리

슬라이드를 탈파라핀화하고 SQ H  2 O 중에 놓고 상온에서 5분 동안(1회) 2x SSC 로 2회 세척하였다. 20㎕/ml 단백

질분해효소 K(250ml RNase가 없는 RNase 완충액 중의 500㎕의 10mg/ml, 37℃, 15분)-인간 배(embryo), 또는 8x

단백질분해효소 K(250ml RNase 완충액 중의 100㎕, 37℃, 30분)-포르말린 조직 중에서 절편을 탈단백질화하였다. 

그 후에,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0.5x SSC로 세척하고 탈단백질화를 수행하였다.

C. 예비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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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이 나뉜 플라스틱 상자 중에 여과지로 포화된 박스(Box) 완충액(4x SSC, 50% 포름아미드) 중에 슬라이드를 놓

았다. 50㎕ 혼성화 완충액(3.75g 덱스트란 설페이트 + 6ml SQ H2O)을 조직 시료에 넣고 볼텍싱 후, 뚜껑을 느슨하

게 한 상태로 2분 동안 극초단파로 가열하였다. 얼음에서 냉각한 후에, 18.75ml 포름아미드, 3.75ml 20x SSC 및 9ml

SQ H  2 O를 가하고 조직을 잘 볼텍싱한 후, 42℃에서 1내지 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D. 혼성화

슬라이드마다 1.0 x 10  6 cpm 프로브 및 1.0㎕ tRNA (50mg/ml 원액)를 95℃에서 3분 동안 가열하였다. 얼음에서 

상기 슬라이드를 냉각하고 슬라이드마다 48㎕ 혼성화 완충액을 가하였다. 볼텍싱한 후에, 슬라이드 상의 50㎕ 예비

혼성화 시료에 50㎕의  33 P 혼합물을 가하였다. 55℃에서 밤새 이 슬라이드를 배양하였다.

E. 세척

상온에서 2x SSC, EDTA로 10분씩 2회 세척한 후에(400ml 20x SSC + 16ml 0.25M EDTA, 최종 부피=4L), 37℃

에서 30분 동안 RNase A로 처리하였다(250ml RNase 완충액 중의 10mg/ml 농도의 RNase 500㎕ = 20㎍/ml). 상

온에서 2x SSC, EDTA로 10분씩 2회 슬라이드를 세척하였다. 과도한 세척 조건은 하기와 같다. 55℃, 0.1x SSC 및 

EDTA에서 2시간(20ml 20x SSC + 16ml EDTA, 최종 부피 = 4L).

F.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본 명세서에 개시된 여러 가지 DNA 서열에 대한 원래 위치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올리고뉴클레

오티드는 하기와 같다.

(1) DNA44804-1248 (PRO357)

pl 5'-GGATTCTAATACGACTCACTATAGGGCTGCCCGCAACCCCTTCAACTG-3' (서열 번호 104)

p2 5'-CTATGAAATTAACCCTCACTAAAGGGACCGCAGCTGGGTGACCGTGTA-3' (서열 번호 105)

(2) DNA5272-1229 (PRO715)

pl 5 '-GGATTCTAATACGACTCACTATAGGGCCGCCCCGCCACCTCCT-3' (서열 번호 106)

p2 5'-CTATGAAATTAACCCTCACTAAAGGGACTCGAGACACCACCTGACCCA-3' (서열 번호 107)

p3 5'-GGATTCTAATACGACTCACTATAGGGCCCAAGGAAGGCAGGAGACTCT-3' (서열 번호 108)

p4 5'-CTATGAAATTAACCCTCACTAAAGGGACTAGGGGGTGGGAATGAAAAG-3' (서열 번호 109)

(3) DNA38113-1230 (PRO327)

pl 5'-GGATTCTAATACGACTCACTATAGGGCCCCCCTGAGCTCTCCCGTGTA-3' (서열 번호 110)

p2 5'-CTATGAAATTAACCCTCACTAAAGGGAAGGCTCGCCACTGGTCGTAGA-3' (서열 번호 111)

(4) DNA35917-1207 (PR0243)

pl 5'-GGATTCTAATACGACTCACTATAGGGCAAGGAGCCGGGACCCAGGAGA-3' (서열 번호 112)

p2 5'-CTATGAAATTAACCCTCACTAAAGGGAGGGGGCCCTTGGTGCTGAGT-3' (서열 번호 113)

G. 결과

본 명세서에 개시된 여러 가지 DNA 서열 상에 원래 위치에서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기 분석의 결과는 하기와 같다.

(1) DNA44804-1248 (PRO357)

태아 조직 및 골육종의 악성 세포 중 골형성 부위에서 낮은 수준 내지 적당한 수준으로 발현되었다. 태반 및 인대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모든 다른 조직은 음성 반응이 나타났다.

태아 조직(E12-E16 주)은 중 간, 신장, 부신, 폐, 심장, 주요 혈관, 식도, 위, 비장, 생식선, 뇌, 척추 및 체벽을 검사하

였다.

성인 인체 조직 중 간, 신장, 위, 비장, 부신, 췌장, 폐, 결장암, 신장 세포암 및 골육종을 검사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

은 간 손상 및 간경변을 유도하였다.

침팬지 조직 중 갑상선, 부갑상선, 림프절, 신경, 혀, 흉선, 부신, 위점막 및 침샘을 조사하였다.

벵골 원숭이의 대뇌 및 소뇌를 검사하였다.

(2) DNA52722-1229 (PRO715)

많은 조직에서 일반화된 강한 신호가 나타났다. 태반, 조골세포, 손상된 세뇨관, 손상된 간, 결장직장의 간암전이 및 

담낭에서 신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태아 조직(E12-E16 주) 중 태반, 제대, 간, 신장, 부신, 갑상선, 폐, 심장, 주요 혈관, 식도, 위, 소장, 비장, 흉선, 췌장, 

뇌, 눈, 척수, 체벽, 골반 및 하지를 검사하였다.

성인 인체 조직 중 간, 신장, 부신, 심근, 대동맥, 비장, 폐, 피부, 연골 육종, 눈, 위, 결장, 결장암, 전립선, 방광 점막 및

담낭을 검사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간손상 및 간경변을 유도하였다.

벵골 원숭이 조직 중 대뇌 피질(rm), 뇌의 해마상 융기(rm)를 검사하였다.

침팬지 조직 중 갑상선, 부갑상선, 림프절, 신경, 혀, 흉선, 부신, 위점막 및 침샘을 검사하였다.

(3) DNA38113-1230 (PRO327)

발생중인 생쥐 및 인간 태아의 폐에서 높은 수준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기 관지 표피를 포함하는 정상 성인의 폐에서

는 발현되지 않았다. 인간 태아 기관지의 점막하, 가능하게는 평활근 세포에서 발현되었다. 또한, 인간 태반의 확실치 

않은 조직발생의 비영양 세포에서 발현을 관찰하였다. 생쥐에서는 발생중인 코 및 발생중인 혀에서 발현을 관찰하였

다. 모든 다른 조직은 발현을 관찰할 수 없었다. 기관지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태아 조직 (E12-E16 주) 중 태반, 제대, 간, 신장, 부신, 갑상선, 폐, 심장, 주요 혈관, 식도, 위, 소장, 비장, 흉선, 췌장,

뇌, 눈 척수, 체벽, 골반 및 하지를 검사하였다.

성인 조직 중 간, 신장, 부신, 심근, 대동맥, 비장, 림프절, 췌장, 폐, 피부, 대뇌 피질(rm), 해마(rm), 소뇌(rm), 음경, 눈

, 방광, 위, 위암, 결장, 결장암, 갑상선(침팬지), 부갑상선 (침팬지), 난소 (침팬지) 및 연골 육종을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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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NA35917-1207 (PR0243)

코르넬리아 드 랑즈 증후군(CdLS) 선천성 증후군이다. 즉, 태어날 때부터 증상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CdLS는 신체, 

정신 및 언어 발달에서 지체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CdLS에 걸린 어린이의 대다수가 정신 지체가 있고, 정신 지체는 

보통 내지 심한 정도였다. 보고된 IQ는 30 내지 85였다. 평균 IQ는 53이었다. 머리 및 안면부 특징은 작은 머리 크기, 

종종 미간이 붙은 얇은 눈썹, 긴 속눈썹, 짧은 들창코, 얇고 처진 입술, 낮게 달린 귀 및 고도의 아치형 구개 또는 언청

이를 포함한다. 다른 특징은 언어 지체, 가장 경미한 영향에서 조차, 성장 지체 및 작은 신 장, 낮은 음역의 울음소리, 

작은 손 및 발, 제5수지 내굴, 시미안선 및 과다한 체모를 포함한다. 진단은 상기 특징이 얼마만큼 복합적으로 나타나

는 것에 따라 좌우된다. 상기 많은 특징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났다. 어떤 경우에는, 상기 특징이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경미하여 그는 숙련된 유전학자 또는 이 증상을 잘 알고있는 다른 사람만이 구별할 수 있었다. CdLS에 대한 많은 것

이 공지되어 있지만, 최근 연구로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상기 연구에서, 인간 태아의 안면, 머리, 사지 및 생쥐 배(embryo)의 추가적 절편을 검사하였다. 어떤 생쥐 조직에서

도 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발현은 안티센스 프로브로만 조사할 때만 나타났다.

발현은 간충직의 발생중인 사지 및 안면부 뼈 부근에서 관찰되었다. 발현은 고도로 특이적이고 종종 혈관신생을 겪는

부위 가까이에서 나타났다. 이 분포는 코르넬리아 드 랑즈 증후군 중에 관찰되는 뼈의 비정상성과 일치하였다. 또한, 

발현은 태아 뇌의 발생중인 측두엽 및 후두엽에서 관찰되었으나, 다른 곳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발현은 발달

하는 내이의 신경절에서 나타났지만, 이 사실의 의미 분명하지 않다.

상기 데이타가 기능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상기 분포는 증상에서 가장 심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공지된 부위와 

일치하였다.

부가로, 대퇴 두부 및 관골구 사이에 나타나는 발생중인 활액관절 분열선에 약간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다른 관절 형

성 부위에서 이 형태의 발현이 관찰되면, 코르넬리아 드 랑즈 증후군 중에 관찰되는 안면 및 사지 비정상을 설명할 수

있다.

<실시예 31>: 제노푸스(Xenopus) 난모세포의 PRO243 mRNA 활성

PRO243을 암호화하는 인간 코딘 클론(DNA35917-1207)은 기능성이 있고 제노푸스 chordin 및 초파리 sog 유전

자에 의해 예상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퀴아젠(Quiagen)에 의해 DNA35917-1207로부터의 

슈퍼코일 플라스미드 DNA를 제조하고 제노푸스 래비스( Xenopus laevis  )의 배(embryo)에 주입하였다. 제노푸스 c
hordin mRNA를 배쪽 식물극 할구에 미세주입하여 제2축(쌍을 이룸)([사사이(Sasai) 등,  Cell 79:779-790 (1994)]

)을 유도하고 또한 초파리 sog 는 제노푸스 배의 복부 측면 상의 정상 위치 이외에서 발현되면 제2축을 유도하였다 (

[홀리(Holley) 등,  Nature 376:249-253 (1995)] 및 [슈미트(Schmidt) 등,  Development 121:4319-4328 (1995)

]). 제노푸스 난모세포 상에 작용하는 sog 의 능력은 등배 패턴 형성에 관련된 변화가 진화 동안에 보존되었음을 암

시한다.

방법

제노푸스 배(embryo) 조작:

사용전 3일에는 임신한 암컷 혈청 200I.U. 으로, 삽입 전날 밤에는 인간 융모막의 생식선자극호르몬 800I.U.으로 암

컷 성체 개구리를 추가로 항원자극시켰다. 다음날 아침 암컷 개구리로부터 새 난모세포를 짜내고, 도살한 수컷 개구

리의 잘게 썬 고환과 난모세포를 혼합하여 체외수정시켰다. 문헌 [뉴쿠프(Nieuwkoop) 및 파버(Faber), Normal Tab

le of Xenopus laevis, N.-H. P. Co., ed. (Amsterdam, 1967)]에 따라 배 발생을 유지하고 단계를 나누었다.

2% 시스테인(pH 7.8)으로 10분 동안 처리하여 수정란의 젤리층을 벗기고, 증 류수로 1회 세척 후, 5% 피콜(Ficoll)을

포함하는 0.1x MBS로 옮겼다. 5% 피콜(Ficoll)을 포함하는 0.1x MBS가 들어있는 삽입 트레이에 수정란을 정렬시켰

다. 야생형 코딘(DNA35917-1207)을 포함하는 pRK5 200pg 또는 대조군으로 삽입체 없는 pRK5 200pg를 가지고 2

세포 단계 발생중인 제노푸스 배에 삽입하였다. DNA가 삽입된 배를 추가 6시간 동안 트레이에서 배양한 후에, 뉴쿠

프 단계 37 내지 38에 도달할 때까지 젠타마이신 50mg/ml을 포함하는 0.1x MBS에서 배양하였다.

결과:

인간 코딘 cDNA를 한 할구에 삽입시킨 결과 올챙이 배를 발생시켰다. 올챙이의 배 형성은 꼬리의 단축 및 비틀림 및 

백악질 선의 확장으로 나타났다. 제노푸스의 베 형성제로 작용하는 인간 코딘의 능력은 인간, 파리 및 개구리 사이의 

공통된 메카니즘으로 등배 패턴 형성에 관련된 변화가 진화 동안 보존되어왔음을 암시한다.

재료 기탁

하기 재료를 미국 메릴랜드주 록크빌 파크론 드라이브 12301 소재의 아메리칸 타입 컬쳐 콜렉션(ATCC)에 기탁하였

다.

재료 ATCC 기탁 번호 기탁일

DNA34392-1170 ATCC 209526호 1997년 12월 10일

DNA35917-1207 ATCC 209508호 1997년 12월 3일

DNA39976-1215 ATCC 209524호 1997년 12월 10일

DNA35595-1228 ATCC 209528호 1997년 12월 10일

DNA38113-1230 ATCC 209530호 1997년 12월 10일

DNA34436-1238 ATCC 209523호 1997년 12월 10일

DNA40592-1242 ATCC 209492호 1997년 11월 21일

DNA44176-1244 ATCC 209532호 1997년 12월 10일

DNA44192-1246 ATCC 209531호 1997년 12월 10일

DNA39518-1247 ATCC 209529호 199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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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44804-1248 ATCC 209527호 1997년 12월 10일

DNA52722-1229 ATCC 209570호 1998년 1월 7일

DNA41234-1242 ATCC 209618호 1998년 2월 5일

DNA45410-1250 ATCC 209621호 1998년 2월 5일

DNA46777-1253 ATCC 209619호 1998년 2월 5일

기탁은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그의 규칙(부다페스트 조약 (Budapest T

reaty))의 규정하에 이루어졌다. 상기는 기탁일로부터 30년 동안 기탁물의 생존 배양물의 유지를 보장한다. 기탁물은

부다페스트 조약의 협약 하에 ATCC로부터 제넨테크 인크.(Genentech Inc.)와 ATCC 사이 협정에 따라 분양될 것이

며, 이는 관련 미국 특허의 허여시 또는 미국 또는 외국 특허 출원의 공개시(이 중 먼저인 때) 공공에 대한 기탁물의 

배양 프로제니의 영구적이고 비제한적인 분양을 보장하고, 미국 특허 및 상표청장에 의해 35 USC §122 및 그에 따

른 미국 특허 및 상표청장의 규칙(37 CFR §1.14 포함, 특히 886 OG 638 참조)에 따라 권리가 있는 것으로 결정한 

이에게 프로제니의 분양을 보장한다.

본 출원의 양수인은 적합한 조건 하에 배양할 때 기탁 물질의 배양물이 사멸하거나 손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그 통지

시 물질을 다른 동일한 물질로 즉시 교체할 것임을 동의하였다. 기탁 물질의 분양은 각국 정부의 권한으로 그 특허법

에 따라 승인된 권리에 위배하여 본 발명을 실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앞서 기술한 명세서는 당업계 숙련자가 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탁된 실시양

태는 본 발명의 특정 측면의 한 예시로서 의도되는 것이므로 기탁된 구성물의 범위에 제한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동

등한 임의의의 구조물은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있다. 본원에서 물질의 기탁은 본원에 포함된 기재 내용이 본 발명의 최

선의 양식을 포함한 임의의의 측면을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특허 청구 범위의 범위를 명

세서에서 나타내는 구체적인 설명에 제한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앞서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본원에 나타내고 기술된 것 이외에 본 발명의 다양한 변형이 당업계 숙련자에게는 명백하고, 이는 첨부된 특허 청구의

범위 내에 있을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도 2(서열 번호 2), 도 4(서열 번호 7), 도 9(서열 번호 15), 도 11(서열 번호 19), 도 13(서열 번호 24), 도 15(서열 번

호 30), 도 17(서열 번호 32), 도 19(서열 번호 37), 도 21(서열 번호 42), 도 23(서열 번호 50), 도 25(서열 번호 55),

도 27(서열 번호 61), 도 29(서열 번호 69), 도 31(서열 번호 76), 도 35(서열 번호 86), 도 37(서열 번호 91) 및 도 3

9(서열 번호 99)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폴리펩티드를 

암호화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단리된 핵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1(서열 번호 1), 도 3(서열 번호 6), 도 8(서열 번호 14), 도 10(서열 번

호 18), 도 12(서열 번호 23), 도 14(서열 번호 29), 도 16(서열 번호 31), 도 18(서열 번호 36), 도 20(서열 번호 41),

도 22(서열 번호 49), 도 24(서열 번호 54), 도 26(서열 번호 60), 도 28(서열 번호 68), 도 30(서열 번호 75), 도 34(

서열 번호 85), 도 36(서열 번호 90) 및 도 38(서열 번호 98)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상보적인 서열로 이루어진 군

으로부터 선택되는 서열을 포함하는 핵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1(서열 번호 1), 도 3(서열 번호 6), 도 8(서열 번호 14), 도 10(서열 번

호 18), 도 12(서열 번호 23), 도 14( 서열 번호 29), 도 16(서열 번호 31), 도 18(서열 번호 36), 도 20(서열 번호 41),

도 22(서열 번호 49), 도 24(서열 번호 54), 도 26(서열 번호 60), 도 28(서열 번호 68), 도 30(서열 번호 75), 도 34(

서열 번호 85), 도 36(서열 번호 90) 및 도 38(서열 번호 98)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상보적인 서열의 전체 길이 코

딩 서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서열을 포함하는 핵산.

청구항 4.
ATCC 209526호, ATCC 209508호, ATCC 209524호, ATCC 209528호, ATCC 209530호, ATCC 209523호, AT

CC 209492호, ATCC 209532호, ATCC 209531호, ATCC 209529호, ATCC 209527호, ATCC 209570호, ATCC

209618호, ATCC 209621호 또는 ATCC 209619호로 기탁된 DNA의 전체 길이 코딩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핵산.

청구항 5.
제1항의 핵산을 포함하는 벡터.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벡터로 형질전환된 숙주세포에 의해 인지되는 제어 서열과 작동적으로 연결된 벡터.

청구항 7.
제5항의 벡터를 포함하는 비인간 세포인 숙주세포.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세포가 CHO 세포인 숙주세포.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세포가 대장균( E. coli  )인 숙주세포.

청구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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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세포가 효모인 숙주세포.

청구항 11.
제7항의 숙주세포를 제1항에 정의된 폴리펩티드의 발현에 적합한 조건하에 배양하고, 세포 배양물로부터 상기 폴리

펩티드를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1항에 정의된 폴리펩티드의 제조 방법.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ATCC 209526호, ATCC 209508호, ATCC 209524호, ATCC 209528호, ATCC 209530호, ATCC 209523호, AT

CC 209492호, ATCC 209532호, ATCC 209531호, ATCC 209529호, ATCC 209527호, ATCC 209570호, ATCC

209618호, ATCC 209621호 또는 ATCC 209619호로 기탁된 뉴클레오티드 서열에 의해 암호화되는 아미노산 서열

을 갖는 단리된 폴리펩티드.

청구항 14.
이질성 아미노산 서열에 융합된 제1항에 정의된 폴리펩티드를 포함하는 키메라 분자.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이질성 아미노산 서열이 에피토프 태그 서열인 키메라 분자.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이질성 아미노산 서열이 면역글로불린의 Fc 영역인 키메라 분자.

청구항 17.
제1항에 정의된 폴리펩티드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가 모노클론 항체인 항체.

청구항 1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1 (서열 번호 1)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2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3 (서열 번호 6)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2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8 (서열 번호 14)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2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10 (서열 번호 18)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2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12 (서열 번호 23)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2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14 (서열 번호 29)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2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16 (서열 번호 31)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2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18 (서열 번호 36)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27.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20 (서열 번호 41)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28.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22 (서열 번호 49)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29.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24 (서열 번호 54)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3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26 (서열 번호 60)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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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1.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28 (서열 번호 68)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32.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30 (서열 번호 75)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3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34 (서열 번호 85)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3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36 (서열 번호 90)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3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이 도 38 (서열 번호 98)에 기재된 서열 또는 그에 혼성화될 수 있는 상보체

를 포함하는 것인 핵산.

청구항 36.
제2항의 핵산을 포함하는 벡터.

청구항 37.
제36항에 있어서, 상기 벡터로 형질전환된 숙주 세포에 의해 인식되는 조절 서열과 작동가능하게 연결된 벡터.

청구항 38.
제36항의 벡터를 포함하는 비인간 세포인 숙주 세포.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세포가 CHO 세포인 숙주세포.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세포가 대장균( E. coli  )인 숙주세포.

청구항 41.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세포가 효모인 숙주세포.

청구항 42.
제38항의 숙주세포를, 제2항에 정의된 핵산에 의해 암호화되는 폴리펩티드의 발현에 적합한 조건하에 배양하고, 세

포 배양물로부터 상기 폴리펩티드를 회수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제2항에 정의된 핵산에 의해 암호화되는 폴리펩티드

의 제조 방법.

청구항 43.
도 2 (서열 번호 2)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44.
도 4 (서열 번호 7)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45.
도 9 (서열 번호 15)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46.
도 11 (서열 번호 19)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47.
도 13 (서열 번호 24)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48.
도 15 (서열 번호 30)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49.
도 17 (서열 번호 32)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50.
도 19 (서열 번호 37)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51.
도 21 (서열 번호 42)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52.
도 23 (서열 번호 50)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53.
도 25 (서열 번호 55)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54.
도 27 (서열 번호 61)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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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9 (서열 번호 69)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56.
도 31 (서열 번호 76)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57.
도 35 (서열 번호 86)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58.
도 37 (서열 번호 91)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청구항 59.
도 39 (서열 번호 99)에 기재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천연 서열 폴리펩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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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Genentech, Inc.                                                            <120> Novel Polypeptide
s and Nucleic Acids Encoding the Same                     <130> FP-65444/WHD/MTK                        
                                   <140> PCT/US98/25108                                                 
            <141> 1998-12-01                                                                 <160> 113  
                                                                      <170> PatentIn Ver. 2.0           
                                               <210> 1                                                  
                        <211> 2454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1                                      
                                    ggactaatct gtgggagcag tttattccag tatcacccag ggtgcagcca caccaggact 60
             gtgttgaagg gtgttttttt tcttttaaat gtaatacctc ctcatctttt cttcttacac 120            agtgtctgag
 aacatttaca ttatagataa gtagtacatg gtggataact tctactttta 180            ggaggactac tctcttctga cagtcctaga 
ctggtcttct acactaagac accatgaagg 240            agtatgtgct cctattattc ctggctttgt gctctgccaa acccttcttt a
gcccttcac 300            acatcgcact gaagaatatg atgctgaagg atatggaaga cacagatgat gatgatgatg 360          
  atgatgatga tgatgatgat gatgaggaca actctctttt tccaacaaga gagccaagaa 420            gccatttttt tccatttgat
 ctgtttccaa tgtgtccatt tggatgtcag tgctattcac 480            gagttgtaca ttgctcagat ttaggtttga cctcagtccc 
aaccaacatt ccatttgata 540            ctcgaatgct tgatcttcaa aacaataaaa ttaaggaaat caaagaaaat gattttaaag 6
00            gactcacttc actttatggt ctgatcctga acaacaacaa gctaacgaag attcacccaa 660            aagcctttc
t aaccacaaag aagttgcgaa ggctgtatct gtcccacaat caactaagtg 720            aaataccact taatcttccc aaatcattag
 cagaactcag aattcatgaa aataaagtta 780            agaaaataca aaaggacaca ttcaaaggaa tgaatgcttt acacgttttg 
gaaatgagtg 840            caaaccctct tgataataat gggatagagc caggggcatt tgaaggggtg acggtgttcc 900         
   atatcagaat tgcagaagca aaactgacct cagttcctaa aggcttacca ccaactttat 960            tggagcttca cttagatta
t aataaaattt caacagtgga acttgaggat tttaaacgat 1020           acaaagaact acaaaggctg ggcctaggaa acaacaaaat
 cacagatatc gaaaatggga 1080           gtcttgctaa cataccacgt gtgagagaaa tacatttgga aaacaataaa ctaaaaaaaa 
1140           tcccttcagg attaccagag ttgaaatacc tccagataat cttccttcat tctaattcaa 1200           ttgcaaga
gt gggagtaaat gacttctgtc caacagtgcc aaagatgaag aaatctttat 1260           acagtgcaat aagtttattc aacaacccg
g tgaaatactg ggaaatgcaa cctgcaacat 1320           ttcgttgtgt tttgagcaga atgagtgttc agcttgggaa ctttggaatg
 taataattag 1380           taattggtaa tgtccattta atataagatt caaaaatccc tacatttgga atacttgaac 1440       
    tctattaata atggtagtat tatatataca agcaaatatc tattctcaag tggtaagtcc 1500           actgacttat tttatgac
aa gaaatttcaa cggaattttg ccaaactatt gatacataag 1560           gggttgagag aaacaagcat ctattgcagt ttccttttt
g cgtacaaatg atcttacata 1620           aatctcatgc ttgaccattc ctttcttcat aacaaaaaag taagatattc ggtatttaac
 1680           actttgttat caagcacatt ttaaaaagaa ctgtactgta aatggaatgc ttgacttagc 1740           aaaattt
gtg ctctttcatt tgctgttaga aaaacagaat taacaaagac agtaatgtga 1800           agagtgcatt acactattct tattcttt
ag taacttgggt agtactgtaa tatttttaat 1860           catcttaaag tatgatttga tataatctta ttgaaattac cttatcatg
t cttagagccc 1920           gtctttatgt ttaaaactaa tttcttaaaa taaagccttc agtaaatgtt cattaccaac 1980      
     ttgataaatg ctactcataa gagctggttt ggggctatag catatgcttt ttttttttta 2040           attattacct gatttaa
aaa tctctgtaaa aacgtgtagt gtttcataaa atctgtaact 2100           cgcattttaa tgatccgcta ttataagctt ttaatagc
at gaaaattgtt aggctatata 2160           acattgccac ttcaactcta aggaatattt ttgagatatc cctttggaag accttgctt
g 2220           gaagagcctg gacactaaca attctacacc aaattgtctc ttcaaatacg tatggactgg 2280           ataact
ctga gaaacacatc tagtataact gaataagcag agcatcaaat taaacagaca 2340           gaaaccgaaa gctctatata aatgctc
aga gttctttatg tatttcttat tggcattcaa 2400           catatgtaaa atcagaaaac agggaaattt tcattaaaaa tattggtt
tg aaat       2454           <210> 2                                                                    
      <211> 379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2                                                        
                  Met Lys Glu Tyr Val Leu Leu Leu Phe Leu Ala Leu Cys Ser Ala Lys                    1  
             5                  10                  15                      Pro Phe Phe Ser Pro Ser His 
Ile Ala Leu Lys Asn Met Met Leu Lys                               20                  25                
  30                          Asp Met Glu Asp Thr Asp Asp Asp Asp Asp Asp Asp Asp Asp Asp Asp           
                35                  40                  45                              Asp Asp Glu Asp 
Asn Ser Leu Phe Pro Thr Arg Glu Pro Arg Ser His                       50                  55            
      60                                  Phe Phe Pro Phe Asp Leu Phe Pro Met Cys Pro Phe Gly Cys Gln Cy
s                   65                  70                  75                  80                  Tyr 
Ser Arg Val Val His Cys Ser Asp Leu Gly Leu Thr Ser Val Pro                                   85        
          90                  95                      Thr Asn Ile Pro Phe Asp Thr Arg Met Leu Asp Leu Gl
n Asn Asn Lys                              100                 105                 110                  
        Ile Lys Glu Ile Lys Glu Asn Asp Phe Lys Gly Leu Thr Ser Leu Tyr                          115    
             120                 125                              Gly Leu Ile Leu Asn Asn Asn Lys Leu Th
r Lys Ile His Pro Lys Ala                      130                 135                 140              
                    Phe Leu Thr Thr Lys Lys Leu Arg Arg Leu Tyr Leu Ser His Asn Gln                  145
                 150                 155                 160                  Leu Ser Glu Ile Pro Leu As
n Leu Pro Lys Ser Leu Ala Glu Leu Arg                                  165                 170          
       175                      Ile His Glu Asn Lys Val Lys Lys Ile Gln Lys Asp Thr Phe Lys Gly         
                     180                 185                 190                          Met Asn Ala Le
u His Val Leu Glu Met Ser Ala Asn Pro Leu Asp Asn                          195                 200      
           205                              Asn Gly Ile Glu Pro Gly Ala Phe Glu Gly Val Thr Val Phe His 
Ile                      210                 215                 220                                  Ar
g Ile Ala Glu Ala Lys Leu Thr Ser Val Pro Lys Gly Leu Pro Pro                  225                 230  
               235                 240                  Thr Leu Leu Glu Leu His Leu Asp Tyr Asn Lys Ile 
Ser Thr Val Glu                                  245                 250                 255            
          Leu Glu Asp Phe Lys Arg Tyr Lys Glu Leu Gln Arg Leu Gly Leu Gly                              2
60                 265                 270                          Asn Asn Lys Ile Thr Asp Ile Glu Asn 
Gly Ser Leu Ala Asn Ile Pro                          275                 280                 285        
                      Arg Val Arg Glu Ile His Leu Glu Asn Asn Lys Leu Lys Lys Ile Pro                   
   290                 295                 300                                  Ser Gly Leu Pro Glu Leu 
Lys Tyr Leu Gln Ile Ile Phe Leu His Ser                  305                 310                 315    
             320                  Asn Ser Ile Ala Arg Val Gly Val Asn Asp Phe Cys Pro Thr Val Pro       
                           325                 330                 335                      Lys Met Lys 
Lys Ser Leu Tyr Ser Ala Ile Ser Leu Phe Asn Asn Pro                              340                 345
                 350                          Val Lys Tyr Trp Glu Met Gln Pro Ala Thr Phe Arg Cys Val Le
u Ser                          355                 360                 365                              
Arg Met Ser Val Gln Leu Gly Asn Phe Gly Met                                          370                
 375                                                      <210> 3                                       
                                   <211> 20                                                             
            <212> DNA                                                                        <213> Artif
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3                                                                         
 ggaaatgagt gcaaaccctc                                             20             <210> 4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
equence:  synthetic                             <400> 4                                                 
                         tcccaagctg aacactcatt ctgc                                        24           
  <210> 5                                                                          <211> 5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5                                                                         
 gggtgacggt gttccatatc agaattgcag aagcaaaact gacctcagtt            50             <210> 6               
                                                           <211> 3441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6   
                                                                       cggacgcgtg ggcggacgcg tgggcccgcs 
gcaccgcccc cggcccggcc ctccgccctc 60             cgcactcgcg cctccctccc tccgcccgct cccgcgccct cctccctccc t
cctccccag 120            ctgtcccgtt cgcgtcatgc cgagcctccc ggccccgccg gccccgctgc tgctcctcgg 180          
  gctgctgctg ctcggctccc ggccggcccg cggcgccggc ccagagcccc ccgtgctgcc 240            catccgttct gagaaggagc
 cgctgcccgt tcggggagcg gcaggctgca ccttcggcgg 300            gaaggtctat gccttggacg agacgtggca cccggaccta 
gggcagccat tcggggtgat 360            gcgctgcgtg ctgtgcgcct gcgaggcgcc tcagtggggt cgccgtacca ggggccctgg 4
20            cagggtcagc tgcaagaaca tcaaaccaga gtgcccaacc ccggcctgtg ggcagccgcg 480            ccagctgcc
g ggacactgct gccagacctg cccccaggag cgcagcagtt cggagcggca 540            gccgagcggc ctgtccttcg agtatccgcg
 ggacccggag catcgcagtt atagcgaccg 600            cggggagcca ggcgctgagg agcgggcccg tggtgacggc cacacggact 
tcgtggcgct 660            gctgacaggg ccgaggtcgc aggcggtggc acgagcccga gtctcgctgc tgcgctctag 720         
   cctccgcttc tctatctcct acaggcggct ggaccgccct accaggatcc gcttctcaga 780            ctccaatggc agtgtcctg
t ttgagcaccc tgcagccccc acccaagatg gcctggtctg 840            tggggtgtgg cgggcagtgc ctcggttgtc tctgcggctc
 cttagggcag aacagctgca 900            tgtggcactt gtgacactca ctcacccttc aggggaggtc tgggggcctc tcatccggca 
960            ccgggccctg gctgcagaga ccttcagtgc catcctgact ctagaaggcc ccccacagca 1020           gggcgtag
gg ggcatcaccc tgctcactct cagtgacaca gaggactcct tgcatttttt 1080           gctgctcttc cgagggctgc tggaaccca
g gagtggggga ctaacccagg ttcccttgag 1140           gctccagatt ctacaccagg ggcagctact gcgagaactt caggccaatg
 tctcagccca 1200           ggaaccaggc tttgctgagg tgctgcccaa cctgacagtc caggagatgg actggctggt 1260       
    gctgggggag ctgcagatgg ccctggagtg ggcaggcagg ccagggctgc gcatcagtgg 1320           acacattgct gccaggaa
ga gctgcgacgt cctgcaaagt gtcctttgtg gggctgatgc 1380           cctgatccca gtccagacgg gtgctgccgg ctcagccag
c ctcacgctgc taggaaatgg 1440           ctccctgatc tatcaggtgc aagtggtagg gacaagcagt gaggtggtgg ccatgacact
 1500           ggagaccaag cctcagcgga gggatcagcg cactgtcctg tgccacatgg ctggactcca 1560           gccagga
gga cacacggccg tgggtatctg ccctgggctg ggtgcccgag gggctcatat 1620           gctgctgcag aatgagctct tcctgaac
gt gggcaccaag gacttcccag acggagagct 1680           tcgggggcac gtggctgccc tgccctactg tgggcatagc gcccgccat
g acacgctgcc 1740           cgtgccccta gcaggagccc tggtgctacc ccctgtgaag agccaagcag cagggcacgc 1800      
     ctggctttcc ttggataccc actgtcacct gcactatgaa gtgctgctgg ctgggcttgg 1860           tggctcagaa caaggca
ctg tcactgccca cctccttggg cctcctggaa cgccagggcc 1920           tcggcggctg ctgaagggat tctatggctc agaggccc
ag ggtgtggtga aggacctgga 1980           gccggaactg ctgcggcacc tggcaaaagg catggcctcc ctgatgatca ccaccaagg
g 2040           tagccccaga ggggagctcc gagggcaggt gcacatagcc aaccaatgtg aggttggcgg 2100           actgcg
cctg gaggcggccg gggccgaggg ggtgcgggcg ctgggggctc cggatacagc 2160           ctctgctgcg ccgcctgtgg tgcctgg
tct cccggcccta gcgcccgcca aacctggtgg 2220           tcctgggcgg ccccgagacc ccaacacatg cttcttcgag gggcagca
gc gcccccacgg 2280           ggctcgctgg gcgcccaact acgacccgct ctgctcactc tgcacctgcc agagacgaac 2340     
      ggtgatctgt gacccggtgg tgtgcccacc gcccagctgc ccacacccgg tgcaggctcc 2400           cgaccagtgc tgccct
gttt gccctgagaa acaagatgtc agagacttgc cagggctgcc 2460           aaggagccgg gacccaggag agggctgcta ttttgat
ggt gaccggagct ggcgggcagc 2520           gggtacgcgg tggcaccccg ttgtgccccc ctttggctta attaagtgtg ctgtctgc
ac 2580           ctgcaagggg ggcactggag aggtgcactg tgagaaggtg cagtgtcccc ggctggcctg 2640           tgccc
agcct gtgcgtgtca accccaccga ctgctgcaaa cagtgtccag tggggtcggg 2700           ggcccacccc cagctggggg acccca
tgca ggctgatggg ccccggggct gccgttttgc 2760           tgggcagtgg ttcccagaga gtcagagctg gcacccctca gtgcccc
ctt ttggagagat 2820           gagctgtatc acctgcagat gtggggcagg ggtgcctcac tgtgagcggg atgactgttc 2880    
       actgccactg tcctgtggct cggggaagga gagtcgatgc tgttcccgct gcacggccca 2940           ccggcggccc ccaga
gacca gaactgatcc agagctggag aaagaagccg aaggctctta 3000           gggagcagcc agagggccaa gtgaccaaga ggatgg
ggcc tgagctgggg aaggggtggc 3060           atcgaggacc ttcttgcatt ctcctgtggg aagcccagtg cctttgctcc tctgtcc
tgc 3120           ctctactccc acccccacta cctctgggaa ccacagctcc acaaggggga gaggcagctg 3180           ggcc
agaccg aggtcacagc cactccaagt cctgccctgc caccctcggc ctctgtcctg 3240           gaagccccac ccctttcctc ctgta
cataa tgtcactggc ttgttgggat ttttaattta 3300           tcttcactca gcaccaaggg cccccgacac tccactcctg ctgccc
ctga gctgagcaga 3360           gtcattattg gagagttttg tatttattaa aacatttctt tttcagtcaa aaaaaaaaaa 3420   
        aaaaaaaaaa aaaaaaaaaa a                                           3441           <210> 7        
                                                                  <211> 954                             
                                           <212> PRT                                                    
                    <213> Homo sapiens                                                               <40
0> 7                                                                          Met Pro Ser Leu Pro Ala Pr
o Pro Ala Pro Leu Leu Leu Leu Gly Leu                    1               5                  10          
        15                      Leu Leu Leu Gly Ser Arg Pro Ala Arg Gly Ala Gly Pro Glu Pro Pro         
                      20                  25                  30                          Val Leu Pro Il
e Arg Ser Glu Lys Glu Pro Leu Pro Val Arg Gly Ala                           35                  40      
            45                              Ala Gly Cys Thr Phe Gly Gly Lys Val Tyr Ala Leu Asp Glu Thr 
Trp                       50                  55                  60                                  Hi
s Pro Asp Leu Gly Gln Pro Phe Gly Val Met Arg Cys Val Leu Cys                   65                  70  
                75                  80                  Ala Cys Glu Ala Pro Gln Trp Gly Arg Arg Thr Arg 
Gly Pro Gly Arg                                   85                  90                  95            
          Val Ser Cys Lys Asn Ile Lys Pro Glu Cys Pro Thr Pro Ala Cys Gly                              1
00                 105                 110                          Gln Pro Arg Gln Leu Pro Gly His Cys 
Cys Gln Thr Cys Pro Gln Glu                          115                 120                 125        
                      Arg Ser Ser Ser Glu Arg Gln Pro Ser Gly Leu Ser Phe Glu Tyr Pro                   
   130                 135                 140                                  Arg Asp Pro Glu His Arg 
Ser Tyr Ser Asp Arg Gly Glu Pro Gly Ala                  145                 150                 155    
             160                  Glu Glu Arg Ala Arg Gly Asp Gly His Thr Asp Phe Val Ala Leu Leu       
                           165                 170                 175                      Thr Gly Pro 
Arg Ser Gln Ala Val Ala Arg Ala Arg Val Ser Leu Leu                              180                 185
                 190                          Arg Ser Ser Leu Arg Phe Ser Ile Ser Tyr Arg Arg Leu Asp Ar
g Pro                          195                 200                 205                              
Thr Arg Ile Arg Phe Ser Asp Ser Asn Gly Ser Val Leu Phe Glu His                      210                
 215                 220                                  Pro Ala Ala Pro Thr Gln Asp Gly Leu Val Cys Gl
y Val Trp Arg Ala                  225                 230                 235                 240      
            Val Pro Arg Leu Ser Leu Arg Leu Leu Arg Ala Glu Gln Leu His Val                             
     245                 250                 255                      Ala Leu Val Thr Leu Thr His Pro Se
r Gly Glu Val Trp Gly Pro Leu                              260                 265                 270  
                        Ile Arg His Arg Ala Leu Ala Ala Glu Thr Phe Ser Ala Ile Leu Thr                 
         275                 280                 285                              Leu Glu Gly Pro Pro Gl
n Gln Gly Val Gly Gly Ile Thr Leu Leu Thr                      290                 295                 3
00                                  Leu Ser Asp Thr Glu Asp Ser Leu His Phe Leu Leu Leu Phe Arg Gly     
             305                 310                 315                 320                  Leu Leu Gl
u Pro Arg Ser Gly Gly Leu Thr Gln Val Pro Leu Arg Leu                                  325              
   330                 335                      Gln Ile Leu His Gln Gly Gln Leu Leu Arg Glu Leu Gln Ala 
Asn Val                              340                 345                 350                        
  Ser Ala Gln Glu Pro Gly Phe Ala Glu Val Leu Pro Asn Leu Thr Val                          355          
       360                 365                              Gln Glu Met Asp Trp Leu Val Leu Gly Glu Leu 
Gln Met Ala Leu Glu                      370                 375                 380                    
              Trp Ala Gly Arg Pro Gly Leu Arg Ile Ser Gly His Ile Ala Ala Arg                  385      
           390                 395                 400                  Lys Ser Cys Asp Val Leu Gln Ser 
Val Leu Cys Gly Ala Asp Ala Leu                                  405                 410                
 415                      Ile Pro Val Gln Thr Gly Ala Ala Gly Ser Ala Ser Leu Thr Leu Leu               
               420                 425                 430                          Gly Asn Gly Ser Leu 
Ile Tyr Gln Val Gln Val Val Gly Thr Ser Ser                         435                 440                 445                              Glu Val Va
l Ala Met Thr Leu Glu Thr Lys Pro Gln Arg Arg Asp Gln                      450                 455      
           460                                  Arg Thr Val Leu Cys His Met Ala Gly Leu Gln Pro Gly Gly 
His Thr                  465                 470                 475                 480                
  Ala Val Gly Ile Cys Pro Gly Leu Gly Ala Arg Gly Ala His Met Leu                                  485  
               490                 495                      Leu Gln Asn Glu Leu Phe Leu Asn Val Gly Thr 
Lys Asp Phe Pro Asp                              500                 505                 510            
              Gly Glu Leu Arg Gly His Val Ala Ala Leu Pro Tyr Cys Gly His Ser                          5
15                 520                 525                              Ala Arg His Asp Thr Leu Pro Val 
Pro Leu Ala Gly Ala Leu Val Leu                      530                 535                 540        
                          Pro Pro Val Lys Ser Gln Ala Ala Gly His Ala Trp Leu Ser Leu Asp               
   545                 550                 555                 560                  Thr His Cys His Leu 
His Tyr Glu Val Leu Leu Ala Gly Leu Gly Gly                                  565                 570    
             575                      Ser Glu Gln Gly Thr Val Thr Ala His Leu Leu Gly Pro Pro Gly Thr   
                           580                 585                 590                          Pro Gly 
Pro Arg Arg Leu Leu Lys Gly Phe Tyr Gly Ser Glu Ala Gln                          595                 600
                 605                              Gly Val Val Lys Asp Leu Glu Pro Glu Leu Leu Arg His Le
u Ala Lys                      610                 615                 620                              
    Gly Met Ala Ser Leu Met Ile Thr Thr Lys Gly Ser Pro Arg Gly Glu                  625                
 630                 635                 640                  Leu Arg Gly Gln Val His Ile Ala Asn Gln Cy
s Glu Val Gly Gly Leu                                  645                 650                 655      
                Arg Leu Glu Ala Ala Gly Ala Glu Gly Val Arg Ala Leu Gly Ala Pro                         
     660                 665                 670                          Asp Thr Ala Ser Ala Ala Pro Pr
o Val Val Pro Gly Leu Pro Ala Leu                          675                 680                 685  
                            Ala Pro Ala Lys Pro Gly Gly Pro Gly Arg Pro Arg Asp Pro Asn Thr             
         690                 695                 700                                  Cys Phe Phe Glu Gl
y Gln Gln Arg Pro His Gly Ala Arg Trp Ala Pro                  705                 710                 7
15                 720                  Asn Tyr Asp Pro Leu Cys Ser Leu Cys Thr Cys Gln Arg Arg Thr Val 
                                 725                 730                 735                      Ile Cy
s Asp Pro Val Val Cys Pro Pro Pro Ser Cys Pro His Pro Val                              740              
   745                 750                          Gln Ala Pro Asp Gln Cys Cys Pro Val Cys Pro Glu Lys 
Gln Asp Val                          755                 760                 765                        
      Arg Asp Leu Pro Gly Leu Pro Arg Ser Arg Asp Pro Gly Glu Gly Cys                      770          
       775                 780                                  Tyr Phe Asp Gly Asp Arg Ser Trp Arg Ala 
Ala Gly Thr Arg Trp His                  785                 790                 795                 800
                  Pro Val Val Pro Pro Phe Gly Leu Ile Lys Cys Ala Val Cys Thr Cys                       
           805                 810                 815                      Lys Gly Gly Thr Gly Glu Val 
His Cys Glu Lys Val Gln Cys Pro Arg                              820                 825                
 830                          Leu Ala Cys Ala Gln Pro Val Arg Val Asn Pro Thr Asp Cys Cys Lys           
               835                 840                 845                              Gln Cys Pro Val 
Gly Ser Gly Ala His Pro Gln Leu Gly Asp Pro Met                      850                 855            
     860                                  Gln Ala Asp Gly Pro Arg Gly Cys Arg Phe Ala Gly Gln Trp Phe Pr
o                  865                 870                 875                 880                  Glu 
Ser Gln Ser Trp His Pro Ser Val Pro Pro Phe Gly Glu Met Ser                                  885        
         890                 895                      Cys Ile Thr Cys Arg Cys Gly Ala Gly Val Pro His Cy
s Glu Arg Asp                              900                 905                 910                  
        Asp Cys Ser Leu Pro Leu Ser Cys Gly Ser Gly Lys Glu Ser Arg Cys                          915    
             920                 925                              Cys Ser Arg Cys Thr Ala His Arg Arg Pr
o Pro Glu Thr Arg Thr Asp                      930                 935                 940              
                    Pro Glu Leu Glu Lys Glu Ala Glu Gly Ser                                          945
                 950                                                          <210> 8                   
                                                       <211> 4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
nce:  synthetic                             <400> 8                                                     
                     gactagttct agatcgcgag cggccgccct tttttttttt tttt                  44             <2
10> 9                                                                          <211> 2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
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9                             
                                             cggacgcgtg gggcctgcgc acccagct                             
       28             <210> 10                                                                         <
211> 36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0    
                                                                     gccgctcccc gaacgggcag cggctccttc tc
agaa                           36             <210> 11                                                  
                       <211> 36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
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1                                                                         ggcgcacagc 
acgcagcgca tcaccccgaa tggctc                           36             <210> 12                          
                                               <211> 26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
nthetic                             <400> 12                                                            
             gtgctgccca tccgttctga gaagga                                      26             <210> 13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3                                    
                                     gcagggtgct caaacaggac a                                           2
1             <210> 14                                                                         <211> 323
1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14                                                                      
   ggcggagcag ccctagccgc caccgtcgct ctcgcagctc tcgtcgccac tgccaccgcc 60             gccgccgtca ctgcgtcct
g gctccggctc ccgcgccctc ccggccggcc atgcagcccc 120            gccgcgccca ggcgcccggt gcgcagctgc tgcccgcgct
 ggccctgctg ctgctgctgc 180            tcggagcggg gccccgaggc agctccctgg ccaacccggt gcccgccgcg cccttgtctg 
240            cgcccgggcc gtgcgccgcg cagccctgcc ggaatggggg tgtgtgcacc tcgcgccctg 300            agccggac
cc gcagcacccg gcccccgccg gcgagcctgg ctacagctgc acctgccccg 360            ccgggatctc cggcgccaac tgccagctt
g ttgcagatcc ttgtgccagc aacccttgtc 420            accatggcaa ctgcagcagc agcagcagca gcagcagcga tggctacctc
 tgcatttgca 480            atgaaggcta tgaaggtcc aactgtgaac aggcacttcc cagtctccca gccactggct 540            ggaccgaatc catggcaccc cgacagcttc agcctgttcc 
tgctactcag gagcctgaca 600            aaatcctgcc tcgctctcag gcaacggtga cactgcctac ctggcagccg aaaacagggc 6
60            agaaagttgt agaaatgaaa tgggatcaag tggaggtgat cccagatatt gcctgtggga 720            atgccagtt
c taacagctct gcgggtggcc gcctggtatc ctttgaagtg ccacagaaca 780            cctcagtcaa gattcggcaa gatgccactg
 cctcactgat tttgctctgg aaggtcacgg 840            ccacaggatt ccaacagtgc tccctcatag atggacgaag tgtgaccccc 
cttcaggctt 900            cagggggact ggtcctcctg gaggagatgc tcgccttggg gaataatcac tttattggtt 960         
   ttgtgaatga ttctgtgact aagtctattg tggctttgcg cttaactctg gtggtgaagg 1020           tcagcacctg tgtgccggg
g gagagtcacg caaatgactt ggagtgttca ggaaaaggaa 1080           aatgcaccac gaagccgtca gaggcaactt tttcctgtac
 ctgtgaggag cagtacgtgg 1140           gtactttctg tgaagaatac gatgcttgcc agaggaaacc ttgccaaaac aacgcgagct 
1200           gtattgatgc aaatgaaaag caagatggga gcaatttcac ctgtgtttgc cttcctggtt 1260           atactgga
ga gctttgccag tccaagattg attactgcat cctagaccca tgcagaaatg 1320           gagcaacatg catttccagt ctcagtgga
t tcacctgcca gtgtccagaa ggatacttcg 1380           gatctgcttg tgaagaaaag gtggacccct gcgcctcgtc tccgtgccag
 aacaacggca 1440           cctgctatgt ggacggggta cactttacct gcaactgcag cccgggcttc acagggccga 1500       
    cctgtgccca gcttattgac ttctgtgccc tcagcccctg tgctcatggc acgtgccgca 1560           gcgtgggcac cagctaca
aa tgcctctgtg atccaggtta ccatggcctc tactgtgagg 1620           aggaatataa tgagtgcctc tccgctccat gcctgaatg
c agccacctgc agggacctcg 1680           ttaatggcta tgagtgtgtg tgcctggcag aatacaaagg aacacactgt gaattgtaca
 1740           aggatccctg cgctaacgtc agctgtctga acggagccac ctgtgacagc gacggcctga 1800           atggcac
gtg catctgtgca cccgggttta caggtgaaga gtgcgacatt gacataaatg 1860           aatgtgacag taacccctgc caccatgg
tg ggagctgcct ggaccagccc aatggttata 1920           actgccactg cccgcatggt tgggtgggag caaactgtga gatccacct
c caatggaagt 1980           ccgggcacat ggcggagagc ctcaccaaca tgccacggca ctccctctac atcatcattg 2040      
     gagccctctg cgtggccttc atccttatgc tgatcatcct gatcgtgggg atttgccgca 2100           tcagccgcat tgaatac
cag ggttcttcca ggccagccta tgaggagttc tacaactgcc 2160           gcagcatcga cagcgagttc agcaatgcca ttgcatcc
at ccggcatgcc aggtttggaa 2220           agaaatcccg gcctgcaatg tatgatgtga gccccatcgc ctatgaagat tacagtcct
g 2280           atgacaaacc cttggtcaca ctgattaaaa ctaaagattt gtaatctttt tttggattat 2340           ttttca
aaaa gatgagatac tacactcatt taaatatttt taagaaaata aaaagcttaa 2400           gaaatttaaa atgctagctg ctcaaga
gtt ttcagtagaa tatttaagaa ctaattttct 2460           gcagctttta gtttggaaaa aatattttaa aaacaaaatt tgtgaaac
ct atagacgatg 2520           ttttaatgta ccttcagctc tctaaactgt gtgcttctac tagtgtgtgc tcttttcact 2580     
      gtagacacta tcacgagacc cagattaatt tctgtggttg ttacagaata agtctaatca 2640           aggagaagtt tctgtt
tgac gtttgagtgc cggctttctg agtagagtta ggaaaaccac 2700           gtaacgtagc atatgatgta taatagagta tacccgt
tac ttaaaaagaa gtctgaaatg 2760           ttcgttttgt ggaaaagaaa ctagttaaat ttactattcc taacccgaat gaaattag
cc 2820           tttgccttat tctgtgcatg ggtaagtaac ttatttctgc actgttttgt tgaactttgt 2880           ggaaa
cattc tttcgagttt gtttttgtca ttttcgtaac agtcgtcgaa ctaggcctca 2940           aaaacatacg taacgaaaag gcctag
cgag gcaaattctg attgatttga atctatattt 3000           ttctttaaaa agtcaagggt tctatattgt gagtaaatta aatttac
att tgagttgttt 3060           gttgctaaga ggtagtaaat gtaagagagt actggttcct tcagtagtga gtatttctca 3120    
       tagtgcagct ttatttatct ccaggatgtt tttgtggctg tatttgattg atatgtgctt 3180           cttctgattc ttgct
aattt ccaaccatat tgaataaatg tgatcaagtc a          3231           <210> 15                               
                                          <211> 737                                                     
                   <212> PRT                                                                        <213
> Homo sapiens                                                               <400> 15                   
                                                      Met Gln Pro Arg Arg Ala Gln Ala Pro Gly Ala Gln Le
u Leu Pro Ala                    1               5                  10                  15              
        Leu Ala Leu Leu Leu Leu Leu Leu Gly Ala Gly Pro Arg Gly Ser Ser                               20
                  25                  30                          Leu Ala Asn Pro Val Pro Ala Ala Pro Le
u Ser Ala Pro Gly Pro Cys                           35                  40                  45          
                    Ala Ala Gln Pro Cys Arg Asn Gly Gly Val Cys Thr Ser Arg Pro Glu                     
  50                  55                  60                                  Pro Asp Pro Gln His Pro Al
a Pro Ala Gly Glu Pro Gly Tyr Ser Cys                   65                  70                  75      
            80                  Thr Cys Pro Ala Gly Ile Ser Gly Ala Asn Cys Gln Leu Val Ala Asp         
                          85                  90                  95                      Pro Cys Ala Se
r Asn Pro Cys His His Gly Asn Cys Ser Ser Ser Ser                              100                 105  
               110                          Ser Ser Ser Ser Asp Gly Tyr Leu Cys Ile Cys Asn Glu Gly Tyr 
Glu                          115                 120                 125                              Gl
y Pro Asn Cys Glu Gln Ala Leu Pro Ser Leu Pro Ala Thr Gly Trp                      130                 1
35                 140                                  Thr Glu Ser Met Ala Pro Arg Gln Leu Gln Pro Val 
Pro Ala Thr Gln                  145                 150                 155                 160        
          Glu Pro Asp Lys Ile Leu Pro Arg Ser Gln Ala Thr Val Thr Leu Pro                               
   165                 170                 175                      Thr Trp Gln Pro Lys Thr Gly Gln Lys 
Val Val Glu Met Lys Trp Asp                              180                 185                 190    
                      Gln Val Glu Val Ile Pro Asp Ile Ala Cys Gly Asn Ala Ser Ser Asn                   
       195                 200                 205                              Ser Ser Ala Gly Gly Arg 
Leu Val Ser Phe Glu Val Pro Gln Asn Thr                      210                 215                 220
                                  Ser Val Lys Ile Arg Gln Asp Ala Thr Ala Ser Leu Ile Leu Leu Trp       
           225                 230                 235                 240                  Lys Val Thr 
Ala Thr Gly Phe Gln Gln Cys Ser Leu Ile Asp Gly Arg                                  245                
 250                 255                      Ser Val Thr Pro Leu Gln Ala Ser Gly Gly Leu Val Leu Leu Gl
u Glu                              260                 265                 270                          
Met Leu Ala Leu Gly Asn Asn His Phe Ile Gly Phe Val Asn Asp Ser                          275            
     280                 285                              Val Thr Lys Ser Ile Val Ala Leu Arg Leu Thr Le
u Val Val Lys Val                      290                 295                 300                      
            Ser Thr Cys Val Pro Gly Glu Ser His Ala Asn Asp Leu Glu Cys Ser                  305        
         310                 315                 320                  Gly Lys Gly Lys Cys Thr Thr Lys Pr
o Ser Glu Ala Thr Phe Ser Cys                                  325                 330                 3
35                      Thr Cys Glu Glu Gln Tyr Val Gly Thr Phe Cys Glu Glu Tyr Asp Ala                 
             340                 345                 350                          Cys Gln Arg Lys Pro Cy
s Gln Asn Asn Ala Ser Cys Ile Asp Ala Asn                          355                 360              
   365                              Glu Lys Gln Asp Gly Ser Asn Phe Thr Cys Val Cys Leu Pro Gly Tyr     
                 370                 375                 380                                  Thr Gly Gl
u Leu Cys Gln Ser Lys Ile Asp Tyr Cys Ile Leu Asp Pro                  385                 390          
       395                 400                  Cys Arg Asn Gly Ala Thr Cys Ile Ser Ser Leu Ser Gly Phe 
Thr Cys                                  405                 410                 415                    
  Gln Cys Pro Glu Gly Tyr Phe Gly Ser Ala Cys Glu Glu Lys Val Asp                              420      
           425                 430                          Pro Cys Ala Ser Ser Pro Cys Gln Asn Asn Gly 
Thr Cys Tyr Val Asp                          435                 440                 445                
              Gly Val His Phe Thr Cys Asn Cys Ser Pro Gly Phe Thr Gly Pro Thr                      450  
               455                 460                                  Cys Ala Gln Leu Ile Asp Phe Cys 
Ala Leu Ser Pro Cys Ala His Gly                  465                 470                 475            
     480                  Thr Cys Arg Ser Val Gly Thr Ser Tyr Lys Cys Leu Cys Asp Pro Gly               
                   485                 490                 495                      Tyr His Gly Leu Tyr 
Cys Glu Glu Glu Tyr Asn Glu Cys Leu Ser Ala                              500                 505        
         510                          Pro Cys Leu Asn Ala Ala Thr Cys Arg Asp Leu Val Asn Gly Tyr Glu   
                       515                 520                 525                              Cys Val 
Cys Leu Ala Glu Tyr Lys Gly Thr His Cys Glu Leu Tyr Lys                      530                 535    
             540                                  Asp Pro Cys Ala Asn Val Ser Cys Leu Asn Gly Ala Thr Cy
s Asp Ser                  545                 550                 555                 560              
    Asp Gly Leu Asn Gly Thr Cys Ile Cys Ala Pro Gly Phe Thr Gly Glu                                  565
                 570                 575                      Glu Cys Asp Ile Asp Ile Asn Glu Cys Asp Se
r Asn Pro Cys His His                              580                 585                 590          
                Gly Gly Ser Cys Leu Asp Gln Pro Asn Gly Tyr Asn Cys His Cys Pro                         
 595                 600                 605                             His Gly Trp Val Gly Ala Asn Cys Glu Ile His Leu Gln Trp Lys Ser               
       610                 615                 620                                  Gly His Met Ala Glu 
Ser Leu Thr Asn Met Pro Arg His Ser Leu Tyr                  625                 630                 635
                 640                  Ile Ile Ile Gly Ala Leu Cys Val Ala Phe Ile Leu Met Leu Ile Ile   
                               645                 650                 655                      Leu Ile 
Val Gly Ile Cys Arg Ile Ser Arg Ile Glu Tyr Gln Gly Ser                              660                
 665                 670                          Ser Arg Pro Ala Tyr Glu Glu Phe Tyr Asn Cys Arg Ser Il
e Asp Ser                          675                 680                 685                          
    Glu Phe Ser Asn Ala Ile Ala Ser Ile Arg His Ala Arg Phe Gly Lys                      690            
     695                 700                                  Lys Ser Arg Pro Ala Met Tyr Asp Val Ser Pr
o Ile Ala Tyr Glu Asp                  705                 710                 715                 720  
                Tyr Ser Pro Asp Asp Lys Pro Leu Val Thr Leu Ile Lys Thr Lys Asp                         
         725                 730                 735                      Leu                           
                                                   <210> 16                                             
                            <211> 43                                                                    
     <212> DNA                                                                        <213> Artificial S
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6                                                                         tgtaaa
acga cggccagtta aatagacctg caattattaa tct                   43             <210> 17                     
                                                    <211> 4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  synthetic                             <400> 17                                                       
                  caggaaacag ctatgaccac ctgcacacct gcaaatccat t                     41             <210>
 18                                                                         <211> 508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18                                                                         ctctggaagg tcacg
gccac aggattccaa cagtgctccc tcatagatgg acgaaagtgt 60             gacccccctt tcaggctttc agggggactg gtcctc
ctgg aggagatgct cgccttgggg 120            aataatcact ttattggttt tgtgaatgat tctgtgacta agtctattgt ggctttg
cgc 180            ttaactctgg tggtgaaggt cagcacctgt gtgccggggg agagtcacgc aaatgacttg 240            gagt
gttcag gaaaaggaaa atgcaccacg aagccgtcag aggcaacttt ttcctgtacc 300            tgtgaggagc agtacgtggg tactt
tctgt gaagaatacg atgcttgcca gaggaaacct 360            tgccaaaaca acgcgagctg tattgatgca aatgaaaagc aagatg
ggag caatttcacc 420            tgtgtttgcc ttcctggtta tactggagag ctttgccaac cgaactgaga ttggagcgaa 480    
        cgacctacac cgaactgaga taggggag                                    508            <210> 19       
                                                                  <211> 508                             
                                           <212> DNA                                                    
                    <213> Homo sapiens                                                               <22
0>                                                                            <223> Description of Artif
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9                                         
                                ctctggaagg tcacggccac aggattccaa cagtgctccc tcatagatgg acgaaagtgt 60    
         gacccccctt tcaggctttc agggggactg gtcctcctgg aggagatgct cgccttgggg 120            aataatcact tta
ttggttt tgtgaatgat tctgtgacta agtctattgt ggctttgcgc 180            ttaactctgg tggtgaaggt cagcacctgt gtgc
cggggg agagtcacgc aaatgacttg 240            gagtgttcag gaaaaggaaa atgcaccacg aagccgtcag aggcaacttt ttcct
gtacc 300            tgtgaggagc agtacgtggg tactttctgt gaagaatacg atgcttgcca gaggaaacct 360            tg
ccaaaaca acgcgagctg tattgatgca aatgaaaagc aagatgggag caatttcacc 420            tgtgtttgcc ttcctggtta tac
tggagag ctttgccaac cgaactgaga ttggagcgaa 480            cgacctacac cgaactgaga taggggag                  
                  508            <210> 20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
400> 20                                                                         ctctggaagg tcacggccac ag
g                                         23             <210> 21                                       
                                  <211> 24                                                              
           <212> DNA                                                                        <213> Artifi
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21                                                                         
ctcagttcgg ttggcaaagc tctc                                        24             <210> 22               
                                                          <211> 6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
quence:  synthetic                             <400> 22                                                 
                        cagtgctccc tcatagatgg acgaaagtgt gacccccctt tcaggcgaga gctttgccaa 60            
 ccgaactga                                                         69             <210> 23              
                                                           <211> 1520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23  
                                                                       gctgagtctg ctgctcctgc tgctgctgct 
ccagcctgta acctgtgcct acaccacgcc 60             aggccccccc agagccctca ccacgctggg cgcccccaga gcccacacca t
gccgggcac 120            ctacgctccc tcgaccacac tcagtagtcc cagcacccag ggcctgcaag agcaggcacg 180          
  ggccctgatg cgggacttcc cgctcgtgga cggccacaac gacctgcccc tggtcctaag 240            gcaggtttac cagaaagggc
 tacaggatgt taacctgcgc aatttcagct acggccagac 300            cagcctggac aggcttagag atggcctcgt gggcgcccag 
ttctggtcag cctatgtgcc 360            atgccagacc caggaccggg atgccctgcg cctcaccctg gagcagattg acctcatacg 4
20            ccgcatgtgt gcctcctatt ctgagctgga gcttgtgacc tcggctaaag ctctgaacga 480            cactcagaa
a ttggcctgcc tcatcggtgt agagggtggc cactcgctgg acaatagcct 540            ctccatctta cgtaccttct acatgctggg
 agtgcgctac ctgacgctca cccacacctg 600            caacacaccc tgggcagaga gctccgctaa gggcgtccac tccttctaca 
acaacatcag 660            cgggctgact gactttggtg agaaggtggt ggcagaaatg aaccgcctgg gcatgatggt 720         
   agacttatcc catgtctcag atgctgtggc acggcgggcc ctggaagtgt cacaggcacc 780            tgtgatcttc tcccactcg
g ctgcccgggg tgtgtgcaac agtgctcgga atgttcctga 840            tgacatcctg cagcttctga agaagaacgg tggcgtcgtg
 atggtgtctt tgtccatggg 900            agtaatacag tgcaacccat cagccaatgt gtccactgtg gcagatcact tcgaccacat 
960            caaggctgtc attggatcca agttcatcgg gattggtgga gattatgatg gggccggcaa 1020           attccctc
ag gggctggaag acgtgtccac atacccggtc ctgatagagg agttgctgag 1080           tcgtggctgg agtgaggaag agcttcagg
g tgtccttcgt ggaaacctgc tgcgggtctt 1140           cagacaagtg gaaaaggtac aggaagaaaa caaatggcaa agccccttgg
 aggacaagtt 1200           cccggatgag cagctgagca gttcctgcca ctccgacctc tcacgtctgc gtcagagaca 1260       
    gagtctgact tcaggccagg aactcactga gattcccata cactggacag ccaagttacc 1320           agccaagtgg tcagtctc
ag agtcctcccc ccacatggcc ccagtccttg cagttgtggc 1380           caccttccca gtccttattc tgtggctctg atgacccag
t tagtcctgcc agatgtcact 1440           gtagcaagcc acagacaccc cacaaagttc ccctgttgtg caggcacaaa tatttcctga
 1500           aataaatgtt ttggacatag                                             1520           <210> 2
4                                                                         <211> 433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24                                                                         Met Pro Gly Thr Ty
r Ala Pro Ser Thr Thr Leu Ser Ser Pro Ser Thr                    1               5                  10  
                15                      Gln GlyLeu Gln Glu Gln Ala Arg Ala Leu Met Arg Asp Phe Pro Leu                               20                
  25                  30                          Val Asp Gly His Asn Asp Leu Pro Leu Val Leu Arg Gln Va
l Tyr Gln                           35                  40                  45                          
    Lys Gly Leu Gln Asp Val Asn Leu Arg Asn Phe Ser Tyr Gly Gln Thr                       50            
      55                  60                                  Ser Leu Asp Arg Leu Arg Asp Gly Leu Val Gl
y Ala Gln Phe Trp Ser                   65                  70                  75                  80  
                Ala Tyr Val Pro Cys Gln Thr Gln Asp Arg Asp Ala Leu Arg Leu Thr                         
          85                  90                  95                      Leu Glu Gln Ile Asp Leu Ile Ar
g Arg Met Cys Ala Ser Tyr Ser Glu                              100                 105                 1
10                          Leu Glu Leu Val Thr Ser Ala Lys Ala Leu Asn Asp Thr Gln Lys Leu             
             115                 120                 125                              Ala Cys Leu Ile Gl
y Val Glu Gly Gly His Ser Leu Asp Asn Ser Leu                      130                 135              
   140                                  Ser Ile Leu Arg Thr Phe Tyr Met Leu Gly Val Arg Tyr Leu Thr Leu 
                 145                 150                 155                 160                  Thr Hi
s Thr Cys Asn Thr Pro Trp Ala Glu Ser Ser Ala Lys Gly Val                                  165          
       170                 175                      His Ser Phe Tyr Asn Asn Ile Ser Gly Leu Thr Asp Phe 
Gly Glu Lys                              180                 185                 190                    
      Val Val Ala Glu Met Asn Arg Leu Gly Met Met Val Asp Leu Ser His                          195      
           200                 205                              Val Ser Asp Ala Val Ala Arg Arg Ala Leu 
Glu Val Ser Gln Ala Pro                      210                 215                 220                
                  Val Ile Phe Ser His Ser Ala Ala Arg Gly Val Cys Asn Ser Ala Arg                  225  
               230                 235                 240                  Asn Val Pro Asp Asp Ile Leu 
Gln Leu Leu Lys Lys Asn Gly Gly Val                                  245                 250            
     255                      Val Met Val Ser Leu Ser Met Gly Val Ile Gln Cys Asn Pro Ser Ala           
                   260                 265                 270                          Asn Val Ser Thr 
Val Ala Asp His Phe Asp His Ile Lys Ala Val Ile                          275                 280        
         285                              Gly Ser Lys Phe Ile Gly Ile Gly Gly Asp Tyr Asp Gly Ala Gly Ly
s                      290                 295                 300                                  Phe 
Pro Gln Gly Leu Glu Asp Val Ser Thr Tyr Pro Val Leu Ile Glu                  305                 310    
             315                 320                  Glu Leu Leu Ser Arg Gly Trp Ser Glu Glu Glu Leu Gl
n Gly Val Leu                                  325                 330                 335              
        Arg Gly Asn Leu Leu Arg Val Phe Arg Gln Val Glu Lys Val Gln Glu                              340
                 345                 350                          Glu Asn Lys Trp Gln Ser Pro Leu Glu As
p Lys Phe Pro Asp Glu Gln                          355                 360                 365          
                    Leu Ser Ser Ser Cys His Ser Asp Leu Ser Arg Leu Arg Gln Arg Gln                     
 370                 375                 380                                  Ser Leu Thr Ser Gly Gln Gl
u Leu Thr Glu Ile Pro Ile His Trp Thr                  385                 390                 395      
           400                  Ala Lys Leu Pro Ala Lys Trp Ser Val Ser Glu Ser Ser Pro His Met         
                         405                 410                 415                      Ala Pro Val Le
u Ala Val Val Ala Thr Phe Pro Val Leu Ile Leu Trp                              420                 425  
               430                          Leu                                                         
                     <210> 25                                                                         <2
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25     
                                                                    agttctggtc agcctatgtg cc            
                              22             <210> 26                                                   
                      <211> 24                                                                         <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
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26                                                                         cgtgatggtg t
ctttgtcca tggg                                        24             <210> 27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
thetic                             <400> 27                                                             
            ctccaccaat cccgatgaac ttgg                                        24             <210> 28   
                                                                      <211> 5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
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28                                     
                                    gagcagattg acctcatacg ccgcatgtgt gcctcctatt ctgagctgga            50
             <210> 29                                                                         <211> 1416
                                                                       <212> DNA                        
                                                <213> Homo sapiens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29             
                                                            aaaacctata aatattccgg attattcata ccgtcccacc 
atcgggcgcg gatccgcggc 60             cgcgaattct aaaccaacat gccgggcacc tacgctccct cgaccacact cagtagtccc 1
20            agcacccagg gcctgcaaga gcaggcacgg gccctgatgc gggacttccc gctcgtggac 180            ggccacaac
g acctgcccct ggtcctaagg caggtttacc agaaagggct acaggatgtt 240            aacctgcgca atttcagcta cggccagacc
 agcctggaca ggcttagaga tggcctcgtg 300            ggcgcccagt tctggtcagc ctatgtgcca tgccagaccc aggaccggga 
tgccctgcgc 360            ctcaccctgg agcagattga cctcatacgc cgcatgtgtg cctcctattc tgagctggag 420         
   cttgtgacct cggctaaagc tctgaacgac actcagaaat tggcctgcct catcggtgta 480            gagggtggcc actcgctgg
a caatagcctc tccatcttac gtaccttcta catgctggga 540            gtgcgctacc tgacgctcac ccacacctgc aacacaccct
 gggcagagag ctccgctaag 600            ggcgtccact ccttctacaa caacatcagc gggctgactg actttggtga gaaggtggtg 
660            gcagaaatga accgcctggg catgatggta gacttatccc atgtctcaga tgctgtggca 720            cggcgggc
cc tggaagtgtc acaggcacct gtgatcttct cccactcggc tgcccggggt 780            gtgtgcaaca gtgctcggaa tgttcctga
t gacatcctgc agcttctgaa gaagaacggt 840            ggcgtcgtga tggtgtcttt gtccatggga gtaatacagt gcaacccatc
 agccaatgtg 900            tccactgtgg cagatcactt cgaccacatc aaggctgtca ttggatccaa gttcatcggg 960        
    attggtggag attatgatgg ggccggcaaa ttccctcagg ggctggaaga cgtgtccaca 1020           tacccggtcc tgatagag
ga gttgctgagt cgtggctgga gtgaggaaga gcttcagggt 1080           gtccttcgtg gaaacctgct gcgggtcttc agacaagtg
g aaaaggtaca ggaagaaaac 1140           aaatggcaaa gccccttgga ggacaagttc ccggatgagc agctgagcag ttcctgccac
 1200           tccgacctct cacgtctgcg tcagagacag agtctgactt caggccagga actcactgag 1260           attccca
tac actggacagc caagttacca gccaagtggt cagtctcaga gtcctccccc 1320           caccctgaca aaactcacac atgcccac
cg tgcccagcac ctgaactcct ggggggaccg 1380           tcagtcttcc tcttcccccc aaaacccaag gacacc              
             1416           <210> 30                                                                    
     <211> 446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30                                                        
                 Met Pro Gly Thr Tyr Ala Pro Ser Thr Thr Leu Ser Ser Pro Ser Thr                    1   
            5                  10                  15                      Gln Gly Leu Gln Glu Gln Ala A
rg Ala Leu Met Arg Asp Phe Pro Leu                               20                  25                 
 30                          Val Asp Gly His Asn Asp Leu Pro Leu Val Leu Arg Gln Val Tyr Gln            
               35                  40                 45                              Lys Gly Leu Gln Asp Val Asn Leu Arg Asn Phe Ser Tyr Gly Gln Thr  
                     50                  55                  60                                  Ser Leu
 Asp Arg Leu Arg Asp Gly Leu Val Gly Ala Gln Phe Trp Ser                   65                  70       
           75                  80                  Ala Tyr Val Pro Cys Gln Thr Gln Asp Arg Asp Ala Leu A
rg Leu Thr                                   85                  90                  95                 
     Leu Glu Gln Ile Asp Leu Ile Arg Arg Met Cys Ala Ser Tyr Ser Glu                              100   
              105                 110                          Leu Glu Leu Val Thr Ser Ala Lys Ala Leu A
sn Asp Thr Gln Lys Leu                          115                 120                 125             
                 Ala Cys Leu Ile Gly Val Glu Gly Gly His Ser Leu Asp Asn Ser Leu                      13
0                 135                 140                                  Ser Ile Leu Arg Thr Phe Tyr M
et Leu Gly Val Arg Tyr Leu Thr Leu                  145                 150                 155         
        160                  Thr His Thr Cys Asn Thr Pro Trp Ala Glu Ser Ser Ala Lys Gly Val            
                      165                 170                 175                      His Ser Phe Tyr A
sn Asn Ile Ser Gly Leu Thr Asp Phe Gly Glu Lys                              180                 185     
            190                          Val Val Ala Glu Met Asn Arg Leu Gly Met Met Val Asp Leu Ser His
                          195                 200                 205                              Val S
er Asp Ala Val Ala Arg Arg Ala Leu Glu Val Ser Gln Ala Pro                      210                 215 
                220                                  Val Ile Phe Ser His Ser Ala Ala Arg Gly Val Cys Asn
 Ser Ala Arg                  225                 230                 235                 240           
       Asn Val Pro Asp Asp Ile Leu Gln Leu Leu Lys Lys Asn Gly Gly Val                                  
245                 250                 255                      Val Met Val Ser Leu Ser Met Gly Val Ile
 Gln Cys Asn Pro Ser Ala                              260                 265                 270       
                   Asn Val Ser Thr Val Ala Asp His Phe Asp His Ile Lys Ala Val Ile                      
    275                 280                 285                              Gly Ser Lys Phe Ile Gly Ile
 Gly Gly Asp Tyr Asp Gly Ala Gly Lys                      290                 295                 300   
                               Phe Pro Gln Gly Leu Glu Asp Val Ser Thr Tyr Pro Val Leu Ile Glu          
        305                 310                 315                 320                  Glu Leu Leu Ser
 Arg Gly Trp Ser Glu Glu Glu Leu Gln Gly Val Leu                                  325                 33
0                 335                      Arg Gly Asn Leu Leu Arg Val Phe Arg Gln Val Glu Lys Val Gln G
lu                              340                 345                 350                          Glu
 Asn Lys Trp Gln Ser Pro Leu Glu Asp Lys Phe Pro Asp Glu Gln                          355               
  360                 365                              Leu Ser Ser Ser Cys His Ser Asp Leu Ser Arg Leu A
rg Gln Arg Gln                      370                 375                 380                         
         Ser Leu Thr Ser Gly Gln Glu Leu Thr Glu Ile Pro Ile His Trp Thr                  385           
      390                 395                 400                  Ala Lys Leu Pro Ala Lys Trp Ser Val S
er Glu Ser Ser Pro His Pro                                  405                 410                 415 
                     Asp Lys Thr His Thr Cys Pro Pro Cys Pro Ala Pro Glu Leu Leu Gly                    
          420                 425                 430                          Gly Pro Ser Val Phe Leu P
he Pro Pro Lys Pro Lys Asp Thr                                  435                 440                 
445                              <210> 31                                                               
          <211> 1790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31                                                   
                      cgcccagcga cgtgcgggcg gcctggcccg cgccctcccg cgcccggcct gcgtcccgcg 60             c
cctgcgcca ccgccgccga gccgcagccc gccgcgcgcc cccggcagcg ccggccccat 120            gcccgccggc cgccggggcc cc
gccgccca atccgcgcgg cggccgccgc cgttgctgcc 180            cctgctgctg ctgctctgcg tcctcggggc gccgcgagcc gga
tcaggag cccacacagc 240            tgtgatcagt ccccaggatc ccacgcttct catcggctcc tccctgctgg ccacctgctc 300 
           agtgcacgga gacccaccag gagccaccgc cgagggcctc tactggaccc tcaacgggcg 360            ccgcctgccc c
ctgagctct cccgtgtact caacgcctcc accttggctc tggccctggc 420            caacctcaat gggtccaggc agcggtcggg gg
acaacctc gtgtgccacg cccgtgacgg 480            cagcatcctg gctggctcct gcctctatgt tggcctgccc ccagagaaac ccg
tcaacat 540            cagctgctgg tccaagaaca tgaaggactt gacctgccgc tggacgccag gggcccacgg 600            
ggagaccttc ctccacacca actactccct caagtacaag cttaggtggt atggccagga 660            caacacatgt gaggagtacc a
cacagtggg gccccactcc tgccacatcc ccaaggacct 720            ggctctcttt acgccctatg agatctgggt ggaggccacc aa
ccgcctgg gctctgcccg 780            ctccgatgta ctcacgctgg atatcctgga tgtggtgacc acggaccccc cgcccgacgt 840
            gcacgtgagc cgcgtcgggg gcctggagga ccagctgagc gtgcgctggg tgtcgccacc 900            cgccctcaag 
gatttcctct ttcaagccaa ataccagatc cgctaccgag tggaggacag 960            tgtggactgg aaggtggtgg acgatgtgag c
aaccagacc tcctgccgcc tggccggcct 1020           gaaacccggc accgtgtact tcgtgcaagt gcgctgcaac ccctttggca tc
tatggctc 1080           caagaaagcc gggatctgga gtgagtggag ccaccccaca gccgcctcca ctccccgcag 1140          
 tgagcgcccg ggcccgggcg gcggggcgtg cgaaccgcgg ggcggagagc cgagctcggg 1200           gccggtgcgg cgcgagctca 
agcagttcct gggctggctc aagaagcacg cgtactgctc 1260           caacctcagc ttccgcctct acgaccagtg gcgagcctgg a
tgcagaagt cgcacaagac 1320           ccgcaaccag gacgagggga tcctgccctc gggcagacgg ggcacggcga gaggtcctgc 13
80           cagataagct gtaggggctc aggccaccct ccctgccacg tggagacgca gaggccgaac 1440           ccaaactggg
 gccacctctg taccctcact tcagggcacc tgagccaccc tcagcaggag 1500           ctggggtggc ccctgagctc caacggccat 
aacagctctg actcccacgt gaggccacct 1560           ttgggtgcac cccagtgggt gtgtgtgtgt gtgtgagggt tggttgagtt g
cctagaacc 1620           cctgccaggg ctgggggtga gaaggggagt cattactccc cattacctag ggcccctcca 1680         
  aaagagtcct tttaaataaa tgagctattt aggtgctgtg attgtgaaaa aaaaaaaaaa 1740           aaaaaaaaaa aaaaaaaaaa
 aaaaaaaaaa aaaaacaaaa aaaaaaaaaa            1790           <210> 32                                    
                                     <211> 422                                                          
              <212> PRT                                                                        <213> Hom
o sapiens                                                               <400> 32                        
                                                 Met Pro Ala Gly Arg Arg Gly Pro Ala Ala Gln Ser Ala Arg
 Arg Pro                    1               5                  10                  15                   
   Pro Pro Leu Leu Pro Leu Leu Leu Leu Leu Cys Val Leu Gly Ala Pro                               20     
             25                  30                          Arg Ala Gly Ser Gly Ala His Thr Ala Val Ile
 Ser Pro Gln Asp Pro                           35                  40                  45               
               Thr Leu Leu Ile Gly Ser Ser Leu Leu Ala Thr Cys Ser Val His Gly                       50 
                 55                  60                                  Asp Pro Pro Gly Ala Thr Ala Glu
 Gly Leu Tyr Trp Thr Leu Asn Gly                   65                  70                  75           
       80                  Arg Arg Leu Pro Pro Glu Leu Ser Arg Val Leu Asn Ala Ser Thr Leu              
                     85                  90                  95                      Ala Leu Ala Leu Ala
 Asn Leu Asn Gly Ser Arg Gln Arg Ser Gly Asp                              100                 105       
          110                          Asn Leu Val Cys His Ala Arg Asp Gly Ser Ile Leu Ala Gly Ser Cys  
                        115                 120                 125                              Leu Tyr
 Val Gly Leu Pro Pro Glu Lys Pro Val Asn Ile Ser Cys Trp                      130                 135   
              140                                  Ser Lys Asn Met Lys Asp Leu Thr Cys Arg Trp Thr Pro G
ly Ala His                  145                 150                 155                 160             
     Gly Glu Thr Phe Leu His Thr Asn Tyr Ser Leu Lys Tyr Lys Leu Arg                                  16
5                 170                 175                      Trp Tyr Gly Gln Asp Asn Thr Cys Glu Glu T
yr His Thr Val Gly Pro                              180                 185                 190         
                 His Ser Cys His Ile Pro Lys Asp Leu Ala Leu Phe Thr Pro Tyr Glu                        
  195                 200                 205                              Ile Trp Val Glu Ala Thr Asn A
rg Leu Gly Ser Ala Arg Ser Asp Val                      210                 215                 220     
                             Leu Thr Leu Asp Ile Leu Asp Val Val Thr Thr Asp Pro Pro Pro Asp            
      225                 230                 235                 240                  Val His Val Ser A
rg Val Gly Gly Leu Glu Asp Gln Leu Ser Val Arg                                  245                 250 
                255                      Trp Val Ser Pro Pro Ala Leu Lys Asp Phe Leu Phe Gln Ala Lys Tyr
                              260                 265                 270                          Gln I
le Arg Tyr Arg Val Glu Asp Ser Val Asp Trp Lys Val Val Asp                          275                 
280                 285                             Asp Val Ser Asn Gln Thr Ser Cys Arg Leu Ala Gly Leu Lys Pro Gly                      290           
      295                 300                                  Thr Val Tyr Phe Val Gln Val Arg Cys Asn P
ro Phe Gly Ile Tyr Gly                  305                 310                 315                 320 
                 Ser Lys Lys Ala Gly Ile Trp Ser Glu Trp Ser His Pro Thr Ala Ala                        
          325                 330                 335                      Ser Thr Pro Arg Ser Glu Arg P
ro Gly Pro Gly Gly Gly Ala Cys Glu                              340                 345                 
350                          Pro Arg Gly Gly Glu Pro Ser Ser Gly Pro Val Arg Arg Glu Leu Lys            
              355                 360                 365                              Gln Phe Leu Gly T
rp Leu Lys Lys His Ala Tyr Cys Ser Asn Leu Ser                      370                 375             
    380                                  Phe Arg Leu Tyr Asp Gln Trp Arg Ala Trp Met Gln Lys Ser His Lys
                  385                 390                 395                 400                  Thr A
rg Asn Gln Asp Glu Gly Ile Leu Pro Ser Gly Arg Arg Gly Thr                                  405         
        410                 415                      Ala Arg Gly Pro Ala Arg                            
                                          420                                                           
       <210> 33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33                   
                                                      cccgcccgac gtgcacgtga gcc                         
                23             <210> 34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
0> 34                                                                         tgagccagcc caggaactgc ttg 
                                        23             <210> 35                                         
                                <211> 50                                                                
         <212> DNA                                                                        <213> Artifici
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35                                                                         ca
agtgcgct gcaacccctt tggcatctat ggctccaaga aagccgggat            50             <210> 36                 
                                                        <211> 1771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36     
                                                                    cccacgcgtc cgctggtgtt agatcgagca acc
ctctaaa agcagtttag agtggtaaaa 60             aaaaaaaaaa acacaccaaa cgctcgcagc cacaaaaggg atgaaatttc ttct
ggacat 120            cctcctgctt ctcccgttac tgatcgtctg ctccctagag tccttcgtga agctttttat 180            t
cctaagagg agaaaatcag tcaccggcga aatcgtgctg attacaggag ctgggcatgg 240            aattgggaga ctgactgcct at
gaatttgc taaacttaaa agcaagctgg ttctctggga 300            tataaataag catggactgg aggaaacagc tgccaaatgc aag
ggactgg gtgccaaggt 360            tcataccttt gtggtagact gcagcaaccg agaagatatt tacagctctg caaagaaggt 420 
           gaaggcagaa attggagatg ttagtatttt agtaaataat gctggtgtag tctatacatc 480            agatttgttt g
ctacacaag atcctcagat tgaaaagact tttgaagtta atgtacttgc 540            acatttctgg actacaaagg catttcttcc tg
caatgacg aagaataacc atggccatat 600            tgtcactgtg gcttcggcag ctggacatgt ctcggtcccc ttcttactgg ctt
actgttc 660            aagcaagttt gctgctgttg gatttcataa aactttgaca gatgaactgg ctgccttaca 720            
aataactgga gtcaaaacaa catgtctgtg tcctaatttc gtaaacactg gcttcatcaa 780            aaatccaagt acaagtttgg g
acccactct ggaacctgag gaagtggtaa acaggctgat 840            gcatgggatt ctgactgagc agaagatgat ttttattcca tc
ttctatag cttttttaac 900            aacattggaa aggatccttc ctgagcgttt cctggcagtt ttaaaacgaa aaatcagtgt 960
            taagtttgat gcagttattg gatataaaat gaaagcgcaa taagcaccta gttttctgaa 1020           aactgattta 
ccaggtttag gttgatgtca tctaatagtg ccagaatttt aatgtttgaa 1080           cttctgtttt ttctaattat ccccatttct t
caatatcat ttttgaggct ttggcagtct 1140           tcatttacta ccacttgttc tttagccaaa agctgattac atatgatata aa
cagagaaa 1200           tacctttaga ggtgacttta aggaaaatga agaaaaagaa ccaaaatgac tttattaaaa 1260          
 taatttccaa gattatttgt ggctcacctg aaggctttgc aaaatttgta ccataaccgt 1320           ttatttaaca tatattttta 
tttttgattg cacttaaatt ttgtataatt tgtgtttctt 1380           tttctgttct acataaaatc agaaacttca agctctctaa a
taaaatgaa ggactatatc 1440           tagtggtatt tcacaatgaa tatcatgaac tctcaatggg taggtttcat cctacccatt 15
00           gccactctgt ttcctgagag atacctcaca ttccaatgcc aaacatttct gcacagggaa 1560           gctagaggtg
 gatacacgtg ttgcaagtat aaaagcatca ctgggattta aggagaattg 1620           agagaatgta cccacaaatg gcagcaataa 
taaatggatc acacttaaaa aaaaaaaaaa 1680           aaaaaaaaaa aaaaaaaaaa aaaaaaaaaa aaaaaaaaaa aaaaaaaaaa a
aaaaaaaaa 1740           aaaaaaaaaa aaaaaaaaaa aaaaaaaaaa a                                1771         
  <210> 37                                                                         <211> 300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37                                                                         Met Lys P
he Leu Leu Asp Ile Leu Leu Leu Leu Pro Leu Leu Ile Val                    1               5             
     10                  15                      Cys Ser Leu Glu Ser Phe Val Lys Leu Phe Ile Pro Lys Arg
 Arg Lys                               20                  25                  30                       
   Ser Val Thr Gly Glu Ile Val Leu Ile Thr Gly Ala Gly His Gly Ile                           35         
         40                  45                              Gly Arg Leu Thr Ala Tyr Glu Phe Ala Lys Leu
 Lys Ser Lys Leu Val                       50                  55                  60                   
               Leu Trp Asp Ile Asn Lys His Gly Leu Glu Glu Thr Ala Ala Lys Cys                   65     
             70                  75                  80                  Lys Gly Leu Gly Ala Lys Val His
 Thr Phe Val Val Asp Cys Ser Asn                                   85                  90               
   95                      Arg Glu Asp Ile Tyr Ser Ser Ala Lys Lys Val Lys Ala Glu Ile Gly              
                100                 105                 110                          Asp Val Ser Ile Leu
 Val Asn Asn Ala Gly Val Val Tyr Thr Ser Asp                          115                 120           
      125                              Leu Phe Ala Thr Gln Asp Pro Gln Ile Glu Lys Thr Phe Glu Val Asn  
                    130                 135                 140                                  Val Leu
 Ala His Phe Trp Thr Thr Lys Ala Phe Leu Pro Ala Met Thr                  145                 150       
          155                 160                  Lys Asn Asn His Gly His Ile Val Thr Val Ala Ser Ala A
la Gly His                                  165                 170                 175                 
     Val Ser Val Pro Phe Leu Leu Ala Tyr Cys Ser Ser Lys Phe Ala Ala                              180   
              185                 190                          Val Gly Phe His Lys Thr Leu Thr Asp Glu L
eu Ala Ala Leu Gln Ile                          195                 200                 205             
                 Thr Gly Val Lys Thr Thr Cys Leu Cys Pro Asn Phe Val Asn Thr Gly                      21
0                 215                 220                                  Phe Ile Lys Asn Pro Ser Thr S
er Leu Gly Pro Thr Leu Glu Pro Glu                  225                 230                 235         
        240                  Glu Val Val Asn Arg Leu Met His Gly Ile Leu Thr Glu Gln Lys Met            
                      245                 250                 255                      Ile Phe Ile Pro S
er Ser Ile Ala Phe Leu Thr Thr Leu Glu Arg Ile                              260                 265     
            270                          Leu Pro Glu Arg Phe Leu Ala Val Leu Lys Arg Lys Ile Ser Val Lys
                          275                 280                 285                              Phe A
sp Ala Val Ile Gly Tyr Lys Met Lys Ala Gln                                      290                 295 
                300                                  <210> 38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38                                                                        ggtgaaggca gaaattggag atg                           
              23             <210> 39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39                                                                         atcccatgca tcagcctgtt tacc  
                                      24             <210> 40                                           
                              <211> 4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40                                                                         gctg
gtgtag tctatacatc agatttgttt gctacacaag atcctcag              48             <210> 41                   
                                                      <211> 1377                                        
                               <212> DNA                                                                
        <213> Homo sapiens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
ce:  synthetic                             <400> 41                                                     
                    gactagttct cttggagtct gggaggagga aagcggagcc ggcagggagc gaaccaggac 60             tgg
ggtgacg gcagggcagg gggcgcctgg ccggggagaa gcgcgggggc tggagcacca 120            ccaactggag ggtccggagt agcg
agcgcc ccgaaggagg ccatcgggga gccgggaggg 180            gggactgcga gaggaccccg gcgtccgggc tcccggtgcc agcgc
tatga ggccactcct 240            cgtcctgctg ctcctgggcc tggcggccgg ctcgccccca ctggacgaca acaagatccc 300   
         cagcctctgc ccggggcacc ccggccttcc aggcacgccg ggccaccatg gcagccaggg 360            cttgccgggc cgc
gatggcc gcgacggccg cgacggcgcg cccggggctc cgggagagaa 420            aggcgagggc gggaggccgg gactgccggg acct
cgaggg gaccccgggc cgcgaggaga 480            ggcgggaccc gcggggccca ccgggcctgc cggggagtgc tcggtgcctc cgcga
tccgc 540            cttcagcgcc aagcgctccg agagccgggt gcctccgccg tctgacgcac ccttgccctt 600            cg
accgcgtg ctggtgaacg agcagggaca ttacgacgcc gtcaccggca agttcacctg 660            ccaggtgcct ggggtctact act
tcgccgt ccatgccacc gtctaccggg ccagcctgca 720            gtttgatctg gtgaagaatg gcgaatccat tgcctctttc ttcc
agtttt tcggggggtg 780            gcccaagcca gcctcgctct cggggggggc catggtgagg ctggagcctg aggaccaagt 840  
          gtgggtgcag gtgggtgtgg gtgactacat tggcatctat gccagcatca agacagacag 900            caccttctcc gg
atttctgg tgtactccga ctggcacagc tccccagtct ttgcttagtg 960            cccactgcaa agtgagctca tgctctcact cct
agaagga gggtgtgagg ctgacaacca 1020           ggtcatccag gagggctggc ccccctggaa tattgtgaat gactagggag gtgg
ggtaga 1080           gcactctccg tcctgctgct ggcaaggaat gggaacagtg gctgtctgcg atcaggtctg 1140           g
cagcatggg gcagtggctg gatttctgcc caagaccaga ggagtgtgct gtgctggcaa 1200           gtgtaagtcc cccagttgct ct
ggtccagg agcccacggt ggggtgctct cttcctggtc 1260           ctctgcttct ctggatcctc cccaccccct cctgctcctg ggg
ccggccc ttttctcaga 1320           gatcactcaa taaacctaag aaccctcata aaaaaaaaaa aaaaaaaaaa aaaaaaa    1377
           <210> 42                                                                         <211> 243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42                                                                         
Met Arg Pro Leu Leu Val Leu Leu Leu Leu Gly Leu Ala Ala Gly Ser                    1               5    
              10                  15                      Pro Pro Leu Asp Asp Asn Lys Ile Pro Ser Leu Cy
s Pro Gly His Pro                               20                  25                  30              
            Gly Leu Pro Gly Thr Pro Gly His His Gly Ser Gln Gly Leu Pro Gly                           35
                  40                  45                              Arg Asp Gly Arg Asp Gly Arg Asp Gl
y Ala Pro Gly Ala Pro Gly Glu                       50                  55                  60          
                        Lys Gly Glu Gly Gly Arg Pro Gly Leu Pro Gly Pro Arg Gly Asp Pro                 
  65                  70                  75                  80                  Gly Pro Arg Gly Glu Al
a Gly Pro Ala Gly Pro Thr Gly Pro Ala Gly                                   85                  90      
            95                      Glu Cys Ser Val Pro Pro Arg Ser Ala Phe Ser Ala Lys Arg Ser Glu     
                         100                 105                 110                          Ser Arg Va
l Pro Pro Pro Ser Asp Ala Pro Leu Pro Phe Asp Arg Val                          115                 120  
               125                              Leu Val Asn Glu Gln Gly His Tyr Asp Ala Val Thr Gly Lys 
Phe Thr                      130                 135                 140                                
  Cys Gln Val Pro Gly Val Tyr Tyr Phe Ala Val His Ala Thr Val Tyr                  145                 1
50                 155                 160                  Arg Ala Ser Leu Gln Phe Asp Leu Val Lys Asn 
Gly Glu Ser Ile Ala                                  165                 170                 175        
              Ser Phe Phe Gln Phe Phe Gly Gly Trp Pro Lys Pro Ala Ser Leu Ser                           
   180                 185                 190                          Gly Gly Ala Met Val Arg Leu Glu 
Pro Glu Asp Gln Val Trp Val Gln                          195                 200                 205    
                          Val Gly Val Gly Asp Tyr Ile Gly Ile Tyr Ala Ser Ile Lys Thr Asp               
       210                 215                 220                                  Ser Thr Phe Ser Gly 
Phe Leu Val Tyr Ser Asp Trp His Ser Ser Pro                  225                 230                 235
                 240                  Val Phe Ala                                                       
               <210> 43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43           
                                                              tacaggccca gtcaggacca gggg                
                        24             <210> 44                                                         
                <211> 18                                                                         <212> D
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44                                                                         agccagcctc gctctcg
g                                               18             <210> 45                                 
                                        <211> 1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45                                                                   
      gtctgcgatc aggtctgg                                               18             <210> 46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
ial Sequence:  synthetic                             <400> 46                                           
                              gaaagaggca atggattcgc                                             20      
       <210> 47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47                   
                                                      gacttacact tgccagcaca gcac                        
                24             <210> 48                                                                 
        <211> 4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
ial Sequence:  synthetic                             <400> 48                                           
                              ggagcaccac caactggagg gtccggagta gcgagcgccc cgaag                 45      
       <210> 49                                                                         <211> 1876      
                                                                 <212> DNA                              
                                          <213> Homo sapiens                                            
                   <220>                                                                            <223
>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49                   
                                                      ctcttttgtc caccagccca gcctgactcc tggagattgt gaatag
ctcc atccagcctg 60             agaaacaagc cgggtggctg agccaggctg tgcacggagc acctgacggg cccaacagac 120    
        ccatgctgca tccagagacc tcccctggcc gggggcatct cctggctgtg ctcctggccc 180            tccttggcac cacc
tgggca gaggtgtggc caccccagct gcaggagcag gctccgatgg 240            ccggagccct gaacaggaag gagagtttct tgctc
ctctc cctgcacaac cgcctgcgca 300            gctgggtcca gccccctgcg gctgacatgc ggaggctgga ctggagtgac agcctg
gccc 360            aactggctca agccagggca gccctctgtg gaatcccaac cccgagcctg gcatccggcc 420            tgt
ggcgcac cctgcaagtg ggctggaaca tgcagctgct gcccgcgggc ttggcgtcct 480            ttgttgaagt ggtcagccta tggt
ttgcag aggggcagcg gtacagccac gcggcaggag 540            agtgtgctcg caacgccacc tgcacccact acacgcagct cgtgt
gggcc acctcaagcc 600            agctgggctg tgggcggcac ctgtgctctg caggccagac agcgatagaa gcctttgtct 660   
         gtgcctactc ccccggaggc aactgggagg tcaacgggaa gacaatcatc ccctataaga 720            agggtgcctg gtg
ttcgctc tgcacagcca gtgtctcagg ctgcttcaaa gcctgggacc 780            atgcaggggg gctctgtgag gtccccagga atcc
ttgtcg catgagctgc cagaaccatg 840            gacgtctcaa catcagcacc tgccactgcc actgtccccc tggctacacg ggcag
atact 900            gccaagtgag gtgcagcctg cagtgtgtgc acggccggtt ccgggaggag gagtgctcgt 960            gc
gtctgtga catcggctac gggggagccc agtgtgccac caaggtgcat tttcccttcc 1020           acacctgtga cctgaggatc gac
ggagact gcttcatggt gtcttcagag gcagacacct 1080           attacagagc caggatgaaa tgtcagagga aaggcggggt gctg
gcccag atcaagagcc 1140           agaaagtgca ggacatcctc gccttctatc tgggccgcct ggagaccacc aacgaggtga 1200 
          ctgacagtga cttcgagacc aggaacttct ggatcgggct cacctacaag accgccaagg 1260           actccttccg ct
gggccaca ggggagcacc aggccttcac cagttttgcc tttgggcagc 1320           ctgacaacca cgggctggtg tggctgagtg ctg
ccatggg gtttggcaac tgcgtggagc 1380           tgcaggcttc agctgccttc aactggaacg accagcgctg caaaacccga aacc
gttaca 1440           tctgccagtt tgcccaggag cacatctccc ggtggggccc agggtcctga ggcctgacca 1500           c
atggctccc tcgcctgccc tgggagcacc ggctctgctt acctgtctgc ccacctgtct 1560           ggaacaaggg ccaggttaag ac
cacatgcc tcatgtccaa agaggtctca gaccttgcac 1620           aatgccagaa gttgggcaga gagaggcagg gaggccagtg agg
gccaggg agtgagtgtt 1680           agaagaagct ggggcccttc gcctgctttt gattgggaag atgggcttca attagatggc 1740
           gaaggagagg acaccgccag tggtccaaaa aggctgctct cttccacctg gcccagaccc 1800           tgtggggcag c
ggagcttcc ctgtggcatg aaccccacgg ggtattaaat tatgaatcag 1860           ctgaaaaaaa aaaaaa                  
                               1876           <210> 50                                                  
                       <211> 480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50                                      
                                   Met Leu His Pro Glu Thr Ser Pro Gly Arg Gly His Leu Leu Ala Val      
              1               5                  10                  15                      Leu Leu Ala
 Leu Leu Gly Thr Thr Trp Ala Glu Val Trp Pro Pro Gln                               20                  2
5                  30                          Leu Gln Glu Gln Ala Pro Met Ala Gly Ala Leu Asn Arg Lys G
lu Ser                           35                  40                  45                             
 Phe Leu Leu Leu Ser Leu His Asn Arg Leu Arg Ser Trp Val Gln Pro                       50               
   55                  60                                  Pro Ala Ala Asp Met Arg Arg Leu Asp Trp Ser A
sp Ser Leu Ala Gln                   65                  70                  75                  80     
             Leu Ala Gln Ala Arg Ala Ala Leu Cys Gly Ile Pro Thr Pro Ser Leu                            
       85                  90                  95                      Ala Ser Gly Leu Trp Arg Thr Leu G
ln Val Gly Trp Asn Met Gln Leu                              100                 105                 110 
                         Leu Pro Ala Gly Leu Ala Ser Phe Val Glu Val Val Ser Leu Trp Phe                
          115                 120                 125                              Ala Glu Gly Gln Arg T
yr Ser His Ala Ala Gly Glu Cys Ala Arg Asn                      130                 135                 
140                                  Ala Thr Cys Thr His Tyr Thr Gln Leu Val Trp Ala Thr Ser Ser Gln    
              145                 150                 155                 160                  Leu Gly C
ys Gly Arg His Leu Cys Ser Ala Gly Gln Thr Ala Ile Glu                                  165             
    170                 175                      Ala Phe Val Cys Ala Tyr Ser Pro Gly Gly Asn Trp Glu Val
 Asn Gly                              180                 185                 190                       
   Lys Thr Ile Ile Pro Tyr Lys Lys Gly Ala Trp Cys Ser Leu Cys Thr                          195         
        200                 205                              Ala Ser Val Ser Gly Cys Phe Lys Ala Trp Asp
 His Ala Gly Gly Leu                      210                 215                 220                   
               Cys Glu Val Pro Arg Asn Pro Cys Arg Met Ser Cys Gln Asn His Gly                  225     
            230                 235                 240                  Arg Leu Asn Ile Ser Thr Cys His
 Cys His Cys Pro Pro Gly Tyr Thr                                  245                 250               
  255                      Gly Arg Tyr Cys Gln Val Arg Cys Ser Leu Gln Cys Val His Gly Arg              
                260                 265                 270                          Phe Arg Glu Glu Glu
 Cys Ser Cys Val Cys Asp Ile Gly Tyr Gly Gly                          275                 280           
      285                              Ala Gln Cys Ala Thr Lys Val His Phe Pro Phe His Thr Cys Asp Leu  
                    290                 295                 300                                  Arg Ile
 Asp Gly Asp Cys Phe Met Val Ser Ser Glu Ala Asp Thr Tyr                  305                 310       
          315                 320                  Tyr Arg Ala Arg Met Lys Cys Gln Arg Lys Gly Gly Val L
eu Ala Gln                                  325                 330                 335                 
     Ile Lys Ser Gln Lys Val Gln Asp Ile Leu Ala Phe Tyr Leu Gly Arg                              340   
              345                 350                          Leu Glu Thr Thr Asn Glu Val Thr Asp Ser A
sp Phe Glu Thr Arg Asn                          355                 360                 365             
                 Phe Trp Ile Gly Leu Thr Tyr Lys Thr Ala Lys Asp Ser Phe Arg Trp                      37
0                 375                 380                                  Ala Thr Gly Glu His Gln Ala P
he Thr Ser Phe Ala Phe Gly Gln Pro                  385                 390                 395         
        400                  Asp Asn His Gly Leu Val Trp Leu Ser Ala Ala Met Gly Phe Gly Asn            
                      405                 410                 415                      Cys Val Glu Leu G
ln Ala Ser Ala Ala Phe Asn Trp Asn Asp Gln Arg                              420                 425     
            430                          Cys Lys Thr Arg Asn Arg Tyr Ile Cys Cys Val Glu Leu Gln Ala Ser
                          435                 440                 445                              Ala A
la Phe Asn Trp Asn Asp Gln Arg Cys Lys Thr Arg Asn Arg Tyr                      450                 455 
                460                                  Ile Cys Gln Phe Ala Gln Glu His Ile Ser Arg Trp Gly
 Pro Gly Ser                  465                 470                 475                 480           
       <210> 51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51                   
                                                      aggaacttct ggatcgggct cacc                        
                24             <210> 52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
0> 52                                                                         gggtctgggc caggtggaag agag
                                        24             <210> 53                                         
                                <211> 4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53                   
                                                      gccaaggact ccttccgctg ggccacaggg gagcaccagg ccttc 
                45             <210> 54                                                                 
        <211> 2331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54                                                     
                    cggacgcgtg ggctgggcgc tgcaaagcgt gtcccgccgg gtccccgagc gtcccgcgcc 60             ctc
gccccgc catgctcctg ctgctggggc tgtgcctggg gctgtccctg tgtgtggggt 120            cgcaggaaga ggcgcagagc tggg
gccact cttcggagca ggatggactc agggtcccga 180            ggcaagtcag actgttgcag aggctgaaaa ccaaaccttt gatga
cagaa ttctcagtga 240            agtctaccat catttcccgt tatgccttca ctacggtttc ctgcagaatg ctgaacagag 300   
         cttctgaaga ccaggacatt gagttccaga tgcagattcc agctgcagct ttcatcacca 360            acttcactat gct
tattgga gacaaggtgt atcagggcga aattacagag agagaaaaga 420            agagtggtga tagggtaaaa gagaaaagga ataa
aaccac agaagaaaat ggagagaagg 480            ggactgaaat attcagagct tctgcagtga ttcccagcaa ggacaaagcc gcctt
tttcc 540            tgagttatga ggagcttctg cagaggcgcc tgggcaagta cgagcacagc atcagcgtgc 600            gg
ccccagca gctgtccggg aggctgagcg tggacgtgaa tatcctggag agcgcgggca 660            tcgcatccct ggaggtgctg ccg
cttcaca acagcaggca gaggggcagt gggcgcgggg 720            aagatgattc tgggcctccc ccatctactg tcattaacca aaat
gaaaca tttgccaaca 780            taatttttaa acctactgta gtacaacaag ccaggattgc ccagaatgga attttgggag 840  
          actttatcat tagatatgac gtcaatagag aacagagcat tggggacatc caggttctaa 900            atggctattt tg
tgcactac tttgctccta aagaccttcc tcctttaccc aagaatgtgg 960            tattcgtgct tgacagcagt gcttctatgg tgg
gaaccaa actccggcag accaaggatg 1020           ccctcttcac aattctccat gacctccgac cccaggaccg tttcagtatc attg
gatttt 1080           ccaaccggat caaagtatgg aaggaccact tgatatcagt cactccagac agcatcaggg 1140           a
tgggaaagt gtacattcac catatgtcac ccactggagg cacagacatc aacggggccc 1200           tgcagagggc catcaggctc ct
caacaagt acgtggccca cagtggcatt ggagaccgga 1260           gcgtgtccct catcgtcttc ctgacggatg ggaagcccac ggt
cggggag acgcacaccc 1320           tcaagatcct caacaacacc cgagaggccg cccgaggcca agtctgcatc ttcaccattg 1380
           gcatcggcaa cgacgtggac ttcaggctgc tggagaaact gtcgctggag aactgtggcc 1440           tcacacggcg c
gtgcacgag gaggaggacg caggctcgca gctcatcggg ttctacgatg 1500           aaatcaggac cccgctcctc tctgacatcc gc
atcgatta tccccccagc tcagtggtgc 1560           aggccaccaa gaccctgttc cccaactact tcaacggctc ggagatcatc att
gcgggga 1620           agctggtgga caggaagctg gatcacctgc acgtggaggt caccgccagc aacagtaaga 1680           
aattcatcat cctgaagaca gatgtgcctg tgcggcctca gaaggcaggg aaagatgtca 1740           caggaagccc caggcctgga g
gcgatggag agggggacac caaccacatc gagcgtctct 1800           ggagctacct caccacaaag gagctgctga gctcctggct gc
aaagtgac gatgaaccgg 1860           agaaggagcg gctgcggcag cgggcccagg ccctggctgt gagctaccgc ttcctcactc 192
0           ccttcacctc catgaagctg agggggccgg tcccacgcat ggatggcctg gaggaggccc 1980           acggcatgtc 
ggctgccatg ggacccgaac cggtggtgca gagcgtgcga ggagctggca 2040           cgcagccagg acctttgctc aagaagccaa a
ctccgtcaa aaaaaaacaa aacaaaacaa 2100           aaaaaagaca tgggagagat ggtgtttttc ctctccacca cctggggata cg
atgagaag 2160           atggccacct gcaagccagg aagacggccc tcaccagaca ccatgtctgc tggcaccttg 2220          
 atcttggacc tcccagcctc cagaactgtg agaaataaat gtgttttgtt taagctaaaa 2280           aaaaaaaaaa aaaaaaaaaa 
aaaaaaaaaa aaaaaaaaaa aaaaaaaaaa a          2331           <210> 55                                     
                                    <211> 694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55                         
                                                Met Leu Leu Leu Leu Gly Leu Cys Leu Gly Leu Ser Leu Cys 
Val Gly                    1               5                  10                  15                    
  Ser Gln Glu Glu Ala Gln Ser Trp Gly His Ser Ser Glu Gln Asp Gly                               20      
            25                  30                          Leu Arg Val Pro Arg Gln Val Arg Leu Leu Gln 
Arg Leu Lys Thr Lys                           35                  40                  45                
              Pro Leu Met Thr Glu Phe Ser Val Lys Ser Thr Ile Ile Ser Arg Tyr                       50  
                55                  60                                  Ala Phe Thr Thr Val Ser Cys Arg 
Met Leu Asn Arg Ala Ser Glu Asp                   65                  70                  75            
      80                  Gln Asp Ile Glu Phe Gln Met Gln Ile Pro Ala Ala Ala Phe Ile Thr               
                    85                  90                  95                      Asn Phe Thr Met Leu 
Ile Gly Asp Lys Val Tyr Gln Gly Glu Ile Thr                              100                 105        
         110                          Glu Arg Glu Lys Lys Ser Gly Asp Arg Val Lys Glu Lys Arg Asn Lys   
                       115                 120                 125                              Thr Thr 
Glu Glu Asn Gly Glu Lys Gly Thr Glu Ile Phe Arg Ala Ser                      130                 135    
             140                                  Ala Val Ile Pro Ser Lys Asp Lys Ala Ala Phe Phe Leu Se
r Tyr Glu                  145                 150                 155                 160              
    Glu Leu Leu Gln Arg Arg Leu Gly Lys Tyr Glu His Ser Ile Ser Val                                  165
                 170                 175                      Arg Pro Gln Gln Leu Ser Gly Arg Leu Ser Va
l Asp Val Asn Ile Leu                              180                 185                 190          
                Glu Ser Ala Gly Ile Ala Ser Leu Glu Val Leu Pro Leu His Asn Ser                         
 195                 200                 205                              Arg Gln Arg Gly Ser Gly Arg Gl
y Glu Asp Asp Ser Gly Pro Pro Pro                      210                 215                 220      
                            Ser Thr Val Ile Asn Gln Asn Glu Thr Phe Ala Asn Ile Ile Phe Lys             
     225                 230                 235                 240                  Pro Thr Val Val Gl
n Gln Ala Arg Ile Ala Gln Asn Gly Ile Leu Gly                                  245                 250  
               255                      Asp Phe Ile Ile Arg Tyr Asp Val Asn Arg Glu Gln Ser Ile Gly Asp 
                             260                 265                 270                          Ile Gl
n Val Leu Asn Gly Tyr Phe Val His Tyr Phe Ala Pro Lys Asp                          275                 2
80                 285                              Leu Pro Pro Leu Pro Lys Asn Val Val Phe Val Leu Asp 
Ser Ser Ala                      290                 295                 300                            
      Ser Met Val Gly Thr Lys Leu Arg Gln Thr Lys Asp Ala Leu Phe Thr                  305              
   310                 315                 320                  Ile Leu His Asp Leu Arg Pro Gln Asp Arg 
Phe Ser Ile Ile Gly Phe                                  325                 330                 335    
                  Ser Asn Arg Ile Lys Val Trp Lys Asp His Leu Ile Ser Val Thr Pro                       
       340                 345                 350                          Asp Ser Ile Arg Asp Gly Lys 
Val Tyr Ile His His Met Ser Pro Thr                          355                 360                 365
                              Gly Gly Thr Asp Ile Asn Gly Ala Leu Gln Arg Ala Ile Arg Leu Leu           
           370                 375                 380                                  Asn Lys Tyr Val 
Ala His Ser Gly Ile Gly Asp Arg Ser Val Ser Leu                  385                 390                
 395                 400                  Ile Val Phe Leu Thr Asp Gly Lys Pro Thr Val Gly Glu Thr His Th
r                                  405                 410                 415                      Leu 
Lys Ile Leu Asn Asn Thr Arg Glu Ala Ala Arg Gly Gln Val Cys                              420            
     425                 430                          Ile Phe Thr Ile Gly Ile Gly Asn Asp Val Asp Phe Ar
g Leu Leu Glu                          435                 440                 445                      
        Lys Leu Ser Leu Glu Asn Cys Gly Leu Thr Arg Arg Val His Glu Glu                      450        
         455                 460                                  Glu Asp Ala Gly Ser Gln Leu Ile Gly Ph
e Tyr Asp Glu Ile Arg Thr                  465                 470                 475                 4
80                  Pro Leu Leu Ser Asp Ile Arg Ile Asp Tyr Pro Pro Ser Ser Val Val                     
             485                 490                 495                      Gln Ala Thr Lys Thr Leu Ph
e Pro Asn Tyr Phe Asn Gly Ser Glu Ile                              500                 505              
   510                          Ile Ile Ala Gly Lys Leu Val Asp Arg Lys Leu Asp His Leu His Val         
                 515                 520                 525                              Glu Val Thr Al
a Ser Asn Ser Lys Lys Phe Ile Ile Leu Lys Thr Asp                      530                 535          
       540                                  Val Pro Val Arg Pro Gln Lys Ala Gly Lys Asp Val Thr Gly Ser 
Pro                  545                 550                 555                 560                  Ar
g Pro Gly Gly Asp Gly Glu Gly Asp Thr Asn His Ie Glu Arg Leu                                  565                 570                 575              
        Trp Ser Tyr Leu Thr Thr Lys Glu Leu Leu Ser Ser Trp Leu Gln Ser                              580
                 585                 590                          Asp Asp Glu Pro Glu Lys Glu Arg Leu Ar
g Gln Arg Ala Gln Ala Leu                          595                 600                 605          
                    Ala Val Ser Tyr Arg Phe Leu Thr Pro Phe Thr Ser Met Lys Leu Arg                     
 610                 615                 620                                  Gly Pro Val Pro Arg Met As
p Gly Leu Glu Glu Ala His Gly Met Ser                  625                 630                 635      
           640                  Ala Ala Met Gly Pro Glu Pro Val Val Gln Ser Val Arg Gly Ala Gly         
                         645                 650                 655                      Thr Gln Pro Gl
y Pro Leu Leu Lys Lys Pro Asn Ser Val Lys Lys Lys                              660                 665  
               670                          Gln Asn Lys Thr Lys Lys Arg His Gly Arg Asp Gly Val Phe Pro 
Leu                          675                 680                 685                              Hi
s His Leu Gly Ile Arg                                                              690                  
                                                        <210> 56                                        
                                 <211> 24                                                               
          <212> DNA                                                                        <213> Artific
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56                                                                         g
tgggaacca aactccggca gacc                                        24             <210> 57                
                                                         <211> 1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
uence:  synthetic                             <400> 57                                                  
                       cacatcgagc gtctctgg                                               18             
<210> 58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
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58                          
                                               agccgctcct tctccggttc atcg                               
         24             <210> 59                                                                        
 <211> 4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59  
                                                                       tggaaggacc acttgatatc agtcactcca 
gacagcatca gggatggg              48             <210> 60                                                
                         <211> 1413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60                                    
                                     cggacgcgtg gggtgcccga catggcgagt gtagtgctgc cgagcggatc ccagtgtgcg 6
0             gcggcagcgg cggcggcggc gcctcccggg ctccggcttc tgctgttgct cttctccgcc 120            gcggcactg
a tccccacagg tgatgggcag aatctgttta cgaaagacgt gacagtgatc 180            gagggagagg ttgcgaccat cagttgccaa
 gtcaataaga gtgacgactc tgtgattcag 240            ctactgaatc ccaacaggca gaccatttat ttcagggact tcaggccttt 
gaaggacagc 300            aggtttcagt tgctgaattt ttctagcagt gaactcaaag tatcattgac aaacgtctca 360         
   atttctgatg aaggaagata cttttgccag ctctataccg atcccccaca ggaaagttac 420            accaccatca cagtcctgg
t cccaccacgt aatctgatga tcgatatcca gaaagacact 480            gcggtggaag gtgaggagat tgaagtcaac tgcactgcta
 tggccagcaa gccagccacg 540            actatcaggt ggttcaaagg gaacacagag ctaaaaggca aatcggaggt ggaagagtgg 
600            tcagacatgt acactgtgac cagtcagctg atgctgaagg tgcacaagga ggacgatggg 660            gtcccagt
ga tctgccaggt ggagcaccct gcggtcactg gaaacctgca gacccagcgg 720            tatctagaag tacagtataa gcctcaagt
g cacattcaga tgacttatcc tctacaaggc 780            ttaacccggg aaggggacgc gcttgagtta acatgtgaag ccatcgggaa
 gccccagcct 840            gtgatggtaa cttgggtgag agtcgatgat gaaatgcctc aacacgccgt actgtctggg 900        
    cccaacctgt tcatcaataa cctaaacaaa acagataatg gtacataccg ctgtgaagct 960            tcaaacatag tggggaaa
gc tcactcggat tatatgctgt atgtatacga tccccccaca 1020           actatccctc ctcccacaac aaccaccacc accaccacc
a ccaccaccac caccatcctt 1080           accatcatca cagattcccg agcaggtgaa gaaggctcga tcagggcagt ggatcatgcc
 1140           gtgatcggtg gcgtcgtggc ggtggtggtg ttcgccatgc tgtgcttgct catcattctg 1200           gggcgct
att ttgccagaca taaaggtaca tacttcactc atgaagccaa aggagccgat 1260           gacgcagcag acgcagacac agctataa
tc aatgcagaag gaggacagaa caactccgaa 1320           gaaaagaaag agtacttcat ctagatcagc ctttttgttt caatgaggt
g tccaactggc 1380           cctatttaga tgataaagag acagtgatat tgg                              1413      
     <210> 61                                                                         <211> 436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61                                                                         Met Al
a Ser Val Val Leu Pro Ser Gly Ser Gln Cys Ala Ala Ala Ala                    1               5          
        10                  15                      Ala Ala Ala Ala Pro Pro Gly Leu Arg Leu Leu Leu Leu 
Leu Phe Ser                               20                  25                  30                    
      Ala Ala Ala Leu Ile Pro Thr Gly Asp Gly Gln Asn Leu Phe Thr Lys                           35      
            40                  45                              Asp Val Thr Val Ile Glu Gly Glu Val Ala 
Thr Ile Asn Lys Ser Asp                       50                  55                  60                
                  Asp Ser Val Ile Gln Leu Leu Asn Pro Asn Arg Gln Thr Ile Tyr Phe                   65  
                70                  75                  80                  Arg Asp Phe Arg Pro Leu Lys 
Asp Ser Arg Phe Gln Leu Leu Asn Phe                                   85                  90            
      95                      Ser Ser Ser Glu Leu Lys Val Ser Leu Thr Asn Val Ser Ile Ser Asp           
                   100                 105                 110                          Glu Gly Arg Tyr 
Phe Cys Gln Leu Tyr Thr Asp Pro Pro Gln Glu Ser                          115                 120        
         125                              Tyr Thr Thr Ile Thr Val Leu Val Pro Pro Arg Asn Leu Met Ile As
p                      130                 135                 140                                  Ile 
Gln Lys Asp Thr Ala Val Glu Gly Glu Glu Ile Glu Val Asn Cys                  145                 150    
             155                 160                  Thr Ala Met Ala Ser Lys Pro Ala Thr Thr Ile Arg Tr
p Phe Lys Gly                                  165                 170                 175              
        Asn Thr Glu Leu Lys Gly Lys Ser Glu Val Glu Glu Trp Ser Asp Met                              180
                 185                 190                          Tyr Thr Val Thr Ser Gln Leu Met Leu Ly
s Val His Lys Glu Asp Asp                          195                 200                 205          
                    Gly Val Pro Val Ile Cys Gln Val Glu His Pro Ala Val Thr Gly Asn                     
 210                 215                 220                                  Leu Gln Thr Gln Arg Tyr Le
u Glu Val Gln Tyr Lys Pro Gln Val His                  225                 230                 235      
           240                  Ile Gln Met Thr Tyr Pro Leu Gln Gly Leu Thr Arg Glu Gly Asp Ala         
                         245                 250                 255                      Leu Glu Leu Th
r Cys Glu Ala Ile Gly Lys Pro Gln Pro Val Met Val                              260                 265  
               270                          Thr Trp Val Arg Val Asp Asp Glu Met Pro Gln His Ala Val Leu 
Ser                          275                 280                 285                              Gl
y Pro Asn Leu Phe Ile Asn Asn Leu Asn Lys Thr Asp Asn Gly Thr                      290                 2
95                 300                                  Tyr Arg Cys Glu Ala Ser Asn Ile Val Gly Lys Ala 
His Ser Asp Tyr                  305                 310                 315                 320        
          Met Leu Tyr Val Tyr Asp Pro Pro Thr Thr Ile Pro Pro Pro Thr Thr                               
   325                 330                 335                      Thr Thr Thr Thr Thr Thr Thr Thr Thr 
Thr Thr Ile Leu Thr Ile Ile                             340                 345                 350                          Thr Asp Ser Arg Ala Gly Gl
u Glu Gly Ser Ile Arg Ala Val Asp His                          355                 360                 3
65                              Ala Val Ile Gly Gly Val Val Ala Val Val Val Phe Ala Met Leu Cys         
             370                 375                 380                                  Leu Leu Ile Il
e Leu Gly Arg Tyr Phe Ala Arg His Lys Gly Thr Tyr                  385                 390              
   395                 400                  Phe Thr His Glu Ala Lys Gly Ala Asp Asp Ala Ala Asp Ala Asp 
Thr                                  405                 410                 415                      Al
a Ile Ile Asn Ala Glu Gly Gly Gln Asn Asn Ser Glu Glu Lys Lys                              420          
       425                 430                          Glu Tyr Phe Ile                                 
                                         435                                                            
          <210> 62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62                
                                                         ggcttctgct gttgctcttc tccg                     
                   24             <210> 63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63                                                                         gtacactgtg accagtcagc  
                                           20             <210> 64                                      
                                   <211> 20                                                             
            <212> DNA                                                                        <213> Artif
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64                                                                        
 atcatcacag attcccgagc                                             20             <210> 65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
equence:  synthetic                             <400> 65                                                
                         ttcaatctcc tcaccttcca ccgc                                        24           
  <210> 66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
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66                        
                                                 atagctgtgt ctgcgtctgc tgcg                             
           24             <210> 67                                                                      
   <211> 5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67
                                                                         cgcggcactg atccccacag gtgatgggc
a gaatctgttt acgaaagacg            50             <210> 68                                              
                           <211> 2555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68                                  
                                       ggggcgggtg gacgcggact cgaacgcagt tgcttcggga cccaggaccc cctcgggccc
 60             gacccgccag gaaagactga ggccgcggcc tgccccgccc ggctccctgc gccgccgccg 120            cctcccg
gga cagaagatgt gctccagggt ccctctgctg ctgccgctgc tcctgctact 180            ggccctgggg cctggggtgc agggctgc
cc atccggctgc cagtgcagcc agccacagac 240            agtcttctgc actgcccgcc aggggaccac ggtgccccga gacgtgcca
c ccgacacggt 300            ggggctgtac gtctttgaga acggcatcac catgctcgac gcaagcagct ttgccggcct 360       
     gccgggcctg cagctcctgg acctgtcaca gaaccagatc gccagcctgc gcctgccccg 420            cctgctgctg ctggacc
tca gccacaacag cctcctggcc ctggagcccg gcatcctgga 480            cactgccaac gtggaggcgc tgcggctggc tggtctgg
gg ctgcagcagc tggacgaggg 540            gctcttcagc cgcttgcgca acctccacga cctggatgtg tccgacaacc agctggagc
g 600            agtgccacct gtgatccgag gcctccgggg cctgacgcgc ctgcggctgg ccggcaacac 660            ccgcat
tgcc cagctgcggc ccgaggacct ggccggcctg gctgccctgc aggagctgga 720            tgtgagcaac ctaagcctgc aggccct
gcc tggcgacctc tcgggcctct tcccccgcct 780            gcggctgctg gcagctgccc gcaacccctt caactgcgtg tgccccct
ga gctggtttgg 840            cccctgggtg cgcgagagcc acgtcacact ggccagccct gaggagacgc gctgccactt 900      
      cccgcccaag aacgctggcc ggctgctcct ggagcttgac tacgccgact ttggctgccc 960            agccaccacc accaca
gcca cagtgcccac cacgaggccc gtggtgcggg agcccacagc 1020           cttgtcttct agcttggctc ctacctggct tagcccc
aca gcgccggcca ctgaggcccc 1080           cagcccgccc tccactgccc caccgactgt agggcctgtc ccccagcccc aggactgc
cc 1140           accgtccacc tgcctcaatg ggggcacatg ccacctgggg acacggcacc acctggcgtg 1200           cttgt
gcccc gaaggcttca cgggcctgta ctgtgagagc cagatggggc aggggacacg 1260           gcccagccct acaccagtca cgccga
ggcc accacggtcc ctgaccctgg gcatcgagcc 1320           ggtgagcccc acctccctgc gcgtggggct gcagcgctac ctccagg
gga gctccgtgca 1380           gctcaggagc ctccgtctca cctatcgcaa cctatcgggc cctgataagc ggctggtgac 1440    
       gctgcgactg cctgcctcgc tcgctgagta cacggtcacc cagctgcggc ccaacgccac 1500           ttactccgtc tgtgt
catgc ctttggggcc cgggcgggtg ccggagggcg aggaggcctg 1560           cggggaggcc catacacccc cagccgtcca ctccaa
ccac gccccagtca cccaggcccg 1620           cgagggcaac ctgccgctcc tcattgcgcc cgccctggcc gcggtgctcc tggccgc
gct 1680           ggctgcggtg ggggcagcct actgtgtgcg gcgggggcgg gccatggcag cagcggctca 1740           ggac
aaaggg caggtggggc caggggctgg gcccctggaa ctggagggag tgaaggtccc 1800           cttggagcca ggcccgaagg caaca
gaggg cggtggagag gccctgccca gcgggtctga 1860           gtgtgaggtg ccactcatgg gcttcccagg gcctggcctc cagtca
cccc tccacgcaaa 1920           gccctacatc taagccagag agagacaggg cagctggggc cgggctctca gccagtgaga 1980   
        tggccagccc cctcctgctg ccacaccacg taagttctca gtcccaacct cggggatgtg 2040           tgcagacagg gctg
tgtgac cacagctggg ccctgttccc tctggacctc ggtctcctca 2100           tctgtgagat gctgtggccc agctgacgag cccta
acgtc cccagaaccg agtgcctatg 2160           aggacagtgt ccgccctgcc ctccgcaacg tgcagtccct gggcacggcg ggccct
gcca 2220           tgtgctggta acgcatgcct gggccctgct gggctctccc actccaggcg gaccctgggg 2280           gcc
agtgaag gaagctcccg gaaagagcag agggagagcg ggtaggcggc tgtgtgactc 2340           tagtcttggc cccaggaagc gaag
gaacaa aagaaactgg aaaggaagat gctttaggaa 2400           catgttttgc ttttttaaaa tatatatata tttataagag atcct
ttccc atttattctg 2460           ggaagatgtt tttcaaactc agagacaagg actttggttt ttgtaagaca aacgatgata 2520  
         tgaaggcctt ttgtaagaaa aaataaaaaa aaaaa                            2555           <210> 69      
                                                                   <211> 598                            
                                            <212> PRT                                                   
                     <213> Homo sapiens                                                               <4
00> 69                                                                         Met Cys Ser Arg Val Pro L
eu Leu Leu Pro Leu Leu Leu Leu Leu Ala                    1               5                  10         
         15                      Leu Gly Pro Gly Val Gln Gly Cys Pro Ser Gly Cys Gln Cys Ser Gln        
                       20                  25                  30                          Pro Gln Thr V
al Phe Cys Thr Ala Arg Gln Gly Thr Thr Val Pro Arg                           35                  40     
             45                              Asp Val Pro Pro Asp Thr Val Gly Leu Tyr Val Phe Glu Asn Gly
 Ile                       50                  55                  60                                  T
hr Met Leu Asp Ala Ser Ser Phe Ala Gly Leu Pro Gly Leu Gln Leu                   65                  70 
                 75                  80                  Leu Asp Leu Ser Gln Asn Gln Ile Ala Ser Leu Arg
 Leu Pro Arg Leu                                   85                  90                  95           
           Leu Leu Leu Asp Leu Ser His Asn Ser eu Leu Ala Leu Glu Pro Gly                              100                 105                 110     
                     Ile Leu Asp Thr Ala Asn Val Glu Ala Leu Arg Leu Ala Gly Leu Gly                    
      115                 120                 125                              Leu Gln Gln Leu Asp Glu G
ly Leu Phe Ser Arg Leu Arg Asn Leu His                      130                 135                 140 
                                 Asp Leu Asp Val Ser Asp Asn Gln Leu Glu Arg Val Pro Pro Val Ile        
          145                 150                 155                 160                  Arg Gly Leu A
rg Gly Leu Thr Arg Leu Arg Leu Ala Gly Asn Thr Arg                                  165                 
170                 175                      Ile Ala Gln Leu Arg Pro Glu Asp Leu Ala Gly Leu Ala Ala Leu
 Gln                              180                 185                 190                          G
lu Leu Asp Val Ser Asn Leu Ser Leu Gln Ala Leu Pro Gly Asp Leu                          195             
    200                 205                              Ser Gly Leu Phe Pro Arg Leu Arg Leu Leu Ala Ala
 Ala Arg Asn Pro                      210                 215                 220                       
           Phe Asn Cys Val Cys Pro Leu Ser Trp Phe Gly Pro Trp Val Arg Glu                  225         
        230                 235                 240                  Ser His Val Thr Leu Ala Ser Pro Glu
 Glu Thr Arg Cys His Phe Pro                                  245                 250                 25
5                      Pro Lys Asn Ala Gly Arg Leu Leu Leu Glu Leu Asp Tyr Ala Asp Phe                  
            260                 265                 270                          Gly Cys Pro Ala Thr Thr
 Thr Thr Ala Thr Val Pro Thr Thr Arg Pro                          275                 280               
  285                              Val Val Arg Glu Pro Thr Ala Leu Ser Ser Ser Leu Ala Pro Thr Trp      
                290                 295                 300                                  Leu Ser Pro
 Thr Ala Pro Ala Thr Glu Ala Pro Ser Pro Pro Ser Thr                  305                 310           
      315                 320                  Ala Pro Pro Thr Val Gly Pro Val Pro Gln Pro Gln Asp Cys P
ro Pro                                  325                 330                 335                     
 Ser Thr Cys Leu Asn Gly Gly Thr Cys His Leu Gly Thr Arg His His                              340       
          345                 350                          Leu Ala Cys Leu Cys Pro Glu Gly Phe Thr Gly L
eu Tyr Cys Glu Ser                          355                 360                 365                 
             Gln Met Gly Gln Gly Thr Arg Pro Ser Pro Thr Pro Val Thr Pro Arg                      370   
              375                 380                                  Pro Pro Arg Ser Leu Thr Leu Gly I
le Glu Pro Val Ser Pro Thr Ser                  385                 390                 395             
    400                  Leu Arg Val Gly Leu Gln Arg Tyr Leu Gln Gly Ser Ser Val Gln Leu                
                  405                 410                 415                      Arg Ser Leu Arg Leu T
hr Tyr Arg Asn Leu Ser Gly Pro Asp Lys Arg                              420                 425         
        430                          Leu Val Thr Leu Arg Leu Pro Ala Ser Leu Ala Glu Tyr Thr Val Thr    
                      435                 440                 445                              Gln Leu A
rg Pro Asn Ala Thr Tyr Ser Val Cys Val Met Pro Leu Gly                      450                 455     
            460                                  Pro Gly Arg Val Pro Glu Gly Glu Glu Ala Cys Gly Glu Ala
 His Thr                  465                 470                 475                 480               
   Pro Pro Ala Val His Ser Asn His Ala Pro Val Thr Gln Ala Arg Glu                                  485 
                490                 495                      Gly Asn Leu Pro Leu Leu Ile Ala Pro Ala Leu
 Ala Ala Val Leu Leu                              500                 505                 510           
               Ala Ala Leu Ala Ala Val Gly Ala Ala Tyr Cys Val Arg Arg Gly Arg                          
515                 520                 525                              Ala Met Ala Ala Ala Ala Gln Asp
 Lys Gly Gln Val Gly Pro Gly Ala                      530                 535                 540       
                           Gly Pro Leu Glu Leu Glu Gly Val Lys Val Pro Leu Glu Pro Gly Pro              
    545                 550                 555                 560                  Lys Ala Thr Glu Gly
 Gly Gly Glu Ala Leu Pro Ser Gly Ser Glu Cys                                  565                 570   
              575                      Glu Val Pro Leu Met Gly Phe Pro Gly Pro Gly Leu Gln Ser Pro Leu  
                            580                 585                 590                          His Ala
 Lys Pro Tyr Ile                                                                  595                   
                                                   <210> 70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
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70                                                                         ccctcc
actg ccccaccgac tg                                          22             <210> 71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  synthetic                             <400> 71                                                       
                  cggttctggg gacgttaggg ctcg                                        24             <210>
 72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
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72                               
                                          ctgcccaccg tccacctgcc tcaat                                   
    25             <210> 73                                                                         <211
> 4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73       
                                                                  aggactgccc accgtccacc tgcctcaatg ggggc
acatg ccacc                 45             <210> 74                                                     
                    <211> 45                                                                         <21
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74                                                                         acgcaaagcc cta
catctaa gccagagaga gacagggcag ctggg                 45             <210> 75                             
                                            <211> 1077                                                  
                     <212> DNA                                                                        <2
13> Homo sapiens                                                               <400> 75                 
                                                        ggcactagga caaccttctt cccttctgca ccactgcccg tacc
cttacc cgccccgcca 60             cctccttgct accccactct tgaaaccaca gctgttggca gggtccccag ctcatgccag 120  
          cctcatctcc tttcttgcta gcccccaaag ggcctccagg caacatgggg ggcccagtca 180            gagagccggc ac
tctcagtt gccctctggt tgagttgggg ggcagctctg ggggccgtgg 240            cttgtgccat ggctctgctg acccaacaaa cag
agctgca gagcctcagg agagaggtga 300            gccggctgca ggggacagga ggcccctccc agaatgggga agggtatccc tggc
agagtc 360            tcccggagca gagttccgat gccctggaag cctgggagaa tggggagaga tcccggaaaa 420            g
gagagcagt gctcacccaa aaacagaaga agcagcactc tgtcctgcac ctggttccca 480            ttaacgccac ctccaaggat ga
ctccgatg tgacagaggt gatgtggcaa ccagctctta 540            ggcgtgggag aggcctacag gcccaaggat atggtgtccg aat
ccaggat gctggagttt 600            atctgctgta tagccaggtc ctgtttcaag acgtgacttt caccatgggt caggtggtgt 660 
           ctcgagaagg ccaaggaagg caggagactc tattccgatg tataagaagt atgccctccc 720            acccggaccg g
gcctacaac agctgctata gcgcaggtgt cttccattta caccaagggg 780            atattctgag tgtcataatt ccccgggcaa gg
gcgaaact taacctctct ccacatggaa 840            ccttcctggg gtttgtgaaa ctgtgattgt gttataaaaa gtggctccca gct
tggaaga 900            ccagggtggg tacatactgg agacagccaa gagctgagta tataaaggag agggaatgtg 960            
caggaacaga ggcatcttcc tgggtttggc tccccgttcc tcacttttcc cttttcattc 1020           ccacccccta gactttgatt t
tacggatat cttgcttctg ttccccatgg agctccg    1077          <210> 76                                                                         <211> 250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76                                                                         M
et Pro Ala Ser Ser Pro Phe Leu Leu Ala Pro Lys Gly Pro Pro Gly                    1               5     
             10                  15                      Asn Met Gly Gly Pro Val Arg Glu Pro Ala Leu Ser
 Val Ala Leu Trp                               20                  25                  30               
           Leu Ser Trp Gly Ala Ala Leu Gly Ala Val Ala Cys Ala Met Ala Leu                           35 
                 40                  45                              Leu Thr Gln Gln Thr Glu Leu Gln Ser
 Leu Arg Arg Glu Val Ser Arg                       50                  55                  60           
                       Leu Gln Gly Thr Gly Gly Pro Ser Gln Asn Gly Glu Gly Tyr Pro Trp                  
 65                  70                  75                  80                  Gln Ser Leu Pro Glu Gln
 Ser Ser Asp Ala Leu Glu Ala Trp Glu Asn                                   85                  90       
           95                      Gly Glu Arg Ser Arg Lys Arg Arg Ala Val Leu Thr Gln Lys Gln Lys      
                        100                 105                 110                          Lys Gln His
 Ser Val Leu His Leu Val Pro Ile Asn Ala Thr Ser Lys                          115                 120   
              125                              Asp Asp Ser Asp Val Thr Glu Val Met Trp Gln Pro Ala Leu A
rg Arg                      130                 135                 140                                 
 Gly Arg Gly Leu Gln Ala Gln Gly Tyr Gly Val Arg Ile Gln Asp Ala                  145                 15
0                 155                 160                  Gly Val Tyr Leu Leu Tyr Ser Gln Val Leu Phe G
ln Asp Val Thr Phe                                  165                 170                 175         
             Thr Met Gly Gln Val Val Ser Arg Glu Gly Gln Gly Arg Gln Glu Thr                            
  180                 185                 190                          Leu Phe Arg Cys Ile Arg Ser Met P
ro Ser His Pro Asp Arg Ala Tyr                          195                 200                 205     
                         Asn Ser Cys Tyr Ser Ala Gly Val Phe His Leu His Gln Gly Asp Ile                
      210                 215                 220                                  Leu Ser Val Ile Ile P
ro Arg Ala Arg Ala Lys Leu Asn Leu Ser Pro                  225                 230                 235 
                240                  His Gly Thr Phe Leu Gly Phe Val Lys Leu                            
                              245                 250                                          <210> 77 
                                                                        <211> 232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77                                                                         Met Ser Thr Glu Ser 
Met Ile Arg Asp Val Glu Leu Ala Glu Glu Ala                    1               5                  10    
              15                      Leu Pro Lys Lys Thr Gly Gly Pro Gln Gly Ser Arg Arg Cys Leu Phe   
                            20                  25                  30                          Leu Ser 
Leu Phe Ser Phe Leu Ile Val Ala Gly Ala Thr Thr Leu Phe                           35                  40
                  45                              Cys Leu Leu His Phe Gly Val Ile Gly Pro Gln Arg Glu Gl
u Phe Pro                       50                  55                  60                              
    Arg Asp Leu Ser Leu Ile Ser Pro Leu Ala Gln Ala Val Arg Ser Ser                   65                
  70                  75                  80                  Ser Arg Thr Pro Ser Asp Lys Pro Val Ala Hi
s Val Val Ala Asn Pro                                   85                  90                  95      
                Gln Ala Glu Gly Gln Leu Gln Trp Leu Asn Arg Arg Ala Asn Ala Leu                         
     100                 105                 110                          Leu Ala Asn Gly Val Glu Leu Ar
g Asp Asn Gln Leu Val Val Pro Ser                          115                 120                 125  
                            Glu Gly Leu Tyr Leu Ile Tyr Ser Gln Val Leu Phe Lys Gly Gln Gly             
         130                 135                 140                                  Cys Pro Ser Thr Hi
s Val Leu Leu Thr His Thr Ile Ser Arg Ile Ala                  145                 150                 1
55                 160                  Val Ser Tyr Gln Thr Lys Val Asn Leu Leu Ser Ala Ile Lys Ser Pro 
                                 165                 170                 175                      Cys Gl
n Arg Glu Thr Pro Glu Gly Ala Glu Ala Lys Pro Trp Tyr Glu                              180              
   185                 190                          Pro Ile Tyr Leu Gly Gly Val Phe Gln Leu Glu Lys Gly 
Asp Arg Leu                          195                 200                 205                        
      Ser Ala Glu Ile Asn Arg Pro Asp Tyr Leu Asp Phe Ala Glu Ser Gly                      210          
       215                 220                                  Val Tyr Phe Gly Ile Ile Ala Leu         
                                         225                 230                                        
                  <210> 78                                                                         <211>
 192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78                                                                  
       Met Pro Glu Glu Gly Ser Gly Cys Ser Val Arg Arg Arg Pro Tyr Gly                    1             
  5                  10                  15                      Cys Val Leu Arg Ala Ala Leu Val Pro Leu
 Val Ala Gly Leu Val Ile                               20                  25                  30       
                   Cys Leu Val Val Cys Ile Gln Arg Phe Ala Gln Ala Gln Gln Gln Leu                      
     35                  40                  45                              Pro Leu Glu Ser Leu Gly Trp
 Asp Val Ala Glu Leu Gln Leu Asn His                       50                  55                  60   
                               Thr Gly Pro Gln Gln Asp Pro Arg Leu Trp Gln Gly Gly Pro Ala Leu          
         65                  70                  75                  80                  Gly Arg Ser Phe
 Leu His Gly Pro Glu Leu Asp Lys Gly Gln Leu Arg                                   85                  9
0                  95                      Ile His Arg Asp Gly Ile Tyr Met Val His Ile Gln Val Thr Leu A
la                              100                 105                 110                          Ile
 Cys Ser Ser Thr Thr Ala Ser Arg His His Pro Thr Thr Leu Ala                          115               
  120                 125                              Val Gly Ile Cys Ser Pro Ala Ser Arg Ser Ile Ser L
eu Leu Arg Leu                      130                 135                 140                         
         Ser Phe His Gln Gly Cys Thr Ile Val Ser Gln Arg Leu Thr Pro Leu                  145           
      150                 155                 160                  Ala Arg Gly Asp Thr Leu Cys Thr Asn L
eu Thr Gly Thr Leu Leu Pro                                  165                 170                 175 
                     Ser Arg Asn Thr Asp Glu Thr Phe Phe Gly Val Gln Trp Val Arg Pro                    
          180                 185                 190                          <210> 79                 
                                                        <211> 234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79     
                                                                    Met Asp Pro Gly Leu Gln Gln Ala Leu 
Asn Gly Met Ala Pro Pro Gly                    1               5                  10                  15
                      Asp Thr Ala Met His Val Pro Ala Gly Ser Val Ala Ser His Leu Gly                   
            20                  25                  30                          Thr Thr Ser Arg Ser Tyr 
Phe Tyr Leu Thr Thr Ala Thr Leu Ala Leu                           35                  40                
  45                              Cys Leu Val Phe Thr Val Ala Thr Ile Met Val Leu Val Val Gln Arg       
                50                  55                  60                                  Thr Asp Ser 
Ile Pro Asn Ser Pro Asp Asn Val Pro Leu Lys Gly Gly                   65                  70            
      75                  80                  Asn Cys Ser Glu Asp Leu Leu Cys Ile Leu Lys Arg Ala Pro Ph
e Lys                                   85                  90                  95                      
Lys Ser Trp Ala Tyr Leu Gln Val Ala Lys His Leu Asn Lys Thr Lys                              100        
         105                 110                          Leu Ser Trp Asn Lys Asp Gly Ile Leu His Gly Va
l Arg Tyr Gln Asp                          115                 120                 125                  
            Gly Asn Leu Val Ile Gln Phe Pro Gly Leu Tyr Phe Ile Ile Cys Gln                      130    
             135                 140                                  Leu Gln Phe Leu Val Gln Cys Pro As
n Asn Ser Val Asp Leu Lys Leu                  145                 150                 155              
   160                  Glu Leu Leu Ile Asn LysHis Ile Lys Lys Gln Ala Leu Val Thr Val                                  165                 170        
         175                      Cys Glu Ser Gly Met Gln Thr Lys His Val Tyr Gln Asn Leu Ser Gln       
                       180                 185                 190                          Phe Leu Leu 
Asp Tyr Leu Gln Val Asn Thr Thr Ile Ser Val Asn Val                          195                 200    
             205                              Asp Thr Phe Gln Tyr Ile Asp Thr Ser Thr Phe Pro Leu Glu As
n Val                      210                 215                 220                                  
Leu Ser Ile Phe Leu Tyr Ser Asn Ser Asp                                          225                 230
                                                          <210> 80                                      
                                   <211> 261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80                          
                                               Met Ile Glu Thr Tyr Asn Gln Thr Ser Pro Arg Ser Ala Ala T
hr Gly                    1               5                  10                  15                     
 Leu Pro Ile Ser Met Lys Ile Phe Met Tyr Leu Leu Thr Val Phe Leu                               20       
           25                  30                          Ile Thr Gln Met Ile Gly Ser Ala Leu Phe Ala V
al Tyr Leu His Arg                           35                  40                  45                 
             Arg Leu Asp Lys Ile Glu Asp Glu Arg Asn Leu His Glu Asp Phe Val                       50   
               55                  60                                  Phe Met Lys Thr Ile Gln Arg Cys A
sn Thr Gly Glu Arg Ser Leu Ser                   65                  70                  75             
     80                  Leu Leu Asn Cys Glu Glu Ile Lys Ser Gln Phe Glu Gly Phe Val Lys                
                   85                  90                  95                      Asp Ile Met Leu Asn L
ys Glu Glu Thr Lys Lys Glu Asn Ser Phe Glu                              100                 105         
        110                          Met Gln Lys Gly Asp Gln Asn Pro Gln Ile Ala Ala His Val Ile Ser    
                      115                 120                 125                              Glu Ala S
er Ser Lys Thr Thr Ser Val Leu Gln Trp Ala Glu Lys Gly                      130                 135     
            140                                  Tyr Tyr Thr Met Ser Asn Asn Leu Val Thr Leu Glu Asn Gly
 Lys Gln                  145                 150                 155                 160               
   Leu Thr Val Lys Arg Gln Gly Leu Tyr Tyr Ile Tyr Ala Gln Val Thr                                  165 
                170                 175                      Phe Cys Ser Asn Arg Glu Ala Ser Ser Gln Ala
 Pro Phe Ile Ala Ser                              180                 185                 190           
               Leu Cys Leu Lys Ser Pro Gly Arg Phe Glu Arg Ile Leu Leu Arg Ala                          
195                 200                 205                              Ala Asn Thr His Ser Ser Ala Lys
 Pro Cys Gly Gln Gln Ser Ile His                      210                 215                 220       
                           Leu Gly Gly Val Phe Glu Leu Gln Pro Gly Ala Ser Val Phe Val Asn              
    225                 230                 235                 240                  Val Thr Asp Pro Ser
 Gln Val Ser His Gly Thr Gly Phe Thr Ser Phe                                  245                 250   
              255                      Gly Leu Leu Lys Leu                                              
                            260                                                                  <210> 8
1                                                                         <211> 281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81                                                                         Met Ala Met Met Gl
u Val Gln Gly Gly Pro Ser Leu Gly Gln Thr Cys                    1               5                  10  
                15                      Val Leu Ile Val Ile Phe Thr Val Leu Leu Gln Ser Leu Cys Val Ala 
                              20                  25                  30                          Val Th
r Tyr Val Tyr Phe Thr Asn Glu Leu Lys Gln Met Gln Asp Lys                           35                  
40                  45                              Tyr Ser Lys Ser Gly Ile Ala Cys Phe Leu Lys Glu Asp 
Asp Ser Tyr                       50                  55                  60                            
      Trp Asp Pro Asn Asp Glu Glu Ser Met Asn Ser Pro Cys Trp Gln Val                   65              
    70                  75                  80                  Lys Trp Gln Leu Arg Gln Leu Val Arg Lys 
Met Ile Leu Arg Thr Ser                                   85                  90                  95    
                  Glu Glu Thr Ile Ser Thr Val Gln Glu Lys Gln Gln Asn Ile Ser Pro                       
       100                 105                 110                          Leu Val Arg Glu Arg Gly Pro 
Gln Arg Val Ala Ala His Ile Thr Gly                          115                 120                 125
                              Thr Arg Gly Arg Ser Asn Thr Leu Ser Ser Pro Asn Ser Lys Asn Ala           
           130                 135                 140                                  Lys Ala Leu Gly 
Arg Lys Ile Asn Ser Trp Glu Ser Ser Arg Ser Gly                  145                 150                
 155                 160                  His Ser Phe Leu Ser Asn Leu His Leu Arg Asn Gly Glu Leu Val Il
e                                  165                 170                 175                      His 
Glu Lys Gly Phe Tyr Tyr Ile Tyr Ser Gln Thr Tyr Phe Arg Phe                              180            
     185                 190                          Gln Glu Glu Ile Lys Glu Asn Thr Lys Asn Asp Lys Gl
n Met Val Gln                          195                 200                 205                      
        Tyr Ile Tyr Lys Tyr Thr Ser Tyr Pro Asp Pro Ile Leu Leu Met Lys                      210        
         215                 220                                  Ser Ala Arg Asn Ser Cys Trp Ser Lys As
p Ala Glu Tyr Gly Leu Tyr                  225                 230                 235                 2
40                  Ser Ile Tyr Gln Cys Gly Ile Phe Glu Leu Lys Glu Asn Asp Arg Ile                     
             245                 250                 255                      Phe Val Ser Val Thr Asn Gl
u His Leu Ile Asp Met Asp His Glu Ala                              260                 265              
   270                          Ser Phe Phe Gly Ala Phe Leu Val Gly                                     
                 275                 280                                                  <210> 82      
                                                                   <211> 245                            
                                            <212> PRT                                                   
                     <213> Homo sapiens                                                               <4
00> 82                                                                         Gln Met Asp Pro Asn Arg I
le Ser Glu Asp Gly Thr His Cys Ile Tyr                    1               5                  10         
         15                      Arg Ile Leu Arg Leu His Glu Asn Ala Asp Phe Gln Asp Thr Thr Leu        
                       20                  25                  30                          Glu Ser Gln A
sp Thr Lys Leu Ile Pro Asp Ser Cys Arg Arg Ile Lys                           35                  40     
             45                              Gln Ala Phe Gln Gly Ala Val Gln Lys Glu Leu Gln His Ile Val
 Gly                       50                  55                  60                                  S
er Gln His Ile Arg Ala Glu Lys Ala Met Val Asp Gly Ser Trp Leu                   65                  70 
                 75                  80                  Asp Leu Ala Lys Arg Ser Lys Leu Glu Ala Gln Pro
 Phe Ala His Leu                                   85                  90                  95           
           Thr Ile Asn Ala Thr Asp Ile Pro Ser Gly Ser His Lys Val Ser Leu                              
100                 105                 110                          Ser Ser Trp Tyr His Asp Arg Gly Trp
 Gly Lys Ile Ser Asn Met Thr                          115                 120                 125       
                       Phe Ser Asn Gly Lys Leu Ile Val Asn Gln Asp Gly Phe Tyr Tyr Leu                  
    130                 135                 140                                  Tyr Ala Asn Ile Cys Phe
 Arg His His Glu Thr Ser Gly Asp Leu Ala                  145                 150                 155   
              160                  Thr Glu Tyr Leu Gln Leu Met Val Tyr Val Thr Lys Thr Ser Ile Lys      
                            165                 170                 175                      Ile Pro Ser
 Ser His Thr Leu Met Lys Gly Gly Ser Thr Lys Tyr Trp                              180                 18
5                 190                          Ser Gly Asn Ser Glu Phe His Gly Tyr Ser Ile Asn Val Gly G
ly Phe                          195                 200                 205                             
 Phe Lys Leu Arg Ser Gly Glu Glu Ile Ser Ile Glu Val Ser Asn Pro                      210               
  215                 220                                  Ser Leu Leu Asp Pro Asp Gln Asp Ala Thr Tyr P
he Gly Ala Phe Lys                  225                 230                 235                 240     
             Val Arg Asp Ile Asp                                                                        
      245                                                             <210> 83                                                                         
<211> 283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83                                                             
            Met Gln Gln Pro Phe Asn Tyr Pro Tyr Pro Gln Ile Tyr Trp Val Asp                    1        
       5                  10                  15                      Ser Ser Ala Ser Ser Pro Trp Ala Pr
o Pro Gly Thr Val Leu Pro Cys                               20                  25                  30  
                        Pro Thr Ser Val Pro Arg Arg Pro Gly Gln Arg Arg Pro Pro Pro Pro                 
          35                  40                  45                              Pro Pro Pro Pro Pro Le
u Pro Pro Pro Pro Pro Pro Pro Pro Leu Pro                       50                  55                  
60                                  Pro Leu Pro Leu Pro Pro Leu Lys Lys Arg Gly Asn His Ser Thr Gly     
              65                  70                  75                  80                  Leu Cys Le
u Leu Val Met Phe Phe Met Val Leu Val Ala Leu Val Gly                                   85              
    90                  95                      Leu Gly Leu Gly Met Phe Gln Leu Phe His Leu Gln Lys Glu 
Leu Ala                              100                 105                 110                        
  Glu Leu Arg Ala Glu Ser Thr Ser Gln Met His Thr Ala Ser Ser Leu                          115          
       120                 125                              Glu Lys Gln Ile Gly His Pro Ser Pro Pro Pro 
Glu Lys Lys Glu Leu                      130                 135                 140                    
              Arg Lys Val Ala His Leu Thr Gly Lys Ser Asn Ser Arg Ser Met Pro                  145      
           150                 155                 160                  Leu Glu Trp Glu Asp Thr Tyr Gly 
Ile Val Leu Leu Ser Gly Val Lys                                  165                 170                
 175                      Tyr Lys Lys Gly Gly Leu Val Ile Asn Glu Thr Gly Leu Tyr Gly Val               
               180                 185                 190                          Tyr Ser Lys Val Tyr 
Phe Arg Gly Gln Ser Cys Asn Asn Leu Pro Leu                          195                 200            
     205                              Ser His Lys Val Tyr Met Arg Asn Ser Lys Tyr Pro Gln Asp Leu Val   
                   210                 215                 220                                  Met Met 
Glu Gly Lys Met Met Ser Tyr Cys Thr Thr Gly Gln Met Trp                  225                 230        
         235                 240                  Ala Arg Ser Ser Tyr Leu Gly Ala Val Phe Asn Leu Thr Se
r Ala Asp                                  245                 250                 255                  
    His Leu Tyr Val Asn Val Ser Glu Leu Ser Leu Val Asn Glu Phe Glu                              260    
             265                 270                          Glu Ser Gln Thr Phe Phe Gly Leu Tyr Lys Le
u                                              275                 280                                  
                <210> 84                                                                         <211> 1
83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84                                                                    
     Met Glu Arg Val Gln Pro Leu Glu Glu Asn Val Gly Asn Ala Ala Arg                    1               
5                  10                  15                      Pro Arg Phe Glu Arg Asn Lys Leu Leu Leu V
al Ala Ser Val Ile Gln                               20                  25                  30         
                 Gly Leu Gly Leu Leu Leu Cys Phe Thr Tyr Ile Cys Leu His Phe Ser                        
   35                  40                  45                              Ala Leu Gln Val Ser His Arg T
yr Pro Arg Ile Gln Ser Ile Lys Val                       50                  55                  60     
                             Gln Phe Thr Glu Tyr Lys Lys Glu Lys Gly Phe Ile Leu Thr Ser Gln            
       65                  70                  75                  80                  Lys Glu Asp Glu I
le Met Lys Val Gln Asn Asn Ser Val Ile Ile Asn                                   85                  90 
                 95                      Cys Asp Gly Gly Tyr Leu Ile Ser Leu Lys Gly Tyr Phe Ser Gln Glu
                              100                 105                 110                          Val A
sn Ile Ser Leu His Tyr Gln Lys Asp Glu Glu Pro Leu Phe Gln                          115                 
120                 125                              Leu Lys Lys Val Arg Ser Val Asn Ser Leu Met Val Ala
 Ser Leu Thr                      130                 135                 140                           
       Tyr Lys Asp Lys Val Tyr Leu Asn Val Thr Thr Asp Asn Thr Ser Leu                  145             
    150                 155                 160                  Asp Asp Phe His Val Asn Gly Gly Glu Leu
 Ile Leu Ile His Gln Asn                                  165                 170                 175   
                   Pro Gly Glu Phe Cys Val Leu                                                          
        180                                                                  <210> 85                   
                                                      <211> 2849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85       
                                                                  cactttctcc ctctcttcct ttactttcga gaaac
cgcgc ttccgcttct ggtcgcagag 60             acctcggaga ccgcgccggg gagacggagg tgctgtgggt gggggggacc tgtggc
tgct 120            cgtaccgccc cccaccctcc tcttctgcac tgccgtcctc cggaagacct tttcccctgc 180            tct
gtttcct tcaccgagtc tgtgcatcgc cccggacctg gccgggagga ggcttggccg 240            gcgggagatg ctctaggggc ggcg
cgggag gagcggccgg cgggacggag ggcccggcag 300            gaagatgggc tcccgtggac agggactctt gctggcgtac tgcct
gctcc ttgcctttgc 360            ctctggcctg gtcctgagtc gtgtgcccca tgtccagggg gaacagcagg agtgggaggg 420   
         gactgaggag ctgccgtcgc ctccggacca tgccgagagg gctgaagaac aacatgaaaa 480            atacaggccc agt
caggacc aggggctccc tgcttcccgg tgcttgcgct gctgtgaccc 540            cggtacctcc atgtacccgg cgaccgccgt gccc
cagatc aacatcacta tcttgaaagg 600            ggagaagggt gaccgcggag atcgaggcct ccaagggaaa tatggcaaaa caggc
tcagc 660            aggggccagg ggccacactg gacccaaagg gcagaagggc tccatggggg cccctgggga 720            gc
ggtgcaag agccactacg ccgccttttc ggtgggccgg aagaagccca tgcacagcaa 780            ccactactac cagacggtga tct
tcgacac ggagttcgtg aacctctacg accacttcaa 840            catgttcacc ggcaagttct actgctacgt gcccggcctc tact
tcttca gcctcaacgt 900            gcacacctgg aaccagaagg agacctacct gcacatcatg aagaacgagg aggaggtggt 960  
          gatcttgttc gcgcaggtgg gcgaccgcag catcatgcaa agccagagcc tgatgctgga 1020           gctgcgagag ca
ggaccagg tgtgggtacg cctctacaag ggcgaacgtg agaacgccat 1080           cttcagcgag gagctggaca cctacatcac ctt
cagtggc tacctggtca agcacgccac 1140           cgagccctag ctggccggcc acctcctttc ctctcgccac cttccacccc tgcg
ctgtgc 1200           tgaccccacc gcctcttccc cgatccctgg actccgactc cctggctttg gcattcagtg 1260           a
gacgccctg cacacacaga aagccaaagc gatcggtgct cccagatccc gcagcctctg 1320           gagagagctg acggcagatg aa
atcaccag ggcggggcac ccgcgagaac cctctgggac 1380           cttccgcggc cctctctgca cacatcctca agtgaccccg cac
ggcgaga cgcgggtggc 1440           ggcagggcgt cccagggtgc ggcaccgcgg ctccagtcct tggaaataat taggcaaatt 1500
           ctaaaggtct caaaaggagc aaagtaaacc gtggaggaca aagaaaaggg ttgttatttt 1560           tgtctttcca g
ccagcctgc tggctcccaa gagagaggcc ttttcagttg agactctgct 1620           taagagaaga tccaaagtta aagctctggg gt
caggggag gggccggggg caggaaacta 1680           cctctggctt aattctttta agccacgtag gaactttctt gagggatagg tgg
accctga 1740           catccctgtg gccttgccca agggctctgc tggtctttct gagtcacagc tgcgaggtga 1800           
tgggggctgg ggccccaggc gtcagcctcc cagagggaca gctgagcccc ctgccttggc 1860           tccaggttgg tagaagcagc c
gaagggctc ctgacagtgg ccagggaccc ctgggtcccc 1920           caggcctgca gatgtttcta tgaggggcag agctccttgg ta
catccatg tgtggctctg 1980           ctccacccct gtgccacccc agagccctgg ggggtggtct ccatgcctgc caccctggca 204
0           tcggctttct gtgccgcctc ccacacaaat cagccccaga aggccccggg gccttggctt 2100           ctgtttttta 
taaaacacct caagcagcac tgcagtctcc catctcctcg tgggctaagc 2160           atcaccgctt ccacgtgtgt tgtgttggtt g
gcagcaagg ctgatccaga ccccttctgc 2220           ccccactgcc ctcatccagg cctctgacca gtagcctgag aggggctttt tc
taggcttc 2280           agagcagggg agagctggaa ggggctagaa agctcccgct tgtctgtttc tcaggctcct 2340          
 gtgagcctca gtcctgagac cagagtcaag aggaagtaca cgtcccaatc acccgtgtca 2400           ggattcactc tcaggagctg 
ggtggcagga gaggcaatag cccctgtggc aattgcagga 2460           ccagctggag cagggttgcg gtgtctccac ggtgctctcg c
cctgcccat ggccacccca 2520           gactctgatc tccaggaacc ccatagcccc tctccacctc accccatgtt gatgcccagg 25
80           gtcactcttg ctacccgctg ggcccccaaa cccccgctgc ctctcttcct tccccccatc 2640           ccccacctgg
 ttttgactaa tcctgcttcc ctctctgggc ctggctgccg ggatctgggg 2700           tccctaagtc cctctcttta aagaacttct 
gcgggtcaga ctctgaagcc gagttgctgt 2760           gggcgtgccc ggaagcagag cgccacactc gctgcttaag ctcccccagc t
ctttccaga 2820           aaacattaaa ctcagaattg tgttttcaa                                   2849         
  <210> 86                                                                         <211> 281            
                                                            <212> PRT                                   
                                     <213> Homosapiens                                                               <400> 86                          
                                               Met Gly Ser Arg Gly Gln Gly Leu Leu Leu Ala Tyr Cys Leu L
eu Leu                    1               5                  10                  15                     
 Ala Phe Ala Ser Gly Leu Val Leu Ser Arg Val Pro His Val Gln Gly                               20       
           25                  30                          Glu Gln Gln Glu Trp Glu Gly Thr Glu Glu Leu P
ro Ser Pro Pro Asp                           35                  40                  45                 
             His Ala Glu Arg Ala Glu Glu Gln His Glu Lys Tyr Arg Pro Ser Gln                       50   
               55                  60                                  Asp Gln Gly Leu Pro Ala Ser Arg C
ys Leu Arg Cys Cys Asp Pro Gly                   65                  70                  75             
     80                  Thr Ser Met Tyr Pro Ala Thr Ala Val Pro Gln Ile Asn Ile Thr Ile                
                   85                  90                  95                      Leu Lys Gly Glu Lys G
ly Asp Arg Gly Asp Arg Gly Leu Gln Gly Lys                              100                 105         
        110                          Tyr Gly Lys Thr Gly Ser Ala Gly Ala Arg Gly His Thr Gly Pro Lys    
                      115                 120                 125                              Gly Gln L
ys Gly Ser Met Gly Ala Pro Gly Glu Arg Cys Lys Ser His                      130                 135     
            140                                  Tyr Ala Ala Phe Ser Val Gly Arg Lys Lys Pro Met His Ser
 Asn His                  145                 150                 155                 160               
   Tyr Tyr Gln Thr Val Ile Phe Asp Thr Glu Phe Val Asn Leu Tyr Asp                                  165 
                170                 175                      His Phe Asn Met Phe Thr Gly Lys Phe Tyr Cys
 Tyr Val Pro Gly Leu                              180                 185                 190           
               Tyr Phe Phe Ser Leu Asn Val His Thr Trp Asn Gln Lys Glu Thr Tyr                          
195                 200                 205                              Leu His Ile Met Lys Asn Glu Glu
 Glu Val Val Ile Leu Phe Ala Gln                      210                 215                 220       
                           Val Gly Asp Arg Ser Ile Met Gln Ser Gln Ser Leu Met Leu Glu Leu              
    225                 230                 235                 240                  Arg Glu Gln Asp Gln
 Val Trp Val Arg Leu Tyr Lys Gly Glu Arg Glu                                  245                 250   
              255                      Asn Ala Ile Phe Ser Glu Glu Leu Asp Thr Tyr Ile Thr Phe Ser Gly  
                            260                 265                 270                          Tyr Leu
 Val Lys His Ala Thr Glu Pro                                                      275                 28
0                                                  <210> 87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
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87                                                                         tacagg
ccca gtcaggacca gggg                                        24             <210> 88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  synthetic                             <400> 88                                                       
                  ctgaagaagt agaggccggg cacg                                        24             <210>
 89                                                                         <211> 4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
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89                               
                                          cccggtgctt gcgctgctgt gaccccggta cctccatgta cccgg             
    45             <210> 90                                                                         <211
> 2284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90                                                                 
        gcggagcatc cgctgcggtc ctcgccgaga cccccgcgcg gattcgccgg tccttcccgc 60             gggcgcgaca gagc
tgtcct cgcacctgga tggcagcagg ggcgccgggg tcctctcgac 120            gccagagaga aatctcatca tctgtgcagc cttct
taaag caaactaaga ccagagggag 180            gattatcctt gacctttgaa gaccaaaact aaactgaaat ttaaaatgtt cttcgg
ggga 240            gaagggagct tgacttacac tttggtaata atttgcttcc tgacactaag gctgtctgct 300            agt
cagaatt gcctcaaaaa gagtctagaa gatgttgtca ttgacatcca gtcatctctt 360            tctaagggaa tcagaggcaa tgag
cccgta tatacttcaa ctcaagaaga ctgcattaat 420            tcttgctgtt caacaaaaaa catatcaggg gacaaagcat gtaac
ttgat gatcttcgac 480            actcgaaaaa cagctagaca acccaactgc tacctatttt tctgtcccaa cgaggaagcc 540   
         tgtccattga aaccagcaaa aggacttatg agttacagga taattacaga ttttccatct 600            ttgaccagaa att
tgccaag ccaagagtta ccccaggaag attctctctt acatggccaa 660            ttttcacaag cagtcactcc cctagcccat catc
acacag attattcaaa gcccaccgat 720            atctcatgga gagacacact ttctcagaag tttggatcct cagatcacct ggaga
aacta 780            tttaagatgg atgaagcaag tgcccagctc cttgcttata aggaaaaagg ccattctcag 840            ag
ttcacaat tttcctctga tcaagaaata gctcatctgc tgcctgaaaa tgtgagtgcg 900            ctcccagcta cggtggcagt tgc
ttctcca cataccacct cggctactcc aaagcccgcc 960            acccttctac ccaccaatgc ttcagtgaca ccttctggga cttc
ccagcc acagctggcc 1020           accacagctc cacctgtaac cactgtcact tctcagcctc ccacgaccct catttctaca 1080 
          gtttttacac gggctgcggc tacactccaa gcaatggcta caacagcagt tctgactacc 1140           acctttcagg ca
cctacgga ctcgaaaggc agcttagaaa ccataccgtt tacagaaatc 1200           tccaacttaa ctttgaacac agggaatgtg tat
aacccta ctgcactttc tatgtcaaat 1260           gtggagtctt ccactatgaa taaaactgct tcctgggaag gtagggaggc cagt
ccaggc 1320           agttcctccc agggcagtgt tccagaaaat cagtacggcc ttccatttga aaaatggctt 1380           c
ttatcgggt ccctgctctt tggtgtcctg ttcctggtga taggcctcgt cctcctgggt 1440           agaatccttt cggaatcact cc
gcaggaaa cgttactcaa gactggatta tttgatcaat 1500           gggatctatg tggacatcta aggatggaac tcggtgtctc tta
attcatt tagtaaccag 1560           aagcccaaat gcaatgagtt tctgctgact tgctagtctt agcaggaggt tgtattttga 1620
           agacaggaaa atgccccctt ctgctttcct tttttttttt ggagacagag tcttgctctg 1680           ttgcccaggc t
ggagtgcag tagcacgatc tcggctctca ccgcaacctc cgtctcctgg 1740           gttcaagcga ttctcctgcc tcagcctcct aa
gtatctgg gattacaggc atgtgccacc 1800           acacctgggt gatttttgta tttttagtag agacggggtt tcaccatgtt ggt
caggctg 1860           gtctcaaact cctgacctag tgatccaccc tcctcggcct cccaaagtgc tgggattaca 1920           
ggcatgagcc accacagctg gcccccttct gttttatgtt tggtttttga gaaggaatga 1980           agtgggaacc aaattaggta a
ttttgggta atctgtctct aaaatattag ctaaaaacaa 2040           agctctatgt aaagtaataa agtataattg ccatataaat tt
caaaattc aactggcttt 2100           tatgcaaaga aacaggttag gacatctagg ttccaattca ttcacattct tggttccaga 216
0           taaaatcaac tgtttatatc aatttctaat ggatttgctt ttctttttat atggattcct 2220           ttaaaactta 
ttccagatgt agttccttcc aattaaatat ttgaataaat cttttgttac 2280           tcaa                              
                                2284           <210> 91                                                 
                        <211> 431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91                                     
                                    Met Phe Phe Gly Gly Glu Gly Ser Leu Thr Tyr Thr Leu Val Ile Ile     
               1               5                  10                  15                      Cys Phe Le
u Thr Leu Arg Leu Ser Ala Ser Gln Asn Cys Leu Lys Lys                               20                  
25                  30                          Ser Leu Glu Asp Val Val Ile Asp Ile Gln Ser Ser Leu Ser 
Lys Gly                           35                  40                  45                            
  Ile Arg Gly Asn Glu Pro Val Tyr Thr Ser Thr Gln Glu Asp Cys Ile                       50              
    55                  60                                  Asn Ser Cys Cys Ser Thr Lys Asn Ile Ser Gly 
Asp Lys Ala Cys Asn                   65                  70                  75                  80    
              Leu Met Ile Phe Asp Thr Arg Lys Thr Ala Arg Gln Pro Asn Cys Tyr                           
        85                  90                  95                      Leu Phe Phe Cys Pro Asn Glu Glu 
Ala Cys Pro Leu Lys Pro Ala Lys                              100                 105                 110
                          Gly Leu Met Ser Tyr Arg Ile Ile Thr Asp Phe Pro Ser Leu Thr Arg               
           115                 120                125                              Asn Leu Pro Ser Gln Glu Leu Pro Gln Glu Asp Ser Leu Leu His Gly     
                 130                 135                 140                                  Gln Phe Se
r Gln Ala Val Thr Pro Leu Ala His His His Thr Asp Tyr                  145                 150          
       155                 160                  Ser Lys Pro Thr Asp Ile Ser Trp Arg Asp Thr Leu Ser Gln 
Lys Phe                                  165                 170                 175                    
  Gly Ser Ser Asp His Leu Glu Lys Leu Phe Lys Met Asp Glu Ala Ser                              180      
           185                 190                          Ala Gln Leu Leu Ala Tyr Lys Glu Lys Gly His 
Ser Gln Ser Ser Gln                          195                 200                 205                
              Phe Ser Ser Asp Gln Glu Ile Ala His Leu Leu Pro Glu Asn Val Ser                      210  
               215                 220                                  Ala Leu Pro Ala Thr Val Ala Val 
Ala Ser Pro His Thr Thr Ser Ala                  225                 230                 235            
     240                  Thr Pro Lys Pro Ala Thr Leu Leu Pro Thr Asn Ala Ser Val Thr Pro               
                   245                 250                 255                      Ser Gly Thr Ser Gln 
Pro Gln Leu Ala Thr Thr Ala Pro Pro Val Thr                              260                 265        
         270                          Thr Val Thr Ser Gln Pro Pro Thr Thr Leu Ile Ser Thr Val Phe Thr   
                       275                 280                 285                              Arg Ala 
Ala Ala Thr Leu Gln Ala Met Ala Thr Thr Ala Val Leu Thr                      290                 295    
             300                                  Thr Thr Phe Gln Ala Pro Thr Asp Ser Lys Gly Ser Leu Gl
u Thr Ile                  305                 310                 315                 320              
    Pro Phe Thr Glu Ile Ser Asn Leu Thr Leu Asn Thr Gly Asn Val Tyr                                  325
                 330                 335                      Asn Pro Thr Ala Leu Ser Met Ser Asn Val Gl
u Ser Ser Thr Met Asn                              340                 345                 350          
                Lys Thr Ala Ser Trp Glu Gly Arg Glu Ala Ser Pro Gly Ser Ser Ser                         
 355                 360                 365                              Gln Gly Ser Val Pro Glu Asn Gl
n Tyr Gly Leu Pro Phe Glu Lys Trp                      370                 375                 380      
                            Leu Leu Ile Gly Ser Leu Leu Phe Gly Val Leu Phe Leu Val Ile Gly             
     385                 390                 395                 400                  Leu Val Leu Leu Gl
y Arg Ile Leu Ser Glu Ser Leu Arg Arg Lys Arg                                  405                 410  
               415                      Tyr Ser Arg Leu Asp Tyr Leu Ile Asn Gly Ile Tyr Val Asp Ile     
                             420                 425                 430                          <210> 
92                                                                         <211> 3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92                                
                                         agggaggatt atccttgacc tttgaagacc                               
   30             <210> 93                                                                         <211>
 1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93        
                                                                 gaagcaagtg cccagctc                    
                           18             <210> 94                                                      
                   <211> 18                                                                         <212
>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94                                                                         cgggtccctg ctct
ttgg                                               18             <210> 95                              
                                           <211> 24                                                     
                    <212> DNA                                                                        <21
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
tic                             <400> 95                                                                
         caccgtagct gggagcgcac tcac                                        24             <210> 96      
                                                                   <211> 1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
20>                                                                            <223> Description of Arti
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96                                        
                                 agtgtaagtc aagctccc                                               18   
          <210> 97                                                                         <211> 4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97                
                                                         gcttcctgac actaaggctg tctgctagtc agaattgcct caa
aaagag             49             <210> 98                                                              
           <211> 963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98                                                  
                       gcggcacctg gaagatgcgc ccattggctg gtggcctgct caaggtggtg ttcgtggtct 60             
tcgcctcctt gtgtgcctgg tattcggggt acctgctcgc agagctcatt ccagatgcac 120            ccctgtccag tgctgcctat a
gcatccgca gcatcgggga gaggcctgtc ctcaaagctc 180            cagtccccaa aaggcaaaaa tgtgaccact ggactccctg cc
catctgac acctatgcct 240            acaggttact cagcggaggt ggcagaagca agtacgccaa aatctgcttt gaggataacc 300
            tacttatggg agaacagctg ggaaatgttg ccagaggaat aaacattgcc attgtcaact 360            atgtaactgg 
gaatgtgaca gcaacacgat gttttgatat gtatgaaggc gataactctg 420            gaccgatgac aaagtttatt cagagtgctg c
tccaaaatc cctgctcttc atggtgacct 480            atgacgacgg aagcacaaga ctgaataacg atgccaagaa tgccatagaa gc
acttggaa 540            gtaaagaaat caggaacatg aaattcaggt ctagctgggt atttattgca gcaaaaggct 600           
 tggaactccc ttccgaaatt cagagagaaa agatcaacca ctctgatgct aagaacaaca 660            gatattctgg ctggcctgca 
gagatccaga tagaaggctg catacccaaa gaacgaagct 720            gacactgcag ggtcctgagt aaatgtgttc tgtataaaca a
atgcagctg gaatcgctca 780            agaatcttat ttttctaaat ccaacagccc atatttgatg agtattttgg gtttgttgta 84
0            aaccaatgaa catttgctag ttgtatcaaa tcttggtacg cagtattttt ataccagtat 900            tttatgtagt
 gaagatgtca attagcagga aactaaaatg aatggaaatt cttaaaaaaa 960            aaa                              
                                 963            <210> 99                                                
                         <211> 235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99                                    
                                     Met Arg Pro Leu Ala Gly Gly Leu Leu Lys Val Val Phe Val Val Phe    
                1               5                  10                  15                      Ala Ser L
eu Cys Ala Trp Tyr Ser Gly Tyr Leu Leu Ala Glu Leu Ile                               20                 
 25                  30                          Pro Asp Ala Pro Leu Ser Ser Ala Ala Tyr Ser Ile Arg Ser
 Ile Gly                           35                  40                  45                           
   Glu Arg Pro Val Leu Lys Ala Pro Val Pro Lys Arg Gln Lys Cys Asp                       50             
     55                  60                                  His Trp Thr Pro Cys Pro Ser Asp Thr Tyr Ala
 Tyr Arg Leu Leu Ser                   65                  70                  75                  80   
               Gly Gly Gly Arg Ser Lys Tyr Ala Lys Ile Cys Phe Glu Asp Asn Leu                          
         85                  90                  95                      Leu Met Gly Glu Gln Leu Gly Asn
 Val Ala Arg Gly Ile Asn Ile Ala                             100                 105                 110                          Ile Val Asn Tyr Val T
hr Gly Asn Val Thr Ala Thr Arg Cys Phe Asp                          115                 120             
    125                              Met Tyr Glu Gly Asp Asn Ser Gly Pro Met Thr Lys Phe Ile Gln Ser    
                  130                 135                 140                                  Ala Ala P
ro Lys Ser Leu Leu Phe Met Val Thr Tyr Asp Asp Gly Ser                  145                 150         
        155                 160                  Thr Arg Leu Asn Asn Asp Ala Lys Asn Ala Ile Glu Ala Leu
 Gly Ser                                  165                 170                 175                   
   Lys Glu Ile Arg Asn Met Lys Phe Arg Ser Ser Trp Val Phe Ile Ala                              180     
            185                 190                          Ala Lys Gly Leu Glu Leu Pro Ser Glu Ile Gln
 Arg Glu Lys Ile Asn                          195                 200                 205               
               His Ser Asp Ala Lys Asn Asn Arg Tyr Ser Gly Trp Pro Ala Glu Ile                      210 
                215                 220                                  Gln Ile Glu Gly Cys Ile Pro Lys
 Glu Arg Ser                                      225                 230                 235           
                           <210> 100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
00                                                                        aatgtgacca ctggactccc         
                                    20             <210> 101                                            
                            <211> 18                                                                    
     <212> DNA                                                                        <213> Artificial S
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01                                                                        aggctt
ggaa ctcccttc                                               18             <210> 102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  synthetic                             <400> 102                                                      
                  aagattcttg agcgattcca gctg                                        24             <210>
 103                                                                        <211> 4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
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03                              
                                          aatccctgct cttcatggtg acctatgacg acggaagcac aagactg           
    47             <210> 104                                                                        <211
> 4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04      
                                                                  ggattctaat acgactcact atagggctgc ccgca
acccc ttcaactg              48             <210> 105                                                    
                    <211> 48                                                                         <21
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05                                                                        ctatgaaatt aac
cctcact aaagggaccg cagctgggtg accgtgta              48             <210> 106                            
                                            <211> 43                                                    
                     <212> DNA                                                                        <2
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
etic                             <400> 106                                                              
          ggattctaat acgactcact atagggccgc cccgccacct cct                   43             <210> 107    
                                                                    <211> 4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
220>                                                                            <223> Description of Art
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07                                      
                                  ctatgaaatt aaccctcact aaagggactc gagacaccac ctgaccca              48  
           <210> 108                                                                        <211> 4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08              
                                                          ggattctaat acgactcact atagggccca aggaaggcag ga
gactct              48             <210> 109                                                            
            <211> 4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09                                                                        ctatgaaatt aaccctcact 
aaagggacta gggggtggga atgaaaag              48             <210> 110                                    
                                    <211> 48                                                            
             <212> DNA                                                                        <213> Arti
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10                                                                      
  ggattctaat acgactcact atagggcccc cctgagctct cccgtgta              48             <210> 111            
                                                            <211> 4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11                                              
                          ctatgaaatt aaccctcact aaagggaagg ctcgccactg gtcgtaga              48          
   <210> 112                                                                        <211> 4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
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400> 112                      
                                                  ggattctaat acgactcact atagggcaag gagccgggac ccaggaga  
            48             <210> 113                                                                    
    <211> 4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Sequence:  synthetic                             <400> 113                                              
                          ctatgaaatt aaccctcact aaagggaggg ggcccttggt gctgagt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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