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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항-ＥｒｂＢ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를 사용한 치료방법

요약

본원은 항-ErbB 수용체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를 사용한 치료 방법, 및 이러한 방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
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항-ErbB 수용체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를 사용하는, ErbB 수용체 지시된 암 
치료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rbB 수용체,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항-ErbB 수용체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를 사용한 치료 방법, 특히 ErbB 수용체-지시된 암 치료법, 
및 이러한 방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1.메이탄신 및 메이탄시노이드

메이탄신은 동아프리카산 관목 메이테누스 세라타 (Maytenus serrata)로부터 처음 단리되었다 [미국 특허 제3,896,
111호]. 그 후, 특정 미생물이 메이탄시놀 및 C-3 메이탄시놀 에스테르와 같은 메이탄시노이드를 생산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 [미국 특허 제4,151,042호]. 합성 메이탄시놀 및 메이탄시놀 유사체가,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4,137,230호; 
제4,248,870호; 제4,256,746호; 제4,260,608호; 제4,265,814호; 제4,294,757호; 제4,307,016호; 제4,308,268호
; 제4,308,269호; 제4,309,428호; 제4,313,946호; 제4,315,929호; 제4,317,821호; 제4,322,348호; 제4,331,598
호; 제4,361,650호; 제4,364,866호; 제4,424,219호; 제4,450,254호; 제4,362,663호; 및 제4,371,533호 [이들 전
문이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써 삽입된다]에 기재되어 있다.

메이탄신과 메이탄시노이드는 세포독성이 강하지만, 종양에 대한 이들의 선택성이 낮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심각한 체내 
부작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들을 암 치료 임상에 사용하는 것은 극도로 제한되어 왔다. 중추 신경계와 위장계에 대
한 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메이탄신을 이용한 임상 시도가 중단되었다 [Issel et al.,Can. Trtmnt. Rev. 5:199-207 
(1978)].

2.ErbB 계열의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및 항-ErbB 항체

ErbB 계열의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의 구성원은 세포 성장, 분화 및 생존에 있어 중요한 매개인자이다. 이러한 수용체 
계열에는 4가지 별개의 구성원이 포함되는데, 이로는 상피 성장 인자 수용체 (EGFR 또는 ErbB1), HER2 (ErbB2 또
는 p185neu ), HER3 (ErbB3) 및 HER4 (ErbB4 또는 tyro2)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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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5neu 는 초기에, 화학적으로 처리된 쥐의 신경아세포종으로부터 형질전환 유전자 생성물로서 동정되었다. 이러한 
활성화 형태의neu원종양 유전자는 코딩된 단백질의 트랜스멤브레인 영역에서의 점 돌연변이 (발린에서 글루탐산으로
의 변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neu의 인간 동족체 증폭이 유방암과 난소암에서 관찰되며, 이는 낮은 수준의 예후와 상
관이 있다 [Slamon et al., Science, 235:177-182 (1987); Slamon et al., Science, 244:707-712 (1989); 및 
미국 특허 제4,968,603호]. 지금까지, 상기neu원종양 유전자에서와 유사한 점 돌연변이가 인간 종양에 대해 보고된 
바는 없다. ErbB2의 과발현 (자주는 아니지만 일정하게 유전자 증폭으로 인함)이 또한, 위, 자궁내막, 타액선, 폐, 신장, 
결장, 갑상선, 췌장 및 방광 암종을 포함한 기타 암종에서 관찰되었다 [King et al., Science, 229:974 (1985); Yok
ota et al., Lancet: 1:765-767 (1986); Fukushigi et al., Mol Cell Biol., 6:955-958 (1986); Geurin et al., 
Oncogene Res., 3:21-31 (1988); Cohen et al., Oncogene, 4:81-88 (1989); Yonemura et al., Cancer Res., 
51:1034 (1991); Borst et al., Gynecol. Oncol., 38:364 (1990); Weiner et al., Cancer Res., 50:421-425 (1
990); Kern et al., Cancer Res., 50:5184 (1990); Park et al., Cancer Res., 49:6605 (1989); Zhau et al., M
ol. Carcinog., 3:354-357 (1990); Aasland et al., Br. J. Cancer 57:358-363 (1988); Williams et al., Patho
biology 59:46-52 (1991); and McCann et al., Cancer, 65:88-92 (1990)]. ErbB2는 전립선 암에서 과발현될 
수 있다 [Gu et al., Cancer Lett. 99:185-9 (1996); Ross et al., Hum. Pathol. 28:827-33 (1997); Ross et a
l., Cancer 79:2162-70 (1997); and Sadasivan et al., J. Urol. 150:126-31 (1993)]. 구성적 티로신 인산화 E
rbB2 수용체를 코딩하는 스플라이싱된 형태의 erbB2 종양 유전자가 PCT 공보 WO 00/20579 (2000. 4. 13자 공개)
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스플라이싱 변이체에 의해 코딩된 erbB2 단백질은 프레임내 16개 아미노산 (CVDLDDKGC
PAEQRAS)의 결실을 나타내는데, 이중 2개가 보존적 시스테인 잔기이다.

쥐 p185neu 및 인간 ErbB2 단백질 생성물에 대해 지시된 항체가 보고된 바 있다. 드레빈 (Drebin)과 그의 동료들은 
쥐 neu 유전자 생성물인 p185 neu 에 대한 항체를 생성시켰다 [Drebin et al., Cell 41:695-706 (1985); Myers et 
al., Meth. Enzym. 198:277-290 (1991); and WO 94/22478 참조]. 문헌 [Drebin et al., Oncogene 2:273-27
7 (1988)]에는 2가지 별개 영역의 p185 neu 와 반응성인 항체 혼합물이, 누드 마우스 내로 이식된 neu-형질전환된 N
IH-3T3 세포에 대한 상승적 항종양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98년 10월 20일자로 허여된 미국 
특허 제5,824,311호 참조].

    
각종 특성을 가진 기타 항-ErbB2 항체가 다음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Tagliabue et al. Int. J. Cancer 47:933-93
7 (1991); McKenzie et al., Oncogene 4:543-548 (1989); Maier et al., Cancer Res. 51:5361-5369 (1991)
; Bacus et al., Molecular Carcinogenesis 3:350-362 (1990); Stancovski et al., PNAS (USA) 88:8691-869
5 (1991); Bacus et al., Cancer Research 52:2580-2589 (1992); Xu et al., Int. J. Cancer 53:401-408 (19
93); WO 94/00136; Kasprzyk et al., Cancer Research 52:2771-2776 (1992); Hancock et al., Cancer Res. 
51:4575-4580 (1991); Shawver et al., Cancer Res. 54:1367-1373 (1994); Arteaga et al., Cancer Res. 5
4:3758-3765 (1994); Harwerth et al., J. Biol. Chem. 267:15160-15167 (1992); 미국 특허 제5,783,186호; 
and Klapper et al., Oncogene 14:2099-2109 (1997)].
    

    
문헌 [Hudziak et al., Mol. Cell. Biol. 9 (3):1165-1172 (1989)]에는 인간 유방 종양 세포주 SK-BR-3을 사용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ErbB2 항체 패널의 생성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항체에 대한 노출 후 SK-BR-3 세포의 
상대적 세포 증식은, 72시간 후에 단층을 크리스탈 바이올렛 염색함으로써 측정하였다. 이러한 검정을 사용하여, 세포 
증식을 56% 정도 억제시키는 4D5로 명명된 항체를 이용하여 최대 억제를 이루었다. 상기 패널 내의 기타 항체는 상기 
검정에서 보다는 덜한 정도로 세포 증식을 저하시켰다. 항체 4D5는 ErbB2-과발현성 유방 종양 세포주가 TNF-의 세
포독성 효과에 민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가로 밝혀졌다 [1997년 10월 14일자로 허여된 미국 특허 제5,677,171호 참
조]. 후지악 (Hudziak) 등의 문헌에서 논의된 항-ErbB2 항체 특징들은 다음 문헌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 [Fendly 
et al., Cancer Research 50:1550-1558 (1990); Kotts et al., In Vitro 26 (3):59A (1990); Sarup et al., Gr
owth Regulation 1:72-82 (1991); Shepard et al., J. Clin. Immunol. 11 (3):117-127 (1991); Kumar et al., 
Mol. Cell. Biol. 11 (2):979-986 (1991); Lewis et al., Cancer Immunol. Immunother. 37:255-263 (1993)
; Pietras et al., Oncogene 9:1829-1838 (1994); Vitetta et al., Cancer Research 54:5301-5309 (1994); S
liwkowski et al., J. Biol. Chem. 269 (20):14661-14665 (1994); Scott et al., J. Biol. Chem. 266: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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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D'souza et al., Proc. Natl. Acad. Sci. 91:7202-7206 (1994); Lewis et al., Cancer Research 56:14
57-1465 (1996); and Schaefer et al., Oncogene 15:1385-1394 (1997)].
    

    
쥐의 모노클로날 항-HER2 항체는 HER2를 2+ 및 3+ 수준으로 과발현하는 유방암 세포주의 성장은 억제시키지만, 
보다 낮은 수준의 HER2를 발현하는 세포에 대해서는 어떠한 활성도 나타내지 않는다 [Lewis et al., Cancer Immun
ol. Immunother. (1993)]. 이러한 관찰 결과를 근거로 하여, 항체 4D5를 인간화시켰다 [Carter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9:4285-4289 (1992)]. 헤르셉틴 (HERCEPTIN) (등록상표)으로 명명된 상기 인간화 변형물 (
huMAb4D5-8, rhuMAb HER2; 미국 특허 제5,821,337호)을, 통상적인 화학요법 후에 병이 진행된 환자를 제외하고
는 HER2를 과발현하는 종양을 갖고 있는 유방암 환자에게서 시험하였다 [Baselga et al., J. Clin. Oncol. 14:737-7
44 (1996); Cobleigh et al., J. Clin. Oncol. 17:2639-2648 (1999)]. 이러한 시도에 있어서 대부분의 환자가 HE
R2를 3+ 수준으로 발현하였지만, 일부는 2+ 종양이었다. 현저하게, 헤르셉틴 (등록상표)은 환자의 15%에서 임상 반
응을 유도하였고 (환자 4%에게서는 완전한 반응이 나타났고 11%에서는 부분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이들 반응의 평
균 지속 기간은 9.1개월이었다. 헤르셉틴 (등록상표)은 ErbB2 단백질을 과발현하는 종양이 있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를 치료하도록 식품의약청으로부터 1998년 9월 25일자로 판매 승인받았다.
    

상동성 스크리닝 결과, 다음 2가지의 다른 ErbB 수용체 계열 구성원을 동정하였다: ErbB3 [미국 특허 제5,183,884호 
및 제5,480,968호; 및 Kraus et al., PNAS (USA) 86:9193-9197 (1989)] 및 ErbB4 [EP Pat Appln No. 599,2
74; Plowman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0:1746-1750 (1993); and Plowman et al., Nature, 366:4
73-475 (1993)]. 이들 수용체 둘 다는 적어도 몇몇 유방암 세포주 상에서의 증가된 발현을 나타낸다.

3.메이탄시노이드-항체 결합체

이들의 치료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로써, 메이탄신과 메이탄시노이드를, 종양 세포 항원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에 결합시켰다. 메이탄시노이드를 함유하는 면역결합체가,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5,208,020호; 제5,416,064호; 
및 유럽 특허 EP 0 425 235 B1(이들 특허의 내용은 본 명세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에 기재되어 있다. 문헌 [Liu e
t al.,Proc. Natl. Acad. Sci. USA 93:8618-8623 (1996)]에는 인간 결장직장암에 대해 지시된 모노클로날 항체 C
242에 연결된 메이탄시노이드 (DM1로 명명됨)를 포함하는 면역결합체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결합체는 배양된 결
장 암 세포에 대해 강력한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고, 생체내 종양 성장 검정에서 항 종양 활성을 나타내었
다. 문헌 [Chari et al., Cancer Research 52:127-131 (1992)]에는 메이탄시노이드가 디설파이드 링커를 통하여, 
인간 결장 암 세포주 상의 항원과 결합하는 쥐의 항체 A7과 결합되거나 또는 HER-2/neu종양 유전자와 결합되는 또다
른 쥐의 모노클로날 항체 TA.1과 결합되는 면역결합체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TA.1-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의 세포
독성을, 세포 당 3 x 105개 HER-2 표면 항원을 발현하는 인간 유방암 세포주 SK-BR-3 상에서 시험관내 시험하였
다. 이러한 결합체 약물은 자유 메이탄시노이드 약물과 유사한 세포독성도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항체 분자 당 메이탄
시노이드 분자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증진될 수 있었다. A7-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는 마우스에서 체내 세포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르셉틴 (등록상표)이 기존에 광범위한 항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ErbB2-과발현성 유방암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큰 발전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집단 환자의 대략 85%가 헤르셉틴 (등록상표) 치료에 반응하지 못
하거나 단지 약한 수준으로 반응하며, 시판 승인 이전의 임상 시도에서는 치료받은 모든 환자에게서 병이 진행 되는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단지 3.1개월이었다. 따라서, HER2-과발현성 종양 환자 또는 헤르셉틴 (등록상표) 치료에 반
응하지 않거나 또는 약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HER2 발현과 연관된 기타 질병이 있는 환자에 대한 또다른 HER2-지시
된 암 치료법을 임상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요망된다.
    

발명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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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헤르셉틴 (등록상표)-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가, 헤르셉틴 (등록상표)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약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HER2 (ErbB2) 과발현성 종양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유효하다는 예기치 못한 실험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한 국면에 있어서, 본 발명은 항-ErbB 항체와 메이탄시노이드와의 결합체의 치료 유효량을 포유류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포유류에서, ErbB 수용체의 과발현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며 모노클로날 항-ErbB 항체에 의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약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상기 환자가 인간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ErbB 수용체가 (인간) ErbB2 (HER2)이다. 
당해 방법은 사용된 항-ErbB 항체의 작용 기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ErbB 안티오디는, 예를 들면 성
장 억제 특성을 갖고 (갖거나) 세포 사멸 및(또는) 아폽토시스를 유도할 수도 있다. 특히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당해 
방법이 유방, 난소, 위, 자궁내막, 타액선, 폐, 신장, 결장, 결장직장, 갑상선, 췌장, 전립선 및 방광암을 포함하지만 이
에 제한되지 않는 암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암이 유방암, 특히 ErbB를 2+ 수준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3+ 수준으로 과발현하는 유방암이다.
    

바람직한 항체 그룹은 4D5 모노클로날 항체의 생물학적 특징을 지니거나 또는 4D5 모노클로날 항체와 필수적으로 동
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데, 인간화 형태의 쥐의 모노클로날 항체 4D5 (ATCC CRL 10463)가 특히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결합체에 사용된 메이탄시노이드는 메이탄신, 또는 바람직하게는 메이탄시놀 또는 메이탄시놀 에스테르일 수 
있다. 상기 항체와 메이탄시노이드는 N-숙신이미딜-4-(2-피리딜티오)프로파노에이트 (SPDP) 또는 N-숙신이미딜
-4-(2-피리딜티오)펜타노에이트 (SPP) 등의 이중특이적 화학적 링커를 통하여 결합될 수 있다. 항체와 메이탄시노
이드 간의 연결 기는, 예를 들면 디설파이드, 티오에테르, 산 불안정, 광 불안정, 펩티다제 불안정 또는 에스테라제 불안
정 기일 수 있다.
    

또다른 국면에서는, 본 발명이 용기, 및 그 안에 함유된 조성물을 포함하는 제품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조성물은 항-
ErbB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를 포함하고, 이러한 조성물이 ErbB 수용체를 바람직하게는 2+ 수준 이상으로 과
발현시킴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포장 삽입물 또는 표지를 추가로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 DM1" 로 명명된 메이탄시노이드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헤르셉틴 (등록상표)-DM1 결합체의 구조를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세파크릴 S300 겔 여과 칼럼 상에서의 헤르셉틴 (등록상표)-DM1 결합체의 용출 프로필이다.

도 4는 유전자이식성 마우스의 유선에서 본래의 인간 HER2 (ErbB2)의 발현을 지시하는 HER2 이식유전자 플라스미
드 작제물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서열 1)을 도시한 것이다. 상기 도면에는 HER2 (ErbB2) cDNA 삽입체의 뉴클레오
티드 서열 (서열 2) 뿐만 아니라 시그날 서열을 포함한 HER2 (ErbB2)의 추론된 아미노산 서열 (서열 3)이 포함된다. 
서열 3 내에서는, 약 22번 잔기에서부터 약 645번 잔기까지가 HER2 (ErbB2) 세포외 도메인을 나타낸다.

도 5는 HER2-유전자이식성 종양에 대한 헤르셉틴 (등록상표)-DM1의 효과를 도시한 것이다. 2 ㎣ 조각의 MMTV-
HER2-유전자이식성 종양을 FVB 마우스의 유방 지방 패드 내로 이식하였다. 종양이 250 ㎣에 도달하게 되면, 헤르셉
틴 (등록상표)-DM1 결합체를 8 마리 마우스 그룹에게 5일 연속해서 정맥내 주사하였다. 기타 두 그룹의 마우스에게
는 헤르셉틴 (등록상표) 또는 리툭산 (RITUXAN)(등록상표) 10 ㎎/㎏을 매주 2회씩 복강내 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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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인간화 항-HER2 항체 2C4의 중쇄 가변 영역 서열을 도시한 것이다.

도 7은 인간화 항-HER2 항체 2C4의 경쇄 가변 영역 서열을 도시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1.정의

    
달리 언급하지 않는다면, 본원에 사용된 기술 용어와 과학 용어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
진 자에게 보통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Singleton et al., Dictionary of Microbiology and Molecula
r Biology 2nd ed., J. Wiley & Sons (New York, NY 1994)]. 당해 분야의 숙련인은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본원에 기재된 것과 유사하거나 등가의 많은 방법과 물질을 인식할 것이다. 사실상, 본 발명은 본원에 기재된 
방법과 물질로 제한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ErbB 수용체" 또는 " ErbB" 는 ErbB 수용체 계열에 속하는 수용체 단백질 티로신 키나제이고, 이에는 ErbB1 (EGF
R), ErbB2 (HER2), ErbB3 (HER3) 및 ErbB4 (HER4), 및 앞으로 동정될 상기 계열의 기타 구성원이 포함된다. 이 
정의에는 구체적으로, PCT 공보 WO 00/20579 (2000. 4. 13자 공개)에 기재된 ErbB2의 결실 변이체를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 스플라이싱된 형태의 상응하는 erbB 종양 유전자에 의해 코딩된 ErbB 수용체가 포함된다. 이러
한 ErbB 수용체는 일반적으로 ErbB 리간드와 결합할 수 있는 세포외 도메인; 친지성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 보존적 
세포내 티로신 키나제 도메인; 및 인산화될 수 있는 수 개의 티로신 잔기가 정착되어 있는 카르복실-말단 시그날링 도
메인을 포함할 것이다. 상기 ErbB 수용체는 " 본래의 서열" ErbB 수용체 또는 그의 기능성 유도체, 예를 들면 " 아미노
산 서열 변이체" 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ErbB 수용체가 본래의 서열 인간 ErbB 수용체이다.
    

용어 " ErbB1" , " 상피 성장 인자 수용체" 및 " EGFR" 은 본원에서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예를 들면 문헌 [Carp
enter et al., Ann. Rev. Biochem. 56:881-914 (1987)]에 기재된 바와 같은 본래의 서열 EGFR을 지칭하는데, 이
에는 그의 천연 돌연변이체 형태 [예를 들면, 문헌 (Humphrey et al. PNAS (USA) 87:4207-4211 (1990))에 기
재된 바와 같은 결실 돌연변이체 EGFR], 및 그의 기능성 유도체, 예를 들면 아미노산 서열 변이체가 포함된다.erbB1
은 EGFR 단백질 생성물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지칭한다.

" ErbB2" 및 " HER2" 란 표현은 본원에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예를 들면 문헌 [Semba et al., PNAS (USA) 82
:6497-8501 (1985) and Yamamoto et al., Nature 319:230-234 (1986)]에 기재된 본래의 서열 인간 HER2 단
백질 (진뱅크 승인번호 X03363) 및 그의 기능성 유도체, 예를 들면 아미노산 시쿤스 변이체를 지칭한다. 용어 "erbB
2" 는 인간 HER2를 코딩하는 유전자를 지칭하고, "neu" 는 쥐 p185 neu 를 코딩하는 유전자를 지칭한다. 바람직한 HE
R2는 본래의 서열 인간 HER2이다. HER2와 결합하는 항체의 예로는 MAbs 4D5 (ATCC CRL 10463), 2C4 (ATCC 
HB-12697), 7F3 (ATCC HB-12216) 및 7C2 (ATCC HB-12215)가 있다 [각각의 전문이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 
삽입된 미국 특허 제5,772,997호; WO 98/77797; 및 미국 특허 제5,840,525호 참조]. 인간화 항-HER2 항체로는 
huMAb4D5-1, huMAb4D5-2, huMAb4D5-3, huMAb4D5-4, huMAb4D5-5, huMAb4D5-6, huMAb4D5-7 및 
huMAb4D5-8 (헤르셉틴 (등록상표))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 삽입된 미국 특허 제5,821,337호의 표 3에 기재된 바
와 같음]; 인간화 520C9 (WO 93/21319)가 있다. 인간 항-HER2 항체가 미국 특허 제5,772,997호 (1998. 6. 30자
로 허여됨) 및 WO 97/00271 (1997. 1. 3자로 공개됨)에 기재되어 있다.

" ErbB3" 및 " HER3" 은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5,183,884호 및 제5,480,968호 뿐만 아니라 문헌 [Kraus et al., 
PNAS (USA) 86:9193-9197 (1989)]에 기재된 바와 같은 수용체 폴리펩티드, 및 그의 아미노산 서열 변이체를 포
함한 기능성 유도체를 지칭한다. HER3과 결합하는 항체의 예가 미국 특허 제5,968,511호 (Akita and Sliwkowski)
에 기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8B8 항체 (ATCC HB 12070) 또는 그의 인간화 변이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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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ErbB4" 및 " HER4" 는 예를 들면, 문헌 [EP Pat Appln No 599,274; Plowman et al., Pro. Natl. Acad. Sc
i. USA 90:1746-1750 (1993); and Plowman et al., Nature, 366:473-475 (1993)]에 기재된 바와 같은 수용체 
폴리펩티드, 및 그의 아미노산 서열 변이체를 포함한 기능성 유도체를 지칭하는데, 예를 들면 WO 99/19488에 기재된 
HER4 이소형이다.

" 본래의" 또는 " 본래의 서열" EGFR, HER2, HER3 또는 HER4 폴리펩티드는 천연으로부터 단리할 수 있거나, 재조
합 DNA 기술에 의해 생성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또는 이들 방법이나 유사한 방법의 조합에 의해 생성할 수 
있다.

    
" 기능성 유도체" 에는 상응하는 본래의 폴리펩티드의 정성적 생물학적 활성을 보유하고 있는, 본래 폴리펩티드의 공유 
유도체 및 아미노산 서열 변이체가 포함된다. 아미노산 서열 변이체는 일반적으로 본래의 아미노산 서열 내의 어느 곳
에서의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의 치환, 결실 및(또는) 삽입에 있어서 본래의 서열과 상이하다. 결실 변이체에는 본래의 
폴리펩티드 단편, 및 N- 및(또는) C-말단 절단체를 가진 변이체가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아미노산 서열 변이체는 본
래의 폴리펩티드와의 상동율이 약 70% 이상, 바람직하게는 약 80%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90% 이상일 것이다.
    

" 상동율" 은 필요에 따라 최대 상동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열을 정렬하고 갭을 도입한 후에 동일한 아미노산 서열 변
이체 내의 잔기 비율 (%)로서 정의된다. 정렬 방법 및 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당해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 알라인 (Align) 2" [Genentech, Inc.에 의해 제작되어, 1991년 12월 10일자
로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Washington, DC 20559)에 사용자 문서분류 시스템으로 출원됨]이다.

    
" ErbB 리간드" 란 ErbB 수용체에 결합하고 (하거나) 이를 활성화시키는 폴리펩티드를 의미한다. 본원에서 특별히 당
해 ErbB 리간드는 본래의 서열 인간 ErbB 리간드, 예를 들면 상피 성장 인자 (EGF) [Savage et al., J. Biol. Chem. 
247:7612-7621 (1972)]; 형질전환성 성장 인자 알파 (TGF-알파) [Marquardt et al., Science 223:1079-108
2 (1984)]; 신경초종 또는 각질세포 오토크린 성장 인자로서 공지되기도 한 암피레굴린 [Shoyab et al., Science 24
3:1074-1076 (1989); Kimura et al., Nature 348:257-260 (1990); and Cook et al., Mol. Cell. Biol. 11:25
47-2557 (1991)]; 베타셀룰린 [Shing et al., Science 259:1604-1607 (1993); and Sasada et al., Biochem. 
Biophys. Res. Commun. 190:1173 (1993)]; 헤파린-결합성 상피 성장 인자 (HB-EGF) [Higashiyama et al., S
cience 251:936-939 (1991)]; 에피레굴린 [Toyoda et al., J. Biol. Chem. 270:7495-7500 (1995); and Kom
urasaki et al., Oncogene 15:2841-2848 (1997)], 헤레굴린 [하기 참조]; 뉴레굴린-2 (NRG-2) [Carraway et 
al., Nature 387:512-516 (1997)]; 뉴레굴린-3 (NRG-3) [Zhang et al., Proc. Natl. Acad. Sci. 94:9562-95
67 (1997)]; 또는 크립토 (CR-1) [Kannan et al., J. Biol. Chem. 272 (6):3330-3335 (1997)]이다. EGFR과 
결합하는 ErbB 리간드에는 EGF, TGF-알파, 암피레굴린, 베타셀룰린, HB-EGF 및 에피레굴린이 포함된다. HER3과 
결합하는 ErbB 리간드에는 헤레굴린이 포함된다. HER4와 결합할 수 있는 ErbB 리간드에는 베타셀룰린, 에피레굴린, 
HB-EGF, NRG-2, NRG-3 및 헤레굴린이 포함된다.
    

본원에 사용된 경우의 " 헤레굴린" (HRG)은 ErbB2-ErbB3 단백질 복합체와 ErbB2-ErbB4 단백질 복합체를 활성화
시키는 (즉, 이에 대한 결합시 상기 복합체 내에 티로신 잔기의 인산화를 유도시키는) 폴리펩티드를 지칭한다. 상기 용
어에 포괄되는 각종 헤레굴린 폴리펩티드가, 예를 들어 다음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Holmes et al., Science 256:12
05-1210 (1992); WO 92/20798; Wen et al., Mol. Cell. Biol. 14 (3):1909-1919 (1994) and Marchionni et 
al., Nature 362:312-318 (1993)]. 상기 용어에는 천연 HRG 폴리펩티드의 생물학적 활성 단편 및(또는) 변이체, 
예를 들면 그의 EGF-유사 도메인 단편 (예: HRGβ 177-244 )이 포함된다.

    
본원에서 " ErbB 헤테로-올리고머" 는 2개 이상의 상이한 ErbB 수용체를 포함하는 비공유적으로 결합된 올리고머이
다. 이러한 복합체는 둘 이상의 ErbB 수용체를 발현하는 세포가 ErbB 리간드에 노출되는 경우에 형성될 수 있고, 예를 
들면 문헌 [Sliwkowski et al. J. Biol. Chem., 269 (20):14661-14665 (199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면역침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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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단리하고 SDS-PAGE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ErbB 헤테로-올리고머의 예로는 EGFR-HER2, HER2-HER3 
및 HER3-HER4 복합체가 있다. 더우기, 이러한 ErbB 헤테로-올리고머는 상이한 ErbB 수용체와 결합된 둘 이상의 
HER2 수용체, 예를 들면 HER3, HER4 또는 EGFR를 포함할 수 있다. 사이토킨 수용체 아단위 (예: gp 130)와 같은 
기타 단백질이 헤테로-올리고머에 포함될 수 있다.
    

HER2 단편과 같은 HER2 변이체의 문맥에서, " 본래의 인간 HER2의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이란 표현은 본 발명의 
동물 모델 (유전자이식성 또는 비유전자이식성)에서 과발현되는 경우에 종양 성장을 유도하는 상기 단편의 정성적 능
력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 종양" 은 악성 또는 양성의 모든 신생물 세포 성장과 증식, 및 모든 예비-암성 및 암성 세포
와 조직을 지칭한다.

    
용어 " 암" 및 " 암성" 은 전형적으로 조절되지 못한 세포 성장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포유류에서의 생리학적 질환을 
지칭하거나 이를 기재한 것이다. 암의 예로는 암종, 임파종, 아세포종, 육종 및 백혈병 또는 임파계 악성 종양이 포함되
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암의 보다 특정한 예에는 편평 세포암 (예: 상피 편평 세포암), 소(小)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폐의 선종 및 폐의 편평 세포 암종을 포함한 폐암, 복막암, 간암, 위장암을 포함한 위암, 췌장암, 
신경교아종, 경부암, 난소암, 간암, 방광암, 간암, 유방암, 결장암, 직장암, 결장직장암, 자궁내막 또는 자궁 암종, 타액
선 암종, 신장 암, 전립선암, 음문암, 갑상선암, 간 암종, 항문 암종, 음경 암종 뿐만 아니라 뇌암 및 목암이 포함된다.
    

    
ErbB 수용체를 " 과발현하는" 암은 동일한 조직 유형의 비암성 세포와 비교해서, 그의 세포 표면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ErbB 수용체 (예: HER2)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과발현은 유전자 증폭에 의해 야기될 수 있거나 전사 또는 해독 증가
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ErbB 수용체 과발현은 세포 표면 상에 존재하는 ErbB 단백질의 증가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
예를 들면, 면역조직화학 (IHC)을 통하여 평가함) 진단 또는 예후 검정에서 결정될 수 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또는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 형광성 동일계 하이브리드화 [FISH; WO 98/45479 (1998년 10월에 공개됨) 참조], 서던 블
롯팅, 또는 폴리머라제 연쇄 반응 (PCR) 기술, 예를 들면 실시간 정량적 PCR (RT-PCR)을 통하여 세포에서 ErbB-
코딩 핵산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혈청과 같은 생물학적 유체 중에서 쉐드 (shed) 항원 (예: ErbB 세포외 도메
인)을 측정함으로써 ErbB 수용체 과발현을 연구할 수도 있다 [미국 특허 제4,933,294호 (1990. 6. 12자로 허여됨); 
WO 91/05264 (1991. 4. 18자로 공개됨); 미국 특허 제5,401,638호 (1995. 3. 28자로 허여됨); 및 문헌 (Sias et 
al., J. Immunol. Methods 132:73-80 (1990) 참조]. 상기 검정법들과 별도로, 숙련인은 각종 생체내 검정법을 이용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탐지 가능한 표지 (예: 방사성 동위원소)로 임의로 표지시킨 항체에 환자 신체 내의 세포를 노
출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항체가 환자 세포에 결합되었는 지의 여부는, 예를 들면 방사능에 대해 외부 스캐닝하거나 항
체에 노출시키기 이전에 환자로부터 추출한 생검을 분석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HER2를 과발현하는 종양은 세포 당 발현된 HER2 분자의 복사 수에 상응하는 면역조직화학 스코어에 의해 등급을 매
기며, 이는 생화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0 = 0 내지 10,000개 복사/세포, 1+ = 약 200,000개 이상 복사/세포, 2+ 
= 약 500,000개 이상 복사/세포, 3+ = 약 2,000,000개 이상 복사/세포. 유방암의 대략 30%에서는, 티로신 키나제의 
리간드-비의존성 활성화를 유도하는 3+ 수준으로의 HER2의 과발현이 일어나고 [Hudziak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4:7159-7163 (1987)], 이들 환자에서는 재발 없는 생존률과 전체 생존률이 감소된다 [Slamon et al., 
Science 244:707-712 (1989); Slamon et al., Science 235:177-182 (1987)].
    

역으로 말하면, " ErbB 수용체의 과발현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암은 진단 검정에서, 동일한 조직 유형의 비암성 
세포와 비교해서 정상적인 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ErbB 수용체를 발현하지 않는 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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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몬 비의존성" 암은 그의 증식이, 암 세포에 의해 발현된 수용체에 결합되는 호르몬의 존재에 의존적이지 않은 암
이다. 이러한 암은 종양 부위내 또는 종양 부위 근처의 호르몬 농도를 감소시키는 약리학적 또는 외과적 전략에 따른 투
여시 임상적 퇴행을 진행하지 않는다. 호르몬 비의존성 암의 예로는 안드로겐 비의존성 전립선암, 에스트로겐 비의존성 
유방암, 자궁내막암 및 난소암이 있다. 이러한 암은 호르몬 의존적 종양으로서 양성일 수 있고, 항호르몬 요법 후에 호
르몬-민감성 단계로부터 호르몬-불응성 종양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본원에서의 용어 " 항체" 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본래의 모노클로날 항체, 폴리클
로날 항체, 둘 이상의 본래의 항체로부터 형성된 다중 특이적 항체 (예: 이중 특이적 항체), 및 목적하는 생물학적 활성
을 나타내는 항체 단편을 포괄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 모노클로날 항체" 는 실질적으로 동종인 항체 집단으로부터 얻은 항체를 지칭하는데, 
즉 이러한 집단 내에 포함된 개개의 항체는 미량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가능한 천연의 돌연변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모노클로날 항체는 단일 항원성 부위에 대해 고도로 특이적이다. 더우기, 상이한 결정기 (에피토프)에 대해 지시된 상
이한 항체를 포함하는 폴리클로날 항체 제제와는 반대로, 각각의 모노클로날 항체는 항원 상의 단일 결정기에 대해 지
시된다. 이러한 특이성 이외에도, 모노클로날 항체는 이들이 다른 항체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채로 합성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유리하다. 수식어구 " 모노클로날" 은 실질적으로 동종인 항체 집단으로부터 수득되는 항체의 형질을 나타내며, 
항체 생성을 어떠한 특정 방법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본 발명에 따라서 사용될 모노클로날 항체는 문헌 [
Kohler et al., Nature, 256:495 (1975)]에 처음으로 기재된 하이브리도마 방법으로 제조할 수 있거나, 또는 재조합 
DNA 방법 [미국 특허 제4,816,567호 참조]으로 제조할 수 있다. " 모노클로날 항체" 는 또한, 예를 들면 문헌 [Clac
kson et al., Nature, 352:624-628 (1991); and Marks et al., J. Mol. Biol., 222:581-597 (1991)]에 기재된 
기술을 사용하여 파지 항체 라이브러리로부터 단리할 수 있다.
    

    
본원에서의 모노클로날 항체에는 구체적으로, 중쇄 및(또는) 경쇄의 일정 부분이 특정한 종으로부터 유래된 항체 또는 
특정한 항체 부류 또는 아부류에 속하는 항체 내의 상응하는 서열과 동일하거나 이와 상동성인 반면, 상기 쇄의 나머지 
부분이 또다른 종으로부터 유래된 항체 또는 또다른 항체 부류 또는 아부류에 속하는 항체 뿐만 아니라 목적하는 활성
을 나타내는 상기 항체의 단편 내의 상응하는 서열과 동일하거나 이와 상동성인 " 키메릭" 항체가 포함된다 [미국 특허 
제4,816,567호; 및 Morrison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1:6851-6855 (1984)]. 본원에서 당해 키메릭 
항체에는 비-인간 영장류 (예: Old World Monkey, Ape 등)로부터 유래된 가변 도메인 항원-결합 서열 및 인간 불
변 영역 서열을 포함하는 영장류화 항체가 포함된다.
    

" 항체 단편" 은 바람직하게는 항원 결합성 영역 또는 그의 가변 영역을 포함하는, 본래 항체의 일정 부분을 포함한다. 
항체 단편의 예로는 Fab, Fab', F(ab')2 및 Fv 단편; 디아바디; 선형 항체; 단일쇄 항체 분자; 및 항체 단편(들)으로부
터 형성된 다중 특이적 항체가 있다.

" 본래의" 항체는 항원 결합성 가변 영역 뿐만 아니라 경쇄 불변 영역 (C L )과 중쇄 불변 도메인 CH 1, CH 2 및 CH 3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변 도메인은 본래의 서열 불변 도메인 (예: 인간 본래의 서열 불변 도메인) 또는 그의 아미
노산 서열 변이체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래 항체가 하나 이상의 이펙터 기능을 갖는다.

    
비-인간 (예: 설치류) 항체의 " 인간화" 형태는 비-인간 면역글로불린으로부터 유래된 최소 서열을 함유하는 키메릭 
항체이다. 대부분의 경우, 인간화 항체는, 수용자의 초가변 영역으로부터의 잔기가 목적하는 특이성, 친화성 및 능력을 
가진 마우스, 쥐, 토끼 또는 비-인간 영장류 등의 비-인간 종 (공여자 항체)의 초가변 영역으로부터의 잔기로 대체되
는 인간 면역글로불린 (수용자 항체)이다. 몇몇 경우에서는, 인간 면역글로불린의 골격 영역 (FR) 잔기를 상응하는 비
-인간 잔기로 대체한다. 더우기, 인간화 항체는 수용자 항체 또는 공여자 항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잔기를 포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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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이들 변형은 항체 성능을 추가로 증진시키도록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인간화 항체는 1개 이상, 및 전형적으
로 2개의 가변 도메인을 실질적으로 모두 포함할 것인데, 여기서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초가변 루프는 비-인간 면
역글로불린의 것에 상응하고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FRs는 인간 면역글로불린 서열의 것이다. 인간화 항체는 또한, 
면역글로불린 불변 영역 (Fc)의 적어도 일정 부분, 전형적으로는 인간 면역글로불린의 적어도 일정 부분을 포함할 것
이다. 추가의 상세한 내역은 다음 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Jones et al., Nature 321:522-525 (1986); Riechmann 
et al., Nature 332:323-329 (1988); and Presta, Curr. Op. Struct. Biol. 2:593-596 (1992)].
    

인간화 항-ErbB2 항체로는 huMAb4D5-1, huMAb4D5-2, huMAb4D5-3, huMAb4D5-4, huMAb4D5-5, huM
Ab4D5-6, huMAb4D5-7 및 huMAb4D5-8 (헤르셉틴 (등록상표))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 삽입된 미국 특허 제5,
821,337호의 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음]; 인간화 520C9 (WO 93/21319) 및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은 인간화 2C4 항
체가 있다.

항체 " 이펙터 기능" 은 항체의 Fc 영역 (본래의 서열 Fc 영역 또는 아미노산 서열 변이체 Fc 영역)에 기인하는 생물학
적 활성을 지칭한다. 항체 이펙터 기능의 예로는 C1q 결합성; 보체 의존적 세포독성; Fc 수용체 결합성; 항체-의존적 
세포 매개된 세포독성 (ADCC); 대식작용; 세포 표면 수용체 (예: B 세포 수용체; BCR)의 하향 조절 등이 있다.

이들의 중쇄의 불변 도메인의 아미노산 서열에 따라서, 본래 항체를 상이한 " 부류" 로 정할 수 있다. 5가지 주 부류의 
본래 항체: IgA, IgD, IgE, IgG 및 IgM이 있으며, 이들 중의 몇 개는 추가로 " 아부류" (이소형)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IgG1, IgG2, IgG3, IgG4, IgA 및 IgA2. 상이한 부류의 항체에 상응하는 중쇄 불변 도메인은 각각 , , , 및 로 불
리운다. 상이한 부류의 면역글로불린의 아단위 구조와 3차원 형태는 널리 공지되어 있다.

    
" 항체-의존적 세포 매개된 세포독성" 및 " ADCC" 는 Fc 수용체 (FcRs)를 발현하는 비특이적 세포독성 세포 [예: 천
연 킬러 (NK) 세포, 호중구 및 마크로파지]가 표적 세포 상의 결합된 항체를 인식한 후에 표적 세포의 분해를 유발시
키는 세포 매개된 반응을 지칭한다. ADCC를 매개하는 1차 세포인 NK 세포는 Fc RIII 만을 발현하는 반면, 단핵구는 
Fc RI, Fc RII 및 Fc RIII를 발현한다. 조혈 세포 상의 FcR 발현은 문헌 [Ravetch and Kinet, Annu. Rev. Immuno
l 9:457-92 (1991)]의 464쪽의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당해 분자의 ADCC 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 제5,
500,362호 또는 제5,821,337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시험관내 ADCC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검정에 유용한 
이펙터 세포에는 말초혈 단핵 세포 (PBMC) 및 천연 킬러 (NK) 세포가 포함된다. 별법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당해 분
자의 ADCC 활성은, 예를 들면 문헌 [Clynes et al., PNAS (USA) 95:652-656 (1998)]에 기재된 바와 같은 동물 
모델에서 생체내 평가할 수 있다.
    

" 인간 이펙터 세포" 는 하나 이상의 FcRs를 발현하고 이펙터 기능을 수행하는 백혈구이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세포
는 적어도 Rc RIII를 발현하고 ADCC 이펙터 기능을 수행한다. ADCC를 매개하는 인간 백혈구의 예로는 말초혈 단핵 
세포 (PBMC), 천연 킬러 (NK) 세포, 단핵구, 세포독성 T 세포 및 호중구가 있지만, PBMC와 NK 세포가 바람직하다. 
상기 이펙터 세포는 그의 본래 공급원, 예를 들면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은 PBMCs 또는 혈액으로부터 단리할 수 있다.

    
용어 " Fc 수용체" 또는 " FcR" 은 항체의 Fc 영역과 결합되는 수용체를 기재하는데 사용된다. 바람직한 FcR은 본래 
서열 인간 FcR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FcR은 IgG 항체와 결합되는 수용체 (감마 수용체)이고, 이에는 Fc RI, Fc RII 
및 Fc RIII 아부류의 수용체가 포함되는데, 이는 이들 수용체의 대립유전자성 변이체와 스플라이싱된 형태를 포함한다. 
Fc RII 수용체에는 주로 그의 세포질 도메인에서만 상이한 유사한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Fc RIIA (" 활성화 수용체" )
와 Fc RIIB (" 억제성 수용체" )가 포함된다. 활성화 수용체 Fc RIIA는 그의 세포질 도메인 내에 면역수용체 티로신-
이용된 활성화 모티프 (ITAM)를 함유한다. 억제성 수용체 Fc RIIB는 그의 세포질 도메인 내에 면역수용체 티로신-이
용된 억제 모티프 (ITIM)를 함유한다 [M. in Daeron, Annu. Rev. Immunol. 15:203-234 (1997)]. FcRs는 다음 
문헌에서 고찰될 수 있다 [Ravetch and Kinet, Annu. Rev. Immunol 9:457-92 (1991); Capel et al., Immunom
ethods 4:25-34 (1994); and de Haas et al, J. Lab. Clin. Med. 126:330-41 (1995)]. 앞으로 동정될 것을 포함
한 기타 FcRs가 본원의 용어 " FcR" 에 포괄된다. 상기 용어에는 또한, 모체 IgG를 태아에게 전이시키는 것에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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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생아 수용체 FcRn이 포함된다 [Guyer et al., J. Immunol. 117:587 (1976) and Kim et al., J. Immunol. 24
:249 (1994)].
    

" 보체 의존적 세포독성" 또는 " CDC" 는 보체의 존재 하에서 표적을 용해시키는 분자의 능력을 지칭한다. 이러한 보체 
활성화 경로는 동종 항원과 복합체를 형성한 분자 (예: 항체)에 보체 시스템의 제1 성분 (C1q)을 결합시킴으로써 개시
한다. 보체 활성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문헌 [Gazzano-Santoro et al., J. Immunol. Methods 202:163 (
1996)]에 기재된 바와 같은 CDC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 본래의 항체" 는 통상적으로, 2개의 동일한 경쇄 (L)와 2개의 동일한 중쇄 (H)로 구성된, 약 150,000 달톤의 헤테
로-사량체성 당단백질이다. 각 경쇄는 1개의 공유 디설파이드 결합에 의해 중쇄에 연결되지만, 디설파이드 연결 수는 
상이한 면역글로불린 이소형의 중쇄에 따라 다양하다. 각각의 중쇄와 경쇄는 규칙적으로 격리된 쇄내 디설파이드 브릿
지를 갖는다. 각 중쇄는 한 말단에서의 가변 도메인 (VH ) 다음에 수 많은 불변 도메인을 갖는다. 각 경쇄는 한 말단에 
가변 도메인 (VL )을 가지고 그의 다른 말단에 불변 도메인을 갖는다. 경쇄의 불변 도메인은 중쇄의 제1 불변 도메인과 
정렬되고, 경쇄 가변 도메인은 중쇄의 가변 도메인과 정렬된다. 특정한 아미노산 잔기가 경쇄와 중쇄 가변 도메인 간의 
계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항체와 연계해서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 가변" 은 항체 가변 도메인의 특정한 부분이 항체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서열 
상이성을 나타내고 그의 특정한 항원에 대한 각 특정 항체의 결합성과 특이성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변성이 항체의 가변 도메인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경쇄와 중쇄 가변 도메인 모
두에 있어서 초가변 영역으로 불리우는 3가지 세그먼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다 고도로 보존적 가변 도메인 부분이 골격 
영역 (FRs)으로 불리운다. 본래의 중쇄 및 경쇄의 가변 도메인은 각각 4개의 FRs를 포함하는데, 크게는 -시트 구조를 
연결하는 루프를 형성하고, 몇몇 경우에는 상기 -시트 구조의 형성부인 3개의 초가변 영역에 의해 연결된 -시트 형태
를 취한다. 각 쇄에서의 초가변 영역은 FRs에 의해 서로 밀접하게 유지되어 있는데, 기타 쇄로부터의 초가변 영역의 경
우에는, 항체의 항원-결합성 부위 형성에 도움이 된다 [Kabat et al., Sequences of Proteins of Immunological In
terest, 5th Ed. Public Health Servic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1991)]. 불변 도메인은 
항체를 항원에 결합시키는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항체 의존적 세포성 세포독성 (ADCC)에 항체가 참여하는 것과 
같은 각종 이펙터 기능을 나타낸다.
    

    
본원에 사용된 경우의 용어 " 초가변 영역" 은 항원-결합에 관여하는 항체의 아미노산 잔기를 지칭한다. 이러한 초가변 
영역은 일반적으로 " 상보성 결정 영역" 또는 " CDR" 로부터의 아미노산 잔기 [예: 경쇄 가변 도메인 내의 잔기 24-3
4 (L1), 50-56 (L2) 및 89-97 (L3) 및 중쇄 가변 도메인 내의 잔기 31-35 (H1), 50-65 (H2) 및 95-102 (H
3); Kabat et al., Sequences of Proteins of Immunological Interest, 5th Ed. Public Health Service, Nationa
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1991)] 및(또는) " 초가변 루프" 로부터의 아미노산 잔기 [예: 경쇄 가변 
도메인 내의 잔기 26-32 (L1), 50-52 (L2) 및 91-96 (L3) 및 중쇄 가변 도메인 내의 잔기 26-32 (H1), 53-5
5 (H2) 및 96-101 (H3); Chothia and Lesk J. Mol. Biol. 196:901-917 (1987)]를 포함한다. " 골격 영역" 또는 " 
FR" 잔기는 본원에 정의된 바와 같은 초가변 영역 잔기 이외의 가변 도메인 잔기이다.
    

    
" 단리된" 항체는 그의 천연 환경 성분으로부터 동정하여 분리 및(또는) 회수한 것이다. 그의 천연 환경의 오염 성분은 
항체에 대한 진단 용도 또는 치료 용도를 방해할 수도 있는 물질이며, 이에는 효소, 호르몬, 및 기타 단백질성 또는 비단
백질성 용질이 포함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상기 항체를 (1) 로우리 (Lowry) 방법으로 결정된 바와 같이 항
체 95 중량% 초과 수준으로 정제하거나, (2) 스피닝 컵 시퀘네이터 (sequenator)를 사용함으로써 N-말단의 15개 
이상의 잔기 또는 내부 아미노산 서열을 수득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정제하거나, 또는 (3) 쿠마시 블루, 또는 바람직하
게는 은 염색물을 사용하여 환원 또는 비환원 조건 하에서 SDS-PAGE에 의한 균질성이 되도록 하는 수준으로 정제할 
것이다. 단리된 항체에는 재조합 세포 내의 동일계 항체가 포함되는데, 이는 이러한 항체의 천연 환경의 하나 이상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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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단리된 항체는 한가지 이상의 정제 단계에 의해 제조될 것이
다.
    

당해 항원, 예를 들면 ErbB2 항원과 " 결합하는" 항체는 이러한 항체가 상기 항원을 발현하는 세포를 표적화하는데 있
어서 진단제 및(또는) 치료제로서 유용하고 (하거나) 메이탄시노이드와 같은 기타 화학요법제 또는 세포독성제의 표적
화 전달에 유용하기에 충분한 친화도로 상기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항체가 ErbB2와 결합하는 것인 경
우, 이는 통상적으로, 기타 ErbB 수용체와는 달리 ErbB2와 우선적으로 결합할 것이고, EGFR, ErbB3 또는 ErbB4 등
의 기타 단백질과는 실제적으로 교차 반응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양태에서는, 이들 비-ErbB2 단백질에 대한 
항체의 결합도 (예: 내인성 수용체에 대한 세포 표면 결합도)가 형광 활성화 세포 분류 (FACS) 분석 또는 방사선면역
침전법 (RIA)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10% 미만일 것이다. 종종, 항-ErbB2 항체는, 예를 들어 문헌 [Schecter et 
al., Nature 312:513 (1984) and Drebin et al., Nature 312:545-548 (198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쥐neu단백질
과 실제적으로 교차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달리 지시되지 않는다면, " 모노클로날 항체 4D5" 및 " 4D5 모노클로날 항체" 란 표현은 쥐의 4D5 항체의 항원 결합
성 잔기를 갖거나 이러한 쥐의 4D5 항체로부터 유래된 항체를 지칭한다. 예를 들면, 모노클로날 항체 4D5는 쥐의 모노
클로날 항체 4D5 (ATCC CRL 10463) 또는 쥐의 모노클로날 항체 4D5의 항원 결합성 아미노산 잔기를 보유하는 그
의 변이체, 예를 들면 인간화 항체 4D5일 수 있다. 인간화 4D5 항체의 예로는 미국 특허 제5,821,337호에 기재된 바
와 같은 huMAb4D5-1, huMAb4D5-2, huMAb4D5-3, huMAb4D5-4, huMAb4D5-5, huMAb4D5-6, huMAb4
D5-7 및 huMAb4D5-8 (헤르셉틴 (등록상표))이 있으며, huMAb4D5-8 (헤르셉틴 (등록상표))이 바람직한 인간
화 4D5 항체이다.
    

    
지정된 항체의 " 생물학적 특징" 을 가진 항체, 예를 들면 4D5로 지정된 모노클로날 항체는 이를 동일한 항원 (예: Er
bB2)과 결합하는 기타 항체와 구별시키는 항체의 한가지 이상의 생물학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4
D5의 생물학적 특징을 가진 항체는 ErbB2 발현 수준에 의존적이고 (이거나) 4D5에 의해 결합되는 것과 동일한, Erb
B2의 세포외 도메인 내의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예를 들면, ErbB2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 4D5의 결합을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ErbB2 과발현성 세포에 대한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본원에 사용된 경우의 " 성장 억제제" 는 시험관내 또는 생체내에서 특정 세포, 특히 ErbB 발현성 암 세포의 성장을 억
제시키는 화합물 또는 조성물을 지칭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 억제제는 S 상에서의 ErbB 발현성 세포의 비율을 상당
히 감소시키는 것일 수 있다. 성장 억제제의 예로는 (S 상 이외의 위치에서) 세포 사이클 진행을 차단시키는 제제, 예
를 들면 G1 정지와 M-상 정지를 유도하는 제제가 있다. 전통적인 M-상 차단제에는 빈카스 (빈크리스틴 및 빈블라스
틴), 탁산, 및 토포 II 억제제, 예를 들면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 다우노루비신, 에토포시드 및 블레오마이신이 포함된
다. G1 정지 여파로 S-상 정지를 가져다 주는 제제는 예를 들면, DNA 알킬화제, 예를 들면 타목시펜, 프레드니손, 다
카르바진, 메클로르에타민, 시스플라틴, 메토트렉세이트, 5-플루오로우라실 및 ara-C이다. 추가의 정보가 다음 문헌
에 제시되어 있다 [The Molecular Basis of Cancer, Mendelsohn and Israel, eds., Chapter 1, entitled " Cell c
ycle regulation, oncogenes, and antineoplastic drugs" by Murakami et al. (WB Saunders: Philadelphia, 199
5), especially p. 13].
    

    
" 성장 억제성" 항체의 예는 ErbB2와 결합하여 ErbB2를 과발현하는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바람직한 
성장 억제성 항-ErbB2 항체는 약 0.5 내지 30 g/㎖의 항체 농도에서 세포 배양물 중의 SK-BR-3 유방 종양 세포의 
성장을 20% 이상, 바람직하게는 50% 이상 (예를 들면, 약 50% 내지 약 100%) 억제시키는데, 이러한 성장 억제는 S
K-BR-3 세포를 상기 항체에 노출시킨지 6일 후에 결정한다 [1997년 10월 14일자로 허여된 미국 특허 제5,6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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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참조]. SK-BR-3 세포 성장 억제 검정은 상기 특허 및 다음에 보다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바람직한 성장 억제성 
항체는 모노클로날 항체 4D5, 예를 들면 인간화 4D5이다.
    

    
"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분자 (예: 항체)는 생육 가능한 세포를 생육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세포는 일반적으
로 특히 상기 세포가 ErbB2 수용체를 과발현하는 경우에 ErbB2 수용체를 발현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세포
가 암 세포, 예를 들면 유방암, 난소암, 위암, 자궁내막암, 타액선암, 폐암, 신장암, 결장암, 갑상선암, 췌장암, 전립선암 
또는 방광암 세포이다. 시험관내에서는, 상기 세포가 SK-BR-3, BT474, Calu 3, MDA-MB-453, MDA-MB-361 
또는 SKOV3 세포일 수 있다. 시험관내 세포 사멸은 항체-의존적 세포 매개된 세포독성 (ADCC) 또는 보체 의존적 세
포독성 (CDC)에 의해 유도된 세포 사멸을 구별시켜 주는 면역 이펙터 세포 및 보체의 부재 하에서 결정할 수 있다. 따
라서, 세포 사멸에 대한 검정법은 열 불활성화 혈청을 사용하고 (즉, 보체의 부재하) 면역 이펙터 세포의 부재 하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해당 분자가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프로피듐 요오다이드 (PI), 트리판 블루 [M
oore et al., Cytotechnology 17:1-11 (1995)] 또는 7AAD의 흡수로써 평가된 바와 같은 막 원형의 상실을 처리되
지 않은 세포와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다. 바람직한 세포 사멸-유도성 항체는 BT474 세포에서의 PI 흡수 검정에서 P
I 흡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항체의 예로는 항-ErbB2 항체 7C2 및 7F3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
써 삽입된 WO 98/17797 참조]이 있는데, 이에는 그의 인간화 및(또는) 친화도 성숙된 변이체가 포함된다.
    

    
" 아폽토시스를 유도하는" 분자 (예를 들면, 항체)는 아넥신 V의 결합, DNA의 분절, 세포 수축, 소포체의 확장, 세포 
분절, 및(또는) 막 소포 (아폽토시스체로 불리움)의 형성으로 결정된 바와 같이 계획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포는 통상적으로, ErbB2 수용체를 과발현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세포가 종양 세포, 예를 들면 유방
암, 난소암, 위암, 자궁내막암, 타액선암, 폐암, 신장암, 결장암, 갑상선암, 췌장암, 전립선암 또는 방광암 세포이다. 시
험관내에서는, 상기 세포가 SK-BR-3, BT474, Calu 3 세포, MDA-MB-453, MDA-MB-361 또는 SKOV3 세포
일 수 있다. 아폽토시스과 연관된 세포성 사건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 방법이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포스파티딜 세
린 (PS) 전위는 아넥신 결합에 의해 측정할 수 있고; DNA 분절은 DNA 래더링 (laddering)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고, 
DNA 분절에 따른 핵/크로마틴 축합은 저이배체 세포에서의 어떠한 증가에 의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아
폽토시스를 유도하는 분자는 BT474 세포를 이용하는 아넥신 결합 검정에 있어서 처리되지 않은 세포와 비교하여 아넥
신 결합을 약 2 내지 50배, 바람직하게는 약 5 내지 50배,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0 내지 50배 유도하는 분자이다. 종
종, 프로-아폽토시스성 분자는 ErbB 수용체의 ErbB 리간드 활성화를 추가로 차단시키는 것일 것이다. 다른 상황하에
서는, 상기 분자가 ErbB 수용체의 ErbB 리간드 활성화를 상당히 차단시키지 않는 것이다. 추가로, 상기 분자는 S 상의 
세포 비율은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아폽토시스를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조군에 비해 이들 세포 비율을 약 
0 내지 10% 정도만 감소시키는 것이다). 아폽토시스를 유도하는 항체의 예로는 항-ErbB2 항체 7C2 및 7F3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써 삽입된 WO 98/17797 참조]이 있는데, 이에는 그의 인간화 및(또는) 친화도 성숙된 변이체가 포함된
다.
    

    
ErbB 수용체의 리간드 활성화를 " 차단" 시키는 항체는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은 활성화를 감소시키거나 방지시키는 것
인데, 여기서 상기 항체는 모노클로날 항체 4D5 보다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대략 모노클로날 항체 7F
3 또는 2C4 또는 그의 Fab 단편 만큼 효율적으로, 바람직하게는 대략 모노클로날 항체 2C4 또는 그의 Fab 단편 만큼 
효율적으로 ErbB 수용체의 리간드 활성화를 차단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ErbB 수용체의 리간드 활성화를 차단시키는 
항체는 ErbB 헤테로-올리고머의 형성을 차단하는데 있어서 4D5 보다 약 50 내지 100% 더 효율적인 것일 수 있다. 
ErbB 수용체의 리간드 활성화를 차단시키는 것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예를 들면 ErbB 수용체에 대한 리간드 결합, 
ErbB 복합체 형성, ErbB 복합체에서의 ErbB 수용체의 티로신 키나제 활성 및(또는) ErbB 수용체 내의 또는 이러한 
수용체에 의한 티로신 키나제의 인산화를 방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ErbB 수용체의 리간드 활성화를 차단시키는 
항체의 예에는 모노클로날 항체 2C4 및 7F3 (이들은 ErbB2/ErbB3 및 ErbB2/ErbB4 헤테로-올리고머의 HRG 활성
화; 및 EGFR/ErbB2 헤테로-올리고머의 EGF, TGF-, 암피레굴린, HB-EGF 및(또는) 에피레굴린 활성화를 차단시
킨다); 및 EGFR, ErbB2, ErbB3 및 ErbB4를 발현하는 T47D 세포에 대한 EGF와 NDF의 결합을 차단시키는, L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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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96 및 L288 항체 [Klapper et al., Oncogene 14:2099-2109 (1997)]가 포함된다. 이에는 이들의 인간화 및(또는) 
친화도 성숙된 변이체와 상기 정의 내에 속하는 기타 항체가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용어 " 에피토프" 는 단백질 항원 상의 (모노클로날 또는 폴리클로날) 항체에 대한 결합 부위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특정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항체는 " 에피토프 지도화" 에 의해 동정된다. 단백질 상의 에피토프를 지도화하고 그의 위
치를 확인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는 항체-항원 복합체의 결정 구조 분해법, 
경쟁 검정법, 유전자 단편 발현 검정법, 및 합성 펩티드-이용 검정법 [이는, 예를 들면 문헌 (Chapter 11 of Harlow 
and Lane, Using Antibodies, a Laboratory Manual,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Cold Spring Harb
or, New York, 1999)에 기재된 바와 같다]이 포함된다. 경쟁 검정법이 다음에 논의되어 있다. 유전자 단편 발현 검정
법에 따르면, 해당 단백질을 코딩하는 오픈 리딩 프레임을 무작위로 분절시키거나 특이적 유전 작제에 의해 분절시키고, 
이와 같이 발현된 단백질 단편과 시험하고자 하는 항체 간의 반응성을 결정한다. 이러한 유전자 단편들은, 예를 들면 P
CR에 의해 생성시킨 다음, 방사성 아미노산의 존재 하의 시험관내에서 전사시키고 단백질로 해독시킬 수 있다. 이어서, 
면역침전법 및 겔 전기영동을 이용하여, 상기 방사성 표지된 단백질 단편에 대한 항체의 결합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한 
에피토프는 파지 입자 (파지 라이브러리) 표면 상에 디스플레이된 무작위 펩티드 서열의 큰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으로
써 동정할 수도 있다. 별법으로는, 중복 펩티드 단편의 일정 라이브러리를 대상으로 하여, 간단한 결합 검정법으로 시험 
항체에 대한 결합성을 시험할 수 있다. 후자의 접근법이 약 5 내지 15개 아미노산의 선형 에피토프를 규정하는데 적합
하다.
    

    
2개의 항체가 동일하거나 입체적으로 중복되는 에피토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항체가 기준 항체와 " 필수적으로 동일
한 에피토프" 에 결합된다. 2개의 에피토프가 동일하거나 입체적으로 중복되는 에피토프에 결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
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신속한 방법은 경쟁 검정법인데, 이는 표지된 항원 또는 표지된 항체를 사용하는 수 많은 
상이한 포맷으로 구성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상기 항원은 96-웰 판 위에 고정화시키고, 표지된 항체의 결합을 차단시
키는 표지되지 않은 항체의 능력은 방사성 또는 효소 표지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에피토프 4D5" 는 항체 4D5 (ATCC CRL 10463)이 결합되는 ErbB2의 세포외 도메인 내의 영역이다. 이러한 에피
토프는 ErbB2의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에 근접해 있고, 서열 3, 도 4에 포함된 ErbB2 세포외 도메인 서열 내에 포함
되는 약 519번 잔기에서 약 625번 잔기까지 연장되어 있다. 4D5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항체에 대해 스크리닝하기 위하
여, 문헌 [Harlow and Lane, 상기 참조]에 기재된 바와 같은 통상의 교차-차단성 검정법을 수행할 수 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에피토프 지도화를 수행하여, 상기 항체가 ErbB2의 4D5 에피토프 (예를 들면, 서열 3에 포함되는 약 52
9번 잔기에서 약 625번 잔기까지의 영역 내의 하나 이상의 잔기)에 결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 에피토프 3H4" 는 항체 3H4가 결합되는 ErbB2의 세포외 도메인 내의 영역이다. 이러한 에피토프는 ErbB2 세포외 
도메인의 아미노산 서열 내에 포함되는 약 541번 잔기에서 약 599번 잔기까지를 포함한다 (도 4 및 서열 3 참조).

    
" 에피토프 7C2/7F3" 은 7C2 및(또는) 7F3 항체 (각각이 ATCC에 기탁되어 있다, 하기 참조)가 결합되는 ErbB2의 
세포외 도메인의 N 말단 영역이다. 7C2/7F3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항체에 대해 스크리닝하기 위하여, 문헌 [Antibod
ies, A Laboratory Manual,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Ed Harlow and David Lane (1988)]에 기재된 바와 
같은 통상의 교차-차단성 검정법을 수행할 수 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에피토프 지도화를 수행하여, 상기 항체가 Er
bB2 상의 7C2/7F3 에피토프 (예를 들면, ErbB2의 약 22번 잔기에서 약 53번 잔기까지의 영역 내의 하나 이상의 잔기
; 도 4 및 서열 3 참조)에 결합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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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노클로날 항-ErbB 항체에 의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약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종양은 인식된 동물 모델이
나 인간 임상 시도에서 전혀 치료하지 않았거나 위약으로 치료한 것과 비교해서 항-ErbB 항체 치료에 반응하여 통계
상 유의적인 개선을 나타내지 않거나, 또는 항-ErbB 항체로의 초기 치료에는 반응하지만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 항-ErbB 항체의 효능을 시험하기에 특히 적합한 동물 모델은 본원에 기재된 유전자이식성 동물 
모델이고, 이는 실시예 3에 예시되어 있다.
    

    
" 치료" 란 용어는 대상체에게서 암 발생이나 전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생리학적 변화 또는 장애를 예방하거나 서
서히 저하 (감조)시키는 치료학적 처치 및 예방 또는 방지 수단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목적상, 유익하거나 바람직한 임
상 결과에는 증상 완화, 질병 정도 경감, 질병의 안정화 (즉, 더 악화되지 않음) 상태, 질병 진행이 지연되거나 서서히 
됨, 질병 상태의 경감 또는 일시적 완화, 및 차도 (부분적 또는 전반적)가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지는 않고, 이들은 탐
지 가능하거나 탐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 치료" 는 또한, 치료 받지 않은 경우의 예상 생존율과 비교해서 생존율이 
연장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치료가 필요한 대상체에는 상기 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대상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
환이나 장애에 걸리기 쉬운 대상체 또는 이러한 질환이나 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대상체가 포함된다.
    

    
" 장애" 에는 본 발명의 치료에 의해 차도가 있는 어떠한 질환도 포함된다. 이에는 해당 포유류가 문제의 장애를 앓게 
만드는 병리학적 상태를 포함한 만성 및 급성 장애 또는 질병이 포함된다. 본원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장애의 비제한적 
예로는 양성 및 악성 종양; 백혈병 및 임파계 악성 종양, 특히 유방암, 난소암, 위암, 자궁내막암, 타액선암, 폐암, 신장
암, 결장암, 갑상선암, 췌장암, 전립선암 또는 방광암이 있다. 본 발명에 따라서 치료하는데 바람직한 장애는 ErbB 수용
체 (예: ErbB2 및(또는) EGFR)을 과발현하고 과발현되는 수용체(들)에 대한 항체로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약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악성 종양, 예를 들면 유방암이다. 특히 바람직한 장애는 헤르셉틴 (등록상표) 치료법에 반응
하지 않거나 또는 약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ErbB2-과발현성 유방암이다.
    

    
" 치료 유효량" 이란 용어는 포유류에서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데 유효한 약물의 양을 지칭한다. 암의 경우에
는, 해당 약물의 치료 유효량은 암 세포의 수를 감소시키고; 종양 크기를 감소키기며; 암 세포가 말초 기관 내로 침윤되
는 것을 억제시키고 (즉, 어느 정도는 느리게 하고 바람직하게는 중지시킨다); 종양 전이를 억제시키며 (즉, 어느 정도
는 느리게 하고 바람직하게는 중지시킨다); 종양 성장을 어느 정도를 억제시키고 (시키거나) 해당 암과 연관된 한가지 
이상의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해당 약물이 존재하는 암 세포 성장을 방지하고 (하거나) 사멸시킬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이는 세포 증식억제성 또는 세포독성일 수 있다. 암 치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질병 진행 시간 (TTP)을 
평가하고 (하거나) 반응률 (RR)을 결정함으로써 효능을 측정할 수 있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 세포독성제" 는 세포의 기능을 억제 또는 방지시키고 (시키거나) 세포의 파괴를 유발
시키는 물질을 지칭한다. 이러한 용어는 방사성 동위원소 (예: At 211 , I131 , I125 , Y90 , Re186 , Re188 , Sm153 , B
i212 , P32 및 Lu의 방사성 동위원소), 화학요법제, 및 독소, 예를 들면 작은 분자 독소 또는 세균, 진균, 식물 또는 동물 
기원의 효소적 활성 독소 (이들의 단편 및(또는) 변이체 포함)를 포괄한다.

    
" 화학요법제" 는 암 치료에 유용한 화학적 화합물이다. 화학요법제의 예로는 티오테파 및 사이클로스포스파미드 (CY
TOXAN (상표명)) 등의 알킬화제; 부설판, 임프로설판 및 피포설판 등의 알킬 설포네이트; 벤조도파, 카보쿠온, 메투
레도파 및 우레도파 등의 아지리딘; 알트레타민, 트리에틸렌멜라민, 트리에틸렌포스포르아미드, 트리에틸렌티오포스파
오라미드 및 트리메틸롤로멜라민을 포함한 에틸렌이민 및 메틸아멜라민; 클로람부실, 클로르나파진, 클로로포스파미드, 
에스트라무스틴, 이포스파미드, 메클로로에타민, 메클로르에타민 옥사이드 히드로클로라이드, 멜팔란, 노벰비친, 페네
스테린, 프레드니무스틴, 트로포스파미드, 우라실 머스타드 등의 질소 머스타드; 카르무스틴, 클로로조토신, 포테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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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 로무스틴, 니무스틴, 라니무스틴 등의 니트로스우레아; 아클라시노마이신, 악티노마이신, 아우트라마이신, 아자세린, 
블레오마이신, 칵티노마이신, 칼리케아미신, 카라비신, 카르미노마이신, 카르지노필린, 크로모마이신, 닥티노마이신, 다
우노루비신, 데토루비신, 6-디아조-5-옥소-L-노르루이신,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 에소루비신, 이다루비신, 마르
셀로마이신, 미토마이신, 미코페놀산, 노갈라마이신, 올리보마이신, 페플로마이신, 포트피로마이신, 푸로마이신, 쿠엘라
마이신, 로도루비신, 스트렙토니그린, 스트렙토조신, 투베르시딘, 우베니멕스, 지노스타틴, 조루비신 등의 항생물질; 메
토트렉세이트 및 5-플루오로우라실 (5-FU) 등의 항대사제; 데노프테린, 메토트렉세이트, 프테로프테린, 트리메트렉
세이트 등의 폴산 유사체; 플루다라빈, 6-머캅토퓨린, 티아미프린, 티오구아닌 등의 퓨린 유사체; 안시타빈, 아자시티
딘, 6-아자우리딘, 카모푸르, 사이타라빈, 디데옥시우리딘, 독시플루리딘, 에노시타빈, 플록스우리딘, 5-FU 등의 피
리미딘 유사체; 칼루스테론, 드로모스타놀론 프로피오네이트, 에피티오스타놀, 메피티오스탄, 테스토락톤 등의 안드로
겐; 아미노글루테티미드, 미토탄, 트릴로스탄 등의 항부신제; 프롤린산 등의 폴산 보충제; 아세글라톤; 알도포스파미드 
글리코시드; 아미노레불린산; 암사크린; 베스트라부실; 비산트렌; 에다트락세이트; 데포파민; 데메콜신; 디아지쿠온; 엘
포르니틴; 엘리프티늄 아세테이트; 에토글루시드; 갈륨 니트레이트; 히드록시우레아; 렌티난; 로니다민; 미토구아존; 미
톡산트론; 모피다몰; 니트라크린; 펜토스타틴; 페나메트; 피라루비신; 포도필린산; 2-에틸히드라지드; 프로카르바진; 
PSK; 라족산; 시조피란; 스피로게르마늄; 테누아존산; 트리아지쿠온; 2,2',2" -트리클로로트리에틸아민; 우레탄; 빈데
신; 데카르바진; 만노무스틴; 미토브로니톨; 미토락톨; 피포브로만; 가사이토신; 아라비노시드 (" Ara-C" ); 사이클로
포스파미드; 티오테파; 탁산, 예를 들면 파클리탁셀 [TAXOL (등록상표), Brisol-Meyers Squibb Oncology, Princ
eton, NJ] 및 독세탁셀 (TAXOTERE (등록상표), Rhone-Poulenc Rorer, Antony, France); 클로람부실; 겜시타빈
; 6-티오구아닌; 머캅토퓨린; 메토트렉세이트; 시스플라틴 및 카보플라틴 등의 백금 유사체; 빈블라스틴; 백금; 에토포
시드 (VP-16); 이포스파미드; 미토마이신 C; 미톡산트론; 빈크리스틴; 비노렐빈; 나벨빈; 노반트론; 테니포시드; 다우
노마이신; 아미노프테린; 젤로다; 이반드로네이트; CPT-11; 토포이소머라제 억제제 RFS 2000; 디플루오로메틸오르
니틴 (DMFO); 레티노산; 에스페라미신; 카페시타빈; 및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산 또는 유도체가 있다. 이
러한 정의에는 또한, 종양에 대한 호르몬 작용을 조절하거나 억제시키도록 작용하는 항호르몬제, 예를 들면 타목시펜, 
랄록시펜, 아로마타네 억제성 4(5)-이미다졸, 4-히드록실아목시펜, 트리옥시펜, 케옥시펜, LY117018, 오나프리스톤 
및 토레미펜 (Fareston)을 포함한 항에스테로겐; 및 플루타미드, 닐루타미드, 비칼루타미드, 루이프롤리드 및 고세렐
린 등의 항안드로겐; 및 이들의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염, 산 또는 유도체가 포함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 프로드럭 (prodrug)" 은 모 약물과 비교해서 종양 세포에 대해 덜 세포독성이고 보다 
활성인 모 형태로 효소적 활성화되거나 전환될 수 있는, 제약학적 활성 물질의 전구체 또는 유도체 형태이다 [Wilman, " 
Prodrugs in Cancer Chemotherapy" Biochemical Society Transactions, 14, pp.375-382, 615th Meeting Be
lfast (1986) and Stella et al., " Prodrugs: A Chemical Approach to Targeted Drug Delivery," Directed Dru
g Delivery, Borchardt et al., (ed.), pp. 247-267, Humana Press (1985)]. 본 발명의 프로드럭에는 보다 활성인 
세포독성 자유 약물로 전환될 수 있는, 포스페이트 함유 프로드럭, 티오포스페이트 함유 프로드럭, 설페이트 함유 프로
드럭, 펩티드 함유 프로드럭, D-아미노산-변형된 프로드럭, 글리코실화 프로드럭, -락탐 함유 프로드럭, 임의로 치환
된 페녹시아세트아미드 함유 프로드럭 또는 임의로 치환된 페닐아세타미드 함유 프로드럭, 5-플루오로시토신 및 기타 
5-플루오로우리딘 프로드럭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 위한 프로드럭 형태로 
유도체화될 수 있는 세포독성 약물의 예에는 상기 언급된 화학요법제가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용어 " 핵산" 은 데옥시리보핵산 (DNA), 및 경우에 따라, 리보핵산 (RNA) 등의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지칭한다. 이러
한 용어에는 또한, 등가물로서 뉴클레오티드 유사체로부터 만든 DNA 또는 RNA 유사체, 및 적용 가능한 형태로서 단
일 (센스 또는 안티센스) 및 이중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티드가 포함된다. " 단리된" 핵산 분자는 이러한 핵산의 천연 공
급원에서 통상 연합되어 있는 한가지 이상의 오염 핵산 분자로부터 동정 및 분리되는 핵산 분자이다. 단리된 핵산 분자
는 천연상 발견되는 형태나 세팅 이외의 것이다. 따라서, 단리된 핵산 분자는 천연 세포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핵산 분
자와 구별된다. 그러나, 단리된 핵산 분자에는, 예를 들어 해당 핵산 분자가 천연 세포의 것과 상이한 염색체 위치에 있
는 항체를 통상 발현하는 세포 내에 함유된 핵산 분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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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 벡터" 는 연결되어 있는 또다른 핵산을 수송할 수 있는 핵산 분자를 지칭한다. 용어 " 
발현 벡터" 에는 이러한 벡터에 의해 운반된 각각의 재조합 유전자에 의해 코딩된 해당 HER2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 코스미드 또는 파지가 포함된다. 바람직한 벡터는 이들에 연결된 핵산을 자가 복제시키고 (시키거나) 발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원에서는, " 플라스미드" 및 " 벡터" 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플라스미드가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벡터 형태이기 때문이다.
    

    
본원에서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 전사 조절 요소" 및 " 전사 조절 서열" 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특정한 숙주 유
기체에서 작동적으로 연결된 코딩 서열의 발현에 필요한 핵산, 예를 들면 DNA 서열을 지칭한다. 원핵생물에 적합한 조
절 서열에는, 예를 들면 프로모터, 임의의 오퍼레이터 서열, 및 리보솜 결합 부위가 포함된다. 진핵 세포는 프로모터, 인
핸서 (enhancer), 스플라이싱 시그날 및 폴리아데닐화 시그날을 이용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이들 용어는 전사를 
촉진시키거나 조절하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데, 이에는 프로모터, RNA 폴리머라제와 전사 인자의 기본 상호작용에 필
요한 코어 요소, 상류 요소, 인핸서, 및 반응 요소가 포함된다 [Lewin, " Genes V" (Oxford University Press, Oxf
ord) pages 847-873]. 본원에서 참조한 유전자 또는 유전자 부류의 전사 조절 요소에는 천연의 전사 조절 요소의 모
든 영역 또는 본래 영역과 유전자 또는 유전자 그룹의 전사 조절 요소의 변형된 형태 둘 다가 포함된다. 이러한 변형된 
형태에는 상기 요소들의 재배열물, 몇몇 요소 또는 외인성 서열의 결실물, 및 이종 요소의 삽입물이 포함된다. 전사 조
절 요소의 조절인자 성질과 몇몇 조절 요소 (예: 인핸서) 기능의 위치-의존성 부재로 인해, 이러한 변형이 가능해진다. 
조절 요소의 위치와 기능을 결정하기 위해 유전자의 조절 요소를 절개하는 수 많은 기술이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
를 이용하여, 경우에 따라 상기 요소의 변형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의 전사 조절 요소의 본래의 영역이 사용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어 " 조직 특이적 프로모터" 는 프로모터로서 작용하는, 즉 프로모터에 작동적으로 연결된 선택된 DNA 서열의 발현
을 조절하고, 특이적 조직 세포, 예를 들면 유선 세포에서 선택된 DNA 서열을 발현시키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의미한
다. 예시 양태에서는, 유선-특이적 프로모터를 이용하는 유전자 작제물을 사용하여, 이러한 유선 조직에서의 HER2 단
백질 또는 단백질 단편의 발현을 우선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핵산은 또다른 핵산 서열과 기능적 관계에 놓여 있을 때 " 작동적으로 연결" 된다. 예를 들면, 프레서열 또는 분비성 리
더에 대한 DNA는 이것이 폴리펩티드의 분비에 관여하는 프레단백질로서 발현되는 경우에 상기 폴리펩티드에 대한 D
NA와 작동적으로 연결되거나; 프로모터 또는 인핸서는 이것이 코딩 서열의 전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상기 코딩 서
열과 작동적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리보솜 결합 부위는 이것이 해독을 촉진하도록 위치된 경우에 코딩 서열과 작동적으
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 작동적으로 연결된" 이란 연결되는 DNA 서열이 연속적이고, 분비성 리더의 경우에는, 판
독 상 내에 연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핸서는 연속되지 않아도 된다. 연결은 편리한 제한 부위에서 연결함으
로써 달성된다. 이러한 부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어댑터 또는 링커를 통상적인 실시에 
따라서 사용한다.
    

용어 " 형질감염 (transfection)" 은 핵산, 예를 들면 발현 벡터를 핵산 매개된 유전자 전이에 의해 수용자 세포 내로 
도입하는 것을 지칭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 형질전환" 은 외인성 DNA 또는 RNA의 세포내 흡수로 인해 세포
의 유전형이 변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예를 들면 형질전환된 세포는 재조합 형태의 HER2를 발현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 " 이식유전자" 는 이것이 도입되는 유전자이식성 동물 또는 세포에 대해 부분적 또는 전
반적으로 이종성, 즉 외래성이거나, 또는 이것이 도입되는 유전자이식성 동물 또는 세포의 내인성 유전자에 대해 동종
이긴 하지만, 그것이 삽입되는 동물 세포의 게놈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동물의 게놈 내로 삽입되도록 고안되거나 삽입
되는 핵산 서열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그것은 천연 유전자의 것과 다른 위치에서 삽입되거나 또는 그의 삽입은 노크아
웃 (knockout)을 일으키게 된다. 이식유전자는 하나 이상의 전사 조절 서열, 및 선택된 핵산의 최적 발현에 필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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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기타 핵산, 예를 들면 인트론과 작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용어 " 이식유전자 작제물" 은 이식유전자, 및 숙주 유기체의 게놈에 삽입하기 위한 이식유전자의 일반적인 조
작에 유용할 수 있는 (임의의) 기타 핵산 서열, 예를 들면 전사 조절 서열, 폴리아데닐화 부위, 복제 기원, 마커 유전자 
등을 포함하는 핵산을 지칭한다.

    
용어 " 유전자이식성" 은, 예를 들어 이식유전자가 정착되어 있는 동물 또는 작제물의 특성을 기재하기 위한 형용사로
서 본원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 유전자이식성 유기체" 는 해당 동물의 하나 이상의 세포가 
인간 중재를 통해, 예를 들면 당해 분야에 널리 공지된 유전자이식성 기술에 의해 도입된 이종 핵산을 함유하는 임의의 
동물, 바람직하게는 비인간 포유류이다. 상기 핵산은 세포 전구체 내로 도입하거나, 계획적인 유전적 조작을 통해, 예를 
들면 미소주입을 통하거나 또는 재조합 바이러스로 감염시킴으로써 세포 내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입한다. 유전적 
조작이란 용어는 전통적인 교차 육종이나 시험관내 멸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재조합 DNA 분자의 도입에 관한 것
이다. 이러한 분자는 염색체 내에서 통합될 수 있거나, 또는 이는 염색체외적으로 복제하는 DNA일 수 있다. 본원에 기
재된 전형적인 유전자이식성 동물에서는, 이식유전자가, 세포가 해당 HER2 단백질의 재조합 형태를 발현하거나 과발
현하도록 한다. 용어 " 창시 세포주 (founder line)" 및 " 창시 동물" 은 이식유전자가 부가된 배아의 성숙한 생성물인 
동물, 즉 DNA가 삽입된 배아로부터 성장하여 하나 이상의 대리 숙주 내로 이식된 동물을 지칭한다.
    

용어 " 자손" 및 " 유전자이식성 동물의 자손" 은 최초로 형질전환된 포유류로부터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 모두의 자손을 
지칭한다. 용어 " 비인간 포유류" 는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부류의 모든 구성원을 지칭한다. " 포유류" 는 인간, 가축 및 
축산용 동물, 및 동물원, 스포츠 또는 애완용 동물, 예를 들면 마우스, 쥐, 토끼, 돼지, 양, 염소, 소 및 고등 영장류를 포
함한 포유류로서 분류된 모든 동물을 지칭한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은 표현 " 세포" , " 세포주" 및 " 세포 배양물" 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이러한 명칭 모두는 
자손을 포함한다. 따라서, 용어 " 형질전환체" 및 " 형질전환된 세포" 에는 전이 횟수에 상관없이 이로부터 유래된 1차 
대상 세포 및 배양물이 포함된다. 또한,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돌연변이로 인해, 모든 자손이 DNA 성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최초로 형질전환된 세포에 대해 스크리닝된 바와 동일한 기능
이나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돌연변이체 자손이 포함된다. 별개의 명칭이 의도된 경우, 이는 그 문맥에서 명확해질 것이
다.
    

" 리포솜" 은 약물 (예: 본원에 기재된 항-ErbB2 항체, 및 임의로 화학요법제)을 포유류에게 전달하는데 유용한 각종 
유형의 지질, 인지질 및(또는) 계면활성제로 구성된 작은 소포이다. 이러한 리포솜의 성분은 생물학적 막의 지질 배열
과 유사하게, 이층 형성물로 통상 배열된다.

용어 " 포장 삽입물" 은 치료학적 생성물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조치, 사용량, 투여량, 금기 사항 및(또는) 경고에 관한 
정보를 함유하는, 상기 치료학적 생성물의 시판용 포장에 통상 포함된 지시사항을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 심보호제" 는 항-ErbB 항체 또는 그의 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와 같은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과 관련된 심근부
전증 (즉, 심근증 및(또는) 울혈성 심장병)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는 화합물 또는 조성물이다. 이러한 심보호제는, 예
를 들면 자유 라디칼 매개된 심독성 효과를 차단 또는 감소시키고 (시키거나) 산화적-스트레스 상해를 예방 또는 감소
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정의에 포괄된 심보호제의 예로는 철-킬레이트제 덱스라족산 (ICRF-187) [Seifert et al., 
The Annals of Pharmacotherapy 28:1063-1072 (1994)]; 지질 저하제 및(또는) 산화방지제, 예를 들면 프로부콜 
[Singal et al. J. Mol. Cell Cardiol. 27:1055-1063 (1995)]; 아미포스틴 [아미노티올 2-[(3-아미노프로필)아미
노]에탄티올-디히드로겐 포스페이트 에스테르 (WR-2721로 명명되기도 함), 및 그의 탈인산화 세포내 흡수 형태 (W
R-1065로 명명되기도 함)] 및 S-3-(3-메틸아미노프로필아미노)프로필포스포로티오산 (WR-151327)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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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Cancer Research 54:738-741 (1994)]; 디곡신 [Bristow, M.R. In: Bristow MR, ed. Drug-Induced H
eart Disease. New York: Elsevier 191-215 (1980)]; 베타-차단제, 예를 들면 메토프롤올 [Hjalmarson et al., 
Drugs 47:Suppl 4:31-9 (1994); and Shaddy et al., Am. Heart J. 129:197-9 (1995)]; 비타민 E; 아스코르브
산 (비타민 C); 자유 라디칼 스캐빈저, 예를 들면 올레아놀산, 우르솔산 및 N-아세틸시스테인 (NAC); 스핀 트랩핑 화
합물, 예를 들면 알파-페닐-3급-부틸 니트론 (PBN) [Paracchini et al., Anticancer Res. 13:1607-1612 (1993)
]; 셀레노유기 화합물, 예를 들면 P251 (Elbesen) 등이 있다.
    

2.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헤르셉틴 (등록상표) 또는 헤르셉틴 (등록상표)이 유래되는 쥐의 항체 4D5가 종양 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는 신규한 쥐의 HER2-유전자이식성 종양 모델에서 얻어진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헤르셉틴 (등록상표) 및 헤르
셉틴 (등록상표)-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의 효능을 시험하기 위해 상기 모델을 사용하여, 놀랍게도, 상기 유전자이식성 
마우스로부터 얻은 이식 종양은 헤르셉틴 (등록상표) 치료에 대해 약한 수준으로 반응을 하는 반면, 헤르셉틴 (등록상
표)-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는 고도로 효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항-ErbB 항체 및(또는) 메이탄시노이드 치료에는 잘 반응하지 않는 ErbB 과발현성 종양의 치료에 
있어서 항-ErbB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의 용도에 기초한 것이다.

A.항-ErbB 항체의 생성

다음은 본 발명에 따라서 사용된 항체의 예시적 생성 기술에 관한 것이다. 항체 생성은 항-ErbB2 항체를 기준으로 하
여 예시될 것이지만, 당해 분야의 숙련인은 ErbB 수용체 계열의 기타 구성원에 대한 항체가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 및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할 것이다.

    
항체 생성에 사용될 ErbB2 항원은, 예를 들면 ErbB2의 세포외 도메인의 가용성 형태, 또는 목적하는 에피토프를 함유
하는 그의 부분일 수 있다. 또다른 한편, 이들의 세포 표면에서 ErbB2를 발현하는 세포 [예: ErbB2를 과발현하도록 형
질전환된 NIH-3T3 세포; 또는 SK-BR-3 세포 등의 암종 세포주 (Stancovski et al., PNAS (USA) 88:8691-86
95 (1991)]를 사용하여 항체를 생성할 수 있다. 항체 형성에 유용한 기타 형태의 ErbB2가 당해 분야의 숙련인에게 명
백할 것이다.
    

(i) 폴리클로날 항체

폴리클로날 항체는 바람직하게는, 관련된 항원과 보조액을 다수 피하 (sc) 또는 복강내 (ip) 주사함으로써 동물에게서 
형성된다. 이기능성 또는 유도체화제, 예를 들면 말레이미도벤조일 술포숙신이미드 에스테르 (시스테인 잔기를 통한 결
합), N-히드록시숙신이미드 (리신 잔기를 통함), 글루타르알데히드, 숙신산 무수물, SOCl 2 또는 R1 N=C=NR (여기
서, R 및 R1 은 상이한 알킬기이다)을 사용하여, 면역시키고자 하는 종에서 면역원성인 단백질, 예를 들면 키홀 림펫 헤
모시아닌, 혈청 알부민, 소의 티로글로불린 또는 대두 트립신 억제제에 관련 항원을 결합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상기 단백질 또는 결합체 100 g 또는 5 g (각각 토끼 또는 마우스에 대한 용량임)을 3 용적의 프로인트 완전 보조액과 
합한 다음 이 용액을 다중 부위에 피내 주사함으로써, 동물을 상기 항원, 면역원성 결합체 또는 유도체에 대해 면역화시
킨다. 1개월 후, 프로인트 완전 보조액 내의 펩티드 또는 결합체 최초 양의 1/5 내지 1/10을 이용하여 다중 부위에 피
하 주사함으로써 상기 동물을 부스터한다. 7일 내지 14일 후에, 상기 동물을 채혈하여 혈청을 대상으로 항체 역가를 검
정한다. 역가치가 안정화될 때까지 동물을 부스터시킨다. 바람직하게는, 동일한 항원의 결합체이긴 하지만, 상이한 단
백질과 결합되고 (되거나) 상이한 가교결합체를 통하여 결합된 결합체로 동물을 부스터시킨다. 결합체는 또한 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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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배양물에서 단백질 융합물로서 만들 수도 있다. 또한, 백반과 같은 응집제를 적합하게 사용하여 면역 반응을 증진
시킨다.
    

(ii) 모노클로날 항체

모노클로날 항체는 실질적으로 동종인 항체 집단으로부터 수득되는데, 즉 이러한 집단 내에 포함된 개개의 항체는 미량
으로 존재할 수도 있는 가능한 천연의 돌연변이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따라서, 수식어 " 모노클로날" 은 항체의 형질
이 별개 항체의 혼합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모노클로날 항체는 문헌 [Kohler et al., Nature, 256:495 (1975)]에 최초로 기재된 하이브리도마 방법
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재조합 DNA 방법 (미국 특허 제4,816,567호 참조)으로 제조할 수 있다.

    
하이브리도마 방법에서는, 마우스 또는 기타 적당한 숙주 동물 (예: 햄스터)을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면역화시켜, 면역
화에 사용된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결합될 항체를 생성시키거나 생성시킬 수 있는 임파구를 유도한다. 별법으로, 임파구
를 시험관내에서 면역화시킬 수 있다. 이어서, 적합한 융합 유도제,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사용하여 임파구를 
골수종 세포와 융합시켜 하이브리도마 세포를 형성한다 [Goding, Monoclonal Antibodies: Principles and Practic
e, pp. 59-103 (Academic Press, 1986)].
    

    
이로써 생성된 하이브리도마 세포를, 융합되지 않은 모 골수종 세포의 성장이나 생존을 억제시키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바람직하게 함유하는 적합한 배양 배지에 접종하여 성장시킨다. 예를 들면, 모 골수종 세포에 효소 하이포크산틴 구아
닌 포스포리보실 트랜스퍼라제 (HGPRT 또는 HPRT)가 결여된 경우에는, 상기 하이브리도마용 배양 배지는 전형적으
로, HGPRT-결여된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물질인 하이포크산틴, 아미노프테린 및 티미딘 (HAT 배지)을 포함할 
것이다.
    

    
바람직한 골수종 세포는 효율적으로 융합되고, 선택된 항체 생성 세포에 의한 안정적인 고수준 항체 생성을 지지해주며 
HAT 배지와 같은 배지에 민감한 것이다. 이들 중에서, 바람직한 골수종 세포주는 쥐의 골수종 세포주, 예를 들면 MO
PC-21 및 MPC-11 마우스 종양으로부터 유래된 것 [Salk Institute Cell Distribution Center, San Diego, Califo
rnia USA로부터 입수 가능함], 및 SP-2 또는 X63-Ag8-653 세포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
lle, Maryland USA로부터 입수 가능함]이다.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간 골수종 및 마우스-인간 이
종 골수종 세포주가 또한 다음 문헌에 기재되었다 [Kozbor, J. Immunol., 133:3001 (1984); and Brodeur et al., 
Monoclonal Antibody Production Techniques and Applications, pp. 51-63 (Marcel Dekker, Inc., New York, 
1987)].
    

하이브리도마 세포가 성장하는 배양 배지를 대상으로 하여, 상기 항원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의 생성에 대해 검정한다. 
바람직하게는, 하이브리도마 세포에 의해 생성된 모노클로날 항체의 결합 특이성은 면역침전법에 의해 결정하거나, 또
는 시험관내 결합 검정법, 예를 들면 방사선면역검정법 (RIA) 또는 효소 결합 면역 흡착 검정법 (ELISA)에 의해 결정
한다.

모노클로날 항체의 결합 친화도는, 예를 들면 문헌 [Munson et al., Anal. Biochem., 107:220 (1980)]의 스캐챠드 
분석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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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하는 특이성, 친화성 및(또는) 활성의 항체를 생성하는 하이브리도마 세포를 동정한 후, 클론을 제한 희석 과정에 
의해 서브클로닝한 다음 표준 방법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Goding, Monoclonal Antibodies: Principles and Practi
ce, pp. 59-103 (Academic Press, 1986)].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배양 배지에는, 예를 들면 D-MEM 또는 RPMI
-1640 배지가 포함된다. 또한, 하이브리도마 세포는 동물 내에서 복수 종양으로서 생체내 성장시킬 수 있다.

상기 서브클론에 의해 분비된 모노클로날 항체는 통상적인 항체 정제 과정, 예를 들면 단백질 A-세파로스, 히드록실아
파타이트 크로마토그래피, 겔 전기영동, 투석 또는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배양 배지, 복수액 또는 혈청으로부
터 분리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상기 모노클로날 항체를 코딩하는 DNA는 통상적인 과정 (예를 들면, 쥐의 항체의 중쇄와 경쇄를 코딩하는 유전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를 사용함)을 사용하여 용이하게 단리 및 서열화한다. 상기 하이
브리도마 세포는 이러한 DNA의 바람직한 공급원으로서 작용한다. 일단 단리되면, DNA를 발현 벡터 내로 위치시킨 다
음, 숙주 세포, 예를 들면 이. 콜리 (E. coli) 세포, 원숭이 COS 세포, 중국산 햄스터 난소 (CHO) 세포, 또는 항체 단
백질을 생성시키지 않는 골수종 세포 내로 형질감염시켜, 재조합 숙주 세포에서 모노클로날 항체를 합성할 수 있다. 항
체를 코딩하는 세균성 DNA에서의 재조합 발현에 관한 문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Skerra et al., Curr. Opinio
n in Immunol., 5:256-262 (1993) and Pluckthun, Immunol. Revs., 130:151-188 (1992)].

    
추가의 양태에서는, 문헌 [McCafferty et al., Nature, 348:552-554 (1990)]에 기재된 기술을 사용하여 발생된 항
체 파지 라이브러리로부터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을 단리시킬 수 있다. 문헌 [Clackson et al., Nature, 35
2:624-628 (1991) and Marks et al., J. Mol. Biol., 222:581-597 (1991)]에는 파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쥐
의 항체와 인간 항체를 각각 분리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공개 문헌에는 연쇄 셔플링에 의한 고 친화성 (nM 
범위) 인간 항체의 생성 [Marks et al., Bio/Technology, 10:779-783 (1992)] 뿐만 아니라 매우 큰 파지 라이브러
리를 작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체내 재조합과 조합 감염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Waterhouse et al., Nuc. Acids. 
Res., 21:2265-2266 (1993)]. 따라서, 이들 기술은 모노클로날 항체를 단리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모노클로날 항체 
하이브리도마 기술에 대한 존립 가능한 대체 방안이다.
    

상기 DNA는 또한, 예를 들면 상동성 쥐 서열 대신에 인간 중쇄와 경쇄 불변 도메인을 코딩 서열로 대체함으로서 변형
시킬 수 있거나 [미국 특허 제4,816,567호; 및 Morrison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1:6851 (1984)], 
또는 비-면역글로불린 폴리펩티드에 대한 코딩 서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역글로불린 코딩 서열에 공유적으로 연결함
으로써 변형시킬 수 있다.

전형적으로, 항체의 불변 도메인을 이러한 비-면역글로불린 폴리펩티드로 대체시키거나, 또는 항체의 1개의 항원-결
합성 부위의 가변 도메인을 이들 폴리펩티드로 대체시켜, 항원에 대한 특이성을 가진 1개의 항원-결합성 부위와 상이
한 항원에 대한 특이성을 가진 또다른 항원-결합성 부위를 포함하는 키메릭 2가 항체를 생성시킨다.

(iii) 인간화 항체

    
비인간 항체를 인간화시키는 방법이 당해 분야에 보고되었다. 바람직하게는, 인간화 항체는 비인간 공급원으로부터 이
에 도입된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 잔기를 갖는다. 이들 비인간 아미노산 잔기는 종종 " 수입" 잔기로서 지칭되는데, 이는 
전형적으로 " 수입" 가변 도메인으로부터 취한다. 인간화 과정은 인간 항체의 상응하는 서열을 초가변 영역 서열로 대
체함으로써, 문헌 [Winter and co-workers, Jones et al., Nature, 321:522-525 (1986); Riechmann et al., N
ature, 332:323-327 (1988); Verhoeyen et al., Science, 239:1534-1536 (1988)]의 방법에 따라서 필수적으
로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 인간화" 항체는 본래의 인간 가변 도메인 보다 실질적으로 적은 서열을 비인간 종
으로부터의 상응하는 서열에 의해 치환시킨 키메릭 항체 (미국 특허 제4,816,567호 참조)이다. 실제적으로, 인간화 항
체는 전형적으로, 몇몇 초가변 영역 잔기와 가능하게는 몇몇 FR 잔기가 설치류 항체 내의 유사한 부위로부터의 잔기에 
의해 치환되는 인간 항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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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화 항체를 만드는데 사용될 인간 가변 도메인 (경쇄와 중쇄 둘 다)의 선택은 항원성을 저하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소위 " 베스트-피트" 방법에 따라서, 설치류 항체의 가변 도메인 서열을 공지된 인간 가변-도메인 서열의 전체 라이브
러리에 대해 스크리닝한다. 이어서, 설치류의 것과 가장 근접한 인간 서열을 인간화 항체에 대한 인간 골격 영역 (FR)
으로서 인정한다 [Sims et al., J. Immunol., 151:2296 (1993); Chothia et al., J. Mol. Biol., 196:901 (1987)]. 
또다른 방법은 경쇄 또는 중쇄의 특정한 아그룹의 모든 인간 항체의 콘센서스 서열로부터 유래된 특정한 골격 영역을 
사용한다. 동일한 골격은 수 개의 상이한 인간화 항체에 대해 사용할 수도 있다 [Carter et al., Proc. Natl. Acad. S
ci. USA, 89:4285 (1992); Presta et al., J. Immunol., 151:2623 (1993)].
    

    
항원에 대한 고친화성과 기타 바람직한 생물학적 특성들은 보존하면서 항체를 인간화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바람
직한 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 서열과 인간화 서열의 3차원적 모델을 사용하여 모 서열과 
각종 개념적 인간화 생성물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해 인간화 항체를 제조한다. 3차원적 면역글로불린 모델은 통상 입수 
가능하고 당해 분야의 숙련인에게 잘 알려져 있다. 선택된 후보 면역글로불린 서열의 유망한 3차원 입체 구조를 예시하
고 디스플레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하다. 이들 디스플레이를 검사함으로써, 후보 면역글로불린 서열의 기
능에 있어서 상기 잔기의 가능한 역할을 분석할 수 있는데, 즉 후보 면역글로불린이 그의 항원과 결합하는 능력에 영향
을 미치는 잔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FR 잔기는 수용자와 수입 서열로부터 선택 및 결합하여, 목적하는 
항체 특징, 예를 들면 표적 항원(들)에 대한 친화성 증가를 달성한다. 일반적으로, 초가변 영역 잔기가, 항원 결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직접적이고도 가장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다음 실시예 1에는 예시적 인간화 항-ErbB2 항체의 생성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본원에서의 인간화 항체는, 예를 들면 
인간 가변 중쇄 도메인 내로 혼입된 비인간 초가변 영역 잔기를 포함할 수 있고, 문헌 [Kabat et al., Sequences of P
roteins of Immunological Interest, 5th Ed. Public Health Servic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1991)]에 제시된 가변 도메인 넘버링 시스템을 활용하는 69H, 71H 및 73H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위치
에서 골격 영역 (FR) 치환체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한 양태에서는, 인간화 항체가 69H, 71H 및 73H의 2개 위치 
또는 모든 위치에서 FR 치환체를 포함한다.
    

각종 형태의 인간화 항체가 고려된다. 예를 들면, 인간화 항체는 항체 단편, 예를 들면 Fab일 수 있다. 또다른 한편으로, 
인간화 항체는 본래의 항체, 예를 들면 본래의 IgG1 항체일 수 있다.

(iv) 인간 항체

인간화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서, 인간 항체를 형성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면역화시, 내인성 면역글로불린 생성 부재 
하의 인간 항체의 완전한 레퍼토리를 생성할 수 있는 유전자이식성 동물 (예: 마우스)을 생산하는 것이 현재 가능하다. 
예를 들면, 키메릭 및 배선 돌연변이 마우스에서 항체 중쇄 결합성 영역 (J H ) 유전자의 동형 결합성 결실로 인해, 내인
성 항체 생성이 완전히 억제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배선 돌연변이 마우스에서의 인간 배선 면역글로불린 유전
자 배열의 전이로 인해, 항원 챌린지시 인간 항체가 생성될 것이다 [Jakobovits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0:2551 (1993); Jakobovits et al., Nature, 362:255-258 (1993); Bruggermann et al., Year in Immuno., 7
:33 (1993); 및 미국 특허 제5,591,669호; 제5,589,369호; 및 제5,545,807호].

    
별법으로,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 [McCafferty et al., Nature 348:552-553 (1990)]을 사용하여 비면역화 공여자로
부터의 면역글로불린 가변 (V) 도메인 유전자 레퍼토리로부터 시험관내에서 인간 항체와 항체 단편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에 따라서, 항체 V 도메인 유전자를 필라멘트상 박테리오파지, 예를 들면 M13 또는 fd의 메이져 또는 마이
너 외피 단백질 내로 프레임내 클로닝시키고, 파지 입자 표면 상에 기능성 항체 단편을 디스플레이하였다. 필라멘트상 
입자는 파지 게놈의 단일 가닥 DNA 복사물을 함유하기 때문에, 항체의 기능적 특성을 근거로 한 선택으로 인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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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나타내는 항체를 코딩하는 유전자가 선별된다. 따라서, 상기 파지는 B-세포의 몇몇 특성을 모사한다. 파지 디스
플레이는 각종 포맷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고찰은 문헌 [Johnson, Kevin S. and Chiswell, David J. Curre
nt Opinion in Structural Biology 3:564-571 (1993)]을 참조할 수 있다. V-유전자 세그먼트의 몇몇 공급원을 파
지 디스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다. 문헌 [Clackson et al., Nature, 352:624-628 (1991)]에서는 면역화된 마우스의 
비장으로부터 유래된 V 유전자의 작은 무작위 조합 라이브러리로부터 항-옥사졸론 항체의 다양한 배열을 단리하였다. 
면역화되지 않은 인간 공여자로부터의 V 유전자의 레퍼토리를 작제할 수 있고, 문헌 [Marks et al., J. Mol. Biol. 22
2:581-597 (1991), or Griffith et al., EMBO J. 12:725-734 (1993)]에 기재된 기술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다
양한 배열의 항원 (자가 항원 포함)에 대한 항체를 단리시킬 수 있다 [미국 특허 제5,565,332호 및 제5,573,905호 참
조].
    

상기 논의된 바와 같이, 인간 항체를 시험관내 활성화된 B 세포에 의해 생성시킬 수도 있다 [미국 특허 제5,567,610호 
및 제5,229,275호 참조].

인간 항-ErbB2 항체가 미국 특허 제5,772,997호 (1998. 6. 30자 허여됨) 및 WO 97/00271 (1997. 1. 3자 공개됨)
에 기재되어 있다.

(v) 항체 단편

항체 단편을 생성하기 위한 각종 기술이 개발되었다. 전통적으로, 이들 단편은 본래 항체를 단백질 분해적 분해함으로
써 유도된 것이었다 [Morimoto et al., Journal of Biochemical and Biophysical Methods 24:107-117 (1992); 
and Brennan et al., Science, 229:81 (1985)]. 그러나, 이들 단편은 현재 재조합 숙주 세포에 의해 직접적으로 생성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체 단편은 상기 논의된 항체 파지 라이브러리로부터 단리할 수 있다. 별법으로, Fab'-SH 단
편은 이. 콜리로부터 직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고, F(ab')2 단편을 형성하도록 화학적으로 커플링시킬 수 있다 [Carter 
et al., Bio/Technology 10:163-167 (1992)]. 또다른 접근법에 따라서, F(ab') 2 단편을 재조합 숙주 세포 배양물로
부터 직접적으로 단리할 수 있다. 항체 단편을 생성하기 위한 기타 기술이 당해 분야의 숙련인에게는 명백할 것이다. 기
타 양태에서는, 선택된 항체가 단일쇄 Fv 단편 (svFv)이다 [WO 93/16185; 미국 특허 제5,571,894호; 및 미국 특허 
제5,587,458호 참조]. 이러한 항체 단편은 또한,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5,641,870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 선형 항체" 
일 수 있다. 이러한 선형 항체 단편은 단일 특이적이거나 이중 특이적일 수 있다.

(vi) 이중 특이적 항체

    
이중 특이적 항체는 2개 이상의 상이한 에피토프에 대한 결합 특이성을 가진 항체이다. 예시적 이중 특이적 항체는 Er
bB2 단백질의 2개의 상이한 에피토프에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기타 항체는 ErbB2 결합 부위를 EGFR, ErbB3 및 E
rbB4에 대한 결합 부위와 결합시킬 수 있다. 별법으로, 항-ErbB2 아암 (arm)은 백혈구 상의 촉발성 분자, 예를 들면 
T-세포 수용체 분자 (예: CD2 또는 CD3), 또는 IgG에 대한 Fc 수용체 (FcR), 예를 들면 Fc RI (CD64), Fc RII (
CD32) 및 Fc RIII (CD16)에 결합하는 아암과 결합하여, 세포성 방어 기전이 ErbB2-발현성 세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수 있다. 이중 특이적 항체를 사용하여, ErbB2를 발현하는 세포에 세포독성제를 국재시킬 수도 있다. WO 96/1667
3에는 이중 특이적 항-ErbB2/항-Fc RIII 항체가 기재되어 있고, 미국 특허 제5,837,234호에는 이중 특이적 항-Er
bB2/항-Fc RI 항체가 기재되어 있다. 이중 특이적 항-ErbB2/Fc 항체가 WO 98/02463에 제시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5,821,337호에는 이중 특이적 항-ErbB2/항-CD3 항체가 기재되어 있다.
    

    
이중 특이적 항체를 제조하는 방법은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완전한 길이의 이중 특이적 항체의 전통적인 생성 방
법은 상이한 특이성을 가진 2개의 면역글로불린 중쇄-경쇄 쌍을 함께 발현시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Milstein et a
l., Nature, 305:537-539 (1983)]. 면역글로불린 중쇄와 경쇄의 무작위 분류로 인해, 이들 하이브리도마 (quadrom
a)는 10가지 상이한 항체 분자의 잠재적 혼합물을 생성시키는데, 이들 중의 단지 1개만이 정확한 이중 특이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통상적으로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단계로써 수행되는 이러한 정확한 분자의 정제 과정이 오히려 번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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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단계이며, 생성물 수율은 낮다. 유사한 과정이 문헌 [WO 93/08829; and Traunecker et al., EMBO J., 10:3655
-3659 (1991)]에 기재되어 있다. 상이한 접근법에 따라서, 목적하는 결합 특이성 (항체-항원 결합 부위)을 가진 항
체 가변 도메인을 면역글로불린 불변 도메인 서열에 융합시킨다. 이러한 융합은 바람직하게는, 힌지, CH2 및 CH3 영역
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하는 면역글로불린 중쇄 불변 도메인과 이루어진다. 이러한 융합물의 하나 이상에 존재하는, 경
쇄 결합에 필요한 부위를 함유하는 제1 중쇄 불변 영역 (CH1)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역글로불린 중쇄 융합물을 
코딩하고, 경우에 따라 면역글로불린 경쇄를 코딩하는 DNA를 별개의 발현 벡터 내로 삽입하고, 이들을 적합한 숙주 유
기체 내로 함께 형질감염시킨다. 이로써, 해당 작제에 사용된 동등하지 않은 비율의 3가지 폴리펩티드 쇄가 최적의 수
율을 제공하는 양태에서 이들 3가지 폴리펩티드 단편의 상호 비율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등한 비율의 둘 이상의 폴리펩티드 쇄의 발현이 고수율을 가져다 주는 경우나 이러한 비율이 특별한 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3가지 폴리펩티드 쇄 중의 2개 또는 이들 모두에 대한 코딩 서열을 하나의 발현 벡터 내에 삽입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러한 접근법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이중 특이적 항체는 하나의 아암에 제1 결합 특이성을 가진 하이브리드 면역글로
불린 중쇄와, 다른 아암에 하이브리드 면역글로불린 중쇄-경쇄 쌍 (제2 결합 특이성을 제공해줌)을 갖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 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한 면역글로불린 쇄 조합물로부터의 목적하는 이중 특이적 화합물의 분리를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면역글로불린 경쇄가 이러한 이중 특이적 분자의 절반에만 존재함으로 인해 용이한 분리 방법
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WO 94/04690에 기재되어 있다. 이중 특이적 항체 생성에 대한 추가의 내용
은, 예를 들면 문헌 [Suresh et al., Methods in Enzymology, 121:210 (1986)]을 참조할 수 있다.
    

미국 특허 제5,731,168호에 기재된 또다른 접근법에 따르면, 항체 분자 쌍 간의 계면을 유전공학적으로 처리하여, 재
조합 세포 배양물로부터 회수되는 헤테로 이량체의 비율 (%)을 최대화할 수 있다. 바람직한 계면은 항체 불변 도메인
의 CH 3 도메인의 적어도 일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제1 항체 분자의 계면으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작은 아
미노산 측쇄를 보다 큰 측쇄 (예: 티로신 또는 트립토판)으로 대체시킨다. 큰 측쇄(들)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크기의 " 
공동" 으로 보상하는 것은 큰 아미노산 측쇄를 보다 작은 아미노산 (예: 알라닌 또는 트레오닌)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제
2 항체 분자의 계면 상에서 일어난다. 이로써, 기타 바람직하지 못한 최종 생성물 (예: 호모-이량체)에 비해 헤테로 이
량체의 수율을 증가시키는 기전이 제공된다.

항체 단편으로부터 이중 특이적 항체를 생성시키기 위한 기술이 당해 분야의 문헌에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이중 특이
적 항체는 화학적 연결을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문헌 [Brennan et al., Science, 229:81 (1985)]에는 본래 항체
를 단백질 분해적으로 절단하여 F(ab')2 단편을 생성시키는 과정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단편을, 인접한 디티올을 안정
화시키고 분자간 디설파이드 형성을 방지시키기 위해 디티올 복합체 형성제 나트륨 아르세나이트의 존재 하에 환원시
킨다. 이어서, 이로써 발생된 Fab' 단편을 티오니트로벤조에이트 (TNB) 유도체로 전환시킨다. 이어서, Fab'-TNB 유
도체 중의 하나를 머캅토에틸아민으로 환원시킴으로써 Fab'-티올로 재전환시키고, 이를 등몰량의 기타 Fab'-TNB 유
도체와 혼합하여 이중 특이적 항체를 형성시킨다. 이로써 생성된 이중 특이적 항체를 선택적인 효소 고정화용 제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최근의 과학 발달로 인해, 이. 콜리로부터 Fab'-SH 단편을 직접적으로 회수하는 과정이 촉진되었는데, 이러한 단편은 
화학적으로 커플링시켜 이중 특이적 항체를 형성시킬 수 있다. 문헌 [Shalaby et al., J. Exp. Med., 175:217-225 
(1992)]에는 완전히 인간화된 이중 특이적 항체 F(ab')2 분자의 생성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각각의 Fab' 단편을 이. 
콜리로부터 개별적으로 분비시키고, 시험관내에서 직집적으로 화학적 커플링시켜 이중 특이적 항체를 형성시켰다. 이로
써 형성된 이중 특이적 항체는 ErbB2 수용체를 과발현하는 세포와 정상적인 인간 T 세포와 결합할 수 있었을 뿐만 아
니라 인간 유방 종양 표적에 대한 인간 세포독성 임파구의 용균 활성을 촉발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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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 세포 배양물로부터 이중 특이적 항체 단편을 직접적으로 제조 및 단리하는 각종 기술이 또한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이중 특이적 항체는 루이신 지퍼 (zipper)를 사용하여 생성하였다 [Kostelny et al., J. Immunol., 148 (5):1
547-1553 (1992)]. Fos 및 Jun 단백질로부터 상기 루이신 지퍼 펩티드를 유전자 융합에 의해 2가지 상이한 항체의 
Fab' 부분에 연결시켰다. 이러한 항체 호모-이량체를 힌지 영역에서 환원시켜 단량체를 형성시킨 다음, 재산화시켜 항
체 헤테로 이량체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방법은 또한 항체 호모-이량체를 생성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다. 문헌 [Hollin
ger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0:6444-6448 (1993)]에 기재된 " 디아바디" 기술은 이중 특이적 항체 
단편을 제조하는 또다른 기전을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단편은 너무 짧아 동일한 쇄 상의 두 도메인 간에 쌍을 형성시키
지 못하는 링커에 의해 경쇄 가변 도메인 (V L )에 연결된 중쇄 가변 도메인 (VH )을 포함한다. 따라서, 한 단편의 V H 와 
VL 도메인은 또다른 단편의 상보적 VL 과 VH 도메인과 쌍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2개의 항원 결합성 부위를 형성한다. 
단일쇄 Fv (sFv) 이량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중 특이적 항체 단편을 제조하는 또다른 전략이 또한 다음 문헌에 보고되었
다 [Grubber et al., J. Immunol., 152:5368 (1994)].

2가 이상의 항체가 고려된다. 예를 들면, 삼중 특이적 항체를 제조할 수 있다 [Tutt et al., J. Immunol. 147:60 (19
91)].

(vii) 기타 아미노산 서열 변형물

    
본원에 기재된 항-ErbB2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 변형물(들)이 고려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항체의 결합 친화도 및(또
는) 기타 생물학적 특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항-ErbB2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 변이체는 적당한 뉴클
레오티드를 변화를 상기 항-ErbB2 항체 핵산에 도입하거나, 펩티드 합성에 의해 제조한다. 이러한 변형에는, 예를 들
면 항-ErbB2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 내의 잔기로부터의 결실, 및(또는) 잔기로의 삽입 및(또는) 잔기의 치환이 포함된
다. 최종 작제물에 도달하기 위한 어떠한 결실, 삽입 및 치환의 조합도 가능한데, 단 최종 작제물은 목적하는 특징을 보
유해야 한다. 상기 아미노산 변화는 또한, 항-ErbB2 항체의 해독 후 과정을 변형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글리코실
화 부위의 수 또는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돌연변이 유발에 바람직한 위치인, 항-ErbB2 항체의 특정 잔기 또는 영역을 동정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문헌 [Cunnin
gham and Wells, Science, 244:1081-1085 (1989)]에 기재된 바와 같이 " 알라닌 스캐닝 돌연변이 유발" 로 불리
운다. 여기서는, 표적 잔기 또는 잔기 그룹을 동정하고 (예를 들면, 하전된 잔기, 예를 들면 arg, asp, his, lys 및 glu), 
이를 중성 또는 음전하를 띤 아미노산 (가장 바람직하게는 알라닌 또는 폴리알라닌)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상기 아미노
산과 ErbB2 항원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어서, 이러한 치환에 대한 기능적 민감성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부
위들은, 추가의 또는 기타 변이체를 치환 부위에 또는 치환 부위 대신에 도입함으로써 정련된다. 따라서, 아미노산 서열 
변이를 도입하기 위한 부위가 예정되긴 하지만, 돌연변이 자체의 성질은 예정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소정의 부위에
서의 돌연변이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표적 코돈 또는 영역에서 ala 스캐닝 또는 무작위 돌연변이 유발을 수행하고, 
발현된 항-ErbB2 항체 변이체를 대상으로 하여, 목적하는 활성에 대해 스크리닝한다.
    

    
아미노산 서열 삽입물에는 길이가 1개의 잔기에서 수 백개 잔기를 함유하는 폴리펩티드까지의 범위인 아미노- 및(또
는) 카르복실-말단 융합물 뿐만 아니라 단일 또는 다중 아미노산 잔기의 서열내 삽입물이 포함된다. 말단 삽입물의 예
에는 N-말단 메티오닐 잔기를 갖는 항-ErbB2 항체 또는 세포독성 폴리펩티드에 융합된 항체가 포함된다. 항-ErbB
2 항체 분자의 기타 삽입 변이체에는 항체의 혈청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폴리펩티드 또는 효소 (예: ADEPT용 효소)에 
대한 항-ErbB2 항체의 N- 또는 C-말단의 융합물이 포함된다.
    

    
또다른 유형의 변이체는 아미노산 치환 변이체이다. 이들 변이체는 상이한 잔기로써 대체된, 항-ErbB2 항체 분자 내의 
1개 이상의 아미노산 잔기를 갖는다. 치환적 돌연변이 유발에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위에는 초가변 영역이 포함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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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변형도 또한 고려된다. 보존적 치환이 " 바람직한 치환부" 란 표제 하에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치환으로 생
물학적 활성이 변하게 되면, 표 1에서 " 예시적 치환부" 로 명명되거나 아미노산 부류를 참조하여 다음에 추가로 기재
된 바와 같은 보다 실재적인 변화가 도입될 수 있고, 생성물을 스크리닝하게 된다.
    

[표 1]
본래의 잔기 예시적 치환기 바람직한 치환기
Ala (A) val; leu; ile val
Arg (R) lys; gln; asn lys
Asn (N) gln; his; asp; lys; arg gln
Asp (D) glu; asn glu
Cys (C) ser; ala ser
Gln (Q) asn; glu asn
Glu (E) asp; gln asp
Gly (G) Ala ala
His (H) asn; gln; lys; arg arg
Ile (I) leu; val; met; ala; phe; 노르루이신 leu
Leu (L) 노르루이신; ile; val; met; ala; phe ile
Lys (K) arg; gln; asn arg
Met (M) leu; phe; ile leu
Phe (F) leu; val; ile; ala; tyr tyr
Pro (P) Ala ala
Ser (S) Thr thr
Thr (T) Ser ser
Trp (W) tyr; phe tyr
Tyr (Y) trp; phe; thr; ser phe
Val (V) ile; leu; met; phe; ala; 노르루이신 leu

생물학적 특성에 있어서의 실재적인 변형은 (a) 치환 영역 내의 폴리펩티드 골격의 구조, 예를 들면 시트 또는 나선 입
체 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이들의 효과, (b) 표적 부위에서의 상기 분자의 전하 또는 소수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의 이들의 효과, 또는 (c) 측쇄의 벌크를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이들의 효과가 상당히 상이한 치환부를 선택함으로써 수
행된다. 천연 잔기는 통상의 측쇄 특성에 기준하여 다음 그룹으로 구분된다:

(1) 소수성: 노르루이신, met, ala, val, leu, ile;

(2) 중성 친수성: cys, ser, thr;

(3) 산성: asp, glu;

(4) 염기성: asn, gln, his, lys, arg;

(5) 쇄 배향에 영향을 미치는 잔기: gly, pro; 및

(6) 방향족: trp, tyr, phe.

비-보존적 치환은 이들 부류 중의 하나의 구성원을 또다른 부류로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항-ErbB2 항체의 적당한 입체 구조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어떠한 시스테인 잔기도 일반적으로 세린으로 치환
되어 상기 분자의 산화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이상한 가교결합을 방지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시스테인 결합(들)
을 상기 항체에 가하여 그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상기 항체가 Fv 단편과 같은 항체 단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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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람직한 유형의 치환 변이체는 모 항체 (예: 인간화 또는 인간 항체)의 하나 이상의 초가변 영역 잔기를 치환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로써 생성된, 추가의 개발을 위해 선택된 변이체(들)은 이들을 생성시킨 모 항체에 비
해 개선된 생물학적 특성을 지닐 것이다. 이러한 치환 변이체를 생성시키는 편리한 방법은 파지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친화도 성숙화 과정을 포함한다. 간략하게 언급하면, 몇 개의 초가변 영역 부위 (예: 6 내지 7개 부위)를 돌연변이시켜 
각 부위에 가능한 모든 아미노산 치환체를 생성시킨다. 이로써 생성된 항체 변이체는, 각 입자 내에 포장된 M13의 유
전자 III 생성물에 대한 융합물로서 필라멘트상 파지 입자로부터 1가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된다. 이어서, 이와 같이 파지 
디스플레이된 변이체를 대상으로 하여,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들의 생물학적 활성 (예: 결합 친화도)에 대해 스크
리닝한다. 변형에 적합한 후보 초가변 영역 부위를 동정하기 위해서는, 알라닌 스캐닝 돌연변이 유발을 수행하여, 실질
적으로 항원 결합성에 기인되는 초가변 영역 잔기를 동정할 수 있다. 별법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항원-항체 복합체의 
결정 구조를 분석하여 상기 항체와 인간 ErbB2 간의 접촉점을 동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접촉 잔기와 이에 
이웃하는 잔기가 본원에서 검토된 기술에 따라서 치환하기 위한 후보이다. 이러한 변이체가 일단 생성되면, 변이체 패
널을 대상으로 본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스크리닝하고, 한가지 이상의 관련 검정법에서 탁월을 특성을 나타내는 항체를 
추가의 개발을 위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항체의 항원-의존적 세포 매개된 세포독성 (ADCC) 및(또는) 보체 의존적 세포독성 (CDC)을 
향상시키도록, 당해 항체를 이펙터 기능에 대해 변형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는 상기 항체의 Fc 영역 내에 하
나 이상의 아미노산 치환부를 도입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별법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시스테인 잔기(들)를 Fc 영역 
내에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영역에서 쇄간 디설파이드 결합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이로써 생성된 호모-이량체성 항체는 
개선된 내부 이행 능력 및(또는) 증가된 보체 매개된 세포 사멸성과 항체-의존적 세포성 세포독성 (ADCC)을 가질 수 
있다 [Caron et al., J. Exp Med. 176:1191-1195 (1992) and Shopes, B. J. Immunol. 148:2918-2922 (1992)
]. 향상된 항종양 활성을 가진 호모-이량체성 항체는 또한, 문헌 [Wolff et al., Cancer Research 53:2560-2565 
(1993)]에 기재된 바와 같이 헤테로-이기능성 가교결합제를 사용하여 제조할 수도 있다. 별법으로, 이중 Fc 영역을 
가진 항체를 유전공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향상된 보체 용균성과 ADCC 능력을 가질 수 있다 [Stevenson et al., A
nti-Cancer Drug Design 3:219-230 (1989)].
    

항체의 혈청 반감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739,277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제 (salvage) 수용
체 결합성 에피토프를 상기 항체 (특히 항체 단편) 내로 혼입시킬 수 있다. 본원에 사용된 바와 같이, 용어 " 구제 수용
체 결합성 에피토프" 는 IgG 분자의 생체내 혈청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것에 관여하는 IgG 분자 (예: IgG 1 , IgG 2 , IgG

3 , 또는 IgG4 )의 Fc 영역의 에피토프를 의미한다.

(viii) 글리코실화 변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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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를 이들의 불변 영역 내의 보존적 위치에서 글리코실화시킨다 [Jefferis and Lund,Chem. Immunol. 65:111-12
8 (1997); Wright and Morrison,TibTECH 15:26-32 (1997)]. 면역글로불린의 올리고사카라이드 측쇄는 단백질
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Boyd et al.,Mol. Immunol. 32:1311-1318 (1996); Wittwe and Howard,Biochem. 2
9:4175-4180 (1990)], 당단백질의 일정 부분들 간의 분자내 상호작용은 상기 당단백질의 입체 구조와 표시된 3차원 
표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efferis and Lund, 상기 참조; Wyss and Wagner,Current Opin. Biotech. 7:409-4
16 (1996)]. 올리고사카라이드는 소정의 당단백질을 특이적 인식 구조에 기준하여 특정한 분자에 표적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갈락토실화 IgG에서는, CH2 사이 공간과 말단 N-아세틸글루코사민 잔기로부터 벗어난 올
리고사카라이드 잔기 '플립스'는 만노스 결합성 단백질과 결합하는데 이용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Ma
lhotra et al.,Nature Med. 1:237-243 (1995)]. 중국산 햄스터 난소 (CHO) 세포에서 생성된 CAMPATH-1H (인
간 임파구의 CDw52 항원을 인식하는 재조합 인간화 쥐 모노클로날 IgG1 항체)로부터 상기 올리고사카라이드를 글리
코폴리펩티다제에 의해 제거하면, 보체 매개된 용균 작용 (CMCL)이 완전히 감소되는 반면 [Boyd et al., Mol. Imm
unol. 32:1311-1318 (1996)], 뉴라미니다제를 사용하여 시알산 잔기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면 DMCL이 전혀 상실되
지 않았다. 항체의 글리코실화가 항체-의존적 세포성 세포독성 (ADCC)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또한 보고되었다. 특
히, 이등분 GlcNAc의 형성을 촉매하는 글리코실트랜스퍼라제인 β(1,4)-N-아세틸글루코사미닐트랜스퍼라제 III (
GnTIII)의 테트라사이클린-조절된 발현을 나타내는 CHO 세포가 개선된 ADCC 활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Um
ana et al.,Mature Biotech. 17:176-180 (1999)].

    
항체의 글리코실화는 전형적으로 N-연결되거나 O-연결된 것이다. N-연결된이란 탄수화물 잔기가 아스파라긴 잔기
의 측쇄에 부착된 것을 말한다. 트리펩티드 서열 아스파라긴-X-세린 및 아스파라긴-X-트레오닌 (여기서, X는 프롤
린을 제외한 임의의 아미노산임)은 탄수화물 잔기를 아스파라긴 측쇄에 효소적 부착시키기 위한 인식 서열이다. 따라서, 
이들 트리펩티드 서열 중의 하나가 폴리펩티드에 존재함으로써, 잠재적인 글리코실화 부위가 생성된다. O-연결된 글리
코실화는 당 N-아세틸갈락토사민, 갈락토스 또는 크실로스 중의 하나를 히드록시아미노산, 가장 통상적으로는 세린 또
는 트레오닌에 부착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5-히드록시프롤린 또는 5-히드록시리신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항체의 글리코실화 변이체는 항체의 글리코실화 패턴이 변화된 변이체이다. 변화란 의미는 항체에서 발견된 하나 이상
의 탄수화물 잔기의 결실, 하나 이상의 탄수화물 잔기의 항체로의 부가, 글리코실화 조성 (글리코실화 패턴), 글리코실
화도 등의 변화를 나타낸다.

    
항체로의 글리코실화 부위의 부가는 하나 이상의 상기 언급된 트리펩티드 서열을 함유하도록 아미노산 서열을 변화시
킴으로써 편리하게 수행된다 (N-연결된 글리코실화 부위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하나 이상의 세린 또는 트레오닌 잔
기를 최초 항체의 서열에 부가하거나 이들 잔기로 치환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 (O-연결된 글리코실화 부위의 경
우). 유사하게, 글리코실화 부위의 제거는 상기 항체의 본래의 글리코실화 부위 내에서 아미노산 변화시킴으로써 수행
될 수 있다.
    

    
아미노산 서열은 통상적으로, 기본적 아미노산 서열을 변화시킴으로써 변화된다. 항-ErbB2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 변
이체를 코딩하는 핵산은 당해 분야에 공지된 각종 방법에 의해 제조된다. 이들 방법에는 천연 공급원으로부터의 단리 
방법 (천연의 아미노산 서열 변이체의 경우) 또는 항-ErbB2 항체의 앞서 제조된 변이체 또는 비-변이체 변형물의 올
리고뉴클레오티드 매개된 (또는 부위 지시된) 돌연변이 유발, PCR 돌연변이 유발 및 카세트 돌연변이 유발에 의한 제
조 방법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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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의 글리코실화 (글리코실화 패턴 포함)는 아미노산 서열 또는 기본적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변화될 수 있다. 글리코실화는 항체를 발현하는데 사용된 숙주 세포에 상당히 의존한다. 잠재적인 치료제로서, 재조합 
당단백질 (예: 항체)의 발현을 위해 사용된 세포 유형은 대부분이 본래의 선천적인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항체의 글리
코실화 패턴에 있어서의 상당한 변이가 예상될 수 있다 [Hse et al.,J. Biol. Chem. 272:9062-9070 (1997)]. 숙주 
세포의 선택에 덧붙여, 항체의 재조합 생성 동안에 글리코실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성장 방식, 배지 배합, 배양 
밀도, 산소화, pH, 정제 도식 등이 포함된다. 특정한 숙주 유기체에서 달성된 글리코실화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한 각종 
방법에 제안되었으며, 이에는 올리고사카라이드 생성과 관련된 특정 효소를 도입하거나 과발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
미국 특허 제5,047,335호; 제5,510,261호; 및 제5,278,299호 참조]. 글리코실화, 또는 특정 유형의 글리코실화는, 
예를 들어 엔도글리코시다제 H (엔도 H)를 사용하여 당단백질로부터 효소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또한, 재조합 숙주 
세포를 유전공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 유형의 폴리사카라이드를 프로세싱하는데 있어서 결함이 있
도록 할 수 있다. 이들 및 유사한 기술이 당해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항체의 글리코실화 구조는 렉틴 크로마토그래피, NMR, 질량 분광법, HPLC, GPC, 모노사카라이드 조성 분석, 일련의 
효소적 분해, 및 HPAEC-PAD (이는 전하에 근거하여 올리고사카라이드를 분리시키기 위해 고 pH 음이온 교환 크로
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를 포함한, 통상적인 탄수화물 분석 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분석될 수 있다. 분석 목적을 위해 
올리고사카라이드를 방출시키는 방법이 또한 공지되어 있고, 이에는 효소적 처리 (통상적으로, 펩티드-N-글리코시다
제 F/엔도-β-갈락토시다제를 사용하여 수행됨), 주로 O-연결된 구조물을 방출시키기 위한 거친 알칼리성 환경을 이
용한 제거, 및 N-연결된 및 O-연결된 올리고사카라이드를 방출시키기 위한 무수 히드라진을 사용한 화학적 방법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viii) 목적하는 특성을 가진 항체를 스크리닝함

항체 생성 기술은 상기 언급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특정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진 항체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장 억제성 항-ErbB2 항체를 동정하기 위해서는, ErbB2를 과발현하는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항체
에 대해 스크리닝할 수 있다. 한 양태에서는, 선택된 성장 억제성 항체가, 약 0.5 내지 30 g/㎖의 항체 농도에서 세포 
배양물 중의 SK-BR-3 세포의 성장을 약 20 내지 100%, 바람직하게는 약 50 내지 100% 억제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항체를 동정하기 위해서, 미국 특허 제5,677,171호에 기재된 SK-BR-3 검정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검정법에 
따라서, SK-BR-3 세포를 10% 태아 소 혈청, 글루타민 및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이 보충된 F12와 DMEM 배지의 
1:1 혼합물에서 성장시킨다. 이러한 SK-BR-3 세포를 35㎜ 세포 배양 디쉬 (2 ㎖/35 ㎜ 디쉬)에서 20,000개 세포로 
평판 배양시킨다. 디쉬 당 0.5 내지 30 g/㎖의 항-ErbB2 항체를 가한다. 6일 후, 전자 COULTER 세포 계수기를 사용
하여, 처리되지 않은 세포와 비교하여 세포 수를 계수한다. SK-BR-3 세포의 성장을 약 20 내지 100% 또는 약 50 
내지 100% 억제시키는 항체를 성장 억제성 항체로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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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항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PI, 트립판 블루 또는 7AAD 흡수에 의해 나타나는 바와 같
은 막 원형의 상실을 대조군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바람직한 검정법은 BT474 세포를 사용하는 PI 흡수 검정법이
다. 이러한 검정법에 따라서, BT474 세포 [이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로부터 수득
할 수 있다]를 10% 열 불활성화 FBS (Hyclone) 및 2mM L-글루타민이 보충된 둘베코 변형된 이글 배지 (D-MEM)
:함스 F-12 (50:50)에서 배양한다 (따라서, 이러한 검정법은 보체와 면역 이펙터 세포의 부재하에서 수행한다). 상기 
BT474 세포를 100 x 20㎜ 디쉬에 3 x 10 6 /디쉬 밀도로 접종하고, 밤새 부착되도록 두었다. 이어서, 상기 배지를 꺼
내고, 신선한 배지 단독으로 대체하거나 10g/㎖의 적당한 모노클로날 항체를 함유하는 배지로 대체시킨다. 상기 세포를 
3일 동안 인큐베이션시킨다. 각 처리를 수행한 후, 단층을 PBS로 세척하고 트립신 처리함으로써 탈착시킨다. 이어서, 
세포를 4℃에서 5분 동안 1200 rpm으로 원심분리시키고, 펠릿을 3 ㎖ 빙냉된 Ca 2+ 결합 완충액 (10 mM Hepes, pH 
7.4, 140 mM NaCl, 2.5 mM CaCl 2 )에 재현탁시킨 다음, 35㎜ 스트레이너-캡핑된 12 x 75 튜브 내로 등분하여 (튜
브 당 1 ㎖, 처리 그룹 당 3 튜브) 세포 덩어리를 제거한다. 이어서, 튜브에 PI (10 g/㎖)를 공급한다. FACSCAN 유동 
세포계수기와 FACSCONVERT CellQuest 소프트웨어 (Becton Dickinson)를 사용하여 샘플을 분석할 수 있다. PI 흡
수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통계학적 유의적 수준의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항체를 세포 사멸 유도성 항체로서 선별할 
수 있다.

아폽토시스를 유도하는 항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BT474 세포를 사용하는 아넥신 결합 검정을 이용할 수 있다. BT47
4 세포를 배양하고, 이를 상기 문단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디쉬에 접종한다. 이어서, 상기 배지를 꺼내고, 신선한 배지 
단독으로 대체하거나 10 g/㎖의 모노클로날 항체를 함유하는 배지로 대체시킨다. 상기 세포를 3일 동안 인큐베이션시
킨 후, 단층을 PBS로 세척하고 트립신 처리함으로써 탈착시킨다. 이어서, 세포를 원심분리시키고, Ca 2+ 결합 완충액에 
재현탁시킨 다음, 세포 사멸 검정에 대해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튜브 내로 등분한다. 이어서, 튜브에 표지된 아넥신 (
예: 아넥신 V-FTIC) (1 g/㎖)를 공급한다. FACSCAN 유동 세포계수기와 FACSCONVERT CellQuest 소프트웨어 
(Becton Dickinson)를 사용하여 샘플을 분석할 수 있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 유의적 수준의 아넥신 결합을 
유도하는 항체를 아폽토시스 유도성 항체로서 선별한다.

    
아넥신 결합 검정 이외에도, BT474 세포를 사용하는 DNA 염색 검정법이 이용 가능하다. 이러한 검정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상기 두 문단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당해 항체로 처리시킨 BT474 세포를 37 ℃에서 2시간 동안 9 g/㎖ HOE
CHST 33342와 함께 인큐베이션시킨 다음, MODFIT LT 소프트웨어 (Verity Software House)를 사용하는 EPICS 
ELITE 유동 세포계수기 (Coulter Corporation) 상에서 분석한다. 처리되지 않은 세포 보다 2배 이상 (바람직하게는 
3배 이상) 아폽토시스성 세포의 비율 (100% 이하의 아폽토시스성 세포)의 변화를 유도하는 항체가 이 검정법을 이용
하여 프로-아폽토시스성 항체로서 선별될 수 있다.
    

    
ErbB 수용체의 리간드 활성화를 차단시키는 항체를 동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ErbB 수용체를 발현하는 세포에 ErbB 리
간드 결합을 차단시키는 상기 항체의 능력 (예를 들면, 당해 ErbB 수용체가 ErbB 헤테로-올리고머를 형성시키도록 해
주는 또다른 ErbB 수용체와 연계됨)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rbB 헤테로-올리고머의 ErbB 수용체를 천연적으
로 발현하거나 발현하도록 형질감염된 세포를 상기 항체와 함께 인큐베이션시킨 다음, 표지된 ErbB 리간드에 노출시킨
다. 이어서, ErbB 헤테로-올리고머 내의 ErbB 수용체에 대한 리간드 결합을 차단시키는 항-ErbB2 항체의 능력을 평
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ErbB2 항체에 의한 MCF7 유방 종양 세포주에 대한 HRG 결합 억제는, 필수적으로 다음 실시예 1에 기
재된 바와 같은 24-웰 평판 포맷에서 얼음 상의 단층 MCF7 배양물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항-ErbB2 모노클로
날 항체를 각 웰에 가하고 30분 동안 인큐베이션시킬 수 있다. 이어서, 125 I-표지된 rHRG 1177-224 (25pm)을 가할 
수 있고, 인큐베이션을 4 내지 16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다. 용량 반응 곡선을 제조할 수 있고, 당해 항체에 대한 IC 50

값을 산정할 수 있다. 한 양태에서는, ErbB 수용체의 리간드 활성화를 차단시키는 항체가, 상기 검정에서 MCF7 세포
에 대한 HRG 결합을 억제시키기 위한, 약 50 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nM 이하의 IC 50 을 가질 것이다. 상기 
항체가 Fab 단편과 같은 항체 단편인 경우에는, 상기 검정에서 MCF7 세포에 대한 HRG 결합을 억제시키기 위한 IC 5

0 이 약 100 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50 nM 이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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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법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ErbB 헤테로-올리고머에 존재하는 ErbB 수용체의 ErbB 리간드 자극된 티로신 인산화를 
차단시키는 항-ErbB2 항체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rbB 수용체를 내생적으로 발현하거나 이들을 발현
하도록 형질감염된 세포를 상기 항체와 함께 인큐베이션시킨 다음, 항-포스포티로신 모노클로날 (이는 탐지 가능한 표
지와 임의로 결합된다)을 사용하여 ErbB 리간드-의존적 티로신 인산화 활성에 대해 검정한다. 미국 특허 제5,766,86
3호에 기재된 키나제 수용체 활성화 검정법이 또한, ErbB 수용체 활성화를 결정하고 항체에 의한 상기 활성을 차단시
키는데 이용 가능하다.
    

한 양태에서는, MCF7 세포에서 p180 티로신 인산화의 HRG 자극을 억제시키는 항체를 스크리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CF7 세포를 24-웰 평판에 평판 배양하고, ErbB2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를 각 웰에 가한 다음, 실온에서 30분 동안 
인큐베이션시킬 수 있으며; 그 후, rHRG 1 177-244 을 각 웰에 가하여 최종 농도가 0.2 nM이 되도록 하며, 인큐베이
션을 8분 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 배지를 각 웰로부터 탈기시킬 수 있고, 100ℓ의 SDS 샘플 완충액 (5% SDS, 25 nM 
DTT 및 20 mM 트리스-HCl, pH 6.8)을 부가함으로써 반응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각 샘플 (25 ℓ)를 4 내지 12% 구
배 겔 (Novex) 상에서 전기영동시킨 다음, 폴리비닐리덴 디플루오라이드 막으로 전기영동적으로 옮길 수 있다. 안티포
스포티로신 (1 g/㎖) 면역블롯을 현상할 수 있고, M r∼180,000에서의 우세 반응성 밴드 세기를 반사 밀도측정법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 선택된 항체는 바람직하게는, 본 검정에서 p180 티로신 인산화의 HRG 자극을 대조군의 약 0 내지 
35% 수준으로 상당히 억제할 것이다. 반사 밀도측정법으로 결정한 바와 같은 p180 티로신 인산화의 HRG 자극 억제에 
대한 용량-반응 곡선을 작성할 수 있고, 당해 항체에 대한 IC 50 를 산정할 수 있다. 한 양태에서는, ErbB 수용체의 리
간드 활성화를 차단시키는 항체가, 본 검정에서 p180 티로신 인산화의 HRG 자극을 억제시키기 위한, 약 50 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nM 이하의 IC50 을 가질 것이다. 상기 항체가 Fab 단편과 같은 항체 단편인 경우에는, 본 검정
에서 p180 티로신 인산화의 HRG 자극을 억제시키기 위한 IC 50 이 약 100 nM 이하, 보다 바람직하게는 50 nM 이하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헌 [Schaefer et al. Oncogene 15:1385-1394 (1997)]에 필수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MDA-MB-
175 세포에 대한 항체의 성장 억제성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검정법에 따라서, MDA-MB-175 세포를 항-E
rbB2 모노클로날 항체 (10 g/㎖)로 4일 동안 처리할 수 있고,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염색할 수 있다. 항-ErbB2 항체
와 인큐베이션시킨 결과, 모노클로날 항체 2C4에 의해 디스플레이된 바와 유사한 상기 세포주에 대한 성장 억제 효과
가 나타날 수 있다. 추가의 양태에서는, 외인성 HRG가 이러한 억제를 상당히 역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항체는 외인성 HRG의 존재 및 부재하에서, MDA-MB-175 세포의 세포 증식을 모노클로날 항체 4D5 보다 더 
큰 정도로 억제시킬 수 있다 (임의로는, 모노클로날 항체 7F3 보다 큰 정도로 억제시킬 수 있다).
    

한 양태에서는, 당해 항-ErbB2 항체가 동시-면역침전 실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MCF7 및 SK-BR-3 세포 모두에
서 ErbB3과 ErbB2의 헤레굴린 의존적 연합을, 모노클로날 항체 4D5 보다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바람직하게는 
모노클로날 항체 7F3 보다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다.

당해 항체에 의해 결합된 ErbB2 상의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항체를 스크리닝하기 위하여, 문헌 [Antibodies, A Labo
ratory Manual,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Ed Harlow and David Lane (1988)]에 기재된 바와 같은 통상의 
교차-차단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별법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에피토프 지도화를 당해 분야에 공지된 방법에 의해 수
행할 수 있다 (본원의 도 1A 및 1B 참조).

이어서, 상기 언급된 세포-이용 검정에서 얻은 결과는, 동물 (예: 쥐) 모델 및 인간 임상 시도에서 시험함으로써 이해
될 수 있다. 특히, 항체가 ErbB2 과발현성 종양을 치료 불가능하거나 제한되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다음 실시예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원에 기재된 유전자이식성 마우스 모델에서 증명될 수 있다.

C.항-ErbB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 (면역결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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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ErbB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는 상기 항체나 메이탄시노이드 분자의 생물학적 활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항-ErbB 항체를 메이탄시노이드 분자에 화학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제조된다. 메이탄시노이드는 당해 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고, 공지된 기술에 의해 합성되거나 천연 공급원으로부터 단리될 수 있다. 적합한 메이탄시노이드는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208,020호, 및 본원에 참조된 기타 특허 및 비특허 공보에 기재되어 있다. 바람직한 메이탄
시노이드는 메이탄시놀, 및 방향족 환이 변형되거나 메이탄시놀 분자의 다른 위치에서 변형된 메이탄시놀 유사체, 예를 
들면 각종 메이탄시놀 에스테르이다.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를 제조하는 것으로 당해 분야에 공지된 많은 연결 기가 있으며, 이에는,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5,208,020호 또는 EP 특허 제0 425 235 B1호 및 문헌 [Chari et al., Cancer Research 52:127-131 (199
2)]에 기재된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연결 기에는 상기 언급된 특허에 기재된 바와 같은, 디설파이드 기, 티오에테르 기, 
산 불안정 기, 광불안정 기, 펩티다제 불안정 기 또는 에스테라제 불안정 기가 포함되는데, 디설파이드 및 티오에테르 
기가 바람직하다.
    

    
상기 항체와 메이탄시노이드의 결합체는 각종 이기능성 단백질 커플링제, 예를 들면 N-숙신이미딜-3-(2-피리딜디
티오) 프로피오네이트 (SPDP), 숙신이미딜-4-(N-말레이미도메틸) 시클로헥산-1-카르복실레이트, 이미노티올란 
(IT), 이미도에스테르의 이기능성 유도체 (예: 디메틸 아디피미데이트 HCL), 활성 에스테르 (예: 디숙신이미딜 수베
레이트), 알데히드 (예: 글루타르알데히드), 비스-아지도 화합물 (예: 비스 (p-아지도벤조일)헥산디아민), 비스-디
아조늄 유도체 (예: 비스-(p-디아조늄벤조일)-에틸렌디아민), 디이소시아네이트 (예: 톨리엔 2,6-디이소시아네이
트) 및 비스-활성 불소 화합물 (예: 1,5-디플루오로-2,4-디니트로벤젠)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커
플링제에는 디설파이드 연결을 제공해주는 N-숙신이미딜-3-(2-피리딜디티오) 프로피오네이트 (SPDP) [Carlsso
n et al., Biochem. J. 173:723-737 (1978)] 및 N-숙신이미딜-4-(2-피리딜티오) 펜타노에이트 (SPP)가 포함
된다.
    

링커는 연결 유형에 따라서, 각종 위치에서 메이탄시노이드 분자에 부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에스테르 연결은 통상적
인 커플링 기술을 사용하여, 히드록실 기를 갖는 C-3 위치, 히드록시메틸로 변형된 C-14 위치, 히드록실 기로 변형된 
C-15 위치, 및 히드록실 기를 갖는 C-20 위치에서 형성될 수 있다.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이러한 연결이 메이탄시놀 
또는 메이탄시놀 유사체의 C-3 위치에서 형성된다.

D.제약 제제

    
본 발명에 따라서 사용된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의 치료학적 제제는, 목적하는 순도를 가진 항체를 임의의 제약
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 부형제 또는 안정화제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 16th edition, Osol, A. E
d. (1980)]와 혼합함으로써, 동결건조된 제제 또는 수용액의 형태로 저장되도록 제조된다. 허용되는 담체, 부형제, 또
는 안정화제는 이용된 투여량과 농도에서 수용자에게 비독성이고, 이에는 인산염, 시트르산염 및 기타 유기 산 등의 완
충제; 아스코르브산 및 메티오닌을 포함한 산화방지제; 방부제 (예를 들면, 옥타데실디메틸벤질 암모늄 클로라이드; 헥
사메토늄 클로라이드; 벤즈알코늄 클로라이드; 벤즈에토늄 클로라이드; 페놀, 부틸 또는 벤질 알콜; 메틸 또는 프로필 
파라벤 등의 알킬 파라벤; 카테콜; 레조르시놀; 사이클로헥산올; 3-펜탄올; 및 m-크레졸); 저분자량 (약 10개 잔기 
미만) 폴리펩티드; 단백질, 예를 들면 혈청 알부민, 젤라틴 또는 면역글로불린; 폴리비닐피롤리돈 등의 친수성 중합체
; 글리신, 글루타민, 아스파라긴, 히스티딘, 아르기닌 또는 리신 등의 아미노산; 글루코스, 만노스 또는 덱스트린을 포함
한, 모노사카라이드, 디사카라이드 및 기타 탄수화물; EDTA 등의 킬레이트화제; 수크로스, 만니톨, 트레할로스 또는 
솔비톨 등의 당; 나트륨 등의 염 형성 역이온; 금속 착물 (예: Zn-단백질 착물); 및(또는) TWEEN, PLURONICS 또
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 등의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포함된다. 바람직한 동결건조된 항-ErbB2 항체 제제가 본
원에 참조 문헌으로 삽입된 WO 97/04801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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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의 제제는 또한, 치료받는 특정한 징후에 대해 필요한 하나 이상의 활성 화합물, 바람직하게는 서로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보적 활성을 갖고 있는 화합물을 함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EGFR, ErbB2 (예: ErbB2 상의 상
이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항체), ErbB3, ErbB4 또는 혈관 내피 인자 (VEGF)와 결합되는 항체 또는 항체-메이탄시
노이드 결합체를 하나의 제제 내에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별법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당해 조성물은 
화학요법제, 세포독성제, 사이토킨, 성장 억제제, 항-호르몬제 및(또는) 심보호제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분
자는 적합하게는, 의도한 목적에 유효한 양으로 조합하여 존재한다.
    

    
활성 성분은 또한 콜로이드성 약물 전달 시스템 (예를 들면, 리포솜, 알부민 미소구, 미소에멀젼, 나노-입자 및 나노캡
슐) 또는 마크로에멀젼에서, 예를 들면 히드록시메틸셀룰로스 또는 젤라틴-미소캡슐과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미
소캡슐을 각각 코아세르베이션 (coacervation) 기술에 의해 또는 계면 중합반응에 의해 제조된 미소캡슐 내에 포획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은 문헌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 16th edition, Osol, A. Ed. (1980)]에 기
재되어 있다.
    

    
지속 방출형 제제를 제조할 수 있다. 지속 방출형 제제의 적합한 예에는 당해 항체를 함유하는 고형 소수성 중합체의 반
투과성 매트릭스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매트릭스는 성형품, 예를 들면 필름 또는 미소캡슐 형태이다. 지속 방출형 매트
릭스의 예에는 폴리에스테르, 히드로겔 (예를 들면, 폴리(2-히드록시에틸-메타크릴레이트) 또는 폴리(비닐알콜)), 
폴리락티드 (미국 특허 제3,773,919호), L-글루탐산과 에틸-L-글루타메이트의 공중합체, 비-분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분해성 락트산-글리콜산 공중합체, 예를 들면 LUPRON DEPOT (락트산-글리콜산 공중합체와 루이프롤
리드 아세테이트로 구성된 주사 가능한 미소구), 및 폴리-D-(-)-3-히드록시부티르산이 포함된다.
    

생체내 투여에 사용될 제제는 멸균성이어야만 한다. 이는 멸균성 여과막을 통해 여과시킴으로써 용이하게 수행된다.

E.항-ErbB2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에 의한 치료

본 발명에 따라서, 항-ErbB2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를 사용하여 각종 질병 또는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된다. 질환이나 장애의 예에는 양성 또는 악성 종양; 백혈병 및 임파계 악성 종양; 기타 장애, 예를 들면 신경단위
성, 신경교성, 성상세포성, 시상하부, 선상, 마크로파지성, 상피, 위, 블라스토코엘릭 (blastocoelic), 염증, 혈관형성 
및 면역학적 장애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질병 또는 장애는 암이다. 본원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암의 예에는 암종, 임파종, 아세포종, 
육종 및 백혈병 또는 임파계 악성 종양이 포함되지만,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암의 보다 특정한 예에는 편
평 세포암 (예: 상피 편평 세포암),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폐의 선종 및 폐의 편평 세포 암종을 포함한 폐암, 
복막암, 간세포암, 위장암을 포함한 위암, 췌장암, 신경교아종, 경부암, 난소암, 간암, 방광암, 간암, 유방암, 결장암, 직
장암, 결장직장암, 자궁내막 또는 자궁 암종, 타액선 암종, 신장 암, 전립선암, 음문암, 갑상선암, 간 암종, 항문 암종, 
음경 암종 뿐만 아니라 뇌암 및 목암이 포함된다.
    

    
이러한 암은 ErbB 발현성 세포를 포함할 것이므로, 본원에서의 항-ErbB 항체가 이러한 암과 결합할 수 있으며, 전형
적으로 ErbB 수용체의 과발현을 특징적으로 나타낼 것이다.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상기 암이 ErbB2 발현성 세포, 보다 
더욱 바람직하게는 ErbB2 수용체의 과발현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세포를 포함한다. 암에서의 ErbB, 예를 들면 ErbB
2 발현을 결정하기 위한, 각종의 진단/예후 검정이 이용 가능하다. 한 양태에서는, ErbB2 과발현을 IHC, 예를 들어 H
ERCEPTEST (등록상표)(Dako)를 사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종양 생검으로부터의 파라핀 봉매된 조직 절편을 I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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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시키고, 다음과 같은 ErbB2 단백질 염색 강도 기준에 일치시킬 수 있다:
    

스코어 0

어떠한 염색도 관찰되지 않거나 종양 세포의 10% 미만에서 막 염색이 관찰된다.

스코어 1+

종양 세포의 10% 이상에서 희미하게 인지 가능한 막 염색이 탐지된다. 이러한 세포는 이들의 막 일부에서만 염색된다.

스코어 2+

종양 세포의 10% 이상에서 약한 수준 내지는 중간 수준의 막 염색이 관찰된다.

스코어 3+

종양 세포의 10% 이상에서 중간 내지는 강한 수준의 막 염색이 관찰된다.

ErbB2 과발현 평가에 대한 0 또는 1+ 스코어를 나타내는 종양은 ErbB2를 과발현하지 않는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반면, 2+ 또는 3+ 스코어를 나타내는 종양은 ErbB2를 과발현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별법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FISH 검정, 예를 들면 INFORM (공급원: Ventana, Arizona) 또는 PATHVISION (Vys
is, Illinois)를 포르말린-고정되고 파라핀-봉매된 종양 조직 상에서 수행하여 해당 종양에서 ErbB2를 과발현하는 정
도 (있을 경우)를 결정할 수 있다.

    
한 양태에서는, 암이 EGFR을 발현하는 (과발현할 수도 있는) 것일 수 있다. EGFR을 발현/과발현할 수 있는 암의 예에
는 편평 세포암 (예: 상피 편평 세포암);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폐의 선종 및 폐의 편평 세포 암종을 포함한 폐
암; 복막암; 간세포암; 위장암을 포함한 위암; 췌장암; 신경교아종; 경부암; 난소암; 간암; 방광암; 간암; 유방암; 결장
암; 직장암; 결장직장암; 자궁내막 또는 자궁 암종, 타액선 암종, 신장 암; 전립선암; 음문암; 갑상선암; 간 암종; 항문 
암종, 음경 암종 뿐만 아니라 뇌암 및 목암이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면역결합체 및(또는) 이들이 결합되는 ErbB, 예를 들면 ErbB2 또는 EGFR 단백질은 세포에 
의해 내부이행되어, 이들이 결합되는 암 세포를 사멸시키는데 있어서 당해 면역결합체의 치료학적 효능을 증가시킨다.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세포독성제 (메이탄시노이드)가 암 세포 내의 핵산을 표적으로 하거나 간섭한다.

    
본 발명의 치료법은 결합되지 않은 항-ErbB 항체에 의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약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ErbB 
과발현성 종양을 표적으로 한다. 이러한 환자는 기존에 메이탄시노이드 잔기와 결합되지 않은 항-ErbB 항체에 의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기존의 치료가 상당한 개선을 가져다 주지 않았거나 일시적인 반응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나, 특정 환자를 결합되지 않은 항-ErbB 항체로 기존에 치료한 것이, 본 발명에 따른 치료를 위한 후보 
환자를 확인하는데 있어 선결조건은 아니다. 통상의 숙련인은 공개적으로 입수 가능한 임상 데이타를 근거로 하여 본 
발명의 면역결합체에 의한 치료가 유익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결합되지 않은) 
항-ErbB 항체로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없는 포유류, 및 특히 인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본 발명의 범위 내에 구체적
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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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ErbB2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는 공지된 방법, 예를 들면 정맥내 투여, 예를 들면 거환으로서 또는 일정 기간
에 걸쳐 연속적으로 주입하거나, 근육내, 복강내, 뇌척수내, 피하, 관절내, 활액낭내, 포막내, 경구, 국소 또는 흡입 경
로에 따라서 포유류, 바람직하게는 인간 환자에게 투여된다. 상기 항체의 정맥내 또는 피하 투여가 바람직하다.

기타 치료학적 섭생을 항-ErbB2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의 투여와 병행할 수 있다. 병행 투여 방법에는 별개의 
제제나 단일 제약 제제를 사용하여 함께 투여하는 방법과, 어떠한 순서로든 연속해서 투여하는 방법이 포함되는데, 후
자 방법에서는 바람직하게 시간 간격이 있긴 하지만, 양 (또는 모든) 활성 성분이 그의 생물학적 활성을 동시에 발휘한
다.

    
한가지 바람직한 양태에서는, 환자를 둘 이상의 상이한 항-ErbB 항체로 치료하는데, 이들 중의 적어도 하나는 메이탄
시노이드 결합체의 형태이다. 예를 들면, 항체가 성장 억제성인 (예: 헤르셉틴 (등록상표)) 제1 항-ErbB2 항체-메이
탄시노이드 결합체와, 제2 항-ErbB2 항체 또는 항체-면역결합체, 예를 들면 ErbB 수용체 (예: 2C4 또는 그의 인간화 
변이체 및(또는) 친화도 성숙된 변이체)의 리간드 활성화를 차단시키거나 ErbB2-과발현성 세포 (예: 7C2, 7F3 또는 
그의 인간화 변이체)의 아폽토시스를 유도하는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또다른 양태에
서는, 당해 치료법이 둘 이상의 상이한 ErbB 수용체, 예를 들면 ErbB2 및 EGFR 수용체와 특이적으로 결합되는 항체를 
투여하는 것을 수반하는데, 이러한 항-ErbB 항체 중의 적어도 하나는 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로서 투여된다. 바람직하
게는, 이러한 조합 치료법으로 인해 상승적인 치료 효과가 달성된다.
    

항-ErbB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의 투여를, ErbB 계열의 수용체 구성원이 아닌 또다른 종양 관련 항원에 대해 
지시된 항체의 투여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기타 항체는, 예를 들어 혈관 내피 성
장 인자 (VEGF)와 결합할 수 있고, 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 또는 또다른 면역결합체의 형태일 수 있다.

    
한 양태에서는, 본 발명의 치료법이 항-ErbB2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들)와, 하나 이상의 화학요법제 또는 성
장 억제제와의 병행 투여를 포함하는데, 이에는 상이한 화학요법제들의 칵테일을 함께 투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바람직
한 화학요법제에는 탁산 (예: 파클리탁셀 및 독세탁셀) 및(또는) 안트라사이클린 항생물질이 포함된다. 이러한 화학요
법제에 대한 제조 및 투여 스케쥴은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당해 분야의 숙련인에 의해 실험적으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화학요법에 대한 제조 및 투여 스케쥴이 문헌 [Chemotherapy Service Ed., M.C.Per
ry, Williams & Wilkins, Baltimore, MD (1992)]에 기재되어 있다.
    

    
당해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는 항호르몬성 화합물, 예를 들면 타목시펜 등의 항에스트로겐 화합물; 오나프리스톤 
등의 항프로게스테론 (EP 616 812 참조); 또는 플루타미드 등의 항안드로겐 화합물과 조합 (상기 분자에 대해 공지된 
투여량을 사용함)될 수 있다. 치료하고자 하는 암이 호르몬 비의존성 암인 경우에는, 환자가 기존에 항호르몬 요법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것이며, 암이 호르몬 비의존성이 된 후에, 당해 항-ErbB2 항체 (및 임의로 본원에 기재된 기타 제제)
를 상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종종, 심보호제 (본 치료와 연관된 심근부전증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함) 또는 하나 이상의 사이토킨을 환자에게 
함께 투여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 상기 치료학적 섭생 이외에도, 환자를 대상으로 암 세포 제거 수술을 수행하고 
(하거나) 방사선 요법을 수행할 수 있다.

함께 투여되는 상기 제제에 적합한 투여량은 현재 사용되는 양이고, 이는 상기 제제와 항-ErbB2 항체의 조합 작용 (상
승 작용)으로 인해 낮출 수 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의 적당한 투여량이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은 치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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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질병의 유형, 항체를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든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든지 간에 해당 질병의 중증도와 경과, 기
존의 요법, 환자의 임상 병력 및 항체에 대한 반응도, 및 담당의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는 환자에게 1회 투여하거나 일련의 치료 전반에 걸쳐 투여하는 것이 적합하다. 해당 질병의 유형과 중증도에 따
라서,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초기 용량은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 약 1 g/㎏ 내지 15 ㎎/㎏ (예: 0.1 내지 20 
㎎/㎏)이며, 이는 하나 이상을 별개로 투여하든 연속적으로 주입하든 상관이 없다. 전형적인 1일 투여량은 상기 언급된 
요인들에 따라서, 약 1 g/㎏ 내지 100 ㎎/㎏ 이상의 범위내일 것이다. 질병 상태에 따라서 수 일 또는 그 이상에 걸쳐 
반복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목적하는 질병 증상 억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치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바람직한 투여
량 섭생은 항-ErbB2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 약 4 ㎎/㎏을 초기에 투여한 다음, 매주 약 2 ㎎/㎏의 용량을 지속
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다른 투여량 섭생도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법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인 
기술과 검정법에 의해 용이하게 모니터한다.
    

F.제품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서는, 상기 언급된 장애의 치료에 유용한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이 제공된다. 이러한 제품은 용
기와, 이러한 용기 상에 또는 이러한 용기와 연관된 표지 또는 포장 삽입물을 포함한다. 적합한 용기에는, 예를 들면 병, 
바이알, 주사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용기는 유리나 플라스틱과 같은 각종 재료로부터 형성될 수 있다. 상기 용기는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효한 조성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멸균성 접근 포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용기
는 피하 주사 바늘로 꿰뚫을 수 있는 마개를 갖는 정맥내 용제 백 또는 바이알일 수 있다). 이러한 조성물 중의 하나 이
상의 활성제가 항-ErbB2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이다. 상기 표지 또는 포장 삽입물은 해당 조성물이 선택된 질
환, 예를 들면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지시해준다. 한 양태에서는, 이러한 표지 또는 포장 삽입물이, ErbB2
와 결합되는 항체를 포함하는 조성물이 상피 성장 인자 수용체 (EGFR), ErbB2, ErbB3 및 ErbB4, 바람직하게는 EG
FR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ErbB 수용체를 발현하는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해준다. 또한, 
상기 표지 또는 포장 삽입물은,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가 EGFR, ErbB2, ErbB3 또는 ErbB4 중에서 선택된 ErbB 수용
체의 과도한 활성화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암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지시해준다. 예를 들면, 이러한 암은 이들 수
용체들 중의 하나를 과발현하고 (하거나) ErbB 리간드 (예: TGF-)를 과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상기 표지 또는 포장 
삽입물은, 당해 조성물이 ErbB2 수용체의 과발현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해준다. 예를 들면, 헤르셉틴 (등록상표)에 대한 포장 삽입물은, 그 항체가 ErbB2 단백질을 과발현하는 종양의 전
이성 유방암을 지닌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는 반면, 본원에서의 포장 삽입물은 항체 또는 조
성물이 헤르셉틴 (등록상표)에 의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약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해준다. 기타 양태에서는, 포장 삽입물이,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 또는 조성물이 호르몬 비의존
성 암, 전립선암, 결장암 또는 결장직장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더우기, 당해 제품은 
(a) ErbB2에 결합하여 ErbB2를 과발현하는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제1 항체의 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를 포함
하는 조성물이 그 안에 함유된 제1 용기; 및 (b) ErbB2에 결합하여 ErbB 수용체의 리간드 활성화를 차단시키는 제2 
항체 또는 이러한 제2 항체와 메이탄시노이드와의 결합체를 포함하는 조성물이 그 안에 함유된 제2 용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본 발명의 양태에서의 제품은 상기 제1 및 제2 조성물이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포장 삽입물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별법으로 또는 부가적으로, 당해 제품은 제약학적으로 허용되는 완충제, 예
를 들면 세균증식 억제성 주사용수 (BWFI), 인산염 완충 식염수, 링거액 및 덱스트로스 용액을 포함하는 제2 (또는 제
3) 용기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이는 상업용 및 사용자 관점에서 바람직한 기타 물질 (기타 완충제, 희석제, 여과제, 
바늘 및 주사기 포함)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추가의 내용이 다음의 비제한적 실시예에 예시되어 있다.

    실시예

실시예 1

항-ErbB2 모노클로날 항체 4D5의 생성, 특징화 및 인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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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bB2의 세포외 도메인과 특이적으로 결합되는 쥐의 모노클로날 항체 4D5를 문헌 [Fendly et al., Cancer Researc
h 50:1550-1558 (1990)]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생성시켰다. 간략하게 언급하면, 문헌 [Hudziak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4:7158-7163 (1987)]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생성된 NIH 3T3/HER2-3 400 세포 (대략 1 x 10
5 개 ErbB2 분자/세포를 발현함)를 25 mM EDTA를 함유하는 인산염 완충 식염수 (PBS)로 수거하고, 이를 사용하여 
BALB/c 마우스를 면역화시켰다. 0, 2, 5 및 7주째에 상기 마우스에게 0.5 ㎖ PBS 중의 10 7 개 세포를 복강내 주사하
였다.32 P-표지된 ErbB2로 면역침전된 항혈청을 가진 마우스에게 맥아 아글루티닌-세파로스 (WGA) 정제된 ErbB2 
막 추출물을 9주 및 13주째에 복강내 주사하였다. 이어서, ErbB2 제제 0.1 ㎖를 정맥내 주사한 다음, 비장 세포를 마
우스 골수종 주 X63-Ag8.653과 융합시켰다. 하이브리도마 상등액을 대상으로 하여, ELISA 및 방사선면역침전법에 
의해 ErbB2-결합성에 대해 스크리닝하였다.

에피토프 지도화 및 특징화

모노클로날 항체 4D5에 의해 결합된 ErbB2 에피토프를 경쟁적 검정 분석법에 의해 결정하였다 [Fendly et al. Canc
er Research 50:1550-1558 (1990)]. 형광성을 정량화하기 위한 판덱스 (PANDEX) (상표명) 기계를 사용하여 본
래의 세포 상에서 직접적으로 형광 측정함으로써 교차-차단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기 모노클로날 항체를, 확립된 과정 
[Wofsy et al., Selected Methods in Cellular Immunology, p. 287, Mishel and Schiigi (eds.). San Francisco
: W.J. Freeman Co. (1980)]을 사용하여 플루오레세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 (FITC)와 결합시켰다. NIH 3T3/HER
2-3400 세포의 밀집성 단층을 트립신으로 처리하고, 1회 세척한 다음, 0.5% 소 혈청 알부민 (BSA)과 0.1% NaN 3 을 
함유하는 찬 PBS에 1.75 x 10 8 세포/㎖로 재현탁시켰다. 1% 라텍스 입자 (IDC, Portland, OR)의 최종 농도를 가하여 
판덱스 (상표명) 평판 막이 막히는 현상을 저하시켰다. 현탁액 중의 세포 20 ℓ와 20 ℓ의 정제된 모노클로날 항체 (
100 g/㎖ 내지 0.1 g/㎖)를 판덱스 (상표명) 평판 웰에 가하고 얼음 상에서 30분 동안 인큐베이션시켰다. 20 ℓ중의 
예정된 희석율의 FITC-표지된 모노클로날 항체를 각 웰에 가하고, 30분 동안 인큐베이션시키고, 세척한 다음 판덱스 
(상표명)에 의해 형광성을 정량화하였다. 모노클로날 항체는, 무관한 모노클로날 항체 대조군과 비교해서 각각이 기타 
항체의 결합을 50% 이상 차단시키는 경우에 에피토프를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모노클로날 항체 
4D5가 에피토프 I로 할당되었다 [ErbB2 세포외 도메인 내에 포함되는, 약 529번에서 약 625번까지의 아미노산 잔기 
(서열 3 참조)].

모노클로날 항체 4D5의 성장 억제 특징은 유방 종양 세포주 SK-BR-3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Hudziak et al., Mo
lec. Cell. Biol. 9 (3):1165-1172 (1989)]. 간략하게 언급하면, SK-BR-3 세포를 0.25% (vol/vol) 트립신을 사
용하여 탈착시키고 완전 배지에 4 x 10 5 세포/㎖의 밀도로 현탁시켰다. 100ℓ의 등취량 (4 x 10 4 개 세포)을 96-웰 
미세희석판 내로 평판 배양시키고, 세포를 부착시킨 다음, 배지 단독 또는 모노클로날 항체를 함유하는 배지 100ℓ (최
종 농도 5 g/㎖)를 가하였다. 72시간 후, 상기 평판을 PBS (pH 7.5)로 2회 세척하고, 크리스탈 바이올렛 (메탄올 중
의 0.5%)로 염색한 다음, 문헌 [Sugarman et al., Science 230:943-945 (198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대적 세포 
증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모노클로날 항체 4D5는 SK-BR-3 상대적 세포 증식을 약 56% 억제하였다.

모노클로날 항체 4D5를 대상으로 하여, MCF7 세포의 전세포 용해물로부터 M r180,000 범위 내의 단백질의 HRG-자
극된 티로신 인산화를 억제시키는 그의 능력에 대해 평가하였다 [Lewis et al., Cancer Research 56:1457-1465 (
1996)]. MCF7 세포는 공지된 모든 ErbB 수용체를 발현하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발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ErbB2, ErbB3 및 ErbB4는 거의 동일한 분자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세포 용해물이 웨스턴 블롯 분석으로 평가된 
경우에 단백질이 티로신 인산화되는지를 식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세포는 HRG 티로신 인산화 검정
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이는 외생적으로 가해진 HRG의 부재하에서 이용된 검정 조건 하에서는, 이들 세포가 M r180,0
00 범위 내에서 탐지 가능하지 않은 수준 정도로 낮은 티로신 인산화 단백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MCF7 세포를 24-웰 평판에 평판 배양하고, ErbB2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를 각 웰에 가하며, 실온에서 30분 동안 인
큐베이션시킨 다음, rHRG 1 177-244 을 최종 농도가 0.2 nM이 되도록 각 웰에 가하고, 인큐베이션을 8분 동안 지속
시켰다. 배지를 각 웰로부터 조심스럽게 탈기시키고, 100ℓ의 SDS 샘플 완충액 (5% SDS, 25 mM DTT 및 25 mM 
트리스-HCl, pH 6.8)을 가함으로써 반응을 중지시켰다. 각 샘플 (25ℓ)을 4 내지 12% 구배 겔 (Novex) 상에서 전
기영동시킨 다음, 폴리비닐리덴 디플루오라이드 막으로 전기영동적으로 옮겼다. 안티포스포티로신 (UBI로부터의 4G1
0; 1 g/㎖로 사용됨) 면역블롯을 현상하고, M r180,000에서의 우세 반응성 밴드 세기를 문헌 [Holmes et al. Scienc
e 256:1205-1210 (1992); Sliwkowski et al., J. Biol. Chem. 269:14661-14665 (1994)]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반사 밀도측정법으로 정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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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클로날 항체 4D5는 Mr180,000에서 HRG-유도된 티로신 인산화 시그날의 생성을 상당히 억제하였다. 그러나, H
RG의 부재하에서는, Mr180,000 범위에서 단백질의 티로신 인산화를 자극할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항체는 EGFR 
[Fendly et al. Cancer Research 50:1550-1558 (1990)], ErbB3 또는 ErbB4와 교차 반응하지 않는다. 모노클로
날 항체 4D5는 티로신 인산화의 HRG 자극을 50% 정도 차단시킬 수 있었다.

    
외인성 rHRG 1의 존재하 또는 부재하에서 MDA-MB-175 및 SK-BR-3 세포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 4D5의 성장 
억제 효과를 평가하였다 [Schaefer et al. Oncogene 15:1385-1394 (1997)]. MDA-MB-175 세포에서의 ErbB2 
수준은 정상적인 유방 상피 세포에서 발견된 수준 보다 4 내지 6배 정도 더 크고 ErbB2-ErbB4 수용체는 MDA-MB
-175 세포에서 인산화된 구성성 티로신이다. 모노클로날 항체 4D5는 외인성 HRG의 존재와 부재하 모두에서 MDA-
MB-175 세포의 세포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었다. 4D5에 의한 세포 증식 억제는 ErbB2 발현 수준에 의존적이다 [Le
wis et al., Cancer Immunol. Immunother. 37:255-263 (1993)]. SK-BR-3 세포에서 최대 66% 억제율이 탐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외인성 HRG에 의해 극복될 수 있었다.
    

인간화

전문이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 삽입된 미국 특허 제5,821,337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규한 " 유전자 전환 돌연변이 
유발" 전략을 이용하여, 쥐의 모노클로날 항체 4D5를 인간화시켰다. 다음 실험에 사용된 인간화 모노클로날 항체 4D5
는 huMAb4D5-8로 명명된다. 이러한 항체는 IgG1 이소형이다.

실시예 2

헤르셉틴 (등록상표)-DM1 결합체

1.헤르셉틴 (등록상표)의 정제

    
헤르셉틴 (등록상표)(huMAb4D5-8, rhuMAb HER2, 미국 특허 제5,821,337호) (440 ㎎ 항체를 함유하는 1개 바
이알)을 50 ㎖ MES 완충액 (25 mM MES, 50 mM NaCl, pH 5.6)에 용해시켰다. 이 샘플을 동일한 완충액에서 평형
화시킨 양이온 교환 컬럼 (세파로스 S, 15 ㎝ x 1.7 ㎝) 상에 부하하였다. 이어서, 상기 컬럼을 동일한 완충액 (5 컬럼 
용적)으로 세척하였다. 완충액의 NaCl 농도를 200 mM으로 상승시켜 헤르셉틴 (등록상표)을 용출시켰다. 항체를 함유
하는 분획을 푸울링시키고, 10 ㎎/㎖로 희석시키며, 50 ㎜ 인산칼륨, 50 mM NaCl, 2 mM EDTA, pH 6.5를 함유하는 
완충액 내로 투석시켰다.
    

2.SPP를 이용한 헤르셉틴 (등록상표)의 변형

    
정제된 헤르셉틴 (등록상표) 항체를 N-숙신이미딜-4-(2-피리딜티오)펜타노에이트 (SPP)로 변형시켜 디티오피리
딜 기를 도입하였다. NaCl (50 mM)과 EDTA (1 mM)를 함유하는 50 mM 인산칼륨 완충액 (pH 6.5) 44.7㎖ 중의 
항체 (376.0 ㎎, 8 ㎎/㎖)를 SPP (2.3 ㎖ 에탄올 중의 5.3 몰 당량)으로 처리하였다. 주위 온도에서 아르곤 하에 90
분 동안 인큐베이션시킨 후, 반응 혼합물을 35 mM 나트륨 시트레이트, 154 mM NaCl, 2 mM EDTA로 평형화된 세파
덱스 G25 컬럼 내로 겔 여과시켰다. 항체 함유 분획을 푸울링한 다음 검정하였다. 항체의 변형 정도를 상기 언급된 바
와 같이 결정하였다. 항체 당 4.5개의 방출 가능한 2-티오피리딘 기가 연결된, 변형된 항체 (헤르셉틴 (등록상표)-S
PP-Py)의 회수율은 337 ㎎ (89.7%)이었다.
    

3.헤르셉틴 (등록상표)-SPP-Py와 DM1과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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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항체 (337.0 ㎎, 방출 가능한 2-티오피리딘 기 9.5 μmols)를 상기 35 mM 시트르산 나트륨 완충제, pH 6.5
로 최종 농도가 2.5 ㎎/㎖가 되도록 희석시켰다. 이어서, 3.0 mM 디메틸아세트아미드 (DMA, 최종 반응 혼합물 중의 
3% v/v) 중의 DM1 (그의 구조가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1.7 당량, 16.1 μmols)을 상기 항체 용액에 가하였다. 이 
반응을 아르곤 하에 주위 온도에서 20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헤르셉틴 (등록상표)-DM1 결합체의 구조가 도 2에 도시
되어 있다.
    

    
35 mM 나트륨 시트레이트, 154 mM NaCl, pH 6.5로 평형화시킨 세파크릴 S300 겔 여과용 컬럼 (5.0 ㎝ x 90.0 ㎝, 
1.77 L) 상에 상기 반응물을 부하하였다. 유속은 5.0 ㎖/분이었고, 65 분획 (각각 20.0 ㎖)을 수집하였다. 주요 피크
가 47번 분획 주변에 집중되었다 (도 3). 주요 피크는 단량체성 헤르셉틴 (등록상표)-DM1를 포함한다. 분획 44 내지 
51을 푸울링하고 검정하였다. 항체 분자 당 연결된 DM1 약물 분자의 수는 252 ㎚ 및 280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함
으로써 결정하였고, 이는 항체 분자 당 3.7개 약물 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시예 3

유전자이식성 동물

헤르셉틴 (등록상표)의 임상 활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신규한 HER2-지시된 치료법을 임상 전에 시험할 수 있는 유
전자이식성 HER2 마우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종양은 HER2의 쥐 상동체인 돌연변이 활성화 형태의neu를 발현하는 종
양이 유전자이식성 마우스에서 용이하게 생성되었지만, 유방암에서 과발현되는 HER2는 돌연변이되지 않으며, 돌연변
이되지 않은 HER2를 과발현하는 유전자이식성 마우스에서 종양 형성이 훨씬 덜 힘이 든다 [Webster et al., Semin. 
Cancer Biol. 5:69-76 (1994)]. 돌연변이되지 않은 HER2로 종양 형성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유전자이식성 마우스
에서 돌연변이되지 않은 HER2의 과발현을 추가로 증진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마우스 유선 내의 상피 세포에서의 HER2의 발현을 증진시키는 어떠한 프로모터도 기재된 작제물에 사용할 수 있다. 많
은 유즙 단백질 유전자가 유선에서 특이적으로 활성인 프로모터/인핸서 요소에 의해 전사된다. 유즙 단백질 유전자에는 
카세인 (α-S1 및 β), β-락토글로불린, α-락트알부민, 및 유장 산성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가 포함된다. 양의 
β-락토글로불린 프로모터가 당해 분야에 널리 특징화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Whitelaw et al., Biochem J. 
286:31-39 (1992)]. 그러나, 기타 종으로부터의 유사한 단편의 프로모터 DNA가 또한 적합하다. 바람직한 프로모터
는 마우스 유방 종양 바이러스 (MMTV)의 장 말단 반복체 (LTR)로부터 유래된 프로모터이다. 이러한 MMTV LTR 
프로모터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HER2 이식유전자 작제물을 생성시켰다.

    
돌연변이되지 않은 HER2로 종양 형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HER2의 하단 본래의 개시 코돈으로부터 해
독 개시 횟수를 감소시킬 수도 있는, 상단 ATG 코돈에서의 해독 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상단 ATG를 결실시킨 HER2 
cDNA 플라스미드를 사용하여 유전자이식성 마우스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Child et al., J. Biol. Chem. 274:2433
5-24341 (1999)]. 부가적으로, 키메릭 인트론을 5' 말단에 가하였는데, 이는 또한 기존에 보고된 바와 같이 발현 수
준을 증진시켜야 한다 [Neuberger and Williams, Nucleic Acids Res. 16:6713 (1988); Buchman and Berg, Mo
l. Cell. Biol. 8:4395 (1988); Brinster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5:836 (1988)]. 이러한 키메릭 인트
론은 프로메가 벡터인 pCl-neo 포유류 발현 벡터 (bp 890-1022)로부터 유래되었다. cDNA 3'-말단은 인간 성장 호
르몬 엑손 4 및 5, 및 폴리아데닐화 서열에 의해 플랭킹된다. 더우기, FVB 마우스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균주가 
종양 발생에 더 감수성이기 때문이다. MMTV-LTR로부터의 프로모터를 사용하여 유선에서 조직-특이적 HER2 발현
을 보장하였다. 종양 형성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동물에게 AIN 76A 식이를 공급하였다 [Rao et al., Bre
st Cancer Res. and Treatment 45:149-158 (1997)]. 이러한 이식유전자 플라스미드 작제물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서열 1)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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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이식성 실험에 적합한 동물은 타코닉 (Taconic; Germantown, N.Y.)과 같은 표준 시판용 공급원으로부터 구입
할 수 있다. 많은 균주가 적합하지만, FVB 암컷 마우스가 바람직한데, 이는 이들의 종양 형성에 대한 감수성이 높기 때
문이다. FVB 숫컷을 짝짓기에 사용하고, 정관절제된 CD.1 종마를 사용하여 상상임신을 자극하였다. 어떠한 상업 공급
업자로부터도 정관절제된 마우스를 수득할 수 있다. 창시 동물을 FVB 마우스 또는 129/BL6 x FVB p53 이형 결합성 
마우스와 함께 번식시켰다. p53 대립유전자에서 이형결합성을 나타내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종양 형성을 잠재적으로 증
가시켰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몇몇 F1 종양은 혼합 균주이다. 창시 종양은 FVB 뿐이다. 
새끼를 배지 않고 종양이 일부 발생된 6 마리의 창시 동물을 얻었다.
    

실시예 4

HER2-지시된 치료법을 평가하기 위한 종양 모델로서의 HER2 유전자이식성 마우스

    
1 마리 창시 유전자이식성 마우스의 유선 생검을 실시예 3에서와 같이 만들었는데, 이는 생후 약 2개월에서 면역조직화
학 염색법으로 측정된 바와 같이, HER2의 3+ 발현을 나타내었다. 혈청 내로 주입된 HER2 세포외 도메인 (ECD)의 양
을 측정한 결과, 약 1.2 ng/㎖인 것으로 밝혀졌다 [Huang et al. 상기 참조]. 이 마우스는 4 마리 새끼를 밴 후, 생후 
5 개월째에 유방 종양이 연속해서 발생되었다. 이 종양을 마취하에 외과적으로 절개하고, 2 ㎣의 작은 조각으로 분쇄시
킨 다음, 야생형 FVB 암컷 마우스의 유방 지방 패드 내로 이식하였다. 5주 잠복기를 거친 후에 31 마리 수용자 마우스 
중 22 마리에게서 종양이 발생되었다. 연속적인 계대접종의 경우에는, 보다 짧은 잠복기를 가진 종양이 발생되고 보다 
신속하게 성장하였으며, 종양 발생률은 수용자의 > 95%로 증가하였다. 면역조직화학 염색법으로 결정된 바와 같은 
HER2 발현은 3+인데, 1차 종양에서는 불균일하였지만, 첫번째 계대접종 후에는 일정하게 3+로 되었다.
    

    
종양 보유 마우스를 헤르셉틴 (등록상표), 또는 인간화 헤르셉틴 (등록상표)이 유래된 쥐의 항체인 4D5로 치료하는 것
은 이식된 종양의 성장에 대해 중간 수준의 효과만을 나타내었다 (도 5). HER2 발현은 헤르셉틴 (등록상표) 또는 4D
5 치료법 동안 성장된 종양에서 3+이었는데, 이는 HER2-음성 종양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우기, 종
양 보유 마우스 내로 주입한 후에 종양 세포를 덮고 있는 cy3-헤르셉틴 (등록상표)을 탐지하였는데, 이는 효능 결여가, 
항체의 종양 접근 실패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HER2가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상기 종양 모델이 헤르셉틴 (등록상표)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실시예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메이탄시노이드 DM1에 결합된 헤르셉틴 (등록상표)을 사용하는 신규한 접근법을 시험하였다. 
도 5는 헤르셉틴 (등록상표)-DM1 결합체가 상기 모델에서 현저한 항종양 활성을 나타낸다고 도시하고 있다. 무관한 
항-CD20 모노클로날 항체인 리툭산 (등록상표)을 이들 연구에 대한 음성 대조군으로서 사용하였다. 대조군 항체 리툭
산 (등록상표)과 비교해서 헤르셉틴 (등록상표)에 대한 반응이 거의 없지만, 헤르셉틴 (등록상표)의 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의 두드러진 항종양 활성이 있었다.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헤르셉틴 (등록상표)-메이탄시노이드로 치료된 
마우스 전부는 두드러진 종양 수축 현상을 나타냈지만, 종양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대략 4주 후, 종양이 다시 성
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5 마리 마우스를 희생시켰다. 이들 종양은 HER2를 3+ 수준으로 발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HER2-음성 종양에 대한 선별은 없었다. 이러한 관찰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나머지 3마리 마우스를 5일 연속해
서 헤르셉틴 (등록상표)-메이탄시노이드로 치료하였다. 이러한 치료에 반응하여 종양이 다시 퇴행되었다.
    

본 명세서 전반에 걸쳐 인용된 모든 참조 문헌, 및 본원에 인용된 참조 문헌은 본원에 참조 문헌으로써 삽입되어 있다.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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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하이브리도마 세포주를 아메리칸 타입 컬쳐 콜렉션 (10801 University Boulevard, Manassas, VA 20110-
2209, USA; ATCC)에 기탁하였다:

항체 명칭 ATCC 번호 기탁일

7C2 ATCC HB-12215 1996. 10. 17

7F3 ATCC HB-12216 1996. 10. 17

4D5 ATCC CRL 10463 1990. 5. 24

2C4 ATCC HB-12697 1999. 4. 8

    
상기 기탁은 특허 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규정과 이에 대한 시행 규칙 (부다페스트 
조약)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서, 기탁일로부터 30년 동안 생육성 배양물의 유지가 보장된다. 상기 유기체는 부다
페스트 조약하에 ATCC에 의해 입수 가능할 것이며, 제넨테크, 인크. (Genetech, Inc.)와 ATCC 간의 동의 내용에 적
용받을 것이고, 이는 관련 미국 특허 허여시 또는 미국이나 외국 특허 출원 (이것이 먼저 올 수 있다)이 공개되는 경우
에 해당 배양물의 자손을 영구적이고도 무제한적으로 입수 가능하게 해주고, 35 USC §122 및 이에 따른 미국 특허청 
시행규칙 (886 OG 638을 특별히 참조한 37 CFR §1.12 포함)에 따라서 이에 표제될 미국 특허청장에 의해 결정된 
인간에게 이들 자손을 입수 가능하게 해준다.
    

유럽 특허가 시도한 이들 명칭과 관련하여, 기탁된 미생물의 샘플은 유럽 특허가 허여된다고 공표될 때까지 또는 해당 
출원이 거절 또는 취소되었거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된 날까지 이러한 샘플을 요청하는 인간에 의해 지정된 숙련자에 
대한 샘플 유출에 의해서만 입수 가능할 것이다 (규칙 28 (4)EPC).

본 출원의 양수인은 기탁된 배양물이 적합한 배양 조건 하에서 배양되어 사멸되거나 상실 또는 파괴되는 경우에는, 그
것을 통지시 즉시 동일한 배양물의 생존 표본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기탁된 균주의 이용성은 그의 
특허법에 따라서 정부 권한 하에 허여된 권리에 위반되게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라이센스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전술된 명세서는 당해 분야의 숙련인이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본 발명의 범위가 기탁된 작제
물로써 제한되지 않는데, 이는 기탁된 양태가 본 발명의 특정 국면만을 예시한 것이며 기능상 등가의 어떠한 작제물도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이다. 본원에서의 물질 기탁이, 본원에 포함된 명세 내용이 본 발명의 모든 국면 (그의 
최상의 양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데 부적당하다는 승인을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의 범위를 이들이 
나타내는 특정한 예시 양태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본원에 제시되고 기재된 것 이외의 본 발명의 각종 
변형은 전술한 기재 내용으로부터 당해 분야의 숙련인에게는 명백할 것이며, 이는 첨부된 청구의 범위 내에 속한다.
    

특정한 문제점이나 상황에 대한 본 발명의 교시를 적용하는 것은 본원에 포함된 교시 내용 측면에서 보면 당해 분야의 
숙련인의 능력 내일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본 발명의 생성물, 및 이들의 대표적인 단리, 사용 및 제조 방법이 다
음에 제시되지만, 이로써 본 발명이 제한되지는 않아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항-ErbB 항체와 메이탄시노이드 (maytansinoid)의 결합체의 치료 유효량을 포유류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
기 포유류에서 ErbB 수용체의 과발현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며 항-ErbB 항체에 의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또는 약
한 수준으로 반응하는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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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포유류가 인간인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ErbB 수용체가 ErbB1 (EGFR), ErbB2 (HER2), ErbB3 (HER3) 및 ErbB4 (HER4)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항-ErbB 항체가 성장 억제성 항체인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항-ErbB 항체가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항-ErbB 항체가 아폽토시스 (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가 항-ErbB2 항체인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종양이 암인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암이 유방암, 난소암, 위암, 자궁내막암, 타액선암, 폐암, 신장암, 결장암, 결장직장암, 갑상선암, 췌장
암, 전립선암 및 방광암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암이 유방암인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유방암이 ErbB2를 2+ 수준 이상으로 과발현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유방암이 ErbB2를 3+ 수준으로 과발현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항체가 4D5 모노클로날 항체의 생물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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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항체가 4D5 모노클로날 항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항체가 모노클로날 항체 4D5 (ATCC CRL 10463)인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항체가 인간화된 것인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항체가 인간화 항체 huMAb4D5-1, huMAb4D5-2, huMAb4D5-3, huMAb4D5-4, huMAb4D5
-5, huMAb4D5-6, huMAb4D5-7 및 huMAb4D5-8 (헤르셉틴 (HERCEPTIN)(등록상표))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항체가 인간화 항체 huMAb4D5-8 (헤르셉틴 (등록상표)인 방법.

청구항 19.

제3항에 있어서, 항체가 항체 단편인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항체 단편이 Fab 단편인 방법.

청구항 21.

제3항에 있어서, 메이탄시노이드가 메이탄신인 방법.

청구항 22.

제3항에 있어서, 메이탄시노이드가 메이탄시놀인 방법.

청구항 23.

제3항에 있어서, 메이탄시노이드가 메이탄시놀 에스테르인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메이탄시노이드가 메이탄시놀의 C-3 에스테르인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메이탄시노이드가 도 1에 도시된 DM1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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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3항에 있어서, 항체와 메이탄시노이드가 이중 특이적 화학적 링커에 의해 결합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화학적 링커가 N-숙신이미딜-4-(2-피리딜티오)프로파노에이트 (SPDP) 또는 N-숙신이미
딜-4-(2-피리딜티오)펜타노에이트 (SPP)인 방법.

청구항 28.

제3항에 있어서, 항체와 메이탄시노이드가 디설파이드, 티오에테르, 산 불안정 기, 광불안정 기, 펩티다제 불안정 기 및 
에스테라제 불안정 기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연결 기에 의해 결합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기가 디설파이드 또는 티오에테르 기인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 기가 디설파이드 기인 방법.

청구항 31.

제3항에 있어서, 결합체가 항체 분자 당 1 내지 약 10개의 메이탄시노이드 분자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결합체가 항체 분자 당 약 3 내지 약 5개의 메이탄시노이드 분자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7항에 있어서, ErbB2에 결합하여 ErbB 수용체의 리간드 활성화를 차단시키는 제2 항체를 투여하는 것을 추가로 포
함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제2 항체가 모노클로날 항체 2C4 또는 인간화 2C4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제2 항체가 세포독성제와 결합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세포독성제가 메이탄시노이드인 방법.

청구항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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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및 그 안에 함유된 항-ErbB 항체-메이탄시노이드 결합체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포함하고; 이러한 조성물이 Erb
B 수용체의 과발현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포장 삽입물 또는 표지
를 추가로 포함하는 제품.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포장 삽입물 또는 표지가, 상기 조성물이 ErbB2 수용체의 과발현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제품.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암이 유방암인 제품.

청구항 40.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암이 ErbB2 수용체를 2+ 수준 이상으로 과발현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 제품.

청구항 41.

제40항에 있어서, 상기 암이 ErbB2 수용체를 3+ 수준으로 과발현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 제품.

도면
도면 1

도면 2

 - 45 -



공개특허 특2002-0012292

 
도면 3

도면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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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Listing

<110> Genentech, Inc.

<120> METHODS OF TREATMENT USING ErbB ANTIBODY-MAYTANSINOID CONJUGATES

<130> P1801R1PCT

<141> 2000-06-23

<150> US 60/141,316

<151> 1999-06-25

<150> US 60/189,844

<151> 2000-03-16

<160> 10

<210> 1

<211> 927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vector sequence

<4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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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gctcgatc ggtgcacatt aattcatgat cgcgagctag cagcttgcat 50

 gcctgcagca gaaatggttg aactcccgag agtgtcctac acctagggga 100

 gaagcagcca aggggttgtt tcccaccaag gacgacccgt ctgcgcacaa 150

 acggatgagc ccatcagaca aagacatatt cattctctgc tgcaaacttg 200

 gcatagctct gctttgctgg ggcattgggg gaagttgcgg ttcgtgctcg 250

 cagggctctc acccttgact cttttaatag ctcttctgtg caagattaca 300

 atctaaacaa ttcggagaac tcgaccttcc tctcctgagg caaggaccac 350

 agccaacttc ctcttacaag ccgcatcgat tttgtccttc agaaatagaa 400

 ataagaatgc ttgctaaaaa ttatattttt accaataaga ccaatccaat 450

 aggtagatta ttagttacta tgttaagaaa tgaatcatta tcttttagta 500

 ctatttttac tcaaattcag aagttagaaa tgggaataga aaatagaaag 550

 agacgctcaa cctcaattga agaacaggtg caaggactat tgaccacagg 600

 cctagaagta aaaaagggaa aaaagagtgt ttttgtcaaa ataggagaca 650

 ggtggtggca accagggact tataggggac cttacatcta cagaccaaca 700

 gatgccccct taccatatac aggaagatat gacttaaatt gggataggtg 750

 ggttacagtc aatggctata aagtgttata tagatccctc ccttttcgtg 800

 aaagactcgc cagagctaga cctccttggt gtatgttgtc tcaagaagaa 850

 aaagacgaca tgaaacaaca ggtacatgat tatatttatc taggaacagg 900

 aatgcacttt tggggaaaga ttttccatac caaggagggg acagtggctg 950

 gactaataga acattattct gcaaaaactt atggcatgag ttattatgaa 1000

 tagcctttat tggcccaacc ttgcggttcc caaggcttaa gtaagttttt 1050

 ggttacaaac tgttcttaaa acgaggatgt gagacaagtg gtttcctgac 1100

 ttggtttggt atcaaaggtt ctgatctgag ctctgagtgt tctattttcc 1150

 tatgttcttt tggaatttat ccaaatctta tgtaaatgct tatgtaaacc 1200

 aagatataaa agagtgctga ttttttgagt aaacttgcaa cagtcctaac 1250

 attcacctct tgtgtgtttg tgtctgttcg ccatcccgtc tccgctcgtc 1300

 acttatcctt cactttccag agggtccccc cgcagacccc ggatcgctag 1350

 ctcgcgaatc gataagcttg cggccgctta actgcagaag ttggtcgtga 1400

 ggcactgggc aggtaagtat caaggttaca agacaggttt aaggagacca 1450

 atagaaactg ggcttgtcga gacagagaag actcttgcgt ttctgatagg 1500

 cacctattgg tcttactgac atccactttg cctttctctc cacaggtgtc 1550

 cactcccagg ttcaattaca gctcttaagc ggccgcaagc ttgatatcga 1600

 attcctgcag cccgggggat ccactagtgg atccaaagaa ttcaaaaagc 1650

 ttctcgaggg cgcgcgcccg gcccccaccc ctcgcagcac cccgcgcccc 1700

 gcgccctccc agccgggtcc agccggagcc atggagctgg cggccttgtg 1750

 ccgctggggg ctcctcctcg ccctcttgcc ccccggagcc gcgagcaccc 1800

 aagtgtgcac cggcacagac atgaagctgc ggctccctgc cagtcccgag 1850

 acccacctgg acatgctccg ccacctctac cagggctgcc aggtggtgca 1900

 gggaaacctg gaactcacct acctgcccac caatgccagc ctgtccttcc 1950

 tgcaggatat ccaggaggtg cagggctacg tgctcatcgc tcacaaccaa 2000

 gtgaggcagg tcccactgca gaggctgcgg attgtgcgag gcacccagct 2050

 ctttgaggac aactatgccc tggccgtgct agacaatgga gacccgctga 2100

 acaataccac ccctgtcaca ggggcctccc caggaggcct gcgggagctg 2150

 cagcttcgaa gcctcacaga gatcttgaaa ggaggggtct tgatccagcg 2200

 gaacccccag ctctgctacc aggacacgat tttgtggaag gacatcttcc 2250

 acaagaacaa ccagctggct ctcacactga tagacaccaa ccgctctcgg 2300

 gcctgccacc cctgttctcc gatgtgtaag ggctcccgct gctggggaga 2350

 gagttctgag gattgtcaga gcctgacgcg cactgtctgt gccggtggct 2400

 gtgcccgctg caaggggcca ctgcccactg actgctgcca tgagcagtgt 2450

 gctgccggct gcacgggccc caagcactct gactgcctgg cctgcctcca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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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tcaaccac agtggcatct gtgagctgca ctgcccagcc ctggtcacct 2550

 acaacacaga cacgtttgag tccatgccca atcccgaggg ccggtataca 2600

 ttcggcgcca gctgtgtgac tgcctgtccc tacaactacc tttctacgga 2650

 cgtgggatcc tgcaccctcg tctgccccct gcacaaccaa gaggtgacag 2700

 cagaggatgg aacacagcgg tgtgagaagt gcagcaagcc ctgtgcccga 2750

 gtgtgctatg gtctgggcat ggagcacttg cgagaggtga gggcagttac 2800

 cagtgccaat atccaggagt ttgctggctg caagaagatc tttgggagcc 2850

 tggcatttct gccggagagc tttgatgggg acccagcctc caacactgcc 2900

 ccgctccagc cagagcagct ccaagtgttt gagactctgg aagagatcac 2950

 aggttaccta tacatctcag catggccgga cagcctgcct gacctcagcg 3000

 tcttccagaa cctgcaagta atccggggac gaattctgca caatggcgcc 3050

 tactcgctga ccctgcaagg gctgggcatc agctggctgg ggctgcgctc 3100

 actgagggaa ctgggcagtg gactggccct catccaccat aacacccacc 3150

 tctgcttcgt gcacacggtg ccctgggacc agctctttcg gaacccgcac 3200

 caagctctgc tccacactgc caaccggcca gaggacgagt gtgtgggcga 3250

 gggcctggcc tgccaccagc tgtgcgcccg agggcactgc tggggtccag 3300

 ggcccaccca gtgtgtcaac tgcagccagt tccttcgggg ccaggagtgc 3350

 gtggaggaat gccgagtact gcaggggctc cccagggagt atgtgaatgc 3400

 caggcactgt ttgccgtgcc accctgagtg tcagccccag aatggctcag 3450

 tgacctgttt tggaccggag gctgaccagt gtgtggcctg tgcccactat 3500

 aaggaccctc ccttctgcgt ggcccgctgc cccagcggtg tgaaacctga 3550

 cctctcctac atgcccatct ggaagtttcc agatgaggag ggcgcatgcc 3600

 agccttgccc catcaactgc acccactcct gtgtggacct ggatgacaag 3650

 ggctgccccg ccgagcagag agccagccct ctgacgtcca tcgtctctgc 3700

 ggtggttggc attctgctgg tcgtggtctt gggggtggtc tttgggatcc 3750

 tcatcaagcg acggcagcag aagatccgga agtacacgat gcggagactg 3800

 ctgcaggaaa cggagctggt ggagccgctg acacctagcg gagcgatgcc 3850

 caaccaggcg cagatgcgga tcctgaaaga gacggagctg aggaaggtga 3900

 aggtgcttgg atctggcgct tttggcacag tctacaaggg catctggatc 3950

 cctgatgggg agaatgtgaa aattccagtg gccatcaaag tgttgaggga 4000

 aaacacatcc cccaaagcca acaaagaaat cttagacgaa gcatacgtga 4050

 tggctggtgt gggctcccca tatgtctccc gccttctggg catctgcctg 4100

 acatccacgg tgcagctggt gacacagctt atgccctatg gctgcctctt 4150

 agaccatgtc cgggaaaacc gcggacgcct gggctcccag gacctgctga 4200

 actggtgtat gcagattgcc aaggggatga gctacctgga ggatgtgcgg 4250

 ctcgtacaca gggacttggc cgctcggaac gtgctggtca agagtcccaa 4300

 ccatgtcaaa attacagact tcgggctggc tcggctgctg gacattgacg 4350

 agacagagta ccatgcagat gggggcaagg tgcccatcaa gtggatggcg 4400

 ctggagtcca ttctccgccg gcggttcacc caccagagtg atgtgtggag 4450

 ttatggtgtg actgtgtggg agctgatgac ttttggggcc aaaccttacg 4500

 atgggatccc agcccgggag atccctgacc tgctggaaaa gggggagcgg 4550

 ctgccccagc cccccatctg caccattgat gtctacatga tcatggtcaa 4600

 atgttggatg attgactctg aatgtcggcc aagattccgg gagttggtgt 4650

 ctgaattctc ccgcatggcc agggaccccc agcgctttgt ggtcatccag 4700

 aatgaggact tgggcccagc cagtcccttg gacagcacct tctaccgctc 4750

 actgctggag gacgatgaca tgggggacct ggtggatgct gaggagtatc 4800

 tggtacccca gcagggcttc ttctgtccag accctgcccc gggcgctggg 4850

 ggcatggtcc accacaggca ccgcagctca tctaccagga gtggcggtgg 4900

 ggacctgaca ctagggctgg agccctctga agaggaggcc cccaggtctc 4950

 cactggcacc ctccgaaggg gctggctccg atgtatttga tggtgacctg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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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aatggggg cagccaaggg gctgcaaagc ctccccacac atgaccccag 5050

 ccctctacag cggtacagtg aggaccccac agtacccctg ccctctgaga 5100

 ctgatggcta cgttgccccc ctgacctgca gcccccagcc tgaatatgtg 5150

 aaccagccag atgttcggcc ccagccccct tcgccccgag agggccctct 5200

 gcctgctgcc cgacctgctg gtgccactct ggaaagggcc aagactctct 5250

 ccccagggaa gaatggggtc gtcaaagacg tttttgcctt tgggggtgcc 5300

 gtggagaacc ccgagtactt gacaccccag ggaggagctg cccctcagcc 5350

 ccaccctcct cctgccttca gcccagcctt cgacaacctc tattactggg 5400

 accaggaccc accagagcgg ggggctccac ccagcacctt caaagggaca 5450

 cctacggcag agaacccaga gtacctgggt ctggacgtgc cagtgtgaac 5500

 cagaaggcca agtccgcaga agccctgatg tgtcctcagg gagcagggaa 5550

 ggcggcctct gagctattcc agaagtagtg aggaggcttt tttggaggcc 5600

 taggcttttg caaaaagctt atcgataccg tcgactcgag agtacttcta 5650

 gagcggccgc gggcccatcg cctctgacag caacgtctat gacctcctaa 5700

 aggacctaga ggaaggcatc caaacgctga tggggaggct ggaagatggc 5750

 agcccccgga ctgggcagat cttcaagcag acctacagca agttcgacac 5800

 aaactcacac aacgatgacg cactactcaa gaactacggg ctgctctact 5850

 gcttcaggaa ggacatggac aaggtcgaga cattcctgcg catcgtgcag 5900

 tgccgctctg tggagggcag ctgtggcttc tagctgcccg ggtggcatcc 5950

 ctgtgacccc tccccagtgc ctctcctggc cctggaagtt gccactccag 6000

 tgcccaccag ccttgtccta ataaaattaa gttgcatcat tttgtctgac 6050

 taggtgtcct tctataatat tatggggtgg aggggggtgg tatggagcaa 6100

 ggggcccaag ttgggaagac aacctgtagg gcctgcgggg tctattcggg 6150

 aaccaagctg gagtgcagtg gcacaatctt ggctcactgc aatctccgcc 6200

 tcctgggttc aagcgattct cctgcctcag cctcccgagt tgttgggatt 6250

 ccaggcatgc atgaccaggc tcagctaatt tttgtttttt tggtagagac 6300

 ggggtttcac catattggcc aggctggtct ccaactccta atctcaggtg 6350

 atctacccac cttggcctcc caaattgctg ggattacagg cgtgaaccac 6400

 tgctcccttc cctgtccttc tgattttaaa ataactatac cagcaggagg 6450

 acgtccagac acagcatagg ctacctgcca tggcccaacc ggtgggacat 6500

 ttgagttgct tgcttggcac tgtcctctca tgcgttgggt ccactcagta 6550

 gatgcctgtt gaattacgat cggtgcacat taattcatga aattcgtaat 6600

 catggtcata gctgtttcct gtgtgaaatt gttatccgct cacaattcca 6650

 cacaacatac gagccggaag cataaagtgt aaagcctggg gtgcctaatg 6700

 agtgaggtaa ctcacattaa ttgcgttgcg ctcactgccc gctttccagt 6750

 cgggaaacct gtcgtgccag ctggattaat gaatcggcca acgcgcgggg 6800

 agaggcggtt tgcgtattgg gcgctcttcc gcttcctcgc tcactgactc 6850

 gctgcgctcg gtcgttcggc tgcggcgagc ggtatcagct cactcaaagg 6900

 cggtaatacg gttatccaca gaatcagggg ataacgcagg aaagaacatg 6950

 tgagcaaaag gccagcaaaa ggccaggaac cgtaaaaagg ccgcgttgct 7000

 ggcgtttttc cataggctcc gcccccctga cgagcatcac aaaaatcgac 7050

 gctcaagtca gaggtggcga aacccgacag gactataaag ataccaggcg 7100

 tttccccctg gaagctccct cgtgcgctct cctgttccga ccctgccgct 7150

 taccggatac ctgtccgcct ttctcccttc gggaagcgtg gcgctttctc 7200

 aatgctcacg ctgtaggtat ctcagttcgg tgtaggtcgt tcgctccaag 7250

 ctgggctgtg tgcacgaacc ccccgttcag cccgaccgct gcgccttatc 7300

 cggtaactat cgtcttgagt ccaacccggt aagacacgac ttatcgccac 7350

 tggcagcagc cactggtaac aggattagca gagcgaggta tgtaggcggt 7400

 gctacagagt tcttgaagtg gtggcctaac tacggctaca ctagaaggac 7450

 agtatttggt atctgcgctc tgctgaagcc agttaccttc ggaaaaagag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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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ggtagctc ttgatccggc aaacaaacca ccgctggtag cggtggtttt 7550

 tttgtttgca agcagcagat tacgcgcaga aaaaaaggat ctcaagaaga 7600

 tcctttgatc ttttctacgg ggtctgacgc tcagtggaac gaaaactcac 7650

 gttaagggat tttggtcatg agattatcaa aaaggatctt cacctagatc 7700

 cttttaaatt aaaaatgaag ttttaaatca atctaaagta tatatgagta 7750

 aacttggtct gacagttacc aatgcttaat cagtgaggca cctatctcag 7800

 cgatctgtct atttcgttca tccatagttg cctgactccc cgtcgtgtag 7850

 ataactacga tacgggaggg cttaccatct ggccccagtg ctgcaatgat 7900

 accgcgagac ccacgctcac cggctccaga tttatcagca ataaaccagc 7950

 cagccggaag ggccgagcgc agaagtggtc ctgcaacttt atccgcctcc 8000

 atccagtcta ttaattgttg ccgggaagct agagtaagta gttcgccagt 8050

 taatagtttg cgcaacgttg ttgccattgc tgctggcatc gtggtgtcac 8100

 gctcgtcgtt tggtatggct tcattcagct ccggttccca acgatcaagg 8150

 cgagttacat gatcccccat gttgtgcaaa aaagcggtta gctccttcgg 8200

 tcctccgatc gttgtcagaa gtaagttggc cgcagtgtta tcactcatgg 8250

 ttatggcagc actgcataat tctcttactg tcatgccatc cgtaagatgc 8300

 ttttctgtga ctggtgagta ctcaaccaag tcattctgag aatagtgtat 8350

 gcggcgaccg agttgctctt gcccggcgtc atcacgggat aataccgcgc 8400

 cacatagcag aactttaaaa gtgctcatca ttggaaaacg ttcttcgggg 8450

 cgaaaactct caaggatctt accgctgttg agatccagtt cgatgtaacc 8500

 cactcgtgca cccaactgat cttcagcatc ttttactttc accagcgttt 8550

 ctgggtgagc aaaaacagga aggcaaaatg ccgcaaaaaa gggaataagg 8600

 gcgacacgga aatgttgaat actcatactc ttcctttttc aatattattg 8650

 aagcatttat cagggttatt gtctcatgag cggatacata tttgaatgta 8700

 tttagaaaaa taaacaaata ggggttccgc gcacatttcc ccgaaaagtg 8750

 ccacctgacg tctaagaaac cattattatc atgacattaa cctataaaaa 8800

 taggcgtatc acgaggccct ttcgtcttca agaatactgc ctcgcgcgtt 8850

 tcggtgatga cggtgaaaac ctctgacaca tgcagctccc ggagacggtc 8900

 acagcttgtc tgtaagcgga tgccgggagc agacaagccc gtcagggcgc 8950

 gtcagcgggt gttggcgggt gtcggggcgc agccatgacc cagtcacgta 9000

 gcgatagcgg agttggctta actatgcggc atcagagcag attgtactga 9050

 gagtgcacca tatgcggtgt gaaataccgc acagatgcgt aaggagaaaa 9100

 taccgcatca ggcgccattc gccattcagg ctacgcaact gttgggaagg 9150

 gcgatcggtg cgggcctctt cgctattacg ccagctggcg aaggggggat 9200

 gtgctgcaag gcgattaagt tgggtaacgc cagggttttc ccagtcacga 9250

 cgttgtaaaa cgacggccag tgcc 9274

<210> 2

<211> 3768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2

 atggagctgg cggccttgtg ccgctggggg ctcctcctcg ccctcttgcc 50

 ccccggagcc gcgagcaccc aagtgtgcac cggcacagac atgaagctgc 100

 ggctccctgc cagtcccgag acccacctgg acatgctccg ccacctctac 150

 cagggctgcc aggtggtgca gggaaacctg gaactcacct acctgcccac 200

 caatgccagc ctgtccttcc tgcaggatat ccaggaggtg cagggctacg 250

 tgctcatcgc tcacaaccaa gtgaggcagg tcccactgca gaggctgcgg 300

 attgtgcgag gcacccagct ctttgaggac aactatgccc tggccgtgct 350

 agacaatgga gacccgctga acaataccac ccctgtcaca ggggcctccc 400

 caggaggcct gcgggagctg cagcttcgaa gcctcacaga gatcttgaaa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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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aggggtct tgatccagcg gaacccccag ctctgctacc aggacacgat 500

 tttgtggaag gacatcttcc acaagaacaa ccagctggct ctcacactga 550

 tagacaccaa ccgctctcgg gcctgccacc cctgttctcc gatgtgtaag 600

 ggctcccgct gctggggaga gagttctgag gattgtcaga gcctgacgcg 650

 cactgtctgt gccggtggct gtgcccgctg caaggggcca ctgcccactg 700

 actgctgcca tgagcagtgt gctgccggct gcacgggccc caagcactct 750

 gactgcctgg cctgcctcca cttcaaccac agtggcatct gtgagctgca 800

 ctgcccagcc ctggtcacct acaacacaga cacgtttgag tccatgccca 850

 atcccgaggg ccggtataca ttcggcgcca gctgtgtgac tgcctgtccc 900

 tacaactacc tttctacgga cgtgggatcc tgcaccctcg tctgccccct 950

 gcacaaccaa gaggtgacag cagaggatgg aacacagcgg tgtgagaagt 1000

 gcagcaagcc ctgtgcccga gtgtgctatg gtctgggcat ggagcacttg 1050

 cgagaggtga gggcagttac cagtgccaat atccaggagt ttgctggctg 1100

 caagaagatc tttgggagcc tggcatttct gccggagagc tttgatgggg 1150

 acccagcctc caacactgcc ccgctccagc cagagcagct ccaagtgttt 1200

 gagactctgg aagagatcac aggttaccta tacatctcag catggccgga 1250

 cagcctgcct gacctcagcg tcttccagaa cctgcaagta atccggggac 1300

 gaattctgca caatggcgcc tactcgctga ccctgcaagg gctgggcatc 1350

 agctggctgg ggctgcgctc actgagggaa ctgggcagtg gactggccct 1400

 catccaccat aacacccacc tctgcttcgt gcacacggtg ccctgggacc 1450

 agctctttcg gaacccgcac caagctctgc tccacactgc caaccggcca 1500

 gaggacgagt gtgtgggcga gggcctggcc tgccaccagc tgtgcgcccg 1550

 agggcactgc tggggtccag ggcccaccca gtgtgtcaac tgcagccagt 1600

 tccttcgggg ccaggagtgc gtggaggaat gccgagtact gcaggggctc 1650

 cccagggagt atgtgaatgc caggcactgt ttgccgtgcc accctgagtg 1700

 tcagccccag aatggctcag tgacctgttt tggaccggag gctgaccagt 1750

 gtgtggcctg tgcccactat aaggaccctc ccttctgcgt ggcccgctgc 1800

 cccagcggtg tgaaacctga cctctcctac atgcccatct ggaagtttcc 1850

 agatgaggag ggcgcatgcc agccttgccc catcaactgc acccactcct 1900

 gtgtggacct ggatgacaag ggctgccccg ccgagcagag agccagccct 1950

 ctgacgtcca tcgtctctgc ggtggttggc attctgctgg tcgtggtctt 2000

 gggggtggtc tttgggatcc tcatcaagcg acggcagcag aagatccgga 2050

 agtacacgat gcggagactg ctgcaggaaa cggagctggt ggagccgctg 2100

 acacctagcg gagcgatgcc caaccaggcg cagatgcgga tcctgaaaga 2150

 gacggagctg aggaaggtga aggtgcttgg atctggcgct tttggcacag 2200

 tctacaaggg catctggatc cctgatgggg agaatgtgaa aattccagtg 2250

 gccatcaaag tgttgaggga aaacacatcc cccaaagcca acaaagaaat 2300

 cttagacgaa gcatacgtga tggctggtgt gggctcccca tatgtctccc 2350

 gccttctggg catctgcctg acatccacgg tgcagctggt gacacagctt 2400

 atgccctatg gctgcctctt agaccatgtc cgggaaaacc gcggacgcct 2450

 gggctcccag gacctgctga actggtgtat gcagattgcc aaggggatga 2500

 gctacctgga ggatgtgcgg ctcgtacaca gggacttggc cgctcggaac 2550

 gtgctggtca agagtcccaa ccatgtcaaa attacagact tcgggctggc 2600

 tcggctgctg gacattgacg agacagagta ccatgcagat gggggcaagg 2650

 tgcccatcaa gtggatggcg ctggagtcca ttctccgccg gcggttcacc 2700

 caccagagtg atgtgtggag ttatggtgtg actgtgtggg agctgatgac 2750

 ttttggggcc aaaccttacg atgggatccc agcccgggag atccctgacc 2800

 tgctggaaaa gggggagcgg ctgccccagc cccccatctg caccattgat 2850

 gtctacatga tcatggtcaa atgttggatg attgactctg aatgtcggcc 2900

 aagattccgg gagttggtgt ctgaattctc ccgcatggcc agggaccccc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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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cgctttgt ggtcatccag aatgaggact tgggcccagc cagtcccttg 3000

 gacagcacct tctaccgctc actgctggag gacgatgaca tgggggacct 3050

 ggtggatgct gaggagtatc tggtacccca gcagggcttc ttctgtccag 3100

 accctgcccc gggcgctggg ggcatggtcc accacaggca ccgcagctca 3150

 tctaccagga gtggcggtgg ggacctgaca ctagggctgg agccctctga 3200

 agaggaggcc cccaggtctc cactggcacc ctccgaaggg gctggctccg 3250

 atgtatttga tggtgacctg ggaatggggg cagccaaggg gctgcaaagc 3300

 ctccccacac atgaccccag ccctctacag cggtacagtg aggaccccac 3350

 agtacccctg ccctctgaga ctgatggcta cgttgccccc ctgacctgca 3400

 gcccccagcc tgaatatgtg aaccagccag atgttcggcc ccagccccct 3450

 tcgccccgag agggccctct gcctgctgcc cgacctgctg gtgccactct 3500

 ggaaagggcc aagactctct ccccagggaa gaatggggtc gtcaaagacg 3550

 tttttgcctt tgggggtgcc gtggagaacc ccgagtactt gacaccccag 3600

 ggaggagctg cccctcagcc ccaccctcct cctgccttca gcccagcctt 3650

 cgacaacctc tattactggg accaggaccc accagagcgg ggggctccac 3700

 ccagcacctt caaagggaca cctacggcag agaacccaga gtacctgggt 3750

 ctggacgtgc cagtgtga 3768

<210> 3

<211> 1255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3

 Met Glu Leu Ala Ala Leu Cys Arg Trp Gly Leu Leu Leu Ala Leu

   1               5                  10                  15

 Leu Pro Pro Gly Ala Ala Ser Thr Gln Val Cys Thr Gly Thr Asp

                  20                  25                  30

 Met Lys Leu Arg Leu Pro Ala Ser Pro Glu Thr His Leu Asp Met

                  35                  40                  45

 Leu Arg His Leu Tyr Gln Gly Cys Gln Val Val Gln Gly Asn Leu

                  50                  55                  60

 Glu Leu Thr Tyr Leu Pro Thr Asn Ala Ser Leu Ser Phe Leu Gln

                  65                  70                  75

 Asp Ile Gln Glu Val Gln Gly Tyr Val Leu Ile Ala His Asn Gln

                  80                  85                  90

 Val Arg Gln Val Pro Leu Gln Arg Leu Arg Ile Val Arg Gly Thr

                  95                 100                 105

 Gln Leu Phe Glu Asp Asn Tyr Ala Leu Ala Val Leu Asp Asn Gly

                 110                 115                 120

 Asp Pro Leu Asn Asn Thr Thr Pro Val Thr Gly Ala Ser Pro Gly

                 125                 130                 135

 Gly Leu Arg Glu Leu Gln Leu Arg Ser Leu Thr Glu Ile Leu Lys

                 140                 145                 150

 Gly Gly Val Leu Ile Gln Arg Asn Pro Gln Leu Cys Tyr Gln Asp

                 155                 160                 165

 Thr Ile Leu Trp Lys Asp Ile Phe His Lys Asn Asn Gln Leu Ala

                 170                 175                 180

 Leu Thr Leu Ile Asp Thr Asn Arg Ser Arg Ala Cys His Pro Cys

                 185                 190                 195

 Ser Pro Met Cys Lys Gly Ser Arg Cys Trp Gly Glu Ser Ser Glu

                 200                 205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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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 Cys Gln Ser Leu Thr Arg Thr Val Cys Ala Gly Gly Cys Ala

                 215                 220                 225

 Arg Cys Lys Gly Pro Leu Pro Thr Asp Cys Cys His Glu Gln Cys

                 230                 235                 240

 Ala Ala Gly Cys Thr Gly Pro Lys His Ser Asp Cys Leu Ala Cys

                 245                 250                 255

 Leu His Phe Asn His Ser Gly Ile Cys Glu Leu His Cys Pro Ala

                 260                 265                 270

 Leu Val Thr Tyr Asn Thr Asp Thr Phe Glu Ser Met Pro Asn Pro

                 275                 280                 285

 Glu Gly Arg Tyr Thr Phe Gly Ala Ser Cys Val Thr Ala Cys Pro

                 290                 295                 300

 Tyr Asn Tyr Leu Ser Thr Asp Val Gly Ser Cys Thr Leu Val Cys

                 305                 310                 315

 Pro Leu His Asn Gln Glu Val Thr Ala Glu Asp Gly Thr Gln Arg

                 320                 325                 330

 Cys Glu Lys Cys Ser Lys Pro Cys Ala Arg Val Cys Tyr Gly Leu

                 335                 340                 345

 Gly Met Glu His Leu Arg Glu Val Arg Ala Val Thr Ser Ala Asn

                 350                 355                 360

 Ile Gln Glu Phe Ala Gly Cys Lys Lys Ile Phe Gly Ser Leu Ala

                 365                 370                 375

 Phe Leu Pro Glu Ser Phe Asp Gly Asp Pro Ala Ser Asn Thr Ala

                 380                 385                 390

 Pro Leu Gln Pro Glu Gln Leu Gln Val Phe Glu Thr Leu Glu Glu

                 395                 400                 405

 Ile Thr Gly Tyr Leu Tyr Ile Ser Ala Trp Pro Asp Ser Leu Pro

                 410                 415                 420

 Asp Leu Ser Val Phe Gln Asn Leu Gln Val Ile Arg Gly Arg Ile

                 425                 430                 435

 Leu His Asn Gly Ala Tyr Ser Leu Thr Leu Gln Gly Leu Gly Ile

                 440                 445                 450

 Ser Trp Leu Gly Leu Arg Ser Lu Arg Glu Leu Gly Ser Gly Leu

                 455                 460                 465

 Ala Leu Ile His His Asn Thr His Leu Cys Phe Val His Thr Val

                 470                 475                 480

 Pro Trp Asp Gln Leu Phe Arg Asn Pro His Gln Ala Leu Leu His

                 485                 490                 495

 Thr Ala Asn Arg Pro Glu Asp Glu Cys Val Gly Glu Gly Leu Ala

                 500                 505                 510

 Cys His Gln Leu Cys Ala Arg Gly His Cys Trp Gly Pro Gly Pro

                 515                 520                 525

 Thr Gln Cys Val Asn Cys Ser Gln Phe Leu Arg Gly Gln Glu Cys

                 530                 535                 540

 Val Glu Glu Cys Arg Val Leu Gln Gly Leu Pro Arg Glu Tyr Val

                 545                 550                 555

 Asn Ala Arg His Cys Leu Pro Cys His Pro Glu Cys Gln Pro Gln

                 560                 565                 570

 Asn Gly Ser Val Thr Cys Phe Gly Pro Glu Ala Asp Gln Cys Val

                 575                 580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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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 Cys Ala His Tyr Lys Asp Pro Pro Phe Cys Val Ala Arg Cys

                 590                 595                 600

 Pro Ser Gly Val Lys Pro Asp Leu Ser Tyr Met Pro Ile Trp Lys

                 605                 610                 615

 Phe Pro Asp Glu Glu Gly Ala Cys Gln Pro Cys Pro Ile Asn Cys

                 620                 625                 630

 Thr His Ser Cys Val Asp Leu Asp Asp Lys Gly Cys Pro Ala Glu

                 635                 640                 645

 Gln Arg Ala Ser Pro Leu Thr Ser Ile Val Ser Ala Val Val Gly

                 650                 655                 660

 Ile Leu Leu Val Val Val Leu Gly Val Val Phe Gly Ile Leu Ile

                 665                 670                 675

 Lys Arg Arg Gln Gln Lys Ile Arg Lys Tyr Thr Met Arg Arg Leu

                 680                 685                 690

 Leu Gln Glu Thr Glu Leu Val Glu Pro Leu Thr Pro Ser Gly Ala

                 695                 700                 705

 Met Pro Asn Gln Ala Gln Met Arg Ile Leu Lys Glu Thr Glu Leu

                 710                 715                 720

 Arg Lys Val Lys Val Leu Gly Ser Gly Ala Phe Gly Thr Val Tyr

                 725                 730                 735

 Lys Gly Ile Trp Ile Pro Asp Gly Glu Asn Val Lys Ile Pro Val

                 740                 745                 750

 Ala Ile Lys Val Leu Arg Glu Asn Thr Ser Pro Lys Ala Asn Lys

                 755                 760                 765

 Glu Ile Leu Asp Glu Ala Tyr Val Met Ala Gly Val Gly Ser Pro

                 770                 775                 780

 Tyr Val Ser Arg Leu Leu Gly Ile Cys Leu Thr Ser Thr Val Gln

                 785                 790                 795

 Leu Val Thr Gln Leu Met Pro Tyr Gly Cys Leu Leu Asp His Val

                 800                 805                 810

 Arg Glu Asn Arg Gly Arg Leu Gly Ser Gln Asp Leu Leu Asn Trp

                 815                 820                 825

 Cys Met Gln Ile Ala Lys Gly Met Ser Tyr Leu Glu Asp Val Arg

                 830                 835                 840

 Leu Val His Arg Asp Leu Ala Ala Arg Asn Val Leu Val Lys Ser

                 845                 850                 855

 Pro Asn His Val Lys Ile Thr Asp Phe Gly Leu Ala Arg Leu Leu

                 860                 865                 870

 Asp Ile Asp Glu Thr Glu Tyr His Ala Asp Gly Gly Lys Val Pro

                 875                 880                 885

 Ile Lys Trp Met Ala Leu Glu Ser Ile Leu Arg Arg Arg Phe Thr

                 890                 895                 900

 His Gln Ser Asp Val Trp Ser Tyr Gly Val Thr Val Trp Glu Leu

                 905                 910                 915

 Met Thr Phe Gly Ala Lys Pro Tyr Asp Gly Ile Pro Ala Arg Glu

                 920                 925                 930

 Ile Pro Asp Leu Leu Glu Lys Gly Glu Arg Leu Pro Gln Pro Pro

                 935                 940                 945

 Ile Cys Thr Ile Asp Val Tyr Met Ile Met Val Lys Cys Trp Met

                 950                 955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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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e Asp Ser Glu Cys Arg Pro Arg Phe Arg Glu Leu Val Ser Glu

                 965                 970                 975

 Phe Ser Arg Met Ala Arg Asp Pro Gln Arg Phe Val Val Ile Gln

                 980                 985                 990

 Asn Glu Asp Leu Gly Pro Ala Ser Pro Leu Asp Ser Thr Phe Tyr

                 995                1000                1005

 Arg Ser Leu Leu Glu Asp Asp Asp Met Gly Asp Leu Val Asp Ala

                1010                1015                1020

 Glu Glu Tyr Leu Val Pro Gln Gln Gly Phe Phe Cys Pro Asp Pro

                1025                1030                1035

 Ala Pro Gly Ala Gly Gly Met Val His His Arg His Arg Ser Ser

                1040                1045                1050

 Ser Thr Arg Ser Gly Gly Gly Asp Leu Thr Leu Gly Leu Glu Pro

                1055                1060                1065

 Ser Glu Glu Glu Ala Pro Arg Ser Pro Leu Ala Pro Ser Glu Gly

                1070                1075                1080

 Ala Gly Ser Asp Val Phe Asp Gly Asp Leu Gly Met Gly Ala Ala

                1085                1090                1095

 Lys Gly Leu Gln Ser Leu Pro Thr His Asp Pro Ser Pro Leu Gln

                1100                1105                1110

 Arg Tyr Ser Glu Asp Pro Thr Val Pro Leu Pro Ser Glu Thr Asp

                1115                1120                1125

 Gly Tyr Val Ala Pro Leu Thr Cys Ser Pro Gln Pro Glu Tyr Val

                1130                1135                1140

 Asn Gln Pro Asp Val Arg Pro Gln Pro Pro Ser Pro Arg Glu Gly

                1145                1150                1155

 Pro Leu Pro Ala Ala Arg Pro Ala Gly Ala Thr Leu Glu Arg Ala

                1160                1165                1170

 Lys Thr Leu Ser Pro Gly Lys Asn Gly Val Val Lys Asp Val Phe

                1175                1180                1185

 Ala Phe Gly Gly Ala Val Glu Asn Pro Glu Tyr Leu Thr Pro Gln

                1190                1195                1200

 Gly Gly Ala Ala Pro Gln Pro His Pro Pro Pro Ala Phe Ser Pro

                1205                1210                1215

 Ala Phe Asp Asn Leu Tyr Tyr Trp Asp Gln Asp Pro Pro Glu Arg

                1220                1225                1230

 Gly Ala Pro Pro Ser Thr Phe Lys Gly Thr Pro Thr Ala Glu Asn

                1235                1240                1245

 Pro Glu Tyr Leu Gly Leu Asp Val Pro Val

                1250                1255

<210> 4

<211> 119

<212> PRT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umanized antibody sequence

<400> 4

 Glu Val Gln Leu Gln Gln Ser Gly Pro Glu Leu Val Lys Pro Gly

   1               5                  10                  15

 Thr Ser Val Lys Ile Ser Cys Lys Ala Ser Gly Phe Thr Phe T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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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5                  30

 Asp Tyr Thr Met Asp Trp Val Lys Gln Ser His Gly Lys Ser Leu

                  35                  40                  45

 Glu Trp Ile Gly Asp Val Asn Pro Asn Ser Gly Gly Ser Ile Tyr

                  50                  55                  60

 Asn Gln Arg Phe Lys Gly Lys Ala Ser Leu Thr Val Asp Arg Ser

                  65                  70                  75

 Ser Arg Ile Val Tyr Met Glu Leu Arg Ser Leu Thr Phe Glu Asp

                  80                  85                  90

 Thr Ala Val Tyr Tyr Cys Ala Arg Asn Leu Gly Pro Ser Phe Tyr

                  95                 100                 105

 Phe Asp Tyr Trp Gly Gln Gly Thr Thr Leu Thr Val Ser Ser

                 110                 115

<210> 5

<211> 119

<212> PRT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umanized antibody sequence

<400> 5

 Glu Val Gln Leu Val Glu Ser Gly Gly Gly Leu Val Gln Pro Gly

   1               5                  10                  15

 Gly Ser Leu Arg Leu Ser Cys Ala Ala Ser Gly Phe Thr Phe Thr

                  20                  25                  30

 Asp Tyr Thr Met Asp Trp Val Arg Gln Ala Pro Gly Lys Gly Leu

                  35                  40                  45

 Glu Trp Val Ala Asp Val Asn Pro Asn Ser Gly Gly Ser Ile Tyr

                  50                  55                  60

 Asn Gln Arg Phe Lys Gly Arg Phe Thr Leu Ser Val Asp Arg Ser

                  65                  70                  75

 Lys Asn Thr Leu Tyr Leu Gln Met Asn Ser Leu Arg Ala Glu Asp

                  80                  85                  90

 Thr Ala Val Tyr Tyr Cys Ala Arg Asn Leu Gly Pro Ser Phe Tyr

                  95                 100                 105

 Phe Asp Tyr Trp Gly Gln Gly Thr Leu Val Thr Val Ser Ser

                 110                 115

<210> 6

<211> 119

<212> PRT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umanized antibody sequence

<400> 6

 Glu Val Gln Leu Val Glu Ser Gly Gly Gly Leu Val Gln Pro Gly

   1               5                  10                  15

 Gly Ser Leu Arg Leu Ser Cys Ala Ala Ser Gly Phe Thr Phe Ser

                  20                  25                  30

 Ser Tyr Ala Met Ser Trp Val Arg Gln Ala Pro Gly Lys Gly Leu

                  35                  40                  45

 Glu Trp Val Ala Val Ile Ser Gly Asp Gly Gly Ser Thr Tyr T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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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5                  60

 Ala Asp Ser Val Lys Gly Arg Phe Thr Ile Ser Arg Asp Asn Ser

                  65                  70                  75

 Lys Asn Thr Leu Tyr Leu Gln Met Asn Ser Leu Arg Ala Glu Asp

                  80                  85                  90

 Thr Ala Val Tyr Tyr Cys Ala Arg Gly Arg Val Gly Tyr Ser Leu

                  95                 100                 105

 Tyr Asp Tyr Trp Gly Gln Gly Thr Leu Val Thr Val Ser Ser

                 110                 115

<210> 7

<211> 109

<212> PRT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umanized antibody sequence

<400> 7

 Asp Thr Val Met Thr Gln Ser His Lys Ile Met Ser Thr Ser Val

   1               5                  10                  15

 Gly Asp Arg Val Ser Ile Thr Cys Lys Ala Ser Gln Asp Val Ser

                  20                  25                  30

 Ile Gly Val Ala Trp Tyr Gln Gln Arg Pro Gly Gln Ser Pro Lys

                  35                  40                  45

 Leu Leu Ile Tyr Ser Ala Ser Tyr Arg Tyr Thr Gly Val Pro Asp

                  50                  55                  60

 Arg Phe Thr Gly Ser Gly Ser Gly Thr Asp Phe Thr Phe Thr Ile

                  65                  70                  75

 Ser Ser Val Gln Ala Glu Asp Leu Ala Val Tyr Tyr Cys Gln Gln

                  80                  85                  90

 Tyr Tyr Ile Tyr Pro Tyr Thr Phe Gly Gly Gly Thr Lys Leu Glu

                  95                 100                 105

 Ile Lys Arg Thr

<210> 8

<211> 109

<212> PRT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umanized antibody sequence

<400> 8

 Asp Ile Gln Met Thr Gln Ser Pro Ser Ser Leu Ser Ala Ser Val

   1               5                  10                  15

 Gly Asp Arg Val Thr Ile Thr Cys Lys Ala Ser Gln Asp Val Ser

                  20                  25                  30

 Ile Gly Val Ala Trp Tyr Gln Gln Lys Pro Gly Lys Ala Pro Lys

                  35                  40                  45

 Leu Leu Ile Tyr Ser Ala Ser Tyr Arg Tyr Thr Gly Val Pro Ser

                  50                  55                  60

 Arg Phe Ser Gly Ser Gly Ser Gly Thr Asp Phe Thr Leu Thr Ile

                  65                  70                  75

 Ser Ser Leu Gln Pro Glu Asp Phe Ala Thr Tyr Tyr Cys Gln Gln

                  80                  85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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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r Tyr Ile Tyr Pro Tyr Thr Phe Gly Gln Gly Thr Lys Val Glu

                  95                 100                 105

 Ile Lys Arg Thr

<210> 9

<211> 109

<212> PRT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umanized antibody sequence

<400> 9

 Asp Ile Gln Met Thr Gln Ser Pro Ser Ser Leu Ser Ala Ser Val

   1               5                  10                  15

 Gly Asp Arg Val Thr Ile Thr Cys Arg Ala Ser Gln Ser Ile Ser

                  20                  25                  30

 Asn Tyr Leu Ala Trp Tyr Gln Gln Lys Pro Gly Lys Ala Pro Lys

                  35                  40                  45

 Leu Leu Ile Tyr Ala Ala Ser Ser Leu Glu Ser Gly Val Pro Ser

                  50                  55                  60

 Arg Phe Ser Gly Ser Gly Ser Gly Thr Asp Phe Thr Leu Thr Ile

                  65                  70                  75

 Ser Ser Leu Gln Pro Glu Asp Phe Ala Thr Tyr Tyr Cys Gln Gln

                  80                  85                  90

 Tyr Asn Ser Leu Pro Trp Thr Phe Gly Gln Gly Thr Lys Val Glu

                  95                 100                 105

 Ile Lys Arg Thr

<210> 10

<211> 927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vector sequence

<400> 10

 ttcgagctag ccacgtgtaa ttaagtacta gcgctcgatc gtcgaacgta 50

 cggacgtcgt ctttaccaac ttgagggctc tcacaggatg tggatcccct 100

 cttcgtcggt tccccaacaa agggtggttc ctgctgggca gacgcgtgtt 150

 tgcctactcg ggtagtctgt ttctgtataa gtaagagacg acgtttgaac 200

 cgtatcgaga cgaaacgacc ccgtaacccc cttcaacgcc aagcacgagc 250

 gtcccgagag tgggaactga gaaaattatc gagaagacac gttctaatgt 300

 tagatttgtt aagcctcttg agctggaagg agaggactcc gttcctggtg 350

 tcggttgaag gagaatgttc ggcgtagcta aaacaggaag tctttatctt 400

 tattcttacg aacgattttt aatataaaaa tggttattct ggttaggtta 450

 tccatctaat aatcaatgat acaattcttt acttagtaat agaaaatcat 500

 gataaaaatg agtttaagtc ttcaatcttt acccttatct tttatctttc 550

 tctgcgagtt ggagttaact tcttgtccac gttcctgata actggtgtcc 600

 ggatcttcat tttttccctt ttttctcaca aaaacagttt tatcctctgt 650

 ccaccaccgt tggtccctga atatcccctg gaatgtagat gtctggttgt 700

 ctacggggga atggtatatg tccttctata ctgaatttaa ccctatccac 750

 ccaatgtcag ttaccgatat ttcacaatat atctagggag ggaaaagcac 800

 tttctgagcg gtctcgatct ggaggaacca catacaacag agttcttctt 850

 tttctgctgt actttgttgt ccatgtacta atataaatag atccttgtcc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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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acgtgaaa acccctttct aaaaggtatg gttcctcccc tgtcaccgac 950

 ctgattatct tgtaataaga cgtttttgaa taccgtactc aataatactt 1000

 atcggaaata accgggttgg aacgccaagg gttccgaatt cattcaaaaa 1050

 ccaatgtttg acaagaattt tgctcctaca ctctgttcac caaaggactg 1100

 aaccaaacca tagtttccaa gactagactc gagactcaca agataaaagg 1150

 atacaagaaa accttaaata ggtttagaat acatttacga atacatttgg 1200

 ttctatattt tctcacgact aaaaaactca tttgaacgtt gtcaggattg 1250

 taagtggaga acacacaaac acagacaagc ggtagggcag aggcgagcag 1300

 tgaataggaa gtgaaaggtc tcccaggggg gcgtctgggg cctagcgatc 1350

 gagcgcttag ctattcgaac gccggcgaat tgacgtcttc aaccagcact 1400

 ccgtgacccg tccattcata gttccaatgt tctgtccaaa ttcctctggt 1450

 tatctttgac ccgaacagct ctgtctcttc tgagaacgca aagactatcc 1500

 gtggataacc agaatgactg taggtgaaac ggaaagagag gtgtccacag 1550

 gtgagggtcc aagttaatgt cgagaattcg ccggcgttcg aactatagct 1600

 taaggacgtc gggcccccta ggtgatcacc taggtttctt aagtttttcg 1650

 aagagctccc gcgcgcgggc cgggggtggg gagcgtcgtg gggcgcgggg 1700

 cgcgggaggg tcggcccagg tcggcctcgg tacctcgacc gccggaacac 1750

 ggcgaccccc gaggaggagc gggagaacgg ggggcctcgg cgctcgtggg 1800

 ttcacacgtg gccgtgtctg tacttcgacg ccgagggacg gtcagggctc 1850

 tgggtggacc tgtacgaggc ggtggagatg gtcccgacgg tccaccacgt 1900

 ccctttggac cttgagtgga tggacgggtg gttacggtcg gacaggaagg 1950

 acgtcctata ggtcctccac gtcccgatgc acgagtagcg agtgttggtt 2000

 cactccgtcc agggtgacgt ctccgacgcc taacacgctc cgtgggtcga 2050

 gaaactcctg ttgatacggg accggcacga tctgttacct ctgggcgact 2100

 tgttatggtg gggacagtgt ccccggaggg gtcctccgga cgccctcgac 2150

 gtcgaagctt cggagtgtct ctagaacttt cctccccaga actaggtcgc 2200

 cttgggggtc gagacgatgg tcctgtgcta aaacaccttc ctgtagaagg 2250

 tgttcttgtt ggtcgaccga gagtgtgact atctgtggtt ggcgagagcc 2300

 cggacggtgg ggacaagagg ctacacattc ccgagggcga cgacccctct 2350

 ctcaagactc ctaacagtct cggactgcgc gtgacagaca cggccaccga 2400

 cacgggcgac gttccccggt gacgggtgac tgacgacggt actcgtcaca 2450

 cgacggccga cgtgcccggg gttcgtgaga ctgacggacc ggacggaggt 2500

 gaagttggtg tcaccgtaga cactcgacgt gacgggtcgg gaccagtgga 2550

 tgttgtgtct gtgcaaactc aggtacgggt tagggctccc ggccatatgt 2600

 aagccgcggt cgacacactg acggacaggg atgttgatgg aaagatgcct 2650

 gcaccctagg acgtgggagc agacggggga cgtgttggtt ctccactgtc 2700

 gtctcctacc ttgtgtcgcc acactcttca cgtcgttcgg gacacgggct 2750

 cacacgatac cagacccgta cctcgtgaac gctctccact cccgtcaatg 2800

 gtcacggtta taggtcctca aacgaccgac gttcttctag aaaccctcgg 2850

 accgtaaaga cggcctctcg aaactacccc tgggtcggag gttgtgacgg 2900

 ggcgaggtcg gtctcgtcga ggttcacaaa ctctgagacc ttctctagtg 2950

 tccaatggat atgtagagtc gtaccggcct gtcggacgga ctggagtcgc 3000

 agaaggtctt ggacgttcat taggcccctg cttaagacgt gttaccgcgg 3050

 atgagcgact gggacgttcc cgacccgtag tcgaccgacc ccgacgcgag 3100

 tgactccctt gacccgtcac ctgaccggga gtaggtggta ttgtgggtgg 3150

 agacgaagca cgtgtgccac gggaccctgg tcgagaaagc cttgggcgtg 3200

 gttcgagacg aggtgtgacg gttggccggt ctcctgctca cacacccgct 3250

 cccggaccgg acggtggtcg acacgcgggc tcccgtgacg accccaggtc 3300

 ccgggtgggt cacacagttg acgtcggtca aggaagcccc ggtcctcacg 3350

 cacctcctta cggctcatga cgtccccgag gggtccctca tacacttacg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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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ccgtgaca aacggcacgg tgggactcac agtcggggtc ttaccgagtc 3450

 actggacaaa acctggcctc cgactggtca cacaccggac acgggtgata 3500

 ttcctgggag ggaagacgca ccgggcgacg gggtcgccac actttggact 3550

 ggagaggatg tacgggtaga ccttcaaagg tctactcctc ccgcgtacgg 3600

 tcggaacggg gtagttgacg tgggtgagga cacacctgga cctactgttc 3650

 ccgacggggc ggctcgtctc tcggtcggga gactgcaggt agcagagacg 3700

 ccaccaaccg taagacgacc agcaccagaa cccccaccag aaaccctagg 3750

 agtagttcgc tgccgtcgtc ttctaggcct tcatgtgcta cgcctctgac 3800

 gacgtccttt gcctcgacca cctcggcgac tgtggatcgc ctcgctacgg 3850

 gttggtccgc gtctacgcct aggactttct ctgcctcgac tccttccact 3900

 tccacgaacc tagaccgcga aaaccgtgtc agatgttccc gtagacctag 3950

 ggactacccc tcttacactt ttaaggtcac cggtagtttc acaactccct 4000

 tttgtgtagg gggtttcggt tgtttcttta gaatctgctt cgtatgcact 4050

 accgaccaca cccgaggggt atacagaggg cggaagaccc gtagacggac 4100

 tgtaggtgcc acgtcgacca ctgtgtcgaa tacgggatac cgacggagaa 4150

 tctggtacag gcccttttgg cgcctgcgga cccgagggtc ctggacgact 4200

 tgaccacata cgtctaacgg ttcccctact cgatggacct cctacacgcc 4250

 gagcatgtgt ccctgaaccg gcgagccttg cacgaccagt tctcagggtt 4300

 ggtacagttt taatgtctga agcccgaccg agccgacgac ctgtaactgc 4350

 tctgtctcat ggtacgtcta cccccgttcc acgggtagtt cacctaccgc 4400

 gacctcaggt aagaggcggc cgccaagtgg gtggtctcac tacacacctc 4450

 aataccacac tgacacaccc tcgactactg aaaaccccgg tttggaatgc 4500

 taccctaggg tcgggccctc tagggactgg acgacctttt ccccctcgcc 4550

 gacggggtcg gggggtagac gtggtaacta cagatgtact agtaccagtt 4600

 tacaacctac taactgagac ttacagccgg ttctaaggcc ctcaaccaca 4650

 gacttaagag ggcgtaccgg tccctggggg tcgcgaaaca ccagtaggtc 4700

 ttactcctga acccgggtcg gtcagggaac ctgtcgtgga agatggcgag 4750

 tgacgacctc ctgctactgt accccctgga ccacctacga ctcctcatag 4800

 accatggggt cgtcccgaag aagacaggtc tgggacgggg cccgcgaccc 4850

 ccgtaccagg tggtgtccgt ggcgtcgagt agatggtcct caccgccacc 4900

 cctggactgt gatcccgacc tcgggagact tctcctccgg gggtccagag 4950

 gtgaccgtgg gaggcttccc cgaccgaggc tacataaact accactggac 5000

 ccttaccccc gtcggttccc cgacgtttcg gaggggtgtg tactggggtc 5050

 gggagatgtc gccatgtcac tcctggggtg tcatggggac gggagactct 5100

 gactaccgat gcaacggggg gactggacgt cgggggtcgg acttatacac 5150

 ttggtcggtc tacaagccgg ggtcggggga agcggggctc tcccgggaga 5200

 cggacgacgg gctggacgac cacggtgaga cctttcccgg ttctgagaga 5250

 ggggtccctt cttaccccag cagtttctgc aaaaacggaa acccccacgg 5300

 cacctcttgg ggctcatgaa ctgtggggtc cctcctcgac ggggagtcgg 5350

 ggtgggagga ggacggaagt cgggtcggaa gctgttggag ataatgaccc 5400

 tggtcctggg tggtctcgcc ccccgaggtg ggtcgtggaa gtttccctgt 5450

 ggatgccgtc tcttgggtct catggaccca gacctgcacg gtcacacttg 5500

 gtcttccggt tcaggcgtct tcgggactac acaggagtcc ctcgtccctt 5550

 ccgccggaga ctcgataagg tcttcatcac tcctccgaaa aaacctccgg 5600

 atccgaaaac gtttttcgaa tagctatggc agctgagctc tcatgaagat 5650

 ctcgccggcg cccgggtagc ggagactgtc gttgcagata ctggaggatt 5700

 tcctggatct ccttccgtag gtttgcgact acccctccga ccttctaccg 5750

 tcgggggcct gacccgtcta gaagttcgtc tggatgtcgt tcaagctgtg 5800

 tttgagtgtg ttgctactgc gtgatgagtt cttgatgccc gacgagatga 5850

 cgaagtcctt cctgtacctg ttccagctct gtaaggacgc gtagcacgtc 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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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ggcgagac acctcccgtc gacaccgaag atcgacgggc ccaccgtagg 5950

 gacactgggg aggggtcacg gagaggaccg ggaccttcaa cggtgaggtc 6000

 acgggtgtc ggaacaggat tattttaatt caacgtagta aaacagactg 6050

 atccacagga agatattata ataccccacc tccccccacc atacctcgtt 6100

 ccccgggttc aacccttctg ttggacatcc cggacgcccc agataagccc 6150

 ttggttcgac ctcacgtcac cgtgttagaa ccgagtgacg ttagaggcgg 6200

 aggacccaag ttcgctaaga ggacggagtc ggagggctca acaaccctaa 6250

 ggtccgtacg tactggtccg agtcgattaa aaacaaaaaa accatctctg 6300

 ccccaaagtg gtataaccgg tccgaccaga ggttgaggat tagagtccac 6350

 tagatgggtg gaaccggagg gtttaacgac cctaatgtcc gcacttggtg 6400

 acgagggaag ggacaggaag actaaaattt tattgatatg gtcgtcctcc 6450

 tgcaggtctg tgtcgtatcc gatggacggt accgggttgg ccaccctgta 6500

 aactcaacga acgaaccgtg acaggagagt acgcaaccca ggtgagtcat 6550

 ctacggacaa cttaatgcta gccacgtgta attaagtact ttaagcatta 6600

 gtaccagtat cgacaaagga cacactttaa caataggcga gtgttaaggt 6650

 gtgttgtatg ctcggccttc gtatttcaca tttcggaccc cacggattac 6700

 tcactccatt gagtgtaatt aacgcaacgc gagtgacggg cgaaaggtca 6750

 gccctttgga cagcacggtc gacctaatta cttagccggt tgcgcgcccc 6800

 tctccgccaa acgcataacc cgcgagaagg cgaaggagcg agtgactgag 6850

 cgacgcgagc cagcaagccg acgccgctcg ccatagtcga gtgagtttcc 6900

 gccattatgc caataggtgt cttagtcccc tattgcgtcc tttcttgtac 6950

 actcgttttc cggtcgtttt ccggtccttg gcatttttcc ggcgcaacga 7000

 ccgcaaaaag gtatccgagg cggggggact gctcgtagtg tttttagctg 7050

 cgagttcagt ctccaccgct ttgggctgtc ctgatatttc tatggtccgc 7100

 aaagggggac cttcgaggga gcacgcgaga ggacaaggct gggacggcga 7150

 atggcctatg gacaggcgga aagagggaag cccttcgcac cgcgaaagag 7200

 ttacgagtgc gacatccata gagtcaagcc acatccagca agcgaggttc 7250

 gacccgacac acgtgcttgg ggggcaagtc gggctggcga cgcggaatag 7300

 gccattgata gcagaactca ggttgggcca ttctgtgctg aatagcggtg 7350

 accgtcgtcg gtgaccattg tcctaatcgt ctcgctccat acatccgcca 7400

 cgatgtctca agaacttcac caccggattg atgccgatgt gatcttcctg 7450

 tcataaacca tagacgcgag acgacttcgg tcaatggaag cctttttctc 7500

 aaccatcgag aactaggccg tttgtttggt ggcgaccatc gccaccaaaa 7550

 aaacaaacgt tcgtcgtcta atgcgcgtct ttttttccta gagttcttct 7600

 aggaaactag aaaagatgcc ccagactgcg agtcaccttg cttttgagtg 7650

 caattcccta aaaccagtac tctaatagtt tttcctagaa gtggatctag 7700

 gaaaatttaa tttttacttc aaaatttagt tagatttcat atatactcat 7750

 ttgaaccaga ctgtcaatgg ttacgaatta gtcactccgt ggatagagtc 7800

 gctagacaga taaagcaagt aggtatcaac ggactgaggg gcagcacatc 7850

 tattgatgct atgccctccc gaatggtaga ccggggtcac gacgttacta 7900

 tggcgctctg ggtgcgagtg gccgaggtct aaatagtcgt tatttggtcg 7950

 gtcggccttc ccggctcgcg tcttcaccag gacgttgaaa taggcggagg 8000

 taggtcagat aattaacaac ggcccttcga tctcattcat caagcggtca 8050

 attatcaaac gcgttgcaac aacggtaacg acgaccgtag caccacagtg 8100

 cgagcagcaa accataccga agtaagtcga ggccaagggt tgctagttcc 8150

 gctcaatgta ctagggggta caacacgttt tttcgccaat cgaggaagcc 8200

 aggaggctag caacagtctt cattcaaccg gcgtcacaat agtgagtacc 8250

 aataccgtcg tgacgtatta agagaatgac agtacggtag gcattctacg 8300

 aaaagacact gaccactcat gagttggttc agtaagactc ttatcacata 8350

 cgccgctggc tcaacgagaa cgggccgcag tagtgcccta ttatggcgcg 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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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gtatcgtc ttgaaatttt cacgagtagt aaccttttgc aagaagcccc 8450

 gcttttgaga gttcctagaa tggcgacaac tctaggtcaa gctacattgg 8500

 gtgagcacgt gggttgacta gaagtcgtag aaaatgaaag tggtcgcaaa 8550

 gacccactcg tttttgtcct tccgttttac ggcgtttttt cccttattcc 8600

 cgctgtgcct ttacaactta tgagtatgag aaggaaaaag ttataataac 8650

 ttcgtaaata gtcccaataa cagagtactc gcctatgtat aaacttacat 8700

 aaatcttttt atttgtttat ccccaaggcg cgtgtaaagg ggcttttcac 8750

 ggtggactgc agattctttg gtaataatag tactgtaatt ggatattttt 8800

 atccgcatag tgctccggga aagcagaagt tcttatgacg gagcgcgcaa 8850

 agccactact gccacttttg gagactgtgt acgtcgaggg cctctgccag 8900

 tgtcgaacag acattcgcct acggccctcg tctgttcggg cagtcccgcg 8950

 cagtcgccca caaccgccca cagccccgcg tcggtactgg gtcagtgcat 9000

 cgctatcgcc tcaaccgaat tgatacgccg tagtctcgtc taacatgact 9050

 ctcacgtggt atacgccaca ctttatggcg tgtctacgca ttcctctttt 9100

 atggcgtagt ccgcggtaag cggtaagtcc gatgcgttga caacccttcc 9150

 cgctagccac gcccggagaa gcgataatgc ggtcgaccgc ttccccccta 9200

 cacgacgttc cgctaattca acccattgcg gtcccaaaag ggtcagtgct 9250

 gcaacatttt gctgccggtc acgg 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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