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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ＣＤ148의 혈관신생 억제 도메인의 항체

(57) 요약

항-CD148 항체 및 이의 항원-결합 영역, 뿐만 아니라 이같은 항체 및 항원-결합 영역을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이 기술된

다. CD148 에피토프에 결합하여 CD148 기능, 예컨대 혈관신생의 억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항체 및 항원-결합

영역을 사용하는 방법이 또한 기술된다. CD148 기능 및 항-혈관신생 활성을 활성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에피토프, 뿐

만 아니라 이에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또한 기술된다.

대표도

도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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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

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모노클로날 항체인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인간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인 단리

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scFv, Fab, F(ab')2, Fv, 및 단일쇄 항체로 구

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항체 단편인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scFv 단편을 포함하는 단리된 인간 항체 또

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scFv-Fc 융합체를 포함하거나 scFv-Fc 융

합체인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7항 중 어느 한 항의 모노클로날 항체가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억제하는 단리

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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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모노클로날 항체인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11.

제8항 내지 제10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인간 항체인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

결합 영역.

청구항 12.

제8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scFv, Fab, F(ab')2, Fv, 및 단일쇄 항체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항체 단편인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13.

제8항 내지 제12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scFv 단편을 포함하는 단리된 인간 항체 또

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14.

제8항 내지 제1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scFv-Fc 융합체를 포함하거나 scFv-Fc 융

합체인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hybridoma) 세포.

청구항 16.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생산하는 트랜스펙토마(transfectoma) 세포.

청구항 17.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불멸화 세포에 융합된 인간 중쇄 트랜스진(transgene) 및 인간 경쇄 트랜스진

을 포함하는 게놈을 갖는 비-인간 트랜스제닉(transgenic) 동물로부터 수득된 B 세포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도마에 의해 생

산된,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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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인간 중쇄 및 인간 경쇄를 코딩하는 핵산을 포함하는 트랜스펙토마에 의해 생

산된,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19.

제15항의 하이브리도마 세포 또는 제16항의 트랜스펙토마 세포에 의해 생산된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

역.

청구항 20.

인간 중쇄 트랜스진 및 인간 경쇄 트랜스진을 포함하는 게놈을 갖는, 제1항 내지 제14항 중 어느 한 항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발현하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

청구항 21.

인간 중쇄 트랜스진 및 인간 경쇄 트랜스진을 포함하는 게놈을 갖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을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

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

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아미노산의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 또는 이같은 인

간 CD148 에피토프를 발현하는 세포로 면역화시켜, 항체가 동물의 B 세포에 의해 생산되도록 하는 단계; 동물의 B 세포

를 단리하는 단계; 및 B 세포를 골수종 세포와 융합시켜 항체 또는 이의 항원 결합 영역을 분비하는 불멸 하이브리도마 세

포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아미노산의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의 생산 방법.

청구항 22.

제1항 내지 제14항 또는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 및 인간에서 제약상 허용가

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치료적 유효량으로 존재하는 조성물.

청구항 24.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약 10 ㎍/㎖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조성물.

청구항 25.

제22항 내지 제24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IgG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인 조

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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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요법에서 사용하기 위한 제1항 내지 제14항 또는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의 항체 또는 항원-결합 영역.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항원-결합 영역이 혈관신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도가 구체화된 항체 또는 항원-결

합 영역.

청구항 28.

혈관신생 억제용 제약 조성물의 제조를 위한 제1항 내지 제14항 또는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의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의 용도.

청구항 29.

제26항 내지 제2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IgG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인, 용

도가 구체화된 항체 또는 항원-결합 영역, 또는 용도.

청구항 30.

제26항 내지 제2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항체의 scFv, Fv, Fab', Fab, 다이아바디

(diabody), 선형 항체 또는 F(ab')2 항원-결합 단편을 포함하는, 용도가 구체화된 항체 또는 항원-결합 영역, 또는 용도.

청구항 31.

제1항 내지 제14항 또는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의 항체에 결합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된 단리된 폴리펩티드 또는 이의 임의의 단편.

청구항 32.

제1항 내지 제14항 또는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의 항체에 결합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아미노산 서열로 본질적으로 구성된 단리된 폴리펩티드 또는 이의 임의의 단편.

청구항 33.

제1항 내지 제14항 또는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의 항체에 결합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것으로,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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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들 이외의 CD148로부터 유래된 아미노산을 포함하지 않는 단리된 폴리펩티드 또는 이의 임의의 단

편.

청구항 34.

(a)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

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에 의해 인간 CD148에 대한

결합에서 경쟁적으로 억제될 수 있는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과 테스트 샘플을 접촉시키는 단계; 및

(b) 테스트 샘플 내의 인간 CD148의 존재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면역분석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혈관신생의 CD148-유도된 억제를 활성화시키는 면역분석법.

청구항 36.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

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와 테스트 화합물을, 복합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접촉시키는 단계 및 복합체 내의

CD148 에피토프 또는 화합물을 검출함으로써 복합체의 형성에 대해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복합체가 검출되면

CD148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화합물이 확인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

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

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화합물을 확인하는 방법.

청구항 37.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

는 CD148 에피토프의 3차원 구조를 규정하는 원자 좌표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원자 좌표를 기초로 CD148 에피토프에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을 고안 또는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

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

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화합물을 확

인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항-CD148 항체 및 이같은 항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CD148의 결합 에피토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

은 이같은 항체를 사용하여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새로운 혈관이 기존의 것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인 혈관신생(angiogenesis)은 다수의 생리학적 및 병리학적 프로세스에 필

수적이다. 정상적으로, 혈관신생은 프로- 및 항-혈관신생 인자에 의해 엄격하게 조절되지만, 암, 안구 신생혈관 질환, 관절

염, 및 건선과 같은 질환의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잘못 진행될 수 있다 (문헌 [Folkman, J., Nat. Med., 1:27-31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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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신생은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염증 조직 확장 (판누스(pannus))를 지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헌 [Walsh et al., Arthritis Res., 3:147-153 (2001)] 참조). 실제로, 조절되지 않는 또는 원치 않는 혈관신생과 관련

된 것으로 공지된 다수의 질환이 있다. (문헌 [Carmeliet et al., Nature 407:249-257 (2000)] 참조). 이같은 질환에는 안

구 신생혈관증식, 예컨대 망막변증 (당뇨병성 망막변증 포함), 연령-관련 황반 변성, 건선, 혈관모세포종, 혈관종, 동맥경

화증, 염증성 질환, 예컨대 류마티스 또는 류마티스성 염증성 질환, 특히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포함), 또는 기타 만성

염증성 장애, 예컨대 만성 천식, 동맥혈 또는 이식후 죽상경화증, 자궁내막증, 및 종양 질환, 예를 들어 소위 고형 종양 및

액체 (또는 조혈) 종양 (예컨대 백혈병 및 림프종)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원치않는 혈관신생과 관련된 기

타 질환은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많은 신호 전달 시스템이 혈관신생의 조절에서 포함되어 왔지만, 최근에 규명된 한 내피 세포 시스템에는 CD148 수용체

타이로신 키나제 (종 및 cDNA 기원에 따라, DEP(density enhanced phosphatase)-1 (밀도 증강된 포스파타제), ECRTP

(내피 세포 수용체 타이로신 포스파타제), HPTPη, 또는 BYP로도 지칭됨)가 수반된다.

CD148은 제III 유형의 밀도 증강된 수용체 단백질 타이로신 포스파타제 (PTP(protein tyrosine phosphatase))로 공지된

내피 세포 표면 수용체의 클래스에 속하는 포유류 막횡단 단백질이다. 단백질 타이로신 인산화는 성장 및 분화, 세포 주기

진행, 및 세포골격 기능이 포함되는 기본적인 세포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신호 전달 경로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리간드가

수용체 단백질 타이로신 키나제 (PTK(protein tyrosine kinase))에 결합하는 것은 효소의 표적 기질 내의 타이로신 잔기

의 자가인산화를 촉매하고, 리간드가 수용체 PTP에 결합하는 것은 탈인산화를 촉매한다. 표적 기질 내의 세포내 타이로신

인산화의 수준은 PTK와 PTP 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PTK는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PTP는 세

포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PTK의 활성을 하향-조절한다. CD148은 적혈구 전구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고, 다른 신호전달 단

백질과 가교될 때 림프구 기능을 조정하고, 단백질을 과발현하는 유방암 세포주의 클론성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포 성장의 억제제로서의 이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면서, 최근 CD148은 세포 이동 및 증식에 필요한 필수적인 생물학

적 활성인 혈관신생을 차단하는 억제 신호를 매개하는 것으로 또한 나타나서, 종양 성장과 관련된 혈관 신생의 CD148-매

개 억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CD148이 암 치료를 위한 중요한 표적이 되었다.

다른 수용체 단백질 타이로신 포스파타제와 같이, CD148은 촉매성 도메인을 갖는 세포내 카르복실 모이어티(moiety), 단

일 막횡단 도메인, 및 세포외 아미노 말단 도메인 (Ig형 도메인과 유사한 폴딩(folding) 패턴을 갖는, 5개의 직렬식 피브로

넥틴 유형 III (FNIII) 반복부를 포함함)을 갖는다. FNIII 도메인은 포스포타이로신 잔기에 대해 절대적인 특이성, 기질 단백

질에 대한 높은 친화력, 및 PTK의 활성보다 수배 더 큰 특이적 활성을 갖는다. FNIII 도메인은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CD148의 활성화는 CD148의 자가인산화를 촉발시키고, 이는 생물학적 신호를 전달하여 그 결

과 혈관신생이 억제된다.

미국 특허 제6,552,169호에는 인간 DEP-1 (CD148)에 관련된 폴리뉴클레오티드 서열 및 이러한 폴리뉴클레오티드에 의

해 코딩되는 폴리펩티드에 대해 생성된 폴리클로날 항체가 개시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6,248,327호에는 혈관신생에서의 CD148의 역할이 개시되어 있고, CD148의 엑토도메인(ectodomain)에 특

이적으로 결합하는 조성물을 투여함으로써 포유동물에서 혈관신생을 조정하는 방법이 제공되며, CD148 항-혈관신생 활

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CD148 엑토도메인의 미확인 영역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모노클로날 항체의 용도가 또한 개시

되어 있다.

대부분의 고형 종양은 직경 1-2 ㎜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생혈관증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CD148 활성화

요법은 거대한 집단의 암 환자에게 이로울 수 있다. 이같은 요법은 다른 혈관신생-관련 질환, 예컨대 망막변증, 관절염, 및

건선에서도 더 넓은 범위의 용도를 가질 수 있다.

CD148을 특이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결합하는 신규 작용제를 확인하는 것이 미개발되어 요구된다. 이같은 작용제는

CD148 활성과 관련된 질환 상태에서의 진단 스크리닝 및 치료적 개입에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표는 CD148 활성을 활성화시키는 CD148의 특이적 결합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이같은 결

합제는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단편의 형태를 취한다.

본원에 인용된 모든 특허, 특허 출원 및 기타 문헌의 개시내용은 거명에 의해 전체적으로 본원에 명백하게 포함된다.

발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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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염증 및/또는 혈관신생의 억제에 관련된 CD148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항-CD148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

역을 제공하고, 이 항체는 염증 및 혈관신생 관련 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

결합 영역은 인간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으로부터 유래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단

편은 scFv, Fab, F(ab')2, Fv, 및 단일쇄 항체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고, 특히 scFv 단편, 더욱 특히 scFv-Fc 융합

체일 수 있다. 또다른 특정 실시양태에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은 IgG 이소형, 예컨대 IgG2 이소형이다.

본 발명의 한 양상은 CD148의 FNIII 도메인 2, 3, 4 또는 5에 의해 정의되는 CD148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단리된 항체 또

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제공한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항체에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

는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포함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항체에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

프에 상기 모노클로날 항체가 결합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억제하는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포함된다. 더

욱 특정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항체에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24-338 및 321-33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지만, 서열 33의 아미노산 잔기

324-331의 폴리펩티드 서열에는 결합하지 않는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포함된다. 이같은 항체의 예로

는 항체 Ab-1, Ab-2, Ab-3, Ab-4, Ab-5, Ab-6, Ab-7, 및 Ab-8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 결합 영역을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hybridoma) 세포 및 트랜스

펙토마(transfectoma) 세포, 및 이같은 하이브리도마 및 트랜스펙토마 세포에 의해 생산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

역을 제공한다. 하이브리도마는 불멸화 세포에 융합된 인간 중쇄 트랜스진(transgene) 및 인간 경쇄 트랜스진을 포함하는

게놈을 갖는 비-인간 트랜스제닉(transgenic) 동물로부터 수득된 B 세포를 포함할 수 있다. 트랜스펙토마는 인간 중쇄 및

인간 경쇄를 코딩하는 핵산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인간 중쇄 트랜스진 및 인간 경쇄 트랜스진을 포함하는 게놈을 갖는,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발현하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인간 중쇄 트랜스진 및 인간 경쇄 트랜스진을 포함하는 게놈을 갖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을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 또는 이같은 인간 CD148 에피토프를 발현하는 세포로 면역화시켜, 항체가 동물의 B 세포에 의해

생산되도록 하는 단계; 동물의 B 세포를 단리하는 단계; 및 B 세포를 골수종 세포와 융합시켜 항체 또는 이의 항원 결합 영

역을 분비하는 불멸 하이브리도마 세포를 형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

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

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이의 항원 결합 영역의 생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항체(들) 또는 이의 항원 결합 영역(들) 및 인간에서 제약상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

성물을 제공한다. 특정 실시양태에서는 치료적 유효량, 예컨대 약 10 ㎍/㎖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는 항체 또는 이의 항원

결합 영역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혈관 신생의 억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치료적 유효량의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혈관신생의 억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이에 대한 결합이 CD148-매개 생물학적 활성을 활성화시키는 CD148 에피토프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CD148 에피토프에는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에 결합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

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

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단리된 폴리펩티드 또는 이의 임의의 단편이

포함되고, 이때 이러한 폴리펩티드에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

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들 이

외의 CD148로부터 유래된 아미노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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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영역에 결합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

서열로 구성된 단리된 폴리펩티드 또는 이의 임의의 단편을 제공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항체 또

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에 결합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 서열로 본질적으로 구성된 단리된 폴리펩티드 또는 이의 임의의 단편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a)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에 결합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

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

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 또는 이의 임의

의 단편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에 의해 인간 CD148에 대한 결합에서 경쟁적

으로 억제될 수 있는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과 테스트 샘플을 접촉시키는 단계; 및 (b) 테스트 샘플 내

의 인간 CD148의 존재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면역분석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에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

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

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와 테스트 화합물을 복합체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접촉시키

는 단계 및 복합체 내의 CD148 에피토프 또는 화합물을 검출함으로써 복합체의 형성에 대해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복합체가 검출되면 CD148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화합물이 확인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화합물

을 확인하는 방법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CD148 에피토프의 3차원 구조를 규정하는 원자 좌표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원자 좌표를 기초로

CD148 에피토프에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을 고안 또는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

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

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화합물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을 더욱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 용어들이 먼저 정의된다. 추가적인 정의는 상세한 설명 전반에 걸쳐 기술

된다.

정의

단위, 접두사 및 기호는 SI-허용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달리 지적되지 않는 한, 핵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에서 3' 방

향으로 표기되고; 아미노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미노에서 카르복시 방향으로 표기된다. 본원에서 열거된 수(數)의 범

위는 범위를 한정하는 수를 포함하고, 한정된 범위 내의 각각의 정수를 포함하고 지지한다. 아미노산은 본원에서 이들의

통상적으로 공지된 3문자 기호 또는 IUPAC-IUBMB 명명 위원회가 권장하는 1문자 기호에 의해 지칭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뉴클레오티드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단일 문자 코드로 지칭될 수 있다. 달리 언급되지 않는 한, 부정관사는 "하나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원에서 사용된 섹션 제목은 조직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고, 기술된 주제를 제한하

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특허, 특허 출원, 논설, 도서 및 논문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본 출원에 인용된 모

든 문헌, 또는 문헌의 일부는 모든 목적을 위해 전체적으로 거명에 의해 명백하게 본원에 포함된다. 출원 내에서의 임의의

아미노산 또는 핵산 서열 불일치의 경우, 도면으로 대조한다.

표준 기술이 재조합 D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합성, 및 조직 배양 및 형질전환 (예를 들어, 전기천공, 리포좀-매개 형질감

염(lipofection))에 사용된다. 효소 반응 및 정제 기술은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또는 당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로 또는 본원에 기술된 대로 수행된다. 상기의 기술 및 절차들은 당업계에 주지된 통장적인 방법에 따라, 그리고 본 명세

서 전반에 걸쳐 인용되고 논의된 다양한 일반적이고 더욱 구체적인 참고문헌에 기술된 대로 일반적으로 수행된다. 예를 들

어,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되는 문헌 [Sambrook et al. Molecular Cloning: A Laboratory Manual (2d ed., Cold

공개특허 10-2007-0007884

- 9 -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Cold Spring Harbor, N.Y. (1989))]을 참조하길 바란다. 본원에 기술된 분석 화학, 합

성 유기 화학, 및 의학 및 제약 화학과 관련하여, 그리고 이러한 화학들의 실험실 절차 및 기술에서 사용되는 명명법은 당

업계에 주지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표준 기술이 화학적 합성, 화학적 분석, 제약 제조, 제형, 및 전달, 및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본 명세서에 따라 사용될 때, 하기의 용어들은, 달리 지적되지 않는 한, 하기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용어 "인간 CD148"은 이의 대립유전자 변이체가 포함되는,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되는 문헌 [Ostman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1:9680-9684 (1994)]에서 인간 ECRTP/DEP로 확인된 단백질이다. "인간 CD148의 세포외 도메인"은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되고 월드 와이드 웹 ncbi.nlm.nih.gov에서 입수가능한, 1996년 11월 26일에 기탁된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접속 AAB36687 버젼 AAB36687.1 GI:1685075의 대략 잔기 36 내

지 973에 국소화된 인간 CD148의 부분을 의미한다 (잔기 1 내지 35는 리더 서열이고, 성숙형에 존재하지 않음).

용어 "항체"에는 인간 (CDR-그래프트된(grafted) 항체 포함), 인간화, 키메라, 다중-특이적, 모노클로날, 폴리클로날 및

이의 올리고머가 포함되는 모든 이소형 또는 서브클래스 또는 이의 조합의 글리코실화 및 비-글리코실화 이뮤노글로불린

이 포함되고, 이같은 항체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면역화에 의해, 재조합 기술을 통해, 시험관내 합성 수단에 의

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따라서, 용어 "항체"에는 재조합 수단에 의해 제조, 발현, 생성

또는 단리된 것들, 예컨대 (a) 인간 이뮤노글로불린 유전자에 대해 트랜스제닉인 동물 (예를 들어, 마우스) 또는 이로부터

제조된 하이브리도마로부터 단리된 항체, (b) 형질감염되어 항체를 발현하는 숙주 세포, 예를 들어, 트랜스펙토마로부터

단리된 항체, (c) 재조합 복합 항체 라이브러리로부터 단리된 항체, 및 (d) 이뮤노글로불린 유전자 서열의 다른 DNA 서열

에 대한 스플라이싱이 수반되는 임의의 다른 수단에 의해 제조, 발현, 생성 또는 단리된 항체가 포함된다. 이같은 항체는 2

개의 별개의 종의 동물의 생식계열 이뮤노글로불린 서열로부터 유래된 가변 영역 및 불변 영역을 갖는다. 그러나, 특정 실

시양태에서, 이같은 항체에 시험관내 돌연변이유발 (또는, 인간 이뮤노글로불린 서열에 대해 트랜스제닉인 동물이 사용되

는 경우, 생체내 체세포 돌연변이유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항체의 VH 및 VL 영역의 아미노산 서열이 특정 종 (예

를 들어, 인간)의 생식계열 VH 및 VL 서열로부터 유래되고 이와 관련되지만 그 종의 생체내 항체 생식계열 레퍼토리에 천

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서열이다.

전체 항체는 디술피드 결합에 의해 서로 연결된 적어도 2개의 중쇄 (H) 및 2개의 경쇄 (L),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포

함하는 당단백질이다. 각각의 중쇄는 중쇄 가변 영역 (본원에서 VH로 약칭), 및 3개의 도메인 (본원에서 CH1, CH2 및

CH3으로 약칭)으로 구성된 중쇄 불변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경쇄는 경쇄 가변 영역 (본원에서 VL로 약칭), 및 1개의

도메인 (본원에서 CL로 약칭)으로 구성된 경쇄 불변 영역으로 구성된다. VH 및 VL 영역은 골격 영역 (FR(framework

region))으로 지칭되는 더 보존성인 영역이 산재된, 상보성 결정 영역 (CDR(complementarity determining regions))로

지칭되는 초가변성의 영역으로 더 세분될 수 있다. 각각의 VH 및 VL은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 하기의 순서

로 배열된 3개의 CDR 및 4개의 FR로 구성된다: FR1, CDR1, FR2, CDR2, FR3, CDR3, FR4. 중쇄 및 경쇄의 가변 영역은

항원과 상호작용하는 결합 도메인을 함유한다. 항체의 불변 영역은 면역 시스템의 다양한 세포 (예를 들어, 이펙터

(effector) 세포) 및 전통적인 보체 시스템의 제1성분 (C1q)이 포함되는 숙주 조직 또는 인자에 이뮤노글로불린이 결합하

는 것을 매개할 수 있다. 중쇄 또는 경쇄 CDR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아미노산 서열은 기준 서열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양

또는 정도의 서열 동일성을 나타내고, 기준 서열을 갖는 항체에 의해 특이적으로 결합된 항원의 특이적 결합에 유리하게

기여한다. 이같은 동일성은 특정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확하게 공지되어 있거나, 인

식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중쇄 및 경쇄 CDR 아미노산 서열은, 예를 들어, 특정 항원에 결합하는 능력이 유지되는 한

아미노산의 적은 변화 또는 보존성 치환을 가질 수 있다. 용어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는, 예를 들어, 재조합 방법에 의해,

림프구에 의해 또는 하이브리도마 세포에 의해 생산된, 실질적으로 인간형의 CDR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모노클로날 항체

를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용어 항체의 "항원-결합 영역"은, 본원에 개시된 바와 같이, 기준 항체에 의해 특이적으로 결합되는 항원 (예를 들어,

CD148)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보유한 항체의 하나 이상의 단편을 의미한다. 항체의 "항원-결합 영역"에는, 예를

들어, 개별적인 중쇄 또는 경쇄 및 이의 단편, 예컨대 VL, VH 및 Fd 영역; 1가 단편, 예컨대 Fv, Fab, 및 Fab' 영역; 2가 단

편 예컨대 F(ab')2; 단일쇄 항체, 예컨대 단일쇄 Fv (scFv) 영역; Fc 단편; 다이아바디(diabody); Fd (VH 및 CH1 도메인으

로 구성됨), 맥시바디(maxibody) (IgG1의 Fc (CH2-CH3 도메인)의 아미노 말단에 융합된 2가 scFv) 및 상보성 결정 영

역 (CDR) 도메인을 포함하는 폴리펩티드가 포함될 수 있다. 이같은 용어는, 예를 들어,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 문헌

[Harlow and Lane, Antibodies: A Laboratory Manual,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N.Y. (1989)]; [Molec.

Biology and Biotechnology: A Comprehensive Desk Reference (Myers, R. A. (ed.), New York: VCH Publisher,

Inc.)]; [Huston et al., Cell Biophysics, 22:189-224 (1993)]; [Pluckthun and Skerra, Meth. Enzymol., 17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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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1989)] 및 [Day, E. D., Advanced Imniunochemistry, Second Ed., Wiley-Liss, Inc., New York, N.Y. (1990)]에

기술되어 있다. 용어 "항원-결합 영역"에는, 예를 들어,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의 프로테아제 소화 또는 환원에 의해 당업자

에게 공지된 재조합 DNA 방법에 의해 생산된 단편이 또한 포함된다. 당업자는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의 단편의 정확한 경

계는 단편이 기능적 활성을 유지하는 한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다. 주지된 재조합 방법을 사용하여, 당업자

는 특정 용도를 위한 임의의 최종 종점으로 기능성 단편을 발현하도록 핵산을 조작할 수 있다. 또한, Fv 단편의 2개의 도메

인인 VL 및 VH은 별도의 유전자에 의해 코딩되지만, 이들을 VL 영역과 VH 영역이 쌍을 이뤄 1가 분자 (단일쇄 Fv

(scFv)로 공지됨)를 형성한 단일 단백질 사슬로 만들 수 있는 합성 링커에 의해 재조합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헌 [Bird et al. (1988) Science 242:423-426;] 및 [Huston et al. (1988) Proc. Natl. Acad. Sci.

USA 85:5879-5883] 참조). 이같은 단일쇄 항체 또한 용어 항체의 "항원-결합 영역"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이러한 항

체 단편들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통상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수득하고, 무손상 항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용성에 대해 스크

리닝한다. 이같은 단편에는 아미노-말단 및/또는 카르복시-말단 결실에 의해 수득되지만, 잔존하는 아미노산 서열은 전장

cDNA 서열로부터 예를 들어 추론된 천연-발생 서열에서의 상응하는 위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들이 포함된다. 항원 결

합 영역에는 특정 상보성 결정 영역 (CDR)에 대한 적어도 1개 (예를 들어, 1개, 2개, 3개 이상)의 중쇄 서열 및/또는 적어

도 1개 (예를 들어, 1개, 2개, 3개 이상)의 경쇄 서열 (즉, 중쇄 및/또는 경쇄로부터의 적어도 1개 이상의 CDR1, CDR2, 및/

또는 CDR3)이 유지된 항체의 단편이 또한 포함된다. Fc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융합된 scFv가 예를 들어 포함되

는, Fc 영역 (또는 이의 불변 중쇄 2 (CH2) 또는 불변 중쇄 3 (CH3) 함유 영역)에 대한 CDR 함유 서열의 융합체는 이러한

정의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 항원 결합 영역에는 재조합 방법 (예를 들어, 트랜스펙토마)을 사용하여 합성으로 생산된, 시

험관내 합성 수단 (예를 들어, 메리필드(Merrifield) 수지), 이의 조합,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생성된, 항체 또는 이의 단편

으로부터 (예를 들어, 디술피드 결합의 환원 또는 효소 소화에 의해) 유래된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항원-결합 영역은 올리고머의 형태로, 합성으로, 화학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연결된 다중 단편, 예컨대 CDR 단편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항원 결합 영역에는 본 발명의 VH 또는 VL 사슬로부터의 1개 이상의 CDR을 포함하는

다수의 방법에 의해 생산된 폴리펩티드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Ab-1 내지 Ab-8).

용어 "VL 단편"은 CDR을 포함하는, 경쇄 가변 영역 모두 또는 이의 일부를 포함하는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의 경쇄의 단편

을 의미한다. VL 단편은 경쇄 불변 영역 서열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용어 "Fd 단편"은 CDR을 포함하는, VH 중쇄 가변 영역 모두 또는 이의 일부를 포함하는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의 중쇄의

단편을 의미한다. Fd 단편은 CH1 중쇄 불변 영역 서열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용어 "Fv 단편"은 중쇄 및 경쇄의 가변 영역 모두 또는 이의 일부를 포함하고, 중쇄 및 경쇄의 불변 영역이 없는 인간 모노

클로날 항체의 1가 항원-결합 단편을 의미한다. 중쇄 및 경쇄의 가변 영역은, 예를 들어, CDR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Fv

단편은 중쇄와 경쇄 모두의 약 110 아미노산의 아미노 말단 가변 영역 모두 또는 이의 일부를 포함한다.

용어 "Fab 단편"은 Fv 단편보다 큰, VL, VH, CL 및 CH1 도메인으로 구성되는 항체의 1가 항원-결합 단편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Fab 단편은 중쇄 및 경쇄의 가변 영역, 및 제1 불변 영역 모두 또는 이의 일부를 포함한다. 따라서, Fab 단편은,

예를 들어, 중쇄 및 경쇄의 약 110 내지 약 220까지의 아미노산 잔기를 추가로 포함한다.

용어 "Fab' 단편"은 Fab 단편보다 큰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의 1가 항원-결합 단편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Fab' 단편은 경

쇄 모두, 중쇄의 가변 영역 모두, 및 중쇄의 제1 및 제2 불변 영역 모두 또는 이의 일부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Fab' 단편은

중쇄의 아미노산 잔기 220 내지 330의 일부 또는 모두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용어 "F(ab')2 단편"은 힌지(hinge) 영역에서 디술피드 가교에 의해 연결된 2개의 Fab 단편을 포함하는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의 2가 항원-결합 단편을 의미한다. F(ab')2 단편은, 예를 들어, 2개의 중쇄 및 2개의 경쇄의 가변 영역 모두 또는 이

의 일부를 포함하고, 2개의 중쇄 및 2개의 경쇄의 제1 불변 도메인 모두 또는 이의 일부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용어 "dAb 단편"은 문헌 [Ward et al., (1989) Nature 341:544-546)]에 기술된 바와 같이 VH 도메인으로 구성되는 단

편을 의미한다.

용어 "CDR"은 중쇄와 경쇄 모두의 폴리펩티드의 가변 영역 내에서 발견되는 비-인접성 항원 결합 부위를 의미한다. 이러

한 특정 영역은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 문헌 [Kabat et al.,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Sequences

of Proteins of Immunological Interest" (1983)] 및 [Chothia et al., J. Mol. Biol. 196:901-917 (1987)] 및 추가적으로

[MacCallum et al., J. Mol. Biol. 262:732-745 (1996)]에 기술되어 있고, 서로 비교했을 때 아미노산 잔기의 오버랩핑

(overlapping) 또는 서브셋(subset)이 정의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체 또는 이의 기능성 단편의 CDR을 가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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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각 정의의 적용은 본원에서 정의되고 사용된 바와 같은 용어의 범주 내에 속하도록 의도된다. 특정 CDR에 포함되

는 정확한 아미노산 잔기의 수는 CDR의 구조에 따라 변할 것이다. 당업자는 항체의 가변 영역 아미노산 서열이 주어지면

어느 잔기가 특정 CDR에 포함되는지를 일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업자는 동일한 CDR 정의를 갖는 각각의 서열의 개

별적인 아미노산 위치 또는 영역을 정의함으로써 2개 이상의 항체 서열을 비교할 수 있다.

용어 "CDR-그래프트된"은 한 종으로부터 유래된 CDR이 다른 종의 골격 내로 삽입된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 예컨대 인

간 골격 ("인간" 항체) 상에 그래프트된 뮤린 (murine) CDR을 지칭한다.

용어 "유사체"는 추정된 아미노산 서열의 일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25개 이상의 아미노산의 절편으로 구성되고, 하기 성

질 중 하나 이상을 갖는 폴리펩티드를 의미한다: (1) 적절한 결합 조건 하에 CD148에 대한 특이적 결합, (2) CD148 리간

드가 CD148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능력, 또는 (3) CD148 매개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능력. 전형적으로, 폴리펩티드

유사체는 천연-발생 서열과 관련하여 보존성 아미노산 치환 (또는 부가 또는 결실)을 포함한다. 유사체는 전형적으로 길이

가 아미노산 20개 이상, 바람직하게는 아미노산 50개 이상이고, 종종 전장 천연-발생 폴리펩티드만큼 길 수 있다.

용어 "단리된"은 시약, 전구체 또는 기타 반응 생성물이 예를 들어 포함되는, 항체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합성 반응에서

또는 천연에서 항체 또는 폴리펩티드와 함께 발견되는 하나 이상의 화합물로부터 분리되고, 바람직하게는 치료 또는 진단

용도를 방해할 포유류의 임의의 다른 오염 폴리펩티드가 실질적으로 없는 된 것을 의미한다. 단리된 작용제에는 실질적으

로 순수한 작용제가 또한 포함된다. 이 용어는 천연 발생 분자 예컨대 생합성 반응의 생성물 또는 합성 분자를 포함할 수

있다. 항체는, 예를 들어, 상이한 항원 특이성을 갖는 다른 항체가 실질적으로 없을 때, "단리된" 것으로 또한 간주될 수 있

다. 또한, 천연에서는 결합되지 않는 폴리펩티드 또는 다른 물질에 결합 또는 접합된 경우, 물질은 "단리된" 것이다.

용어 "실질적으로 순수한"은 우세하게 존재하는 종이고 (즉, 몰 기준으로 조성물 내의 임의의 다른 종보다 더욱 풍부하고),

존재하는 모든 거대분자 종의 약 50％ 이상을 이루는 물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순수한 조성물은 조성물

내에 존재하는 모든 거대분자 종의 약 80％ 초과, 또는 별법으로는 약 85％, 90％, 95％, 및 99％ 초과를 이룰 것이다. 물

질은 조성물이 단일한 거대분자 종으로 본질적으로 구성되는 본질적인 균질성 (오염 종이 통상적인 검출 방법에 의해 조성

물에서 검출될 수 없음)으로 정제된다. 유사하게, 제조 또는 제형 중에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단리된" 또는 "실질적으로

순수한" 것인 경우 물질은 "단리된" 것이고, 그후 명확한 조성 내의 물질이 우세하게 존재하는 종이 아님을 무릅쓰고 명확

한 조성으로 다른 작용제와 조합된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및 "특이적 결합"은 이의 친화력 (예를 들어, 본원에 기술된 바와 같은

Affinity ELISA 또는 BIAcore 분석법에 의해 결정됨) 또는 이의 중화 용량 (예를 들어, 본원에 기술된 바와 같은

Neutralization ELISA 분석법, 또는 유사한 분석법에 의해 결정됨)이 임의의 다른 폴리펩티드에 대한 친화력 또는 중화 용

량에 비해 적어도 10배 더 크고, 임의로는 50배, 100배, 250배 또는 500배 더 크고, 심지어는 1000배 더 크도록 화합물이

CD148의 성숙형, 전장 또는 부분 길이 에피토프, 또는 이의 오르토로그(ortholog)를 우선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인식하

고 이에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이같은 분석법에서의 평가를 위해 펩티바디(peptibody)의 펩티드 부분이 인간 Fc

모이어티에 먼저 융합된다. 전형적으로, 항체는 약 1×107 M-1의 친화력으로 결합하고, 미리 결정된 항원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항원 이외의 비-특이적 항원 (예를 들어, BSA, 카제인)에 결합하는 것에 대한 친화력보다 2배 이상 더 큰 친화력으

로 미리 결정된 항원에 결합한다. 본원에서 사용될 때, 항원을 "인식"하거나 항원에 "특이적"인 항체는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간 CD148의 특수화된 에피토프, 이소형 또는 변이체에 특이적으로 결

합하는 항체는 다른 관련된 항원, 예를 들어 다른 종으로부터의 관련된 항원 (예를 들어, CD148 종 상동체)에 대한 교차반

응성을 여전히 갖고, 특수화된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여전히 간주된다.

용어 "에피토프"는 하나 이상의 결합제의 항원 결합 영역에서 특이적 결합체, 예를 들어, 항체에 의해 인식 및 결합될 수 있

는 임의의 분자의 부분을 지칭한다. 에피토프는 아미노산 또는 당 측쇄와 같은 분자의 화학적으로 활성인 표면 배치로 일

반적으로 구성되고, 특이적인 3차원 특징, 뿐만 아니라 특이적인 전하 특징을 일반적으로 갖는다. 입체형태성 에피토프와

비입체형태성 에피토프는 비입체형태성 에피토프에는 결합하지 않지만 입체형태성 에피토프에는 결합하는 것이 변성 용

매의 존재 하에 상실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항체는 해리 상수가 약 1 μM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100 nM 이하, 가장 바람

직하게는 10 nM 미만인 경우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본 발명의 이같은 항체의 항체 및 항원-결합

영역에는 본원에서 정의된 에피토프 결정인자를 사용하여 생성된, 또는 본원에서 정의된 에피토프 결정인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피토프 결정인자를 사용하여 생성된 항체 및 항원-결정 영역이 포함된다. 이러한 문맥에서, 용어 "실질적으로 동

일한"은 변형된 에피토프 결정인자에 결합하는 항체가 본원에 기술된 에피토프 결정인자에 항체가 결합하는 것을 경쟁적

으로 억제하도록 서열들이 충분한 동일성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특허 10-2007-0007884

- 12 -



구절 "결합을 경쟁적으로 억제하는"은 항체가 또다른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과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

피토프 또는 이의 단편을 인식하거나, 이에 결합하거나, 또는 이에 대해 면역특이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문맥

에서,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

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아미노산의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모노클로날 항체의 결합을 경쟁적으로 억제하는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

합 영역은 CD148에 대한 결합에 대해 측정가능하게 경쟁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경쟁적 억제는 테스트되는 항체 또는 이

의 항원 결합 영역의 존재 하에 표적 단백질 (예를 들어, 인간 CD148)에 결합하는 기준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의 양을

결정함으로써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테스트되는 항체 또는 테스트되는 항원 결합 영역은 과량으로, 예컨대 5-, 10-, 25-,

또는 50-배 과량으로 존재한다. 경쟁적으로 결합된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은, 과량으로 존재하는 경우, 기준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이 인간 CD148의 세포외 도메인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종종 적어도

10％, 25％, 50％, 75％, 90％ 또는 그 이상으로 억제할 것이다. 경쟁적 억제 분석법은 당업계에 주지되어 있다. 예를 들

어, 문헌 [Harlow and Lane (1998), Antibodies, A Laboratory Manual, Cold Spring Harbor Publications, New

York]을 참조하길 바란다. 본원에서 사용될 때, 결합의 억제는 부분적인 억제/차단과 완전한 억제/차단 모두를 포함한다.

억제 및 차단은 본 발명의 항-CD148 항체와 접촉되었을 때 CD148에 대한 특정 항-CD148 항체의 결합 친화력에서의 임

의의 측정가능한 감소, 예를 들어, 적어도 약 10％, 20％, 30％, 40％, 50％, 60％, 70％, 80％, 90％, 99％, 또는 100％의

결합 차단를 또한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서열 33의 아미노산 447-725, 533-725, 715-973, 324-335,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아미노산의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모노클로날 항체의 결합을 경쟁

적으로 억제하는 하나 이상의 항체를 확인하는 것은 이같은 아미노산에 의해 정의되는 상기 에피토프의 결정이 주어지면

수월한 기술적 문제이다.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아미노산의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의 생성 시, 이러한 항체들이 CD148에 결합하는 것을 경쟁적

으로 억제하는 항체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하게 기준 항체의 비교에 의해 용이하게 결정된다.

교차반응성 항체의 확인은 항체 경쟁이 평가될 수 있는 다양한 면역학적 스크리닝 분석법 중 임의의 것을 사용하여 용이하

게 결정될 수 있다. 이같은 분석법은 당업계에서 통상적이고, 본원에서 추가로 상세하게 기술된다. 미국 특허 제5,660,827

호 (1997년 8월 26일 허여)는 소정의 항체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항체를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본 발명의 교시를 추가로 보충하는 것을 포함하는 목적을 위해 거명에 의해 본원에 구체적으로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시험될 테스트 항체가 상이한 공급원의 동물로부터 수득되거나, 또는 상이한 이소형인 경우, 대조군 및 테스트

항체가 부가혼합되어 (또는 예비-흡착되어), 본원에 기술된 바와 같은 CD148 에피토프를 함유하는 CD148 항원 조성물

에 적용되는 단순 경쟁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ELISA 및 웨스턴 블롯팅(Western blotting)을 기초로 하는 프로

토콜이 이같은 단순 경쟁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대조군 항체를 항원 조성물에 적용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양의 테스트 항체 (예를 들어,

1:10 또는 1:100)와 예비혼합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대조군 및 다양한 양의 항체를 항원 조성물에의 노출 동안

단순히 부가혼합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종 또는 이소형 2차 항체를 사용함으로써, 결합된 대조군 항체만을 검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의 결합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피토프를 인식하는 테스트 항체의 존재에 의해 감소될 것이다.

대조군 항체와 임의의 테스트 항체 (종 또는 이소형과 무관) 간의 항체 경쟁 연구의 수행에서, 대조군을 그후의 확인을 가

능하게 하는 비오틴 또는 효소 (또는 심지어는 방사성) 표지와 같은 검출가능한 표지로 먼저 표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표지된 대조군 항체를 다양한 비율 (예를 들어, 1:10 또는 1:100)의 시험될 테스트 항체와 예비혼합하거나 이와 함

께 인큐베이션하고, (임의로 적절한 기간 후에) 표지된 대조군 항체의 반응성을 분석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경쟁적인 테스

트 항체가 인큐베이션에 포함되지 않은 대조군 값과 비교할 것이다.

또한 분석법은 항체 혼성화를 기초로 하는 광범위한 면역학적 분석법 중 임의의 것일 수 있고, 대조군 항체는, 이의 표지를

검출하는 수단에 의해, 예를 들어 비오틴화 항체의 경우 스트렙타비딘을 사용하여, 또는 효소 표지와 함께 발색성 기질을

사용함으로써 (예컨대 과산화효소와 함께 3,3'5,5'-테트라메틸벤지딘 (TMB) 기질), 또는 단순히 방사성 표지를 검출함으

로써 검출될 것이다. 대조군 항체와 동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항체는 결합에 대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결합된 표지에서의 감소에 의해 증명되는 바와 같이 대조군 항체 결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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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게 관련이 없는 항체의 부재 하에서의 (표지된) 대조군 항체의 반응성은 대조군 고가(control high value)일 것이다.

대조군 저가(control low value)는 표지된 항체를 정확하게 동일한 유형의 표지되지 않은 항체와 함께 인큐베이션함으로

써 이때 경쟁이 발생하여 표지된 항체의 결합이 감소되어 수득될 것이다. 테스트 분석법에서, 테스트 항체의 존재 하에 표

지된 항체 반응성에서의 현저한 감소는 동일한 에피토프를 인식하는 테스트 항체, 즉 표지된 항체와 "교차 반응"하는 것을

가리킨다.

구절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것은 처리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혈관신생의 수준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의미한

다. 예시적인 감소는 적어도 5 내지 99％이고, 따라서 음성 대조군에 비해 혈관신생에서의 적어도 10％, 20％, 30％,

40％, 50％, 60％, 70％, 80％, 또는 90％의 감소가 포함된다.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기능적 분석법 예컨대 각막 마이크로

포켓(micropocket) 분석법 및 인간 신장 미세혈관 내피 세포 (HRMEC(human renal microvascular endothelial cell)) 평

면 이동 분석법이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712,291호 및 제5,871,723호 참조. 간략하게,

HRMEC 평면 이동 분석법은 상처 봉합으로, 시험관 내에서 본 발명의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에 의한 혈관신생의 억제

를 정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분석법이다. 이러한 분석법에서, 배양된 세포 단층에서 원형 상처의 봉합 속도로서 내피 세

포 이동이 측정된다. 상처 봉합 속도는 선형이고, 생체내에서 혈관신생을 자극 및 억제하는 작용제에 의해 동적으로 조절

된다. 마우스 각막 포켓 분석법 또한 생체내에서 본 발명의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에 의한 혈관신생의 억제를 정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법에서, 혈관신생 또는 항-혈관신생 활성에 대해 테스트되는 작용제는 저속 방출 형태로

히드론(hydron) 펠렛 내에 고정되고, 펠렛이 마취된 마우스의 각막 상피 내에 생성된 마이크로포켓 내로 이식된다. 혈관증

식은 혈관증식된 각막 가장자리로부터 정상적으로는 혈관이 없는 각막 내로의 혈관 내증식의 외관, 밀도 및 정도로 측정된

다.

항체 폴리펩티드 서열 또는 이의 단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본 발명의 CD148 에피토프에 여전히 결합하도록 본 발명

의 항체가 변형될 수 있다. 폴리펩티드 서열은 디폴트 갭 중량(default gap weight)을 사용하는 GAP 또는 BESTFIT과 같

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적으로 정렬되었을 때 80％ 이상의 서열 동일성, 90％ 이상의 서열 동일성, 95％ 이상의 서열

동일성, 또는 99％ 이상의 서열 동일성을 나타낼 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바람직하게는, 동일하지 않은 잔기 위치들은

보존성 아미노산 치환에 의해 상이하다. 보존성 아미노산 치환은 유사한 측쇄를 갖는 잔기들의 교환가능성을 지칭한다. 예

를 들어, 지방족 사슬을 갖는 아미노산의 군은 글리신, 알라닌, 발린, 루신 및 이소루신이고; 지방족-히드록실 측쇄를 갖는

아미노산의 군은 세린 및 트레오닌이고; 아미드-함유 측쇄를 갖는 아미노산의 군은 아스파라긴 및 글루타민이고; 방향족

측쇄를 갖는 아미노산의 군은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및 트립토판이고; 염기성 측쇄를 갖는 아미노산의 군은 라이신, 아르

기닌, 및 히스티딘이고; 황-함유 측쇄를 갖는 아미노산의 군은 시스테인 및 메티오닌이다. 바람직한 보존성 아미노산 치환

군은 발린-루신-이소루신, 페닐알라닌-타이로신, 라이신-아르기닌, 알라닌-발린, 글루탐산-아스파르트산, 및 아스파라

긴-글루타민이다.

본원에 논의된 바와 같이, 아미노산 서열에서의 변화가 적어도 75％,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80％, 90％, 95％, 가장 바

람직하게는 99％를 유지하는 한, 항체 또는 이뮤노글로불린 분자의 아미노산 서열에서의 미량의 변화는 본 발명에 포함되

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보존성 아미노산 교체가 구현된다. 보존성 교체는 측쇄들이 관련된 아미노산의 족 내에서 일어

나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코딩된 아미노산은 일반적으로 하기의 족으로 분류된다: (1) 산성 (아스파르테이트, 글루타메이

트); (2) 염기성 (라이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3) 비극성 (알라닌, 발린, 루신, 이소루신, 프롤린, 페닐알라닌, 메티오닌,

트립토판); 및 (4) 무전하 극성 (글리신,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시스테인,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더욱 바람직한 족은

하기와 같다: 세린 및 트레오닌은 지방족-히드록시 족이고; 아스파라긴 및 글루타민은 아미드-함유 족이고; 알라닌, 발린,

루신 및 이소루신은 지방족 족이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및 타이로신은 방향족 족이다. 예를 들어, 루신을 이소루신 또

는 발린으로, 아스파르테이트를 글루타메이트로, 트레오닌을 세린으로 격리하여 교체하는 것, 또는 한 아미노산의 구조적

으로 관련된 아미노산으로의 유사한 교체는, 특히 교체가 골격 부위 내의 아미노산을 수반하지 않는다면, 생성된 분자의

결합 또는 성질에 주요한 효과를 갖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미노산 변화로 기능성 펩티드가 생성되었

는지의 여부는 폴리펩티드 유도체의 특이적 활성을 분석함으로써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다. 본원에 분석법이 상세하게 기

술된다. 항체 또는 이뮤노글로불린 분자의 단편 또는 유사체는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제조될 수 있다. 단편 또는 유사체

의 바람직한 아미노- 및 카르복시-말단은 기능성 도메인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한다. 구조적 및 기능성 도메인은 뉴클레오

티드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 데이타를 공공 또는 사유 서열 데이타베이스와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컴퓨터화된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공지된 구조 및/또는 기능의 다른 단백질에서 발생하는 서열 모티프(motif) 또는 예상

단백질 입체형태 도메인을 확인한다. 공지된 3차원 구조로 폴딩되는(folded) 단백질 서열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지되어 있

다. 문헌 [Bowie et al. Science 253:164 (1991)]을 참조하길 바란다. 따라서, 상기의 예들은 본 발명에 따른 구조적 및

기능성 도메인을 규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서열 모티프 및 구조적 입체형태를 당업자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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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아미노산 치환은 (1) 단백질분해에 대한 감수성을 저하시키고, (2) 산화에 대한 감수성을 저하시키고, (3)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하기 위한 결합 친화력을 변화시키고, (4) 결합 친화력을 변화시키고, (4) 이같은 유사체의 기타 물리화학적

또는 기능적 성질을 부여하거나 또는 변형시키는 것들이다. 유사체는 천연-발생 펩티드 서열 이외의 서열을 갖는 다양한

돌연변이단백질(mutein)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단일 또는 다중 아미노산 치환 (바람직하게는 보존성 아미노산 치환)이

천연-발생 서열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분자간 접촉을 형성하는 도메인(들) 외부의 폴리펩티드의 부분에

서). 보존성 아미노산 치환은 모 서열의 구조적 특징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교체 아미노산은

모 서열에서 발생하는 나선을 파손시키거나, 또는 모 서열의 특징인 다른 유형의 2차 구조를 파괴시키는 경향이 없어야 한

다). 당업계에서 인지되는 폴리펩티드 2차 및 3차 구조는 각각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 문헌 [Proteins, Structures

and Molecular Principles (Creighton, Ed., W. H. Freeman and Company, New York (1984))]; [Introduction to

Protein Structure (C. Branden and J. Tooze, eds., Garland Publishing, New York, N.Y. (1991))]; 및 [Thornton et

al. Nature 354:105 (1991)]에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의 항체는 주형 펩티드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비-펩티드 화합물로 구성될 수 있는, 본원에 개시된 에피토프 결정인

자의 펩티드 유사체를 사용하여 또한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비-펩티드 화합물은 "펩티드 모방체(mimetic)" 또는

"펩티도모방체(peptidomimetic)"로 명명된다. 문헌 [Fauchere, J. Adv. Drug Res. 15:29 (1986)]; [Veber and

Freidinger TINS p.392 (1985)]; 및 [Evans et al. J. Med. Chem. 30:1229 (1987)]을 참조하길 바란다. 이같은 화합물

은 컴퓨터화된 분자 모델링의 보조로 종종 개발된다. 치료적으로 유용한 펩티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펩티드 모방체는 등

가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펩티도모방체는 패러다임 폴리펩티드 (즉, 생화학

적 성질 또는 약리학적 활성을 갖는 폴리펩티드), 예컨대 인간 항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당업계에 주지된 방법에 의

해 -CH2NH-, -CH2S-, -CH2-CH2-, -CH=CH- (시스 및 트랜스), -COCH2-, -CH(OH)CH2- 및 CH2SO-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결합으로 임의 치환된 하나 이상의 펩티드 결합을 갖는다. 컨센서스(consensus) 서열의 하나 이상의

아미노산을 동일한 유형의 D-아미노산으로 계획적으로 치환시키는 것 (예를 들어, L-라이신 대신 D-라이신)을 사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펩티드를 생성시킬 수 있다. 또한, 컨센서스 서열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컨센서스 서열 변동을 포함하는

구속(constrained) 펩티드가 당업계에 공지된 방법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 문헌 [Rizo and Gierasch Ann. Rev.

Biochem. 61:387 (1992)])에 의해, 예를 들어, 펩티드를 고리화시키는 분자내 디술피드 다리를 형성할 수 있는 내부 시스

테인 잔기를 부가함으로써, 생성될 수 있다.

용어 "이중특이적 분자"는 2개 이상의 상이한 결합 특이성을 갖는 임의의 작용제, 예를 들어, 단백질, 펩티드, 또는 단백질

또는 펩티드 복합체를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예를 들어, 이중특이적 분자는 (a) 세포 표면 항원 및 (b) 이펙터 세포의 표면

상의 Fc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용어 "다중특이적 분자" 또는 "이종특이적 분자"는 2

개를 초과하는 결합 특이성을 갖는 임의의 작용제, 예를 들어, 단백질, 펩티드, 또는 단백질 또는 펩티드 복합체를 포함하

도록 의도된다. 예를 들어, 다중특이적 분자는 (a) 세포 표면 항원, (b) 이펙터 세포의 표면 상의 Fc 수용체, 및 (c) 하나 이

상의 다른 성분에 결합할 수 있거나, 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는 CD148 에피토프, 및 기타 표적, 예컨

대 이펙터 세포 상의 Fc 수용체에 대해 지시된 이중특이적, 삼중특이적, 사중특이적 및 기타 다중특이적 분자가 포함되지

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용어 "이중특이적 항체"에는 다이아바디가 또한 포함된다. 다이아바디는 VH 및 VL 도메인이

단일 폴리펩티드 사슬 상에 발현되지만, 동일한 사슬 상의 두 도메인 간에 쌍을 이루도록 하기에는 너무 짧은 링커가 사용

되어 도메인들이 또다른 사슬의 상보적 도메인과 쌍을 이루도록 하고 2개의 항원 결합 부위가 생성된, 2가의 이중특이적

항체이다 (예를 들어, 문헌 [Holliger, P., et al (1993) Proc. Natl. Acad. Sci. USA 90:6444-6448]; [Poljak, R. J., et

al. (1994) Structure 2:1121-1123] 참조). 이중특이적 항체는 2개 이상의 항체, 항체 결합 단편 (예를 들어, Fab), 이들

로부터의 유도체, 또는 함께 연결된 항원 결합 영역을 포함하고, 이들 중 적어도 2개는 상이한 특이성을 갖는다. 이러한 상

이한 특이성에는 이펙터 세포 상의 Fc 수용체에 대한 결합 특이성, 및 표적 세포, 예를 들어 종양 세포 상의 항원 또는 에피

토프에 대한 결합 특이성이 포함된다.

용어 "인간 항체"는 인간 숙주에게 투여되었을 때 인간 항체가 자신에 대한 면역원성 반응, 바람직하게는 검출가능한 면역

원성 반응을 실질적으로 유발하지 않도록 불변 영역 및 골격이 전체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인간 서열로 구성된 항체를 지

칭한다. "인간 항체"는 전적으로 인간 서열로 구성될 필요는 없고, 항체가 인간 숙주에게 투여되었을 때 면역원성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한, 부분적인 비-인간 서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인간 항체"에는 비-인간 종, 예

컨대 마우스의 CDR 영역이 인간 골격 상에 그래프트된 항체가 포함된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인간 항체는 마우스, 래트 및

토끼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비-인간 포유동물에서 생산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인간 항체는 인간 이뮤노

글로불린 레퍼토리를 갖는 트랜스제닉 동물로부터의 하이브리도마 세포에서 생산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는, 완전한 인

간 항체가 재조합에 의해, 예컨대 트랜스펙토마에서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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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인간화 항체"는 실질적으로 모든 불변 영역은 인간으로부터 유래되고 하나 이상의 가변 영역 모두 또는 이의 일부는

또다른 종, 예를 들어 마우스로부터 유래된 항체를 지칭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모노클로날 항체 조성물"은 단일 분자 조성의 항체 분자의 제제를 지칭한

다. 모노클로날 항체 조성물은 특정 에피토프에 대해 단일 결합 특이성 및 친화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용어 "인간 모노클

로날 항체"는 인간 생식계열 이뮤노글로불린 서열로부터 유래된 가변 및 불변 영역을 갖는 단일 결합 특이성을 나타내는

항체를 지칭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는 불멸화 세포에 융합된 인간 중쇄 트랜스진 및 경쇄 트랜스진

을 포함하는 게놈을 갖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 예를 들어, 트랜스제닉 마우스로부터 수득된 B 세포를 포함하는 하이

브리도마에 의해 생산된다.

항체와 관련하여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재조합"은 재조합 수단에 의해 제조, 발현, 생성 또는 단리된 모든 인간 항체, 예컨

대 (a) 인간 이뮤노글로불린 유전자에 대해 트랜스제닉인 동물 (예를 들어, 마우스) 또는 이로부터 제조된 하이브리도마로

부터 단리된 항체 (하기의 섹션 I에 기술됨), (b) 항체를 발현하도록 형질전환된 숙주세포, 예를 들어, 트랜스펙토마로부터

단리된 항체, (c) 재조합 복합 인간 항체 라이브러리로부터 단리된 항체, 및 (d) 인간 이뮤노글로불린 유전자 서열의 다른

DNA 서열로의 스플라이싱을 수반하는 임의의 다른 수단에 의해 제조, 발현, 생성 또는 단리된 항체를 포함하도록 의도된

다. 이같은 재조합 인간 항체는 인간 생식계열 이뮤노글로불린 서열로부터 유래된 가변 및 불변 영역을 갖는다. 그러나, 특

정 실시양태에서, 이같은 재조합 인간 항체에 시험관내 돌연변이유발 (또는, 인간 Ig 서열에 대해 트랜스제닉인 동물이 사

용되는 경우, 생체내 체세포 돌연변이유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재조합 항체의 VH 및 VL 영역의 아미노산 서열이

인간 생식계열 VH 및 VL 서열로부터 유래되고 이와 관련되지만 생체내 인간 항체 생식계열 레퍼토리에 천연적으로 존재

하지 않을 수 있는 서열이다.

본원에서 사용된 "이종 항체"는 이같은 항체를 생산하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생물과 관련되어 정의된다. 이러한 용어는 비

-인간 트랜스제닉 동물로 구성되지 않는 생물에서 발견되는 것에 상응하고 일반적으로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 이외의

종으로부터의 것인 아미노산 서열 또는 코딩 핵산 서열을 갖는 항체를 지칭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헤테로하이브리드(heterohybrid) 항체"는 상이한 생물 기원의 경쇄 및 중쇄를 갖는 항체를 지칭한다. 예

를 들어, 뮤린 경쇄와 회합된 인간 중쇄를 갖는 항체는 헤테로하이브리드 항체이다. 헤테로하이브리드 항체의 예로는 상기

논의된 키메라 및 인간화 항체가 포함된다.

본원에서 사용된 "이소형 스위칭(switching)"은 항체의 클래스 또는 이소형이 한 Ig 클래스에서 또다른 Ig 클래스로 변화

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스위칭되지 않은(nonswitched) 이소형"은 이소형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생산된 중쇄의 이소형

클래스를 지칭한다; 스위칭되지 않은 이소형을 코딩하는 CH 유전자는 전형적으로 기능적으로 재배열된 VDJ 유전자로부

터 바로 하류에 있는 첫번째 CH 유전자이다. 이소형 스위칭은 고전적인 이소형 스위칭 및 비고전적인 이소형 스위칭으로

분류되었다. 고전적인 이소형 스위칭은 트랜스진 내의 하나 이상의 스위치 서열 영역이 수반되는 재조합 이벤트에 의해 발

생한다. 비고전적인 이소형 스위칭은, 예를 들어, 인간 세타-뮤와 인간 세타-뮤 간의 상동성 재조합 (델타-회합 결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별법적인 비고전적인 스위칭 메카니즘, 예컨대 특히 트랜스진 간의 재조합 및/또는 염색체 간의 재조

합이 발생하여 이소형 스위칭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스위치 서열"은 스위치 재조합을 초래하는 DNA 서열을 지칭한다. 전형적으로 뮤 스위치 영역인 "

스위치 도너(donor)" 서열은 스위치 재조합 동안 결실된 구축물 영역의 5' (즉, 상류)에 있다. "스위치 어셉터acceptor)" 영

역은 결실될 구축물 영역과 교체 불변 영역 (예를 들어, 감마, 엡실론 등) 사이에 있을 것이다. 재조합이 항상 발생하는 특

정 부위가 없기 때문에, 최종 유전자 서열은 전형적으로 구축물로부터 예측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본원에서 사용된 "글리코실화 패턴"은 단백질, 더욱 구체적으로는 이뮤노글로불린 단백질에 공유결합에 의해 부착되는 탄

수화물 단위의 패턴으로 정의된다. 이종 항체의 글리코실화 패턴은, 당업자가 이종 항체의 글리코실화 패턴을 트랜스진의

CH 유전자가 유래된 종에 대한 것보다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의 종에서의 글리코실화 패턴과 더욱 유사한 것으로 인식

할 경우,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의 종에 의해 생산된 항체 상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글리코실화 패턴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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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상물에 대해 적용되어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천연-발생"은 대상물이 천연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천연 공급원으로부터 단리될 수 있고 실험실에서 인간에 의해 의도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생물 (바이러스 포함)

내에 존재하는 폴리펩티드 또는 폴리뉴클레오티드는 천연-발생되는 것이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재배열된"은 각각 완전한 VH 또는 VL 도메인을 본질적으로 코딩하는 입체형태에서 V 절편이 D-J

또는 J 절편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한 중쇄 또는 경쇄 이뮤노글로불린 좌위의 형상을 지칭한다. 재배열된 이뮤노글로불린

유전자 좌위는 생식계열 DNA에 대한 비교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재배열된 좌위는 하나 이상의 재조합된 7량체/9량체 상

동성 요소를 가질 것이다.

V 절편과 관련하여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재배열되지 않은" 또는 "생식계열 형상"은 D 또는 J 절편에 바로 인접하도록 V

절편이 재조합되지 않은 형상을 지칭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트랜스펙토마"에는 항체를 발현하는 재조합 진핵생물 숙주 세포, 예컨대 CHO 세포 또는 NS/0 세

포가 포함된다.

용어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은 하나 이상의 인간 중쇄 및/또는 경쇄 트랜스진 또는 트랜스크로모좀

(transchromosome) (동물의 천연 게놈 DNA 내로 통합되거나 통합되지 않음)를 포함하는 게놈을 갖고 완전히 인간형인

항체를 발현할 수 있는 비-인간 동물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CD148 및/또는 CD148를 발현하는 세포로 면역화되었을 때

마우스가 인간 항-CD148 항체를 생산하도록, 트랜스제닉 마우스는 인간 경쇄 트랜스진, 및 인간 중쇄 트랜스진 또는 인간

중쇄 트랜스크로모좀을 가질 수 있다. WO 02/43478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인간 중쇄 트랜스진은 트랜스제닉, 예를 들어,

HuMAb 마우스의 경우에서와 같이 마우스의 염색체 DNA 내로 통합될 수 있거나, 또는 인간 중쇄 트랜스진은 트랜스크로

모조말 (예를 들어, KM) 마우스의 경우에서와 같이 염색체외부에서 유지될 수 있다. 이같은 트랜스제닉 및 트랜스크로모

조말 마우스는 V-D-J 재조합 및 이소형 스위칭에 의해 CD148에 대해 다중 이소형의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 (예를 들어,

IgG, IgA 및/또는 IgE)를 생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양한 양상이 하기 서브섹션에서 더욱 상세하게 기술된다.

CD148에 대한 항체의 생산

본 발명은 CD148 매개 염증성 및/또는 혈관신생 활성의 활성화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CD148의 특정 에피토프

에 결합하는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에 의해 예시된다. 이같은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에는 CD148에 대한

결합이 본원에 개시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에 의해 경쟁적으로 억제되는 항-CD148 항체 및 이의 항원-결합 영

역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항체 및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코딩하는 폴리뉴클레오티드 서열, 뿐만 아니라 이같은 폴리뉴클

레오티드 서열에 의해 발현되는 폴리펩티드 서열은 공동 계류중인 미국 특허 가출원번호 제60/564,885호 및 60/585,686

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의 개시내용은 거명에 의해 전체적으로 본원에 포함된다.

본 발명은 서열 33의 아미노산 447-725, 533-725, 715-973, 324-335,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

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항-CD148 항체를 제공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

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

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

피토프에 결합하는 항-CD148 항체 및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제공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서열 33의 아미

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

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리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제공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서열 33의 아미노산 315-329, 318-332, 321-335, 324-338, 324-329, 324-332,

324-335, 447-725, 533-725, 715-973,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모노

클로날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제공한다. 이같은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은 하기에 개시된 다수의 공정

중 임의의 것에 의해, 예를 들어, 동물을 제1 CD148 항원성 조성물로 면역화시키고 면역화된 동물로부터 본 발명의 모노

클로날 항체와 실질적으로 교차 반응하는 항체를 선별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7-0007884

- 17 -



이같은 조합된 성질을 갖는 항체는 수용체 경쟁, ELISA, 공침전, 및/또는 본원에 기술된 기능성 분석법 및 교차반응성 분

석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 발명에 포함되는 항체로는 IgG, IgA, IgG1-4, IgE, IgM, 및 IgD 항체, 예를 들어, IgG1κ 또는 IgG1λ 이소형, 또는

IgG4κ 또는 IgG4λ 이소형이 포함된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항체는 IgG2 이소형이다. 한 실시양태에서, 인간 항

체는 V-D-J 재조합 및 이소형 스위칭에 의해 CD148에 대한 다중 이소형의 인간 항체 (예를 들어, IgG, IgA 및/또는 IgE)

를 생산할 수 있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 예를 들어, 트랜스제닉 마우스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양상에는 항

체, 항체 단편, 및 이의 제약 조성물뿐만 아니라 모노클로날 항체를 생산하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 B-세포, 숙주 세

포 트랜스펙토마 및 하이브리도마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항체를 사용하여 CD148 또는 관련된 교차반응성 성장 인자 수

용체를 발현하는 세포를 검출하거나, 또는 시험관내 또는 생체내에서 CD148을 발현하는 세포의 성장, 분화 및/또는 운동

성을 억제하는 방법 또한 본 발명에 포함된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항체를 포함하는 제약 제제, 및 본 발명의 항체를 투여

함으로써 생리적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을 또한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항체 및 항원 결합 영역은 동물의 면역화 (예를 들어, 항체 Ab-1 내지 Ab-8 중 하나 이상의 것에 특이적으로 결

합하고 이의 결합을 경쟁적으로 억제하는 항체의 생산을 유발하는 항원으로의 면역화); 하이브리도마 (예를 들어, 트랜스

제닉 또는 비-트랜스제닉 동물로부터의 B-세포를 사용); 재조합 방법 (예를 들어, CHO 트랜스펙토마; 문헌 [Morrison,

S. (1985) Science 229:1202] 참조), 또는 시험관내 합성 수단 (예를 들어, 고체-상 폴리펩티드 합성)에 의한 것들이 포함

되는 임의의 수의 여러 방법에 의해 구축될 수 있다.

일부 실시양태에서, 항체 및 항원 결합 영역은 인간의 것 또는 인간화된 것이다. 비-인간 항체를 인간화시키는 방법은 당

업계에 주지되어 있다. 인간화는 Winter 및 공동작업자들의 방법을 따라 본질적으로 수행된다 (문헌 [Jones et al.,

Nature, 321:522 (1986)]; [Riechmann et al., Nature, 332:323 (1988)]; [Verhoeyen et al., Science, 239:1534

(1988)] 참조). 간략하게, 인간 불변 영역 유전자를 적절한 인간 또는 비-인간 가변 영역 유전자에 연결시킨다. 예를 들어,

모 뮤린 모노클로날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 (CDR, 또는 상보성 결정 영역)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서열을 DNA 수준에서 인

간 가변 영역 골격 서열에 그래프트시킨다. 인간 불변 영역 유전자의 서열은 문헌 [Kabat et al. (1991) Sequences of

Proteins of Immunological Interest, N.I.H. publication no. 91-32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간 C 영역 유전자는 공지

된 클론으로부터 용이하게 입수가능하다. 항체 이소형의 선택은 원하는 이펙터 기능, 예컨대 보체 고정, 또는 항체-의존성

세포성 세포독성에서의 활성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이소형은 IgG2이다.

인간 또는 인간화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은 당업계에 주지된 기술을 사용하는 파지 디스플레이, 레트로바이러스 디스플

레이, 리보좀 디스플레이 및 기타 기술이 비제한적으로 포함되는 디스플레이-유형 기술을 통해 또한 생성될 수 있고, 생성

된 분자에 추가적인 성숙, 예컨대 친화성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같은 기술은 당업계에 주지되어 있다. 문헌

[Hanes and Plucthau PNAS USA 94:4937-4942 (1997)] (리보좀 디스플레이), [Parmley and Smith Gene 73:305-

318 (1988)] (파지 디스플레이), [Scott TIBS 17:241-245 (1992)], [Cwirla et al. PNAS USA 87:6378-6382 (1990)]

, [Russel et al. Nucl. Acids Research 21:1081-1085 (1993)], [Hoganboom et al. Immunol. Reviews 130:43-68

(1992)], [Chiswell and McCafferty TIBTECH 10:80-84 (1992)], 및 미국 특허 제5,733,743호를 참조하길 바란다.

적절한 인간 항체 서열의 확인은 컴퓨터 모델링에 의해 용이해질 수 있다. 모델링은 당업계에 주지되어 있고, 예를 들어,

부자연스러운 입체형태적 제약 및 부수적인 결합 친화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인간 CDR 영역과 인간 가변 골격 영역

의 부자연스러운 병치(倂置)를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뮤노글로불린 분자의 3차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는 광범위하게 이용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분자 모델은 이뮤노글로불린 사슬 또는 이의 도메인에 대한 해

석된 구조로부터 시작하여 만들어진다. 모델링될 사슬을 해석된 3차원 구조를 갖는 사슬 또는 도메인과 아미노산 서열 유

사성에 대해 비교하고, 가장 큰 서열 유사성을 나타내는 사슬 또는 도메인을 분자 모델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으로 선택한

다. 해석된 출발 구조물을 모델링될 이뮤노글로불린 사슬 또는 도메인 내의 실제 아미노산과 출발 구조물 간의 차이를 허

용하도록 변형한다. 이어서 변형된 구조를 복합 이뮤노글로불린 내로 어셈블링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최소화에 의해 그

리고 모든 원자가 서로로부터 적절한 거리 내에 있고 결합 길이 및 각도가 화학적으로 허용가능한 한계 내에 있음을 검증

함으로써 모델을 정련한다.

면역화 시 내인성 이뮤노글로불린 생산의 부재 하에 인간 항체의 전체적인 레퍼토리를 생산할 수 있는 트랜스제닉 동물

(예를 들어 마우스)를 생산하는 것이 현재 가능하다. 예를 들어, 키메라 및 생식계열 돌연변이 마우스에서의 항체 중쇄 연

결 영역 (JH) 유전자의 동형접합성 결실로 내인성 항체 생산이 완전히 억제된다. 이같은 생식계열 돌연변이 마우스에서의

인간 생식계열 이뮤노글로불린 유전자 어레이(array)의 전달로 항원 투여 시 인간 항체가 생산될 것이다. 예를 들어,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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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obovits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90:2551 (1993)]; [Jakobovits et al., Nature, 362:255 (1993)];

[Bruggermann et al., Year in Immunol., 207:33 (1993)]을 참조하길 바란다. 시판되는 트랜스제닉 마우스 종 예컨대

XenoMouse가 기술되어 있었다 (문헌 [Green et al. Nature Genetics 7:13-21 (1994)] 참조).

본 발명의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을 생산하기 위한 재조합 방법은 Ab-1 내지 Ab-8 중 임의의 것 내에 존재하는 것들과

같은 이뮤노글로불린 중쇄 및 경쇄의 원하는 영역의 단리된 핵산으로 시작된다. 이같은 영역은, 예를 들어, 중쇄 및 경쇄의

가변 영역 모두 또는 이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이같은 영역은, 특히, 중쇄 및/또는 경쇄의 하나 이상의 CDR, 종종 Ab-1

내지 Ab-8로부터의 하나 이상의 CDR 쌍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을 코딩하는 핵산은 당업

계에 공지된 시험관내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합성 방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합성될 수 있다. 별법으로, 당업계에 공지된 재조

합 방법을 사용하여, 더 작은 단편들이 합성 및 연결되어, 더 큰 단편을 형성할 수 있다. 항체 결합 영역, 예컨대 Fab 또는 F

(ab')2에 대한 것은 무손상 단백질의 절단에 의해, 예를 들어 프로테아제 또는 화학적 절단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별법으

로, 말단절단된 유전자가 고안될 수 있다.

항체 또는 이의 항원 결합 영역을 발현하기 위해, 부분적인 또는 전장 경쇄 및 중쇄를 코딩하는 DNA를 표준 분자 생물학

기술 (예를 들어, PCR 증폭, 부위 지정 돌연변이유발)에 의해 수득할 수 있고, 유전자가 전사 및 번역 조절 서열에 작동적

으로 연결되도록 발현 벡터 내로 삽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을 코딩하는 핵산이 적절한 발현 벡

터 내로 클로닝되어 적절한 숙주에서 발현될 수 있다. 적절한 벡터 및 숙주 세포 시스템은, 예를 들어, Ab-1 내지 Ab-8 중

적어도 하나의 가변 중쇄 및 가변 경쇄, 또는 이의 CDR 함유 폴리펩티드의 공-발현 및 어셈블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적절한 발현 시스템은 당업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폴리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핵산은 적절한 포유류 또는 비포유류 숙주 세포의 형질감염에 사용될 수 있다. 일

부 실시양태에서, 경쇄 및 중쇄의 발현을 위해, 중쇄 및 경쇄를 코딩하는 발현 벡터(들)를 표준 기술에 의해 숙주 세포 내로

형질감염시킨다. 용어 "형질감염"의 다양한 형태는 외인성 DNA를 원핵생물 또는 진핵생물 숙주 세포 내로 도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광범위한 기술, 예를 들어, 전기천공, 칼슘-포스페이트 침전, DEAE-덱스트란 형질감염 등을 포함하

도록 의도된다. 본 발명의 항체를 원핵생물 또는 진핵생물 숙주 세포에서 발현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진핵생

물 세포, 가장 바람직하게는 포유류 숙주 세포에서 항체를 발현시키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데, 이같은 진핵생물 세포, 특히

포유류 세포가 적절하게 폴딩되고 면역학적으로 활성인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을 어셈블링 및 분비하는데 원핵생물 세

포보다 더욱 적절하기 때문이다.

발현 벡터에는 플라스미드, 레트로바이러스, 코스미드, YAC, EBV 유래 에피좀 등이 포함된다. 편리한 벡터는 임의의 VH

또는 VL 서열이 쉽게 삽입 및 발현되도록 조작된 적절한 제한 부위를 갖는, 기능적으로 완전한 인간 CH (불변 중쇄) 또는

CL (불변 경쇄) 이뮤노글로불린 서열을 코딩하는 것이다. 이같은 벡터에서, 스플라이싱은 삽입된 J 영역 내의 스플라이스

도너 부위와 인간 C 영역에 앞서는 스플라이스 어셉터 부위 사이에서, 그리고 또한 인간 CH 엑손 내에서 발생하는 스플라

이스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폴리아데닐화 및 전사 종결은 코딩 영역 하류의 천연 염색체 부위에서 발생한다.

발현 벡터 및 발현 제어 서열은 사용된 발현 숙주 세포와 혼화성이도록 선택된다. 본 발명의 항체 가변 중쇄 핵산 및 항체

가변 경쇄 핵산은 별도의 벡터 내로 삽입될 수 있거나, 또는 종종 양 유전자가 동일한 발현 벡터 내로 삽입된다. 핵산은 발

현 벡터 내로 표준 방법 (예를 들어, 항체 핵산 단편 및 벡터 상의 상보성 제한 부위의 결찰, 또는 제한 부위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평활 말단 결찰)에 의해 삽입될 수 있다. 본원에 기술된 Ab-1 내지 Ab-8의 중쇄 및 경쇄 가변 영역을 사용하여,

VH 절편이 벡터 내의 CH 절편(들)에 작동적으로 연결되고 VL 절편이 벡터 내의 CL 절편에 작동적으로 연결되도록 이들

을 원하는 이소형 (및 서브클래스)의 중쇄 불변 및 경쇄 불변 영역을 이미 코딩하는 발현 벡터 내로 삽입함으로써 임의의

항체 이소형의 전장 항체 유전자를 생성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또는 별법적으로, 발현 벡터는 숙주 세포로부터 항체 또

는 항원 결합 영역 사슬의 분비를 용이하게 하는 신호 펩티드를 코딩할 수 있다. 신호 펩티드가 항체/항원 결합 영역 사슬

유전자의 아미노 말단에 인-프레임(in-frame)으로 연결되도록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 사슬 유전자가 벡터 내로 클로닝

될 수 있다. 신호 펩티드는 이뮤노글로불린 신호 펩티드 또는 이종 신호 펩티드 (즉, 이뮤노글로불린이 아닌 단백질로부터

의 신호 펩티드)일 수 있다.

CDR 포함 서열에 더하여, 본 발명의 발현 벡터는 숙주 세포 내에서의 서열 발현을 제어하는 조절 서열을 갖는다. 용어 "조

절 서열"은 항체 사슬 유전자의 전사 또는 번역을 제어하는 프로모터, 인핸서(enhancer) 및 기타 발현 제어 요소 (예를 들

어, 폴리아데닐화 신호)를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이같은 조절 서열은, 예를 들어, 문헌 [Goeddel; Gene Expression

Technology. Methods in Enzymology 185, Academic Press, San Diego, Calif. (1990)]에 기술되어 있다. 조절 서열의

선택을 포함하여 발현 벡터의 고안은 형질전환될 숙주 세포의 선택, 원하는 단백질의 발현 수준 등과 같은 인자에 따라 좌

우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포유류 숙주 세포 발현에 바람직한 조절 서열로는 포유류 세포에서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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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단백질 발현을 지시하는 바이러스 요소, 예컨대 거대세포바이러스 (CMV), 원숭이 바이러스 40 (SV40), 아데노바

이러스, (예를 들어, 아데노바이러스 메이저(major) 후기 프로모터 (AdMLP)) 및 폴리오마로부터 유래된 프로모터 및/또

는 인핸서가 포함된다. 별법적으로, 비바이러스성 조절 서열, 예컨대 유비퀴틴 프로모터 또는 베타-글로빈 프로모터를 사

용할 수 있다.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 핵산 및 조절 서열에 더하여, 본 발명의 발현 벡터는 숙주 세포 내에서의 벡터의 복제를 조절하

는 서열 (예를 들어, 복제 기원) 및 선별가능한 마커 유전자와 같은 추가적인 서열을 지닐 수 있다. 선별가능한 마커 유전자

는 벡터가 도입된 숙주 세포의 선별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4,399,216호, 제4,634,665호 및 제

5,179,017호 (모두 Axel et al.) 참조). 예를 들어, 전형적으로 선별가능한 마커 유전자는 약물, 예컨대 G418, 하이그로마

이신 또는 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한 저항성을 벡터가 도입된 숙주 세포에 부여한다. 바람직한 선별가능한 마커 유전자로는

디하이드로폴레이트 환원효소 (DHFR) 유전자 (메토트렉세이트 선별/증폭으로 dhfr-숙주 세포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 및

neo 유전자 (G418 선별용)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재조합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의 발현에 바람직한 포유류 숙주 세포로는 차이니즈 햄스터 난소 (CHO

(Chinese Hamster Ovary) 세포) (예를 들어, 문헌 [R. J. Kaufinan and P. A. Sharp (1982) Mol. Biol. 159:601-621]에

기술된 바와 같이, DHFR 선별가능 마커와 함께 사용되는, 문헌 [Urlaub and Chasin, (1980) Proc. Natl. Acad. Sci.

USA 77:4216-4220]에 기술된 dhfr-CHO 세포 포함), NS/0 골수종 세포, COS 세포 및 SP2.0 세포가 포함된다. 특히,

NS/0 골수종 세포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또다른 바람직한 발현 시스템은 WO 87/04462, WO 89/01036 및 유럽 특허 제

338 841호에 개시된 GS 유전자 발현 시스템이다. 본 발명의 발현 벡터가 포유류 숙주 세포 내로 도입되면, 숙주 세포 내에

서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이 발현되도록, 또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이 숙주 세포가 성장된 배

양 배지 내로 분비되도록 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숙주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이 생산된다.

일단 발현되면, 본 발명의 항체 및 항원 결합 영역을 HPLC 정제, 분획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겔 전기영동 등이 포함되는

당업계의 표준 방법에 따라 정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헌 [Scopes, Protein Purification, Springer-Verlag, NY,

1982] 참조). 특정 실시양태에서, 크로마토그래피 및/또는 전기영동 기술을 사용하여 폴리펩티드를 정제한다. 예시적인

정제 방법으로는 황산암모늄으로의 침전; PEG로의 침전; 면역침전; 열변성에 이은 원심분리;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예를

들어, 단백질-A-Sepharose),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및 역상 크로마토그래피가 포함되지만 이

에 한정되지 않는 크로마토그래피; 겔 여과; 히드록실아파타이트 크로마토그래피; 등전 포커싱;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

영동; 및 이같은 기술 및 기타 기술의 조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고속 단백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에 의해 폴리펩티드를 정제한다.

CD148에 대한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의 생성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에는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 세포가 포함된다. 하이브

리도마 세포는 불멸화 세포에 융합된 인간 중쇄 트랜스진 및 경쇄 트랜스진을 포함하는 게놈을 갖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로부터 수득된 B 세포를 포함할 수 있고, 이때 하이브리도마는 검출가능한 양의 본 발명의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생산한다.

표준 프로토콜을 기초로 마우스 스플레노사이트(splenocyte)를 단리하여 PEG와 함께 마우스 골수종 세포주에 융합시킬

수 있다. 이어서 생성된 하이브리도마를 항원-특이적 항체의 생산에 대해 스크리닝한다. 예를 들어, 면역화된 마우스로부

터의 비장 림프구의 단일 세포 현탁액을 50％ PEG와 함께 1/6 배의 P3X63-Ag8.653 비-분비성 마우스 골수종 세포

(ATCC, CRL 1580)에 융합시킨다. 세포를 약 2×105로 바닥이 평평한 미량역가 플레이트에 플레이팅한 후, 20％ 태아 클

론 혈청, 18％ "653" 컨디셔닝 배지, 5％ 오리젠(origen) (IGEN), 4 mM L-글루타민, 1 mM L-글루타민, 1 mM 소듐 피루

베이트, 5 mM HEPES, 0.055 mM 2-메르캅토에탄올, 50 유닛/㎖ 페니실린, 50 ㎎/㎖ 스트렙토마이신, 50 ㎎/㎖ 젠타마

이신 및 1×HAT (Sigrna; HAT은 융합 24 시간 후 첨가)을 함유하는 선별 배지에서 2주 동안 인큐베이션하였다. 2주 후,

HAT가 HT로 대체된 배지에서 세포를 배양한다. 이어서 개별적인 웰들을 ELISA에 의해 인간 항-CD148 모노클로날 IgM

및 IgG 항체에 대해 스크리닝한다. 일단 광범위한 하이브리도마 성장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10-14 일 후에 배지를 관찰

한다. 항체를 분비하는 하이브리도마를 다시 플레이팅하고, 다시 스크리닝하고, 인간 IgG에 대해 여전히 양성이면, 항-

CD148 모노클로날 항체를 한계 희석에 의해 적어도 2회 서브클로닝할 수 있다. 이어서 안정적인 서브클론을 시험관내에

서 배양하여 특징화를 위해 조직 배양 배지 내에 소량의 항체를 생성시킨다.

CD148에 대한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를 생산하는 트랜스펙토마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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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업계에 주지된, 재조합 DNA 기술과 유전자 형질감염의 조합을 예를 들어 사용하여, 본 발명의 인간 항체는 숙주 세포 트

랜스펙토마에서 또한 생산될 수 있다 (Morrison, S. (1985) Science 229:1202). 트랜스펙토마 세포는 인간 중쇄 및 인간

경쇄를 코딩하는 핵산을 포함할 수 있고, 이때 트랜스펙토마는 검출가능한 양의 본 발명의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이의 항

원-결합 영역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항체 또는 이의 항체 단편을 발현시키기 위해, 부분적인 또는 전장 경쇄 및 중쇄를 코딩하는 DNA를 표준 분자

생물학 기술 (예를 들어, PCR 증폭, 부위 지정 돌연변이유발)에 의해 수득할 수 있고, 이를 유전자가 전사 및 번역 제어 서

열에 작동적으로 연결되도록 발현 벡터 내로 삽입할 수 있다. 이러한 문맥에서, 용어 "작동적으로 연결된"은 벡터 내의 전

사 및 번역 제어 서열이 항체 유전자의 전사 및 번역을 조절하는 이의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항체 유전자가 벡터 내로

결찰되는 것을 의미하도록 의도된다. 발현 벡터 및 발현 제어 서열은 사용된 숙주 세포와 혼화성이도록 선택된다. 항체 경

쇄 유전자 및 항체 중쇄 유전자는 별도의 벡터 내로 삽입될 수 있거나, 또는 더욱 전형적으로는 양 유전자가 동일한 발현

벡터 내로 삽입된다. 항체 유전자는 발현 벡터 내로 표준 방법 (예를 들어, 항체 유전자 단편 및 벡터 상의 상보성 제한 부

위의 결찰, 또는 제한 부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활 말단 결찰)에 의해 삽입된다. 본원에 기술된 항체의 경쇄 및 중쇄 가

변 영역을 사용하여, VH 절편이 벡터 내의 CH 절편(들)에 작동적으로 연결되고 VL 절편이 벡터 내의 CL 절편에 작동적으

로 연결되도록 이들을 원하는 이소형의 중쇄 불변 및 경쇄 불변 영역을 이미 코딩하는 발현 벡터 내로 삽입함으로써 임의

의 항체 이소형의 전장 항체 유전자를 생성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또는 별법적으로, 발현 벡터는 숙주 세포로부터 항체

사슬의 분비를 용이하게 하는 신호 펩티드를 코딩할 수 있다. 신호 펩티드가 항체 사슬 유전자의 아미노 말단에 인-프레임

으로 연결되도록 항체 사슬 유전자가 벡터 내로 클로닝될 수 있다. 신호 펩티드는 이뮤노글로불린 신호 펩티드 또는 이종

신호 펩티드 (즉, 이뮤노글로불린이 아닌 단백질로부터의 신호 펩티드)일 수 있다.

항체 사슬 유전자에 더하여, 본 발명의 재조합 발현 벡터는 숙주 세포 내에서의 항체 사슬 유전자의 발현을 제어하는 조절

서열을 갖는다. 용어 "조절 서열"은 항체 사슬 유전자의 전사 또는 번역을 제어하는 프로모터, 인핸서 및 기타 발현 제어 요

소 (예를 들어, 폴리아데닐화 신호)를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이같은 조절 서열은, 예를 들어, 문헌 [Goeddel; Gene

Expression Technology. Methods in Enzymology 185, Academic Press, San Diego, Calif. (1990)]에 기술되어 있다.

조절 서열의 선택을 포함하여 발현 벡터의 고안은 형질전환될 숙주 세포의 선택, 원하는 단백질의 발현 수준 등과 같은 인

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포유류 숙주 세포 발현에 바람직한 조절 서열로는 포유류 세포

에서의 높은 수준의 단백질 발현을 지시하는 바이러스 요소, 예컨대 거대세포바이러스 (CMV), 원숭이 바이러스 40

(SV40), 아데노바이러스, (예를 들어, 아데노바이러스 메이저 후기 프로모터 (AdMLP)) 및 폴리오마로부터 유래된 프로모

터 및/또는 인핸서가 포함된다. 별법적으로, 비바이러스성 조절 서열, 예컨대 유비퀴틴 프로모터 또는 베타-글로빈 프로모

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항체 사슬 유전자 및 조절 서열에 더하여, 본 발명의 재조합 발현 벡터는 숙주 세포 내에서의 벡터의 복제를 조절하는 서열

(예를 들어, 복제 기원) 및 선별가능한 마커 유전자와 같은 추가적인 서열을 지닐 수 있다. 선별가능한 마커 유전자는 벡터

가 도입된 숙주 세포의 선별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4,399,216호, 제4,634,665호 및 제5,179,017호

(모두 Axel et al.) 참조). 예를 들어, 전형적으로 선별가능한 마커 유전자는 약물, 예컨대 G418, 하이그로마이신 또는 메

토트렉세이트에 대한 저항성을 벡터가 도입된 숙주 세포에 부여한다. 바람직한 선별가능한 마커 유전자로는 디하이드로폴

레이트 환원효소 (DHFR) 유전자 (메토트렉세이트 선별/증폭으로 dhfr-숙주 세포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 및 neo 유전자

(G418 선별용)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항체 사슬 유전자 및 조절 서열은 거명에 의해 그 내용이

본원에 명백하게 포함되는 문헌 [Bianchi, A.A. and McGrew, J.T. (2003) "High-level expression of full antibodies

using trans-complementing expression vectors," Bioengineering and Biotechnology, 84 (4):439-444]; 및

[McGrew, J.T. and Bianchi, A.A. (2002) "Selection of cells expressing heteromeric proteins," 미국 특허출원 제

20030082735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스프릿(split) dhfr 벡터" PDC323 및 PDC324에서 발현된다.

경쇄 및 중쇄의 발현을 위해, 중쇄 및 경쇄를 코딩하는 발현 벡터(들)를 표준 기술에 의해 숙주 세포 내로 형질감염시킨다.

용어 "형질감염"의 다양한 형태는 외인성 DNA를 원핵생물 또는 진핵생물 숙주 세포 내로 도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광범위한 기술, 예를 들어, 전기천공, 칼슘-포스페이트 침전, DEAE-덱스트란 형질감염 등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본 발명의 항체를 원핵생물 또는 진핵생물 숙주 세포에서 발현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진핵생물 세포, 가장

바람직하게는 포유류 숙주 세포에서 항체를 발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같은 진핵생물 세포, 특히 포유류 세포가

적절하게 폴딩되고 면역학적으로 활성인 항체를 어셈블링 및 분비하는데 원핵생물 세포보다 더욱 적절하기 때문이다.

본 발명의 재조합 항체의 발현에 바람직한 포유류 숙주 세포로는 차이니즈 햄스터 난소 (CHO 세포) (예를 들어, 문헌 [R.

J. Kaufinan and P. A. Sharp (1982) Mol. Biol. 159:601-621]에 기술된 바와 같이, DHFR 선별가능 마커와 함께 사용되

는, 문헌 [Urlaub and Chasin, (1980) Proc. Natl. Acad. Sci. USA 77:4216-4220]에 기술된 dhfr-CHO 세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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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0 골수종 세포, COS 세포 및 SP2.0 세포가 포함된다. 특히, NS/0 골수종 세포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또다른 바람직

한 발현 시스템은 WO 87/04462, WO 89/01036 및 유럽 특허 제338 841호에 개시된 GS 유전자 발현 시스템이다. 항체

유전자를 코딩하는 재조합 발현 벡터가 포유류 숙주 세포 내로 도입되면, 숙주 세포 내에서 항체가 발현되도록, 또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항체가 숙주 세포가 성장된 배양 배지 내로 분비되도록 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숙주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항체가 생산된다. 표준 단백질 정제 방법을 사용하여 항체를 배양 배지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무손상 항체를 발현시키기 위한 부분적인 항체 서열의 용도

항체는 6개의 중쇄 및 경쇄 상보성 결정 영역 (CDR) 내에 위치한 아미노산 잔기를 통해 우선적으로 표적 항원과 상호작용

한다. 이러한 이유로, CDR 내의 아미노산 서열은 CDR 외부의 서열보다 각각의 항체 사이에서 더욱 다양하다. CDR 서열이

대부분의 항원-항체 상호작용의 원인이기 때문에, 상이한 성질을 갖는 상이한 항체로부터의 골격 서열 상에 특이적인 천

연 발생 항체로부터의 CDR 서열을 포함하는 발현 벡터를 구축함으로써 특이적인 천연 발생 항체의 성질을 모방하는 재조

합 항체를 발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문헌 [Riechmann, L. et al., 1998, Nature 332:323-327]; [Jones, P.

et al., 1986, Nature 321:522-525]; 및 [Queen, C. et al., 1989, Proc. Natl. Acad. Sci. U.S.A. 86:10029-10033] 참

조). 이같은 골격 서열은 생식계열 항체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공공의 DNA 데이타베이스로부터 수득할 수 있다. 이러한

생식계열 서열은 B 세포 성숙 동안 V(D)J 연결에 의해 형성되는 완전하게 어셈블링된 가변 유전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

에 성숙 항체 유전자 서열과 상이할 것이다. 생식계열 유전자 서열은 가변 영역에 고르게 걸쳐진 개체에서 고친화력 2차

레퍼토리 항체의 서열과 또한 상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체세포 돌연변이는 골격 영역의 아미노-말단 부분에서 비교적 드

물다. 예를 들어, 체세포 돌연변이는 골격 영역 1의 아미노 말단 부분에서 및 골격 영역 4의 카르복시-말단 부분에서 비교

적 드물다. 또한, 많은 체세포 돌연변이는 항체의 결합 성질을 현저하게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원래 항체와

유사한 결합 성질을 갖는 무손상 재조합 항체를 재생성시키기 위해 특정 항체의 전체 DNA 서열을 수득할 필요가 없다 (모

든 목적을 위해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 PCT/US99/05535 (1999년 3월 12일 출원) 참조). CDR 영역에 걸쳐진 부분적

인 중쇄 및 경쇄 서열이 이러한 목적에 일반적으로 충분하다. 부분적인 서열을 사용하여 어떤 생식계열 가변 및 연결 유전

자 절편이 재조합된 항체 가변 유전자에 기여했는지를 결정한다. 이어서 생식계열 서열을 사용하여 가변 영역의 결손 부분

을 채워넣는다. 중쇄 및 경쇄 리더 서열은 단백질 성숙 동안 절단되고, 최종 항체의 성질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

로, 발현 구축물을 위해 상응하는 생식계열 리더 서열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손 서열을 부가하기 위해, 클로닝된

cDNA 서열 캡이 결찰 또는 PCR 증폭에 의해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조합된다. 별법으로, 전체 가변 영역이 한 세트

의 짧은 오버랩핑 올리고뉴클레오티드들로서 합성되고 PCR 증폭되어 전체적으로 합성형인 가변 영역 클론이 생성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특정 제한 부위의 제거 또는 포함, 또는 특정 코돈의 최적화와 같은 장점을 갖는다.

하이브리도마로부터의 중쇄 및 경쇄 전사물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사용하여 천연 서열과 동일한 아미노산 코딩 용량을

갖는 합성 V 서열을 생성시키기 위한 합성 뉴클레오티드의 오버랩핑 세트를 고안한다. 합성 중쇄 및 카파 사슬 서열은 천

연 서열과 3가지 방식에서 상이할 수 있다: 반복 뉴클레오티드 염기의 스트링(string)이 중단되어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합

성 및 PCR 증폭을 용이하게 하고; 최적의 번역 개시 부위가 코자크(Kozak) 법칙 (Kozak, 1991, J. Biol. Chem.

266:19867-19870)에 따라 혼입되며; HindIII 부위가 번역 개시 부위의 상류에 조작된다.

중쇄와 경쇄 모두의 가변 영역에 대해, 최적화된 코딩 및 상응하는 비-코딩 가닥 서열은 상응하는 비-코딩 올리고뉴클레

오티드의 대략 중심점에서 30-50 개의 뉴클레오티드로 파괴된다. 따라서, 각각의 사슬에 대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뉴

클레오티드 150-400 개의 절편을 가로지르는 오버랩핑 이중 가닥 세트로 어셈블링될 수 있다. 그후 이 풀(pool)은 뉴클레

오티드 150-400 개의 PCR 증폭 생성물을 생산하기 위한 주형으로서 사용된다. 전형적으로, 단일 가변 영역 올리고뉴클레

오티드 세트는 2개의 오버랩핑 PCV 생성물이 생성되도록 별도로 증폭되는 2개의 풀로 파괴될 것이다. 이러한 오버랩핑

생성물을 PCT 증폭에 의해 조합하여 완전한 가변 영역을 형성시킨다. 발현 벡터 구축물 내로 용이하게 클로닝될 수 있는

단편이 생성되도록 PCR 증폭에서 중쇄 또는 경쇄 불변 영역 (카파 경쇄의 BbsI 부위, 또는 감마 중쇄의 경우 AgeI 부위 포

함)의 오버랩핑 단편을 포함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할 수 있다.

이어서 재구축된 중쇄 및 경쇄 가변 영역이 클로닝된 프로모터 서열, 번역 개시 서열, 불변 영역 서열, 3' 비번역 서열, 폴리

아데닐화 서열, 및 전사 종결 서열과 조합되어, 발현 벡터 구축물이 형성된다. 중쇄 및 경쇄 발현 구축물은 단일 벡터 내로

조합되어 숙주 세포 내로 형질감염되거나, 숙주 세포 내로 공-형질감염되거나, 연속적으로 형질감염되거나, 또는 별도로

형질감염되고, 그 후 숙주 세포가 융합되어 양 사슬을 발현하는 숙주 세포가 형성된다.

인간 IgGκ용 발현 벡터의 구축에서 사용하기 위한 플라스미드가 하기에 기술된다. PCR 증폭된 V 중쇄 및 V 카파 경쇄

cDNA 서열이 완전한 중쇄 및 경쇄 미니유전자(minigene)을 재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플라스미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플라스미드를 사용하여 완전한 인간 또는 키메라 IgG1κ 또는 IgG4κ 항체를 발현시킬 수 있다. 기타 중쇄 이소형의

발현, 또는 람다 경쇄를 포함하는 항체의 발현을 위해 유사한 플라스미드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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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에서, 본 발명의 인간 항-CD148 항체의 구조적 특징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항체의 하나 이

상의 기능적 성질, 예컨대 CD148에의 결합이 유지된 구조적으로 관련된 인간 항-CD148 항체를 생성시킨다. 항-CD148

항체의 하나 이상의 CDR 영역이 공지된 인간 골격 영역 및 CDR과 재조합적으로 조합되어, 추가적인 본 발명의 재조합-조

작된 인간 항-CD148 항체가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CD148에 결합하는 능력이 유지된, (1) 인간 중쇄 골격 영역 및 인간 중쇄 CDR; 및 (2) 인간 경쇄 골격 영역 및 인

간 경쇄 CDR을 포함하는 항-CD148 항체를 제조함으로써, 항-CD148 항체를 제조하는데 본 발명의 항-CD148 항체를

사용할 수 있다.

CD148에 결합하는 항체의 능력은 표준 결합 분석법 (예를 들어, ELISA)을 사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항체 중쇄 및 경쇄

CDR3 도메인이 항원에 대한 항체의 결합 특이성/친화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당업계에 주지되어 있으므로, 상

기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된 본 발명의 재조합 항체는 항-CD148 항체의 중쇄 및 경쇄 CDR3를 바람직하게 포함한다. 항체

는 항-CD148 항체의 CDR2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항체는 항-CD148 항체의 CDR1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1) 인간 중쇄 골격 영역, 인간 중쇄 CDR1 영역, 인간 중쇄 CDR2 영역, 및 항-CD148 항체의 CDR3인 인간 중

쇄 CDR3 영역; 및 (2) 인간 경쇄 골격 영역, 인간 경쇄 CDR1 영역, 인간 경쇄 CDR2 영역, 및 항-CD148 항체의 CDR3인

인간 경쇄 CDR3 영역을 포함하고, CD148에 결합하는 항-CD148 항체를 추가로 제공한다. 항체는 항-CD148 항체의 중

쇄 CDR2 및/또는 경쇄 CDR2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항체는 항-CD148 항체의 중쇄 CDR1 및/또는 경쇄 CDR1을 추가

로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기술된 조작된 항체의 CDR1, 2, 및/또는 3은 본원에 개시된 항-CD148 항체의 것과 같은 정확한 아미

노산 서열(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당업자는 효과적으로 CD148에 결합하는 항체의 능력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정확한

CDR 서열에서 약간 벗어나는 것 (예를 들어, 보존성 치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또다른 실시양

태에서, 조작된 항체는 항-CD148 항체의 하나 이상의 CDR과 예를 들어, 90％, 95％, 98％ 또는 99.5％ 동일한 하나 이상

의 CDR로 구성될 수 있다.

CD148에 대한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 결합의 특징화

본 발명의 항-인간 CD148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의 결합을 특징화하기 위해, 면역화된 마우스로부터의 혈청을, 예를 들어,

ELISA에 의해 테스트하였다. 간략하게, 미량역가 플레이트를 PBS 내 0.25 ㎍/㎖의 정제된 CD148로 코팅한 후, PBS 내

의 5％ 소 혈청 알부민으로 블록킹시켰다. CD148로 면역화된 마우스로부터의 혈장의 희석액을 각 웰에 첨가하고, 1-2 시

간 동안 37℃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플레이트를 PBS/Tween으로 세정한 후,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에 접합된 염소-항-인

간 IgG Fc-특이적 폴리클로날 시약과 함께 1 시간 동안 37℃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세정 후, 플레이트를 pNPP 기질 (1

㎎/㎖)로 현상하고, 405-650의 OD에서 분석하였다. 바람직하게는, 가장 높은 역가를 나타낸 마우스가 융합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CD148 항원과의 양성 반응성을 나타내는 하이브리도마를 스크리닝하는데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은 ELISA 분석법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CD148에 높은 친화력으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도마를 서브클로닝하여 추가로 특징화할 것이다. 모 세포의

반응성 (ELISA에 의한 반응성)이 유지된, 각각의 하이브리도마로부터의 한 클론을 -140℃에서 보관되는 바이알 5-10 개

의 세포 은행을 제조하기 위해서, 및 항체 정제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인간 항-CD148 항체를 정제하기 위해, 선택된 하이브리도마를 모노클로날 항체 정제용 2 ℓ 스피너-플라스크에서 성장시

킬 수 있다. 단백질 A-세파로스로의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Pharmacia, Piscataway, NJ.) 전에 상층액을 여과하고 농축시

킬 수 있다. 용출된 IgG를 겔 전기영동 및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점검하여 순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버퍼 용액

을 PBS 내로 교환하고, 1.43 흡광 계수를 사용하여 OD280에 의해 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모노클로날 항체를 분취량으로

나눠서 -80℃에서 보관할 수 있다.

선택된 인간 항-CD148 모노클로날 항체가 독특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판되는 시약 (Pierce,

Rockford, Ill.)을 사용하여 각각의 항체를 비오틴화시킬 수 있다.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CD148이 코팅된 ELISA 플레이

트를 사용하여 표지되지 않은 모노클로날 항체 및 비오틴화 모노클로날 항체를 사용한 경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비오

틴화 MAb 결합은 스트렙-아비딘-알칼리성 포스파타제 프로브로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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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된 항체의 이소형을 결정하기 위해, 이소형 ELISA를 수행할 수 있다. 미량역가 플레이트의 웰을 10 g/㎖의 항-인간

Ig로 하룻밤 동안 4℃에서 코팅하였다. 5％ BSA로 블록킹시킨 후, 플레이트를 10 g/㎖의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정제된 이

소형 대조군과 주위 온도에서 2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이어서 웰을 인간 IgG1 또는 인간 IgM-특이적 알칼리성 포스파타

제가 접합된 프로브와 반응시킬 수 있다.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플레이트를 현상하고 분석한다.

CD148을 발현하는 생세포에 대한 모노클로날 항체의 결합을 입증하기 위해, 유동 세포측정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간략하

게, CD148을 발현하는 세포주 (표준 성장 조건 하에 성장됨)를 0.1％ Tween 80 및 20％ 마우스 혈청을 함유하는 PBS 내

의 다양한 농도의 모노클로날 항체와 혼합하고, 37℃에서 1 시간 동안 인큐베이션하였다. 세정 후, 1차 항체 염색과 동일

한 조건 하에 세포를 플루오레세인이 표지된 항-인간 IgG 항체와 반응시킨다. 단일 세포 상에 게이팅하는(gated) 라이트

(light) 및 사이드 스캐터(side scatter) 성질을 이용하여 FACScan 기구에 의해 샘플을 분석할 수 있다. 형광 현미경을 사

용하는 별법적인 분석법을 유동 세포측정 분석법에 더하여 또는 이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세포는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염

색될 수 있고, 형광 현미경에 의해 시험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개별적인 세포가 가시화되도록 하지만, 항원의 밀도에

따라 감도가 저하될 수 있다.

항-CD148 인간 IgG를 웨스턴 블롯팅에 의해 CD148 항원과의 반응성에 대해 추가로 테스트할 수 있다. 간략하게,

CD148을 발현하는 세포로부터의 세포 추출물을 제조하고, 소듐 도데실 술페이트 (SDS)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시

킨다. 전기영동 후, 분리된 항원을 니트로셀룰로스 막으로 옮기고, 20％ 마우스 혈청으로 블록킹하고, 테스트될 모노클로

날 항체로 프로빙한다(probed). 항-인간 IgG 알칼리성 포스파타제를 사용하여 인간 IgG 결합을 검출할 수 있고, BCIP/

NBT 기질 정제(錠劑) (Sigma Chem. Co., St. Louis, Mo.)로 현상할 수 있다.

인간 모노클로날 항-CD148 항체를 생성시키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

마우스의 시스템보다는 인간 면역 시스템의 일부를 지니는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사용하여 CD148 폴리펩티드에 대해 지

시된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를 생성시킬 수 있다. 본원에서 "HuMAb" 마우스로 지칭되는 이러한 트랜스제닉 마우스는 내인

성 μ 및 κ 사슬 좌위를 비활성화시키는 표적화된 돌연변이와 함께, 재배열되지 않은 인간 중쇄 (μ 및 γ) 및 κ 경쇄 이뮤노글

로불린 서열을 코딩하는 인간 이뮤노글로불린 유전자 미니좌위(minilocus)를 함유한다 (Lonberg, et al. (1994) Nature

368(6474): 856-859). 따라서, 마우스는 마우스 IgM 또는 κ의 감소된 발현을 나타내고, 면역화에 응답하여, 도입된 인간

중쇄 및 경쇄 트랜스진에 클래스 스위칭 및 체세포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고친화력 인간 IgGκ 모노클로날 항체가 생성된다

(문헌 [Lonberg, N. et al. (1994), 상기 문헌]; [Lonberg, N. (1994) Handbook of Experimental Pharmacology

113:49-101]; [Lonberg, N. and Huszar, D. (1995) Intern. Rev. Immunol. Vol. 13:65-93]; 및 [Harding, F. and

Lonberg, N. (1995) Ann. N.Y. Acad. Sci 764:536-546] 참조). HuMAb 마우스의 제조는 하기에, 그리고 문헌 [Taylor,

L. et al (1992) Nucleic Acids Research 20:6287-6295]; [Chen, J. et al. (1993) International Immunology 5:647-

656]; [Tuaillon et al. (1993) Proc. Natl. Acad. Sci USA 90:3720-3724]; [Choi et al. (1993) Nature Genetics

4:117-123]; [Chen, J. et al. (1993) EMBO J. 12:821-830]; [Tuaillon et al. (1994) J. Immunol. 152:2912-2920];

[Lonberg et al., (1994) Nature 368(6474):856-859]; [Lonberg, N. (1994) Handbook of Experimental

Pharmacology 113:49-101]; [Taylor, L. et al. (1994) International Immunology 6: 579-591]; [Lonberg, N. and

Huszar, D. (1995) Intern. Rev. Immunol. Vol. 13:65-93]; [Harding, F. and Lonberg, N. (1995) Ann. N.Y. Acad. Sci

764:536-546]; [Fishwild, D. et al. (1996) Nature Biotechnology 14:845-851]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이들 모두

의 내용은 거명에 의해 전체적으로 본원에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미국 특허 제5,545,806호; 제5,569,825호; 제

5,625,126호; 제5,633,425호; 제5,789,650호; 제5,877,397호; 제5,661,016호; 제5,814,318호; 제5,874,299호; 및 제

5,770,429호 (모두 Lonberg 및 Kay, 및 GenPharm International에게 허여됨); 미국 특허 제5,545,807호 (Surani et al.)

; 국제 특허 공보 WO 98/24884 (1998년 6월 11일 공개); WO 94/25585 (1994년 11월 10일 공개); WO 93/1227 (1993

년 6월 24일 공개); WO 92/22645 (1992년 12월 23일 공개); WO 92/03918 (1992년 3월 19일 공개) 참조하고, 이들 모

두의 명세서는 거명에 의해 전체적으로 본원에 포함된다. 별법으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인간 항-CD148 항체를 생성시

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CD148에 대한 완전히 인간형인 모노클로날 항체를 생성시키기 위해, 문헌 [Lonberg, N. et al. (1994) Nature 368

(6474):856-859]; [Fishwild, D. et al. (1996) Nature Biotechnology 14:845-851] 및 WO 98/24884에 기술된 바와

같이, HuMAb 마우스를 CD148 항원 정제된 또는 강화된 제제 및/또는 CD148을 발현하는 세포로 면역화시킬 수 있다. 바

람직하게는, 마우스는 최초로 주입될 때 6-16주령된 것이다. 예를 들어, CD148 항원의 정제된 또는 강화된 제제 (5-20

㎍) (예를 들어, CD148-발현 LNCaP 세포로부터 정제됨)를 사용하여 HuMAb 마우스를 복막내 주입으로 면역화시킬 수

있다. CD148 항원의 정제된 또는 강화된 제제를 사용하는 면역화로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 CD148을 발현하는 세포,

예를 들어, 종양 세포주로 마우스를 면역화시켜 면역 응답을 촉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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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항원으로의 누적 실험은 완전 프로인트 보강제 내의 항원으로 최초로 복막내 (IP) 면역화된 후, 격주로 불완전 프로

인트 보강제 내의 항원으로 복막내 면역화되었을 때 (총 6회 이하), HuMAb 트랜스제닉 마우스가 잘 응답한다는 것을 나

타냈다. 안와후 출혈에 의해 혈장 샘플을 수득하여 면역화 프로토콜 동안에 면역 응답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혈장을

ELISA (상기 기술되 대로)에 의해 스크리닝할 수 있고, 충분한 역가의 항-CD148 인간 이뮤노글로불린을 갖는 마우스를

융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희생시켜 비장을 제거하기 3일 전에 항원을 정맥내로 마우스에 추가접종할 수 있다. 각각의

항원에 대해 2-3회의 융합이 수행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마리의 마우스를 각각의 항원에 대해 면

역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12 마리의 HC07 및 HC012 종의 HuMAb 마우스를 면역화시킬 수 있다.

또다른 양상에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를 발현할 수 있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 예를 들어,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

예를 들어, 트랜스제닉 마우스 (HuMAb 마우스)는 인간 중쇄 트랜스진 및 경쇄 트랜스진을 포함하는 게놈을 갖는다. 한 실

시양태에서,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 예를 들어, 트랜스제닉 마우스가 CD148 항원의 정제된 또는 강화된 제제 및/또는

CD148을 발현하는 세포로 면역화되었다. 바람직하게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 예를 들어, 트랜스제닉 마우스는 V-

D-재조합 및 이소형 스위칭에 의해 CD148에 대한 다중 이소형의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 (예를 들어, IgG, IgA 및/또는

IgE)를 생산할 수 있다. 이소형 스위칭은, 예를 들어, 고전적 또는 비-고전적 이소형 스위칭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종 항체 레퍼토리를 갖는 외래 항원 자극에 응답하는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의 고안은 트랜스제닉 동물 내에 함유된

이종 이뮤노글로불린 트랜스진이 B-세포 발생 경로 전반에 걸쳐 정확하게 기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바람직한 실시양태

에서, 이종 중쇄 트랜스진의 정확한 기능은 이소형 스위칭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트랜스진은 이소형 스위칭 및 하

기의 것들 중 하나 이상이 이루어지도록 구축된다: (1) 고수준 및 세포-유형 특이적 발현, (2) 기능성 유전자 재배열, (3)

대립유전자 배제현상의 활성화 및 이에 대한 응답, (4) 충분한 1차 레퍼토리의 발현, (5) 신호 전달, (6) 체세포 과다돌연변

이, 및 (7) 면역 응답 동안 트랜스진 항체 좌위의 우세.

상기 기준 모두가 만족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트랜스제닉 동물의 내인성 이뮤노글로불린 좌위가 기능적으로 파괴된

실시양태에서, 트랜스진은 대립유전자 배제현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트랜스진이 기능적으로 재배열된 중쇄

및/도는 경쇄 이뮤노글로불린 유전자를 포함하는 실시양태에서는, 적어도 이미 재배열된 트랜스진에 대해서, 기능성 유전

자 재배열의 제2 기준이 불필요하다. 분자 면역학에 대한 배경을 위해서는,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 문헌

[Fundamental Immunology, 2nd edition (1989), Paul William E., ed. Raven Press, N.Y.]을 참조하길 바란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를 생성시키는데 사용된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은 재배열된 이종

이뮤노글로불린 중쇄 및 경쇄 트랜스진, 재배열되지 않은 이종 이뮤노글로불린 중쇄 및 경쇄 트랜스진, 또는 재배열된 이

종 이뮤노글로불린 중쇄 및 경쇄 트랜스진과 재배열되지 않은 이종 이뮤노글로불린 중쇄 및 경쇄 트랜스진의 조합물을 트

랜스제닉 동물의 생식계열 내에 함유한다. 각각의 중쇄 트랜스진은 하나 이상의 CH 유전자를 포함한다. 또한, 중쇄 트랜스

진은 트랜스제닉 동물의 B-세포 내의 다중 CH 유전자를 코딩하는 이종 트랜스진의 이소형 스위칭을 지지할 수 있는 기능

성 이소형 스위치 서열을 함유할 수 있다. 이같은 스위치 서열은 트랜스진 CH 유전자의 공급원으로서 기능하는 종으로부

터의 생식계열 이뮤노글로불린 좌위에서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수 있거나, 또는 이같은 스위치 서열은 트랜스진 구축

물을 수여받는 종 (트랜스제닉 동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우스 중쇄 좌위에서 천연적으

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스위치 서열이 혼입되면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간 트랜스진 구축물에

서 더 높은 빈도로 이소형 스위칭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아마도 인간 스위치 서열은 그렇지 않은 반면에 마우스 스위

치 서열이 마우스 스위치 재조합효소 효소 시스템과 함께 기능하도록 최적화되기 때문일 것이다. 스위치 서열은 통상적인

클로닝 방법에 의해 단리 및 클로닝될 수 있거나, 또는 이뮤노글로불린 스위치 영역 서열에 관련된 공개된 서열 정보를 기

초로 고안된 오버랩핑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부터 신생 합성될 수 있다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 문헌 [Mills et

al., Nucl. Acids Res. 15:7305-7316 (1991)]; [Sideras et al., Intl. Immunol. 1:631-642 (1989)] 참조). 각각의 상기

트랜스제닉 동물에 대해, 기능적으로 재배열된 이종 중쇄 및 경쇄 이뮤노글로불린 트랜스진은 트랜스제닉 동물의 B-세포

에서 상당한 분획으로 발견된다 (10％ 이상).

본 발명의 트랜스제닉 동물을 생성시키기 위해 사용된 트랜스진은 1개 이상의 가변 유전자 절편, 1개의 다양성 유전자 절

편, 1개의 연결 유전자 절편 및 1개 이상의 불변 영역 유전자 절편을 코딩하는 DNA를 포함하는 중쇄 트랜스진을 포함한

다. 이뮤노글로불린 경쇄 트랜스진은 1개 이상의 가변 유전자 절편, 1개의 연결 유전자 절편 및 1개 이상의 불변 영역 유전

자 절편을 코딩하는 DNA를 포함한다.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을 구성하지 않는 종으로부터의 이뮤노글로불린 중쇄 및

경쇄 유전자 절편을 코딩하는 DNA로부터 유래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경쇄 및 중쇄 유전자 절편을 코딩하

는 유전자 절편은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에 대해 이종이다. 트랜스진은, 예를 들어, 개별적인 유전자 절편들이 재배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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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이도록, 즉 기능성 이뮤노글로불린 경쇄 또는 중쇄를 코딩하도록 재배열되지 않도록 구축될 수 있다. 이같은 재

배열되지 않은 트랜스진은 V, D, 및 J 유전자 절편의 재조합 (기능성 재배열)을 지지하고, 바람직하게는 CD148 항원에 노

출되는 경우 비-인간 트랜스제닉 동물 내의 생성된 재배열된 이뮤노글로불린 중쇄 내에 D 영역 유전자 절편 모두 또는 이

의 일부가 혼입되는 것을 지지한다.

트랜스진은 재배열되지 않은 "미니좌위"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이같은 트랜스진은 C, D, 및 J 절편의 실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V 유전자 절편의 서브셋을 전형적으로 포함한다. 이같은 트랜스진 구축물에서, 다양한 조절 서열, 예를 들어, 프로

모터, 인핸서, 클래스 스위치 영역, RNA 프로세싱에 대한 스플라이스-도너 및 스플라이스-어셉터 서열, 재조합 신호 등은

이종 DNA로부터 유래된 상응하는 서열을 포함한다. 이같은 조절 서열은 본 발명에서 사용된 동일한 또는 관련된 종의 비-

인간 동물로부터의 트랜스진 내로 혼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 이뮤노글로불린 유전자 절편은 트랜스제닉 마우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류 이뮤노글로불린 인핸서 서열과 트랜스진 내에서 조합될 수 있다. 별법으로, 포유류의 게놈에서 천연

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공지된 기능성 DNA 서열과 상동성이 아닌 합성 조절 서열이 트랜스진 내로 혼입될 수 있다. 합성

조절 서열은 컨센서스 법칙, 예컨대 스플라이스-어셉터 부위 또는 프로모터/인핸서 모티프의 허용가능한 서열을 상술하는

것에 따라 고안된다. 예를 들어, 미니좌위는 천연-발생 생식계열 Ig 좌위와 비교했을 때 비-필수 DNA 부분 (예를 들어, 중

단 서열; 인트론 또는 이의 일부)의 1개 이상의 내부 (즉, 부분의 말단에서가 아님) 결실을 갖는 게놈형 이뮤노글로불린 좌

위의 부분을 포함한다.

트랜스제닉 동물은 WO 98/24884의 실시예 5, 6, 8, 또는 14에 기술된 경쇄 트랜스진의 단일 카피를 함유하는 동물과 함

께 교배된 WO 98/24884의 실시예 12에 기술된 트랜스진 (예를 들어, pHC1 또는 pHC2)의 1개 이상, 전형적으로는 2-10

개, 때때로 25-50개 이상의 카피를 함유하는 CD148에 대한 인간 항체, 및 WO 98/24884의 실시예 10에 기술된 JH 결실

동물과 함께 교배된 자손을 생성시키는데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동물들을 이러한 3가지 특성 각각에 대해 동형접합성으로

교배한다. 이같은 동물들은 하기의 표현형을 갖는다: 재배열되지 않은 인간 중쇄 미니좌위의 단일 카피 (염색체의 홑배수

체 세트 당) (WO 98/24884의 실시예 12에 기술됨), 재배열된 인간 카파 경쇄 구축물의 단일 카피 (염색체의 홑배수체 세

트 당) (WO 98/24884의 실시예 14에 기술됨), 및 모든 기능성 JH 절편을 제거하는 각각의 내인성 마우스 중쇄 좌위에서의

결실 (WO 98/24884의 실시예 10에 기술됨). 이같은 동물이 JH 절편의 결실 (WO 98/24884의 실시예 10)에 대해 동형접

합성인 마우스와 함께 교배되어, JH 결실에 대해 동형접합성이고 인간 중쇄 및 경쇄 구축물에 대해 반접합성인 자손이 생

산된다. 생성된 동물에 항원을 주사하여, 이러한 항원에 대한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의 생산에 사용한다.

각각의 유전자의 단일 카피만을 함유하기 때문에 이같은 동물로부터 단리된 B 세포는 인간 중쇄 및 경쇄와 관련하여 단일

특이적이다. 또한, WO 98/24884의 실시예 9 및 12에 기술된 바와 같이 도입된 JH 영역에 걸쳐진 결실에 의해 양쪽의 내인

성 마우스 중쇄 유전자 카피가 비기능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B 세포는 인간 또는 마우스 중쇄와 관련하여 단일특이적일 것

이다. 또한, 재배열된 인간 카파 경쇄 유전자의 단일 카피의 발현이 B-세포의 상당한 분획에서 내인성 마우스 카파 및 람

다 사슬 유전자의 재배열을 대립유전자적으로 및 이소형적으로 배제할 것이기 때문에 B 세포의 실질적인 분획은 인간 또

는 마우스 경쇄와 관련하여 단일특이적일 것이다.

바람직한 실시양태의 트랜스제닉 마우스는, 이상적으로는 천연 마우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상당한 레퍼토리로 이뮤노

글로불린 생산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내인성 Ig 유전자가 비활성화된 실시양태에서, 총 이뮤노글로불린 수

준은 혈청 1 ㎖ 당 약 0.1 내지 10 ㎎, 바람직하게는 0.5 내지 5 ㎎/㎖, 이상적으로는 적어도 약 1.0 ㎎/㎖의 범위일 것이

다. IgM에서 IgG로의 스위치를 실행시킬 수 있는 트랜스진이 트랜스제닉 마우스 내로 도입된 경우, 성체 마우스의 혈청

IgG 대 IgM 비율은 바람직하게는 약 10:1이다. IgG 대 IgM 비율은 미성숙 마우스에서는 훨씬 더 낮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약 10％ 초과, 바람직하게는 40 내지 80％의 비장 및 림프절 B 세포가 배타적으로 인간 IgG 단백질을 발현한다. 레퍼토리

는 이상적으로는 비-트랜스제닉 마우스에서 나타난 것에 근접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적어도 약 10％ 높고, 바람직하게는

25 내지 50％ 이상이다. 일반적으로, 마우스 게놈 내로 도입된 여러가지 V, J 및 D 영역의 수에 주로 의존적으로, 적어도

약 1000가지의 여러 이뮤노글로불린 (이상적으로는 IgG), 바람직하게는 104 내지 106 가지 이상이 생산될 것이다. 이러한

이뮤노글로불린은 약 1/2 이상의 매우 항원성인 단백질, 예를 들어, 포도상구균 단백질 A을 전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전

형적으로, 이뮤노글로불린은 적어도 약 107 M-1,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109 M-1,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1010

M-1, 1011 M-1, 1012 M-1 또는 그 이상, 예를 들어, 1013 M-1 또는 그 이상까지의 미리 선택된 항원에 대한 친화력을 나타

낼 것이다.

일부 실시양태에서, 미리 결정된 항원 유형에 대한 항체 응답에서 나타나는 V 유전자의 선별을 제한하기 위해 미리 결정된

레퍼토리를 갖는 마우스를 생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리 결정된 레퍼토리를 갖는 중쇄 트랜스진은,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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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서 미리 결정된 항원 유형에 대한 항체 응답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되는인간 VH 유전자를 포함할 수 있다. 별법으로,

일부 VH 유전자는 다양한 이유 (예를 들어, 미리 결정된 항원에 대한 고친화력 V 영역을 코딩하는 가능성이 낮거나; 체세

포 돌연변이 및 친화력 샤프닝(sharpening)이 일어날 경향이 낮거나; 또는 특정 인간에 대해 면역원성임)로 한정된 레퍼토

리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중쇄 또는 경쇄 유전자 절편을 함유하는 트랜스진의 재배열 전에, 이같은 유전자

절편이, 예를 들어, 혼성화 또는 DNA 서열분석에 의해, 트랜스제닉 동물 이외의 생물의 종으로부터인 것으로 용이하게 확

인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CD148 항원의 정제된 또는 강화된 제제 및/또는 CD148을 발현하

는 세포로 면역화시킬 수 있다. 마우스는 트랜스진내 스위치 재조합 (시스-스위칭)을 통해 클래스-스위칭이 일어나고

CD148과 반응성인 이뮤노글로불린을 발현하는 B 세포를 생산할 것이다. 이뮤노글로불린은 중쇄 및 경쇄 폴리펩티드가

인간 트랜스진 서열에 의해 코딩되는 인간 서열 항체일 수 있고, 이는 체세포 돌연변이 및 V 영역 재조합성 조인트에 의해

유래되는 서열, 뿐만 아니라 생식계열에 의해 코딩되는 서열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서열 이뮤노글로불린은, 체세

포 돌연변이 및 차별적인 V-J 및 V-D-재조합 조인트의 결과로 다른 비-생식계열 서열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VL 또는 VH 유전자 절편 및 인간 JL 또는 JL 절편에 의해 코딩되는 폴리펩티드 서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칭

해질 수 있다. 이같은 인간 서열 항체와 관련하여, 각 사슬의 가변 영역은 인간 생식계열 V 유전자 절편, J 유전자 절편, 및,

중쇄의 경우에는, D 유전자 절편에 의해 전형적으로 80％ 이상 코딩된다; 빈번하게 85％ 이상의 가변 영역이 트랜스진 상

에 존재하는 인간 생식계열 서열에 의해 코딩된다; 종종 90 또는 95％ 또는 그 이상의 가변 영역 서열이 트랜스진 상에 존

재하는 인간 생식계열 서열에 의해 코딩된다. 그러나, 비-생식계열 서열이 체세포 돌연변이 및 VJ 및 VDJ 연결을 통해 도

입되기 때문에, 인간 서열 항체는 마우스의 생식계열 내의 인간 트랜스진(들)에서 발견되는 인간 V, D, 또는 J 유전자 절편

에 의해 코딩되지 않는 일부 가변 영역 서열 (그리고 덜 빈번하게 불변 영역 서열)을 빈번하게 가질 것이다. 전형적으로, 이

같은 비-생식계열 서열 (또는 개별적인 뉴클레오티드 위치)은 CDR 내에 또는 CDR 근처에, 또는 체세포 돌연변이가 군집

되는 것으로 알려진 영역 내에 군집될 것이다.

인간 서열 γ 사슬 (예컨대 γ1, γ2a, γ2B, 또는 γ3) 및 인간 서열 경쇄 (예컨대 카파 경쇄)를 포함하는 인간 항체가 생산되도

록, 미리 결정된 항원에 결합하는 인간 서열 항체가 이소형 스위칭으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이같은 이소형-스위칭된 인간

서열 항체는 특히 2차 (또는 후속) 항원 투여 후에, 친화 돌연변이 및 항원에 의한 B 세포의 선택의 결과로 전형적으로 가

변 영역 내에 및 종종 CDR의 약 10 개 잔기 내에 또는 그 내부에 하나 이상의 체세포 돌연변이(들)을 종종 함유한다.

일단 마우스 생식계열이 J 및 C 유전자 절편을 함유하는 인간 Ig 트랜스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확장된 V 절편 레

퍼토리를 갖는 기능성 YAC를 함유하도록 조작되면, 확장된 V 절편 레퍼토리를 갖는 기능성 YAC가 상이한 인간 Ig 트랜

스진을 갖는 마우스 생식계열 내로 교배된 배경이 포함되는 다른 유전자 배경 내로 그 특성을 증식 및 교배시킬 수 있다.

확장된 V 절편 레퍼토리를 갖는 다중 기능성 YAC를 인간 Ig 트랜스진 (또는 다중 인간 Ig 트랜스진)으로 작업하기 위해 생

식계열 내로 교배시킬 수 있다. 본원에서 YAC 트랜스진으로 지칭되지만, 이같은 트랜스진은 게놈 내로 통합되었을 때 효

모 서열, 예컨대 효모 내에서의 자가 복제를 위해 필요한 서열이 실질적으로 없을 수 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효모에

서의 복제 후 (즉, 마우스 ES 세포 또는 마우스 프로자이고트(prozygote) 내로의 도입 전)에 유전자 조작 (예를 들어, 제한

소화 및 펄스장 겔 전기영동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해 이같은 서열은 임의로 제거될 수 있다. 인간 서열 이뮤노글로

불린 발현 특성을 증식시키는 방법에는 인간 IG 트랜스진(들)을 갖고, 확장된 V 절편 레퍼토리를 갖는 기능성 YAC를 또한

임의로 갖는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교배하는 것이 포함된다. VH 유전자 절편과 VL 유전자 절편 모두가 YAC 상에 존재할

수 있다. 인간 Ig 트랜스진 및/또는 다른 인간 림프구 단백질을 코딩하는 트랜스진을 포함하여 다른 인간 트랜스진을 갖는

배경이 포함되는, 실행자가 원하는 임의의 배경 내로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교배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확장된 V 영역 레

퍼토리 YAC 트랜스진을 갖는 트랜스제닉 마우스에 의해 생산된 고친화력 인간 서열 이뮤노글로불린을 또한 제공한다. 상

기의 것들은 본 발명의 트랜스제닉 동물의 바람직한 실시양태들을 기술하지만, (1) 재배열되지 않은 중쇄 및 재배열된 경

쇄 이뮤노글로불린 트랜스진을 함유하는 트랜스제닉 동물; (2) 재배열되지 않은 중쇄 및 재배열되지 않은 경쇄 이뮤노글로

불린 트랜스진을 함유하는 트랜스제닉 동물; (3) 재배열된 중쇄 및 재배열되지 않은 경쇄 이뮤노글로불린 트랜스진을 함유

하는 트랜스제닉 동물; 및 (4) 재배열된 중쇄 및 재배열된 경쇄 이뮤노글로불린 트랜스진을 함유하는 트랜스제닉 동물이

포함되는 다른 실시양태도 구현된다.

CD148에 결합하는 이중특이적/다중특이적 분자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CD148에 대한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은 또다른 기능성 분자,

예를 들어, 또다른 펩티드 또는 단백질 (예를 들어, Fab' 단편)로 유도체화되거나 또는 이에 연결되어, 다중 결합 부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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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이중특이적 또는 다중특이적 분자가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항체 또는 항원-결

합 영역은 하나 이상의 다른 결합 분자, 예컨대 또다른 항체, 항체 단편, 펩티드 또는 결합 모방체에 기능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학적 커플링, 유전적 융합, 비공유결합성 회합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해).

따라서, 본 발명에는 CD148에 대한 하나 이상의 제1 결합 특이성 및 제2 표적 에피토프에 대한 제2 결합 특이성을 포함하

는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양태에서, 제2 표적 에피토프는 Fc 수용체, 예를 들어,

인간 FcγRI (CD64) 또는 인간 Fcα 수용체 (CD89)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는 FcγR, FcαR 또는 FcεCR 발현 이펙터 세포

(예를 들어, 단핵세포, 대식세포 또는 다형핵 세포 (PMN))와 CD148을 발현하는 표적 세포 모두에 결합할 수 있는 이중특

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는 CD148 발현 세포 내지 이펙터 세포를 표

적으로 하고, 본 발명의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와 마찬가지로, Fc 수용체-매개 이펙터 세포 활성, 예컨대 CD148 발현 세포

의 포식 작용, 항체 의존성 세포-매개 세포독성 (ADCC), 사이토카인 방출, 또는 과산화물 음이온의 생성을 촉발시킨다.

본 발명의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는 항-Fc 결합 특이성 및 항-CD148 결합 특이성에 더하여 제3 결합 특이성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한 실시양태에서, 제3 결합 특이성은 항-증강 인자 (EF(enhancement factor)) 부분, 예를 들어,

세포독성 활성에 수반되는 표면 단백질에 결합함으로써 표적 세포에 대한 면역 응답을 증가시키는 분자이다. "항-증강 인

자 부분"은 소정의 분자, 예를 들어, 항원 또는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Fc 수용체 또는 표적 세포 항원에 대한 결합 결정인

자의 효과를 증강시키는 항체, 기능성 항체 단편 또는 리간드일 수 있다. "항-증강 인자 부분"은 Fc 수용체 또는 표적 세포

항원에 결합할 수 있다. 별법으로, 항-증강 인자 부분은 제1 및 제2 결합 특이성이 결합하는 실체와 상이한 실체에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증강 인자 부분은 세포독성 T-세포에 결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D2, CD3, CD8, CD28, CD4,

CD40, ICAM-I을 통해서, 또는 표적 세포에 대한 증가된 면역 응답을 초래하는 기타 면역 세포에)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는 결합 특이성으로서 Fab, Fab', F(ab')2, Fv, 또는 단일쇄 Fv

가 예를 들어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항체, 또는 이의 항체 단편을 포함한다. 또한 항체는 경쇄 또는 중쇄 이량체, 또는 이의

임의의 최소 단편 예컨대 거명에 의해 명백하게 그 내용이 포함되는 미국 특허 제4,946,778호 (Ladner et al.)에 기술된

바와 같은 Fv 또는 단일쇄 구축물일 수 있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는 이펙터 세포의 표면 상에 존재하는 FcαR 또는 FcγR에

대한 결합 특이성, 및 표적 세포 항원, 예를 들어, CD148에 대한 제2 결합 특이성을 포함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Fc 수용체에 대한 결합 특이성은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에 의해 제공되고, 이의 결합은 인간 이뮤노

글로불린 G (IgG)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IgG 수용체"는 염색체 1 상에 위치한 8개의 γ-사슬 유

전자 중 임의의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유전자들은 3가지의 Fcγ 수용체 클래스로 분류될 수 있는 총 12개의 막횡단 또는

가용성 수용체 이소형을 코딩한다: FcγRI (CD64), FcγRII (CD32), 및 FcγRIII (CD16). 한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Fcγ

수용체는 인간 고친화력 FcγRI이다. 인간 FcγRI은 단량체성 IgG에 고친화력 (108-109 M-1)을 나타내는 72 kDa 분자이

다.

이러한 바람직한 모노클로날 항체의 생산 및 특징화는 PCT 출원 WO 88/00052 및 미국 특허 제4,954,617호 (모두

Fanger et al.)에 기술되어 있고, 이의 교시내용은 거명에 의해 전체적으로 본원에 포함된다. 이러한 항체는 FcγRI,

FcγRII 또는 FcγRIII의 에피토프에 수용체의 Fcγ 결합 부위와 별개인 부위에서 결합하고, 따라서 이의 결합은 생리적 수

준의 IgG에 의해 실질적으로 차단되지 않는다. 본 발명에서 유용한 특이적 항-FcγRI 항체는 MAb 22, MAb 32, MAb 44,

MAb 62 및 MAb 197이다. MAb 32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마는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접속번호

HB9469로부터 입수가능하다. 항-FcγRI MAb 22 및 MAb 22의 F(ab')2 단편은 Medarex, Inc. (Annandale, N.J.)로부터

입수가능하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항-Fcγ 수용체 항체는 인간화 형태의 모노클로날 항체 22 (H22)이다. H22 항체의

생산 및 특징화는 문헌 [Graziano, R. F. et al. (1995) J. Immunol 155 (10):4996-5002] 및 PCT/US93/10384에 기술되

어 있다. H22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주는 명칭 HA022CL1으로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 1992년 11월 4일

기탁되었고, 접속 번호는 CRL 11177이다.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Fc 수용체에 대한 결합 특이성은 인간 IgA 수용체, 예를 들어, Fc-알파 수용체 (FcαRI

(CD89))에 결합하는 항체에 의해 제공되고, 바람직하게는 이의 결합은 인간 이뮤노글로불린 A (IgA)에 의해 차단되지 않

는다. 용어 "IgA 수용체"는 염색체 19 상에 위치한 한 α-유전자의 유전자 생성물 (FcαRI)을 포함하도록 의도된다. 이러한

유전자는 55 내지 110 kDa의 별법으로 스플라이싱된 여러 막횡단 이소형을 코딩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FcαRI

(CD89)은 단핵세포/대식세포, 호산성 및 호중구성 과립구 상에서 구조적으로 발현되지만, 비-이펙터 세포 집단 상에서는

공개특허 10-2007-0007884

- 28 -



발현되지 않는다. FcαRI은 IgA1 및 IgA2 모두에 대해 중간 정도의 친화력 (약 5×107 M-1)을 갖고, 이는 사이토카인 예컨

대 G-CSF 또는 GM-CSF에의 노출시 증가된다 (Morton et al., Critical Reviews in Immunology 16:423-440 (1996)).

IgA 리간드 결합 도메인의 외부에서 FcαRI에 결합하는, A3, A59, A62 및 A77로 확인된 4개의 FcαRI-특이적 모노클로날

항체는, 예를 들어, 문헌 [Monteiro et al., J. Immunol. 148:1764 (1992)]에 기술되어 있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항체는 인간 IgG1 이소형의 Fc 부분 (CH2 & CH3)에 직접적으로 융합된 scFv 단편의 형

태를 취할 수 있다 (본원에서 scFv-Fc 구축물로 지칭됨). scFv-Fc 융합체의 구축은, 예를 들어, 문헌 [Fredericks et al.,

Protein Engineering Design and Selection 17:95-106 (2003)], [Powers et al., J. Imunological Methods 251:123-

135 (2001)], [Shu et al., PNAS 90:7995-7999 (1993)], 및 [Hayden et al., Therapeutic Immunology 1:3-15

(1994)]에 기술되어 있다.

FcαRI 및 FcγRI은 (1) 면역 이펙터 세포, 예를 들어, 단핵세포, PMN, 대식세포 및 수상 세포에서 주로 발현되고; (2) 높은

수준 (예를 들어, 세포 당 5,000-100,000 개)으로 발현되고; (3) 세포독성 활성 (예를 들어, ADCC, 포식작용)의 매개체이

며; (4) 이들이 표적이 되는, 자가-항원이 포함되는 항원의 증강된 항원 제시를 매개하기 때문에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바람직한 촉발인자 수용체이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는 표적 세포 항원, 예를 들어, CD148을 인식하는, 예를

들어, 이에 결합하는 결합 특이성을 추가로 포함한다. 한 특정 실시양태에서, 결합 특이성은 본 발명의 인간 모노클로날 항

체에 의해 제공된다.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가 바람직하지만, 본 발명의 이중특이적 또는 다중특이적 분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항체는 뮤

린, 키메라 및 인간화 모노클로날 항체이다.

키메라 마우스-인간 모노클로날 항체 (즉, 키메라 항체)는 당업계에 공지된 재조합 DNA 기술에 의해 생산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뮤린 (또는 다른 종) 모노클로날 항체 분자의 Fc 불변 영역을 코딩하는 유전자를 제한 효소로 소화시켜 뮤린 Fc를

코딩하는 영역을 제거하고, 인간 Fc 불변 영역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등가 부분을 치환시킨다. (국제 특허 공개공보 PCT/

US86/02269 (Robinson et al.); 유럽 특허 출원 제184,187호 (Akira, et al.); 유럽 특허 출원 제171,496호 (Taniguchi,

M.); 유럽 특허 출원 제173,494호 (Morrison et al.); 국제 출원 WO 86/01533 (Neuberger et al.); 미국 특허 제

4,816,567호 (Cabilly et al.); 유럽 특허 출원 제125,023호 (Cabilly et al.); 문헌 [Better et al., Science 240:1041-

1043 (1988)]; [Liu et al., PNAS 84:3439-3443 (1987)]; [Liu et al., 1987, J. Immunol. 139:3521-3526]; [Sun et

al. (1987) PNAS 84:214-218]; [Nishimura et al., Cane. Res. 47:999-1005 (1987)]; [Wood et al., Nature

314:446-449 (1985)]; 및 [Shaw et al., J. Natl Cancer Inst. 80:1553-1559 (1988)] 참조).

키메라 항체는 항원 결합에서 직접적으로 수반되지 않는 Fv 가변 영역의 서열을 인간 Fv 가변 영역으로부터의 등가 서열

로 대체함으로써 추가로 인간화될 수 있다. 인간화 키메라 항체의 일반적인 재고는 문헌 [Morrison, Science 229:1202-

1207 (1985)] 및 [Oi et al., BioTechniques 4:214 (1986)]에 의해 제공된다. 이러한 방법은 중쇄 또는 경쇄 중 하나 이

상으로부터의 이뮤노글로불린 Fv 가변 영역 모두 또는 이의 일부를 코딩하는 핵산 서열의 단리, 조작 및 발현을 포함한다.

이같은 핵산의 공급원은 당업자에게 주지되어 있고, 예를 들어, 7E3, 항-GPIIbIIIa 항체 생산 하이브리도마로부터 수득할

수 있다. 그후 키메라 항체를 코딩하는 재조합 DNA, 또는 이의 단편을 적절한 발현 벡터 내로 클로닝할 수 있다. 별법으로

적절한 인간화 항체는 CDR 치환에 의해 생산될 수 있다. 미국 특허 제5,225,539호; 문헌 [Jones et al., Nature 321:552-

525 (1986)]; [Verhoeyan et al., Science 239:1534 (1988)]; 및 [Beidler et al., J. Immunol. 141:4053-4060 (1988)

]을 참조하길 바란다.

특정 인간 항체의 CDR은 비-인간 CDR의 적어도 일부로 대체될 수 있거나, 또는 오직 약간의 CDR만이 비-인간 CDR로 대

체될 수 있다. 인간화 항체가 Fc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에 필요한 수의 CDR을 대체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항체는 인간 항체의 CDR의 적어도 일부를 비-인간 항체로부터 유래된 CDR로 대체할 수 있는 임의의 방법에 의해 인간화

될 수 있다. 거명에 의해 그 내용이 명백하게 포함되는 영국 특허 출원 GB 2188638A (Winter, 1987년 3월 26일 출원)에

는 본 발명의 인간화 항체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발명의 명칭이 [Humanized Antibodies to Fc

Receptors for Immunoglobulin G on Human Mononuclear Phagocytes]인 국제 출원 WO 94/10332에 기술된 바와 같

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부위-지정 돌연변이 유발을 사용하여 인간 CDR을 비-인간 CDR로 대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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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미노산이 치환, 결실 또는 부가된 키메라 및 인간화 항체 또한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속한다. 특히, 바람직한 인간화

항체는, 예컨대 항원에 대한 결합을 개선시키기 위해, 골격 영역 내에 아미노산 치환을 갖는다. 예를 들어, 마우스 CDR을

갖는 인간화 항체에서, 인간 골격 영역 내에 위치한 아미노산은 마우스 항체 내의 상응하는 위치에 위치한 아미노산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같은 치환은 일부 경우에 인간화 항체가 항원에 결합하는 것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아미

노산이 부가, 결실 또는 치환된 항체는 본원에서 변형 항체 또는 변경 항체로 지칭된다.

용어 변형 항체는 항체의 일부의 결실, 부가 또는 치환에 의해 예를 들어 변형된 항체, 예컨대 모노클로날 항체, 키메라 항

체, 및 인간화 항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또한 의도된다. 예를 들어, 불변 영역을 결실시키고 이를 반감기, 예를 들어, 혈청 반

감기, 안정성 또는 항체의 친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불변 영역으로 대체함으로써 항체가 변형될 수 있다.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가 FcγR에 대해 특이적인 하나 이상의 항원 결합 영역을 갖고 하나 이상의 이펙터 기능을 촉발시키는 한,

임의의 변형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속한다.

본 발명의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는 화학적 기술 (예를 들어, 문헌 [D. M. Kranz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78:5807 (1981)] 참조), "폴리오마" 기술 (미국 특허 제4,474,893호 (Reading) 참조), 또는 재조합 DNA 기술을 사

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는, 당업계에 공지되고 본원에 제공된 실시예에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성분 결합 특이성, 예를 들어, 항-FcR 및 항-CD148 결합 특이성을 접합시킴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중특이

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의 각각의 결합 특이성이 별도로 생성된 후, 서로 접합될 수 있다. 결합 특이성이 단백질 또는 펩티

드인 경우, 공유결합 접합에 다양한 커플링 또는 가교제를 사용할 수 있다. 가교제의 예로는 단백질 A, 카르보디이미드,

N-숙신이미딜-S-아세틸-티오아세테이트 (SATA), 5,5'-디티오비스(2-니트로벤조산) (DTNB), o-페닐렌디말레이미드

(oPDM), N-숙신이미딜-3-(2-피리딜티오)프로피오네이트 (SPDP), 및 술포숙신이미딜 4-(N-말레이미도메틸) 시클로

헥산-1-카르복실레이트 (술포-SMCC)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문헌 [Karpovsky et al. (1984) J. Exp. Med. 160:1686]

; [Liu, M A et al. (1985) Proc. Natl. Acad. Sci. USA 82:8648] 참조). 기타 방법으로는 문헌 [Paulus, Behring Ins.

Mitt. (1985) No. 78, 118-132]; [Brennan et al. Science (1985) 229:81-83]; 및 [Glennie et al. J. Immunol. (1987)

139: 2367-2375]에 기술된 것들이 포함된다. 바람직한 접합제는 SATA 및 술포-SMCC이고, 이들은 모두 Pierce

Chemical Co. (Rockford, III)로부터 입수가능하다.

임의의 "링커" 기는 선택적이다. 존재하는 경우, 주로 스페이서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의 화학적 구조는 결정적이지 않다.

링커는 바람직하게는 펩티드 결합에 의해 함께 연결된 아미노산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링

커는 펩티드 결합에 의해 연결된 1 내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때 아미노산은 20가지의 천연 발생 아미

노산으로부터 선택된다. 당업자가 잘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아미노산 중 하나 이상의 것이 글리코실화될 수 있

다. 더욱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1 내지 20개의 아미노산은 글리신, 알라닌, 프롤린,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및 라이신으

로부터 선택된다. 더욱 더 바람직하게는, 링커는 입체적으로 방해받지 않는 아미노산, 예컨대 글리신 및 알라닌으로 대부

분 구성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링커는 폴리글리신 (특히 (Gly)5, (Gly)8), 폴리(Gly-Ala), 및 폴리알라닌이다. Gly과 Ala의

조합물 또한 바람직하다.

비-펩티드 링커가 또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알킬 링커 예컨대 -NH-(CH2)s-C(O)- (식중 s=2-20)가 사용될 수 있다. 이

러한 알킬 링커는 입체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임의의 기 예컨대 저급 알킬 (예를 들어, C1-C6), 저급 아실, 할로겐 (예를 들

어, Cl, Br), CN, NH2, 페닐 등으로 추가로 치환될 수 있다. 예시적인 비-펩티드 링커는 PEG 링커이고, 분자량이 100 내

지 5000 kDa, 바람직하게는 100 내지 500 kDa이다. 상기 기술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펩티드 링커가 변형되어 유도체

가 형성될 수 있다.

결합 특이성이 항체 (예를 들어, 2개의 인간화 항체)인 경우, 이들은 두 중쇄의 C-말단 힌지 영역의 술프히드릴 결합을 통

해 접합될 수 있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힌지 영역은 접합 전에 홀수개, 바람직하게는 1개의 술프히드릴 잔기를

함유하도록 변형된다.

별법으로, 양쪽 모두의 결합 특이성이 동일한 벡터 내에 코딩되어 동일한 숙주 세포 내에서 발현 및 어셈블링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가 Mab×MAb, Mab×Fab, Fab×F(ab')2 또는 리간드×Fab 융합 단백질인

경우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의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 예를 들어, 이중특이적 분자는 단일쇄 분자, 예컨대 단일

쇄 이중특이적 항체, 1개의 단일쇄 항체 및 결합 결정인자를 포함하는 단일쇄 이중특이적 분자, 또는 2개의 결정인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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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단일쇄 이중특이적 분자일 수 있다. 또한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는 단일쇄 분자일 수 있거나 또는 2개 이

상의 단일쇄 분자를 포함할 수 있다.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의 제조 방법은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260,203호;

미국 특허 제5,455,030호; 미국 특허 제4,881,175호; 미국 특허 제5,132,405호; 미국 특허 제5,091,513호; 미국 특허 제

5,476,786호; 미국 특허 제5,013,653호; 미국 특허 제5,258,498호; 및 미국 특허 제5,482,858호에 기술되어 있다.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가 이들의 특이적 표적에 결합하는 것은 효소-결합 면역흡착 분석법 (ELISA), 방사성면역

분석법 (RIA), FACS 분석, 생물학적 분석법 (예를 들어, 성장 억제), 또는 웨스턴 블롯 분석법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각각

의 이러한 분석법들은 당해 복합체에 특이적인 표지된 시약 (예를 들어, 항체)을 사용함으로써 당해 특정 단백질-항체 복

합체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검출한다. 예를 들어, 항체-FcR 복합체를 인식하여 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효소-연결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을 예를 들어 사용하여 FcR-항체 복합체를 검출할 수 있다. 별법으로, 임의의 다양한 기타 면역분석법을 사

용하여 복합체를 검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체를 방사성으로 표지시켜 방사성면역분석법 (RIA)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 문헌 [Weintraub, B., Principles of Radioimmunoassays, Seventh Training

Course on Radioligand Assay Techniques, The Endocrine Society, March, 1986] 참조). 방사성 동위원소는 γ 계수기

또는 섬광 계수기와 같은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또는 자가방사기록법에 의해 검출할 수 있다.

항체 및 이의 항원-결합 영역은 특정 지역으로의 표적화된 전달을 위한 비히클(vehicle)과 또한 조합될 수 있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펩티드(들)의 N-말단, C-말단 또는 아미노산 잔기 중 하나의 측쇄를 통해 하나 이상의 비히클

(F1, F2)에 부착된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제공한다. 다중 비히클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각의 말

단에서의 Fc, 또는 한쪽 말단에서의 Fc 및 다른쪽 말단 또는 측쇄에서의 PEG 기.

Fc 도메인이 한 바람직한 비히클이다. Fc 도메인은 펩티드의 N 또는 C 말단, 또는 N과 C 말단 모두에 융합될 수 있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Fc 변이체가 본 발명의 범주 내의 적절한 비히클이다. 본 발명에 따라 천연 Fc가 광범위하게 변형

되어 Fc 변이체가 형성될 수 있고, 단 샐비지(salvage) 수용체에 대한 결합은 유지된다. 예를 들어 WO 97/34631 및 WO

96/32478 참조. 이같은 Fc 변이체에서, 본 발명의 융합 분자에 요구되지 않는 구조적 특징 또는 기능적 활성을 제공하는

천연 Fe의 하나 이상의 부위를 제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잔기의 치환 또는 결실, 부위 내로의 잔기의 삽입, 또는 부위를

함유하는 부분의 말단절단에 의해, 이러한 부위를 제거할 수 있다. 삽입 또는 치환된 잔기 또한 변경된 아미노산, 예컨대

펩티도모방체 또는 D-아미노산일 수 있다. Fc 변이체가 다수의 이유로 바람직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 중 몇개가 하기에

기술된다. 예시적인 Fc 변이체로는 하기와 같은 분자 및 서열이 포함된다:

1. 디술피드 결합 형성에 수반되는 부위가 제거된다. 이같은 제거로 본 발명의 분자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된 숙주 세포 내

에 존재하는 다른 시스테인-함유 단백질과의 반응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N-말단의 시스테인-함유 절편이

말단절단될 수 있거나, 또는 시스테인 잔기가 결실되거나 다른 아미노산 (예를 들어, 알라닐, 세릴)으로 치환될 수 있다. 시

스테인 잔기가 제거되는 경우에도, 단일쇄 Fc 도메인은 비-공유결합에 의해 함께 유지되는 이량체성 Fc 도메인을 여전히

형성할 수 있다.

2. 천연 Fc가 변형되어 선택된 숙주 세포와 더욱 혼화성이게 된다. 예를 들어, 대장균 내의 소화 효소 예컨대 프롤린 이미

노펩티다제(iminopeptidase)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전형적인 천연 Fc의 N-말단 근처의 PA 서열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분자가 대장균과 같은 박테리아 세포에서 재조합적으로 발현되는 경우, N-말단 메티오닐 잔기를 또한 부가할 수 있다.

3. 천연 Fc의 N-말단의 일부가 제거되어 선택된 숙주 세포에서 발현되었을 때 N-말단 이질성이 방지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N-말단의 첫번째 20개 아미노산 잔기 중 임의의 것, 특히 위치 1, 2, 3, 4 및 5의 잔기를 결실시킬 수 있다.

4. 하나 이상의 글리코실화 부위가 제거된다. 전형적으로 글리코실화된 잔기 (예를 들어, 아스파라긴)는 세포용해 응답을

부여할 수 있다. 이같은 잔기는 결실되거나 비글리코실화 잔기 (예를 들어, 알라닌)로 치환될 수 있다.

5. 보체와의 상호작용에 수반되는 부위, 예컨대 C1q 결합 부위가 제거된다. 예를 들어, 인간 IgG1의 EKK 서열을 결실 또

는 치환시킬 수 있다. 보체 사용은 본 발명의 분자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이같은 Fc 변이체에서 예방될 수 있다.

6. 샐비지 수용체 이외의 Fc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가 제거된다. 천연 Fc는 본 발명의 융합 분자에 요

구되지 않는 특정 백혈구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부위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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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DCC 부위가 제거된다. ADCC 부위는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IgG1 내의 ADCC 부위와 관련하여 문헌

[Molec. Immunol. 29 (5):633-9 (1992)]을 참조하길 바란다. 이러한 부위는,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융합 분자에 요구되

지 않고, 따라서 제거될 수 있다.

8. 천연 Fc가 비-인간 항체로부터 유래되는 경우, 천연 Fc가 인간화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천연 Fc를 인간화시키기 위

해, 비-인간 천연 Fc 내의 선택된 잔기를 인간 천연 Fc에서 정상적으로 발견되는 잔기로 치환시킬 것이다. 항체 인간화를

위한 기술은 당업계에 주지되어 있다.

별법적인 비히클은 샐비지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 폴리펩티드, 펩티드 항체, 항체 단편, 또는 소형 분자 (예를 들

어, 펩티도모방체 화합물)일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739,277호 (Presta et al., 1998년 4월 14일 허여됨)에 기

술된 바와 같은 폴리펩티드를 비히클로 사용할 수 있다. 펩티드 또한 FcRn 샐비지 수용체에 대한 결합에 대해 파지 디스플

레이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이같은 샐비지 수용체-결합 화합물 또한 "비히클"의 의미 내에 포함되고, 본 발명의 범주 내

에 속한다. 이같은 비히클은 증가된 반감기 (예를 들어, 프로테아제에 의해 인식되는 서열을 피함으로써) 및 감소된 면역원

성 (예를 들어, 항체 인간화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비-면역원성 서열을 선호함으로써)에 대해 선택되어야 한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중합체 비히클 또한 F1 및 F2에 대해 사용될 수 있다. 비히클로서 유용한 화학적 모이어티를 부착

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현재 이용가능하다. 발명의 명칭이 "N-Terminally Chemically Modified Protein

Compositions and Methods"이고 거명에 의해 전체적으로 본원체 포함된 PCT 국제 공개공보 WO 96/11953 참조. 이러

한 PCT 공개공보에는 수용성 중합체를 단백질의 N-말단에 선택적으로 부착시키는 것이 특히 개시되어 있다.

바람직한 중합체 비히클은 폴리에틸렌 글리콜 (PEG)이다. PEG 기는 임의의 편리한 분자량을 가질 수 있고, 선형 또는 분

지형일 수 있다. PEG의 평균 분자량은 바람직하게는 약 2 킬로달톤 ("kDa") 내지 약 100 kDa,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

kDa 내지 약 50 kDa,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5 kDa 내지 약 10 kDa 범위일 것이다. PEG 기는 본 발명의 화합물 상의 반응

성 기 (예를 들어, 알데히드, 아미노, 또는 에스테르 기)에 대한 PEG 모이어티 상의 반응성 기 (예를 들어, 알데히드, 아미

노, 티올, 또는 에스테르 기)를 통한 아실화 또는 환원성 알킬화에 의해 본 발명의 화합물에 일반적으로 부착될 것이다.

합성 펩티드의 PEG화에 유용한 전략은 다른 쪽에 대해 서로 반응성인 특정한 기능성을 각각 갖는 펩티드와 PEG 모이어티

를, 용액 내에서 접합 연결을 형성시키는 것을 통해, 조합시키는 것으로 구성된다. 펩티드는 당업계에 공지된 바와 같은 통

상적인 고체 상 합성으로 쉽게 제조할 수 있다. 펩티드는 특정 부위에서 적절한 기능성 기로 "예비활성화"된다. PEG 모이

어티와의 반응 전에 전구체가 정제되어 충분히 특징화된다. 펩티드와 PEG의 결찰은 일반적으로 수성 상에서 일어나고, 분

석용 역상 HPLC에 의해 쉽게 모니터링될 수 있다. PEG화 펩티드는 제조용 HPLC에 의해 쉽게 정제될 수 있고, 분석용

HPLC, 아미노산 분석 및 레이저 탈착 질량분광법에 의해 특징화될 수 있다.

다당류 중합체는 단백질 변형에 사용될 수 있는 또다른 유형의 수용성 중합체이다. 덱스트란은 al-1-6 연결에 의해 주로

연결된 글루코스의 개별적인 서브유닛으로 구성된 다당류 중합체이다. 덱스트란 자체는 많은 분자량 범위 내에서 입수가

능하고, 약 1 kDa 내지 약 70 kDa의 분자량으로 용이하게 입수가능하다. 덱스트란은 단독으로 또는 또다른 비히클 (예를

들어, Fc)와 조합하여 비히클로서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용성 중합체이다. 예를 들어, WO 96/11953 및 WO

96/05309 참조. 치료용 또는 진단용 이뮤노글로불린에 접합된 덱스트란의 용도가 보고되어 있다; 예를 들어,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 유럽 특허 공개공보 제0 315 456호 참조. 덱스트란이 본 발명에 따른 비히클로 사용되는 경우 약 1 kDa 내

지 약 20 kDa의 덱스트란이 바람직하다.

항체 접합체/면역독소

또다른 양상에서, 본 발명은 치료용 모이어티, 예컨대 세포독소, 약물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접합된 인간 항-CD148 모노

클로날 항체, 또는 이의 단편을 특징으로 한다. 세포독소에 접합된 경우, 이러한 항체 접합체는 "면역독소"로 지칭된다. 세

포독소 또는 세포독성제에는 세포에 해로운 (예를 들어, 세포를 죽이는) 임의의 작용제가 포함된다. 예로는 택솔, 사이토칼

라신 B, 그라미시딘 D, 브롬화에티듐, 에메틴, 마이토마이신, 에토포사이드, 테노포사이드, 빈크리스틴, 빈블라스틴, 콜히

친, 독소루비신, 다우노루비신, 디히드록시 안트라신 디온, 미톡산트론, 미트라마이신, 악티노마이신 D, 1-데히드로테스

토스테론,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프로카인, 테트라카인, 리도카인, 프로프라놀롤, 및 푸로마이신 및 이의 유사체 또는 상동

체가 포함된다. 치료제로는 항대사물질 (예를 들어, 메토트렉세이트, 6-메르캅토퓨린, 6-티오쿠아닌, 사이타라빈, 5-플루

오로우라실 데카르바진), 알킬화제 (예를 들어, 메클로르에타민, 티오에파 클로르암부실, 멜팔란, 카르무스틴 (BSNU) 및

로무스틴 (CCNU), 시클로토스파미드, 부술판, 디브로모만니톨, 스트렙토조토신, 마이토마이신 C, 및 시스-디클로로로디

아민 플래티늄 (II) (DDP) 시스플라틴), 안트라사이클린 (예를 들어, 다우노루비신 (종전의 다우노마이신) 및 독소루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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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예를 들어, 닥티노마이신 (종전의 악티노마이신), 블레오마이신, 미트라마이신, 및 안트라마이신 (AMC)), 및 항유

사분열제 (예를 들어, 빈크리스틴 및 빈블라스틴)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의 항체에 접합될 수 있

는 치료용 세포독소의 기타 예로는 칼리키아마이신 및 듀오카르마이신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항체가 방사성동위원소, 예

를 들어, 방사성 요오드에 접합되어, CD148-관련 장애, 예컨대 암 치료용 세포독성 방사선의약품이 생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항체 접합체를 사용하여 소정의 생물학적 응답을 변형시킬 수 있고, 약물 모이어티는 전통적인 화학 치료제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약물 모이어티는 원하는 생물학적 활성을 갖는 단백질 또는 폴리펩티드일

수 있다. 이같은 단백질에는, 예를 들어, 효소적으로 활성인 독소, 또는 이의 활성 단편, 예컨대 아르빈, 리신 A, 슈도모나

스 외독소, 또는 디프테리아 독소; 종양 괴사 인자 또는 인터페론-감마와 같은 단백질; 또는 생물학적 응답 변형제, 예를 들

어, 림포카인, 인터류킨-1 ("IL-1"), 인터류킨-2 ("IL-2"), 인터류킨-6 ("IL-6"), 과립구 대식세포 콜로니 자극 인자

("GM-CSF"), 과립구 콜로니 자극 인자 ("G-CSF"), 또는 기타 성장 인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이같은 치료용 모이어티를 항체에 접합시키는 기술은 당업계에 주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문헌 [Arnon et al.,

"Monoclonal Antibodies For Immunotargeting Of Drugs In Cancer Therapy", in Monoclonal Antibodies And

Cancer Therapy, Reisfeld et al. (eds.), pp. 243-56 (Alan R. Liss, Inc. 1985)]; [Hellstrom et al., "Antibodies For

Drug Delivery", in Controlled Drug Delivery (2nd Ed.)]; [Robinson et al. (eds.), pp. 623-53 (Marcel Dekker, Inc.

1987)]; [Thorpe, "Antibody Carriers Of Cytotoxic Agent In Cancer Therapy: A Review", in Monoclonal

Antibodies '84: Biological And Clinical Applications, Pinchera et al. (eds.), pp. 475-506 (1985)]; ["Analysis,

Results, And Future Prospective Of The Therapeutic Use Of Radiolabeled Antibody In Cancer Therapy", in

Monoclonal Antibodies For Cancer Detection And Therapy, Baldwin et al. (eds.), pp. 303-16 (Academic Press

1985)]; 및 [Thorpe et al., "The Preparation And Cytotoxic Properties Of Antibody-Toxin Conjugates", Immunol.

Rev., 62:119-58 (1982)]을 참조하길 바란다.

제약 조성물

항-CD148 항체의 제약 조성물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속한다. 항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은,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

6,171,586호 (Lam et al., 2001년 1월 9일 허여됨)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같은 조성물은 제약상 허용가능한 허용

가능한 담체 및/또는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과 부가혼합된, 치료적 또는 예방적으로 효과적인 양의 본원에 기술된 바와 같

은 항체, 또는 이의 단편, 변이체, 유도체 또는 융합물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제약 조성물은 제약상 허용가

능한 담체 및/또는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과 부가혼합된, CD148 활성을 활성화시키는 CD148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항체

를 포함한다. 전형적으로, 특이적 결합제는 동물에게의 투여를 위해 충분히 정제될 것이다.

제약상 허용가능한 담체

본원에서 사용된, "제약상 허용가능한 담체"에는 생리학적으로 혼화성인 임의의 모든 용매, 분산 매질, 코팅물, 항박테리아

제 및 항진균제, 등장성 및 흡수 지연제가 포함된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담체는 정맥내, 근육내, 피하, 비경구적, 척수 또는

표피 투여에 적절하다 (예를 들어, 주사 또는 주입에 의해). 투여 경로에 따라, 활성 화합물, 즉 항체,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

이적 분자는 화합물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의 작용 및 기타 천연 조건으로부터 화합물을 보호하는 물질 내에 코팅될

수 있다. 또다른 특정 실시양태에서, 제약 조성물은 인간에서 제약상 허용가능한 담체와 함께 제형화된다.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수성 및 비수성 담체의 예로는 물, 에탄올, 폴리올 (예컨대 글리세롤, 프

로필렌 글리콜, 폴리에틸렌 글리콜 등), 및 이의 적절한 혼합물, 식물성 오일, 예컨대 올리브 오일, 및 주사용 유기 에스테

르, 예컨대 에틸 올레에이트가 포함된다. 적절한 유동성은, 예를 들어, 코팅 재료, 예컨대 레시틴의 사용에 의해, 분산액의

경우 필요한 입자 크기의 유지에 의해, 그리고 계면활성제의 사용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조성물은 보조제 예컨대 방부제, 습윤화제, 유화제 및 분산제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멸균 절차에 의

해서 및 다양한 항균제 및 항진균제, 예를 들어, 파라벤, 클로로부탄올, 페놀 소르브산 등의 포함에 의해서 미생물의 존재

가 확실하게 예방될 수 있다. 등장화제, 예컨대 당, 염화나트륨 등을 조성물 내에 포함하는 것이 또한 바람직할 수 있다. 또

한, 알루미늄 모노스테아레이트 및 젤라틴과 같이 흡수를 지연시키는 작용제를 포함함으로써 주사용 제약 제형물이 장기

간 흡수될 수 있다.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은 모 화합물의 원하는 생물학적 활성을 유지하고 어떠한 원치 않는 독성학적 효과도 부여하지 않

는 염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문헌 [Berge, S. M., et al. (1977) J. Pharm. Sci. 66:1-19] 참조). 이같은 염의 예로는 산

부가염 및 염기 부가염이 포함된다. 산 부가염으로는 비독성 무기 산, 예컨대 염산, 질산, 인산, 황산, 브롬화수소산, 요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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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소산, 인 등, 뿐만 아니라 비독성 유기산 예컨대 지방족 모노- 및 디카르복실산, 페닐-치환 알칸산, 히드록시 알칼산,

방향족 산, 지방족 및 방향족 술폰산 등으로부터 유래된 것들이 포함된다. 염기 부가염으로는 알칼리 토금속, 예컨대 나트

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뿐만 아니라 비독성 유기 아민, 예컨대 N,N'-디벤질에틸렌디아민, N-메틸글루카민, 클로로

프로카인, 콜린, 디에탄올아민, 에틸렌디아민, 프로카인 등으로부터 유래된 것들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은 pH, 삼투성, 점도, 투명도, 색, 등장성, 냄새, 멸균성, 용해 또는 방출 속도, 조성물의 흡수 또는 투

과를 예를 들어 변형, 유지 또는 방지하기 위한 제형 재료를 함유할 수 있다. 적절한 제형 재료로는 아미노산 (예컨대 글리

신, 글루타민, 아스파라긴, 아르기닌 또는 라이신); 항미생물제; 항산화제 (예컨대 아스코르브산, 아황산나트륨 또는 아황

산수소나트륨); 완충제 (예컨대 보레이트, 바이카르보네이트, 트리스-HCl, 시트레이트, 포스페이트, 기타 유기 산); 벌크화

제 (예컨대 만니톨 또는 글리신), 킬레이트화제 [예컨대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 (EDTA)]; 착화제 (예컨대 카페인,

폴리비닐피롤리돈, 베타-시클로덱스트린 또는 히드록시프로필-베타-시클로덱스트린); 충전제; 단당류; 이당류 및 기타

탄수화물 (예컨대 글루코스, 만노스, 또는 덱스트린); 단백질 (예컨대 혈청 알부민, 젤라틴 또는 이뮤노글로불린); 착색제;

풍미 및 희석제; 유화제; 친수성 중합체 (예컨대 폴리비닐피롤리돈); 저분자량 폴리펩티드; 염-형성 카운터이온 (예컨대 나

트륨); 방부제 (예컨대 염화벤즈알코늄, 벤조산, 살리실산, 티메로살, 페네틸 알콜,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클로르헥시

딘, 소르브산 또는 과산화수소); 용매 (예컨대 글리세린, 프로필렌 글리콜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당 알콜 (예컨대 만니

톨 또는 소르비톨); 현탁화제; 계면활성제 또는 습윤화제 (예컨대 플루로닉, PEG, 소르비탄 에스테르, 폴리소르베이트 예

컨대 폴리소르베이트 20, 폴리소르베이트 80, 트리톤, 트로메타민, 레시틴, 콜레스테롤, 타일록사팔); 안정성 증강제 (수크

로스 또는 소르비톨); 강장성 증강제 (예컨대 알칼리 금속 할로겐화물 (바람직게는 염화나트륨 또는 염화칼륨, 만니톨 소르

비톨); 전달 비히클; 희석제; 부형제 및/또는 제약 보조제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 18th Edition, A. R. Gennaro, ed., Mack Publishing Company, 1990).

최적의 제약 조성물은, 예를 들어, 의도된 투여 경로, 전달 포맷 및 원하는 투여량에 따라 당업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예

를 들어, 문헌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 상기 문헌]을 참조하길 바란다. 이같은 조성물은 특정 항체의 물

리적 상태, 안정성, 생체내 방출 속도, 및 생체내 제거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약 조성물 내의 1차 비히클 또는 담체는 천연에서 수성 또는 비수성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절한 비히클 또는 담체는 주

사용수, 생리식염수 용액 또는 인공 뇌척수액일 수 있고, 가능하게는 비경구 투여용 조성물에 통상적인 기타 재료가 보충

될 수 있다. 완충된 중성 염수 또는 혈청 알부민과 혼합된 염수 또한 예시적인 비히클이다. 다른 예시적인 제약 조성물은

pH가 약 7.0-8.5인 트리스 완충제, 또는 pH가 약 4.0-5.5인 아세테이트 완충제를 포함하고, 따라서 이는 소르비톨 또는

적절한 대체물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양태에서, 결합제 조성물은 원하는 정도의 순도를 갖는 선택된

조성물을 선택적인 제형화제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 상기 문헌)와 함께 혼합함으로써 동결건조된 케이

크 또는 수성 용액 형태로 보관용으로 제조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부형제 예컨대 수크로스를 사용하여 결합제 생성물을

동결건조물로 제형할 수 있다.

제약 조성물은 비경구 투여용으로 선택될 수 있다. 별법적으로, 조성물은 흡입용으로 또는 장 전달용으로 예컨대 경구 투

여, 귀 투여, 눈 투여 직장내 투여, 또는 질내 투여용으로 선태될 수 있다. 이같은 제약상 허용가능한 조성물은 당업계의 기

술 내에 속한다.

제형 성분들은 투여 부위에 허용가능한 농도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완충제는 조성물의 pH를 생리학적 pH 또는 약간 더

낮은 pH로, 전형적으로는 약 5 내지 약 8 범위의 pH 내로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인간 및 동물에게 본 발명의 화합물이 의약품으로 투여되는 경우, 본 발명의 화합물은 단독으로 또는 제약상 허용가능한

담체와 조합된 예를 들어 0.01 내지 99.5％ (더욱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90％)의 활성 성분을 함유하는 제약 조성물로 제

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은 항-CD148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약 1 ㎎/㎖ 내지 약 30 ㎎/

㎖, 또는 별법으로 약 5 ㎎/㎖ 내지 약 30 ㎎/㎖의 농도로 함유할 수 있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는 생체 내에서의 적절한 분포를 확실히 하도록 제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혈액-뇌 장벽 (BBB(blood-brain barrier))은 많은 고도로 친수성인 화합물을 차단한다. 본 발명의 치료적 화합물이

BBB를 가로지르록 하기 위해 (원하는 경우), 예를 들어, 리포좀 내로 제형될 수 있다. 리포좀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는, 예

를 들어, 미국 특허 제4,522,811호; 제5,374,548호; 및 제5,399,331호 참조. 리포좀은 특정 세포 또는 조직 내로 선택적

으로 수송되어 표적화된 약물 전달을 증강시키는 하나 이상의 모이어티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헌 [V. V. Ranade

(1989) J. Clin. Pharmacol. 29:685] 참조). 예시적인 표적화 모이어티로는 폴레이트 또는 비오틴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416,016호 (Low et al.) 참조); 만노사이드 (문헌 [Umezawa et al., (1988) Biochem. Biophys. Res. Commun.

153:1038] 참조); 항체 (문헌 [P. G. Bloeman et al. (1995) FEBS Lett. 357:140]; [M. Owais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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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microb. Agents Chemother. 39:180] 참조); 여러 종들이 본 발명의 제형, 뿐만 아니라 발명된 분자의 성분을 포함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 단백질 A 수용체 (문헌 [Briscoe et al. (1995) Am. J. Physiol, 1233:134); p120 (Schreier et al.

(1994) J. Biol. Chem. 269:9090] 참조)이 포함된다; 또한 문헌 [K. Keinanen; M. L. Laukkanen (1994) FEBS Lett.

346:123]; [J. J. Killion; I. J. Fidler (1994) Immunomethods 4:273]을 참조하길 바란다. 본 발명의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치료적 화합물은 리포좀 내에 제형된다; 더욱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리포좀은 표적화된 모이어티를 포함한다. 가

장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리포좀 내의 치료적 화합물은 종양 또는 감염에 인접한 부위로의 볼루스(bolus) 주사에 의해

전달된다. 조성물은 용이한 주사가능성이 존재하는 정도로 유동성이어야 한다. 조성물은 제조 및 보관 조건 하에 안정적이

어야 하고, 박테리아 및 진균류와 같은 미생물의 오염 작용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치료적 유효 투여량

선택된 투여 경로와 상관없이, 적절하게 수화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본 발명의 화합물, 및/또는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

은 당업자에게 공지된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제약상 허용가능한 투여 형태로 제형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치료적 유효

투여량"은 처리되지 않은 대상에 비해 종양 성장을 적어도 약 20％, 더욱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40％, 더욱 더 바람직하

게는 적어도 약 60％, 더욱 더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80％까지 억제한다. 암을 억제하는 화합물의 능력은 인간 종양에서

의 효능의 전조가 되는 동물 모델 시스템에서 평가할 수 있다. 별법으로, 조성물의 이러한 성질은 당업자에게 공징되어 있

는 분석법에 의해 시험관내 억제에 대해 화합물의 억제 능력을 시험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치료적 유효량의 치료적 화

합물은 종양 크기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다르게는 대상에서 증상을 경감시킨다. 당업자는 대상의 사이즈, 대상의 증상의

중증도, 및 선택된 특정 조성물 및 투여 경로를 기초로 이같은 양을 결정할 것이다.

치료적으로 사용될 제약 조성물의 유효량은, 예를 들어, 치료 내용 및 목적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당업자는 따라서 전달되

는 분자, 항체 또는 항원-결합 영역이 사용될 적응증, 투여 경로, 및 환자의 사이즈 (체중, 신체 표면 또는 조직 사이즈) 및

상태 (연령 및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부분적으로 의존적으로 적절한 치료용 투여량 수준이 변할 것임을 이해할 것이다. 따

라서, 임상의는 최적의 치료 효과를 수득하기 위해 투여량을 적정하고 투여 경로를 변형시킬 것이다.

바람직한 항-CD148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은 1 μM 미만, 바람직하게는 0.1 μM 미만, 더욱 바람직하게는 0.01

μM 미만인 농도의 용액 내의 CD148에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항-CD148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의 존재 하에서의 조정에 의해 내피 세포 증식 및 이동에서 적어도 50％의 감소가 관찰되는 것을 의미하고,

50％ 감소가 본원에서 IC50 값으로 지칭된다.

전형적으로 본 발명의 항-CD148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의 치료적 유효량은 생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조성물 내

에서 투여되는 경우, 예를 들어, 약 0.01 ㎍/㎖ 내지 약 300 ㎍/㎖의 혈장 농도 (단일 용량의 항체 후의 cmax 데이타를 기

초로 함)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농도는 약 1 ㎍/㎖ 내지 약 300 ㎍/㎖일 수 있다. 또다른 실시

양태에서, 농도는 약 1 ㎍/㎖ 내지 약 75 ㎍/㎖일 수 있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농도는 약 15 ㎍/㎖ 내지 약 50 ㎍/㎖일 수

있다. 물론 투여량은 투여 빈도 및 기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폴리펩티드 형태의 본 발명의 항-CD148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의 치료적 유효량은, 전형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조성물 내에서 투여되는 경우 약 0.001 ㎍/㎖ 내지 약 10 ㎍/㎖, 또는 약 0.05 ㎍/㎖ 내지 약 1.0 ㎍/㎖의 혈장

농도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질량이 약 15,000 g/몰 (즉 15,000 Da)인 폴리펩티드를 기초로, 몰농도 단위의 혈장 농

도는, 예를 들어, 약 0.0001 μM 내지 약 1 mM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체중 당 투여량은 매일 1회 또는 그 이상의 용량 투

여로, 또는 1일 또는 수일 동안 약 0.01 ㎎/㎏ 내지 약 30 ㎎/㎏, 또는 약 0.05 ㎎/㎏ 내지 약 20 ㎎/㎏에서 변할 수 있다. 전

형적인 투여량은, 상기 언급된 인자들에 따라, 약 0.1 ㎎/㎏ 내지 약 100 ㎎/㎏ 이상까지일 수 있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투여량은 1 ㎎/㎏ 내지 약 100 ㎎/㎏; 또는 5 ㎎/㎏ 내지 약 100 ㎎/㎏ 범위일 수 있다.

임의의 화합물에 대해, 치료적 유효 용량은 세포 배양 분석법에서 또는 동물 모델 예컨대 마우스, 래트,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에서 먼저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동물 모델을 사용하여 적절한 농도 범위 및 투여 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이어서 이

같은 정보를 사용하여 인간에서 유용한 용량 및 투여 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

정확한 투여량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과 관련된 인자의 견지에서 결정될 것이다. 투여량 및 투여는 충분한 수준의 활

성 화합물을 제공하도록 또는 원하는 효과를 유지하도록 조절된다. 고려될 수 있는 인자로는 질환 상태의 중증도, 대상의

일반적인 건강, 대상의 연령, 체중 및 성, 투여 시간 및 빈도, 약물 조합(들), 반응 감도, 및 치료에 대한 응답이 포함된다. 장

기간 작용하는 제약 조성물은 특정 제형의 반감기 및 제거 속도에 따라 3 내지 4일마다, 매주, 또는 격주로 투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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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빈도는 사용된 제형의 결합제 분자의 약동학적 파라메터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전형적으로, 조성물은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는 투여량에 도달할 때까지 투여된다. 따라서 조성물은 단일 용량으로 또는 시간에 걸쳐 다중 용량 (동일 또는 상이

한 농도/투여량)으로 또는 연속 주입으로 투여될 수 있다. 적절한 투여량의 추가적인 정련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적절

한 투여량은 적절한 용량-응답 데이타를 사용하여 확장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 내의 활성 성분의 실제 투여량 수준은 환자에게 독성이지 않으면서 특정 환자, 조성물 및 투여 모드

에 대해 원하는 치료적 응답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인 활성 성분의 양이 수득되도록 변할 수 있다. 선택된 투여량 수준은 사

용된 본 발명의 특정 조성물, 또는 이의 에스테르, 염 또는 아미드의 활성, 투여 경로, 투여 시간, 사용되는 특정 화합물의

배출 속도, 치료 기간, 사용된 특정 조성물과 조합되어 사용된 기타 약물, 화합물 및/또는 재료, 치료될 환자의 연령, 성, 체

중, 상태, 일반적인 건강 및 이전의 병력, 및 의학 분야에 주지된 유사 인자가 포함되는 다양한 약동학적 인자에 따라 좌우

될 것이다.

당업계의 통상적인 기술을 갖는 의사 또는 수의사는 필요한 제약 조성물의 유효량을 쉽게 결정하고 처방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의사 또는 수의사는 제약 조성물에서 사용된 본 발명의 화합물의 용량을 원하는 치료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원하는 효과가 달성될 때까지 투여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본 발명의 조성물의 적절한 일일 용량은 치료 효과를 일으키기에 효과적인 가장 낮은 용량인 화합물의 양일 것이다. 이

같은 유효 용량은 상기 기술된 인자에 일반적으로 좌우될 것이다. 정맥내, 근육내, 복막내, 또는 피하 투여되는 것이 바람

직하고, 바람직하게는 표적 부위에 인접하게 투여된다. 원한다면, 유효 일일 용량의 치료용 조성물을, 임의로 단위 투여량

형태의, 하루에 걸쳐 적절한 간격으로 별도로 투여되는 2회, 3회, 4회, 5회, 6회 또는 그 이상의 서브-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화합물을 단독으로 투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화합물을 제약 제형 (조성물)으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조성물은 멸균되어야 하고, 조성물이 주사기에 의해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이어야 한다. 물에 더하여, 담체는 등장

성이 완충된 염수 용액, 에탄올, 폴리올 (예를 들어, 글리세롤, 프로필렌 글리콜, 및 액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등), 및 이의

적절한 혼합물일 수 있다. 적절한 유동성은, 예를 들어, 레시틴과 같은 코팅물의 사용, 분산액의 경우에는 요구되는 입자

크기의 유지, 계면활성제의 사용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등장화제, 예를 들어, 당, 폴리알콜 예컨대 만니톨 또

는 소르비톨, 및 염화나트륨이 조성물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사용 조성물의 장기(長期) 흡수는 조성물 내에 흡수

를 지연시키는 작용제, 예를 들어, 알루미늄 모노스테아레이트 또는 젤라틴이 포함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활성 화합물이 적절하게 보호된 경우, 화합물은, 예를 들어, 불활성 희석제 또는 동화가능한 식용

담체와 함께 경구 투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 (예를 들어,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및 이중특이적 분자)의 투여 방법은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사용된

분자의 적절한 투여량은 대상의 연령 및 체중 및 사용된 특정 약물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문헌 [Goldenberg, D. M. et al.

(1981) Cancer Res. 41: 4354-4360], 및 유럽 특허 제0365 997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방사성핵종 예컨대 1311, 9OY,

105Rh, 인듐-111 등과 분자가 커플링될 수 있다. 또다른 양상에서, 본 발명은 방사성동위원소, 세포독성제 (예를 들어, 칼

리키아마이신 및 듀오카르마이신), 세포증식저해제, 또는 화학요법 약물에 연결된 본 발명에 따른 항체를 포함하는 면역접

합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 (예를 들어,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및 이중특이적 분자)은 항-전염제에 또한 커플

링될 수 있다.

투여 경로

제약 조성물의 투여 경로는 공지된 방법에 따르고, 예를 들어, 경구적으로, 정맥내, 복강내, 뇌내 (실질내), 뇌실내, 근육내,

안내, 동맥내, 문맥내, 병변내 경로, 골수내, 경막내, 뇌실내, 경피, 피하, 복강내, 비강내, 장내, 국소, 설하, 요도, 질 또는

직장 수단에 의한 주사를 통해, 서방성 시스템에 의해, 또는 이식 장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원한다면, 조성물은 주입에 의

해 연속적으로 또는 볼루스 주사에 의해, 또는 이식 장치에 의해 투여될 수 있다.

별법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조성물은 원하는 분자가 흡수 또는 캡슐화된 막, 스폰지 또는 또다른 적절한 재료의 이식을 통

해 국소적으로 투여될 수 있다. 이식 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장치를 임의의 적절한 조직 또는 기관 내로 이식할 수 있고, 원

하는 분자의 전달은 확산, 지효성 볼루스, 또는 연속 투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경우에, 생체외 방식으로 제약 조성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 환자로부터 제거된 세포,

조직 또는 기관을 제약 조성물에 노출시킨 후, 세포, 조직 및/또는 기관을 환자 내로 다시 이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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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경우, 본 발명의 결합제 예컨대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은 본원에 기술된 것들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폴

리펩티드를 발현 및 분비하도록 유전자 조작된 특정 세포를 이식함으로써 전달될 수 있다. 이같은 세포는 동물 또는 인간

세포일 수 있고, 자가형, 이종형, 또는 이종발생형일 수 있다. 임의로, 세포가 불멸화될 수 있다. 면역학적 응답의 기회를 감

소시키기 위해, 세포를 캡슐화시켜 주변 조직의 침윤을 방지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캡슐화 재료는 단백질 제품(들)이 방출

되게 하지만 환자의 면역 시스템 또는 주변 조직으로부터의 기타 해로운 인자에 의해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성

분성, 반투과성 중합체성 싸개 또는 막이다.

치료용 조성물은 당업계에 공지된 의학 장치로 투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람직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치료용 조성

물은 무침 피하 주사 장치, 예컨대 미국 특허 제5,399,163호; 제5,383,851호; 제5,312,335호; 제5,064,413호; 제

4,941,880호; 제4,790,824호; 또는 제4,596,556호에 개시된 장치로 투여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유용한 주지된 이식물 및

모듈의 예는 약제를 제어 속도로 분배하기 위한 이식가능 마이크로-주입 펌프가 개시된 미국 특허 제4,487,603호; 피부를

통해 약제를 전달하기 위한 치료용 장치가 개시된 미국 특허 제4,486,194호; 정확한 주입 속도로 약제를 전달하기 위한 약

제 주입 펌프가 개시된 미국 특허 제4,447,233호; 연속적인 약물 전달을 위한 유량-가변성 이식가능 주입 기구가 개시된

미국 특허 제4,447,224호; 다중-챔버 구획을 갖는 삼투압 약물 전달 시스템이 개시된 미국 특허 제4,439,196호; 및 삼투

압 약물 전달 시스템이 개시된 미국 특허 제4,475,196호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허들은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함된다.

많은 다른 이같은 이식물, 전달 시스템 및 모듈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비경구 투여가 구현되는 경우,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 위한 치료용 조성물은 제약상 허용가능한 비히클 내의 원하는 특정

결합제를 포함하는, 발열원이 없고 비경구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성 용액의 형태일 수 있다. 비경구 주사용으로 특히 바람직

한 비히클은 결합제가 적절하게 보존된, 멸균 등장성 용액으로 제형된 멸균 증류수이다. 또다른 제제는 제품의 제어 또는

서방성 방출을 제공하는 주사용 미세구, 생물-침식성 입자, 중합체성 화합물 (폴리락트산, 폴리글리콜산), 비드, 또는 리포

좀과 같은 작용제와 함께 원하는 분자를 제형하는 것을 수반하고, 제품은 디포(depot) 주사를 통해 전달될 수 있다. 히알루

론산이 또한 사용될 수 있고, 이는 순환계 내에서 지속되는 기간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원하는 분자의 도입을

위한 다른 적절한 수단에는 이식가능 약물 전달 장치가 포함된다.

또다른 양상에서, 비경구 투여에 적절한 제약 제형물은 바람직하게는 생리적으로 혼화성인 완충제 예컨대 행크스(Hanks)

용액, 링거 용액 또는 생리적으로 완충된 염수 내의 수성 용액으로 제형될 수 있다. 수성 주사 현탁액은 현탁액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물질, 예컨대 소듐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스, 소르비톨, 또는 덱스트란을 함유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활성 화합

물의 현탁액은 적당한 오일성 주사 현탁액으로 제조될 수 있다. 적절한 친지성 용매 또는 비히클로는 지방유, 예컨대 참기

름, 또는 합성 지방산 에스테르, 예컨대 에틸 올레에이트, 트리글리세리드, 또는 리포좀이 포함된다. 비-지질 다가양이온

성 아미노 중합체가 또한 전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임의로, 현탁액은 화합물의 용해도를 증가시켜 고도로 농축된 용액

이 제조되도록 하는 적절한 작용제 또는 안정화제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제약 조성물은 흡입용으로 제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합제는 흡입용 건조 분말로 제형될 수 있

다. 폴리펩티드 또는 핵산 분자 흡입 용액을 또한 에어로졸 전달용 추진제와 함께 제형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용액은 분무될 수 있다. 폐 투여는 화학적으로 개질된 단백질의 폐 전달이 기술되어 있는 PCT 출원 PCT/US94/001875에

추가로 기술되어 있다.

경구 투여에 적절한 투여량으로 당업계에 주지된 제약상 허용가능한 담체를 사용하여 경구 투여용 제약 조성물이 또한 제

형될 수 있다. 이같은 담체는제약 조성물이 환자에 의한 섭취를 위한 정제, 알약, 당의정, 캡슐, 액체, 겔, 시럽, 슬러리, 현

탁액 등으로 제형될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의 한 실시양태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투여되는 결합제 분자는 정체 및 캡슐과

같은 고체 투여 형태의 조제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담체와 함께 또는 이러한 담체 없이 제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캡

슐은 생체이용률이 최대화되고 전신순환전(pre-systemic) 분해가 최소화되었을 때 위장관 내의 지점에 제형의 활성 부분

을 방출하도록 고안될 수 있다. 추가적인 작용제가 포함되어 결합체 분자의 흡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희석제, 풍미제,

저융점 왁스, 식물성 오일, 윤활제, 현탁제, 정제 붕해제, 및 결합제가 또한 사용될 수 있다.

경구 용도용 제약 제제는 활성 화합물을 고체 부형제와 배합하고 생성된 과립 혼합물을 (임의로, 분쇄 후에) 가공하여, 정

제 또는 당의정 코어를 수득함으로써 수득될 수 있다. 원한다면, 적절한 보조제가 첨가될 수 있다. 적절한 부형제로는 탄수

화물 또는 단백질 충전제, 예컨대 락토스, 수크로스, 만니톨, 및 소르비톨이 포함되는 당; 옥수수, 밀, 쌀, 감자 또는 기타 식

물로부터의 전분; 셀룰로스, 예컨대 메틸 셀룰로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또는 소듐 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아

라비아 검 및 트라가칸트가 포함되는 검; 및 단백질, 예컨대 젤라틴 및 콜라겐이 포함된다. 원한다면, 붕해제 또는 가용화

제, 예컨대 가교된 폴리비닐 피롤리돈, 한천, 및 알긴산 또는 이의 염, 예컨대 소듐 알기네이트를 첨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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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정 코어는 적절한 코팅물, 예컨대 당 농축액과 함께 사용될 수 있고, 이는 아라비아 고무, 탈크, 폴리비닐피롤리돈, 카

르보폴 겔,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또는 이산화티탄, 락커 용액, 및 적절한 유기 용매 또는 용매 혼합물을 또한 함유할 수

있다. 제품 확인의 위해 또는 활성 화합물의 양, 즉 투여량을 특징화하기 위해 염료 또는 안료를 정제 또는 당의정 코팅물

에 첨가할 수 있다.

경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약 제제는 젤라틴으로 이루어진 푸쉬-핏(push-fit) 캡슐, 뿐만 아니라 젤라틴 및 코팅물, 예

컨대 글리세롤 또는 소르비톨로 이루어진 연질의 밀봉 캡슐을 또한 포함한다. 푸쉬-핏 캡슐은 충전제 또는 결합제, 예컨대

락토스 또는 전분, 윤활제, 예컨대 탈크 또는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 임의로, 안정화제와 혼합된 활성 성분을 함유할

수 있다. 연질 캡슐에서는, 활성 화합물이 안정화제와 함께 또는 안정화제 없이 적절한 액체, 예컨대 지방유, 액체, 또는 액

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내에 용해 또는 현탁될 수 있다.

또다른 제약 조성물은 정제의 제조에 적절한 비-독성 부형제와의 혼합물 내의 유효량의 결합제를 포함할 수 있다. 멸균수

또는 기타 적당한 비히클 내에 정제를 용해시킴으로써, 용액이 단위 용량 형태로 제조될 수 있다. 적절한 부형제로는 불활

성 희석제, 예컨대 탄산칼슘, 탄산나트륨 또는 중탄산나트륨, 락토스, 또는 인산칼슘; 또는 결합제, 예컨대 전분, 젤라틴, 또

는 아카시아; 또는 윤활제 예컨대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스테아르산, 또는 탈크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서방성- 또는 제어-방출 제형물 내의 결합제 분자를 포함하는 제형물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제약 조성물이 당업자에게 명

백할 것이다. 다양한 기타 서방성- 또는 제어-방출 수단, 예컨대 리포좀 담체, 생물-침식성 미세입자 또는 다공성 비드 및

디포 주사를 제형하기 위한 기술이 또한 당업자에게 주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약 조성물의 전달을 위한 다공성 중합체

성 미세입자의 제어 방출이 기술된 PCT/US93/00829를 참조하길 바란다. 서방성-방출 제제의 추가적인 예로는 성형품,

예를 들어, 필름, 또는 마이크로캡슐 형태의 반투과성 중합체 매트릭스가 포함된다. 서방성 방출 매트릭스로는 폴리에스테

르, 히드로겔, 폴리락티드 (미국 특허 제3,773,919호, 유럽 특허 제58,481호), L-글루탐산과 감마 에틸-1-글루타메이트

의 공중합체 (문헌 [Sidman et al., Biopolymers, 22:547-556 (1983)] 참조), 폴리 (2-히드록시에틸-메타크릴레이트)

(문헌 [Langer et al., J. Biomed. Mater. Res., 15:167-277, (1981)] 및 [Langer et al., Chem. Tech., 12:98-105

(1982)] 참조),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Langer et al., 상기 문헌) 또는 폴리-D(-)-3-히드록시부티르산 (유럽 특허 제

133,988호)가 포함될 수 있다. 서방성-방출 조성물은 리포좀을 또한 포함할 수 있고, 이는 당업계에 공지된 임의의 여러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헌 [Eppstein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2:3688-3692 (1985)];

유럽 특허 제36,676호; 유럽 특허 제88,046호; 유럽 특허 제143,949호를 참조하길 바란다.

생체내 투여용으로 사용되는 제약 조성물은 전형적으로 무균성이어야 한다. 이는 멸균 여과 막을 통한 여과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조성물이 동결건조되는 경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멸균이 동결건조 및 재구성 전에 또는 그 후에 수행될 수 있

다. 비경구 투여용 조성물은 동결건조된 형태 또는 용액으로 보관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경구 조성물은 멸균 접근

포트가 있는 컨테이너, 예를 들어, 피하주사 바늘이 관통가능한 마개가 있는 정맥내 용액 백 또는 바이알 내로 놓인다.

일단 제약 조성물이 제형되면, 이는 무균 바이알 내에 용액, 현탁액, 겔, 유화액, 고체, 또는 탈수 또는 동결건조 분말로 보

관될 수 있다. 이같은 제형물은 바로 사용가능한(ready-to-use) 형태 또는 투여 전에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 형태 (예를 들

어, 동결건조된 형태)로 보관될 수 있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단일-용량 투여 단위물의 제조를 위한 키트에 관한 것이다. 키트는 건조된 단백질을 함유하

는 제1 컨테이너와 수성 제형물을 갖는 제2 컨테이너 모두를 각각 함유할 수 있다. 단일 및 다중-챔버가 있는 예비-충전된

주사기 (예를 들어, 액체 주사기 및 라이오주사기(lyosyringes))를 함유하는 키트 또한 본 발명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

병용 요법

또다른 양상에서, 본 발명은 제약상 허용가능한 담체와 함께 제형된, 본 발명의 인간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들)

중 하나 또는 이의 조합물을 함유하는 조성물, 예를 들어, 제약 조성물을 제공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조성물은 복수

개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본 발명의 단리된 인간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포함한다. 더욱 특정한 실시양태에

서, 각각의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은 별개의 미리 선택된 CD148의 에피토프에 결합한다.

한 실시양태에서, 상보적인 활성을 갖는 인간 항-CD148 모노클로날 항체들이,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인간 항-CD148 모

노클로날 항체를 포함하는 제약 조성물로서, 병용된다. 예를 들어, 혈관신생 또는 CD148을 발현하는 세포의 성장을 억제

하는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가 이펙터 세포의 존재 하에 표적 세포의 고도로 효과적인 사멸을 매개하는 또다른 인간 항체와

또한 조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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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실시양태에서, 조성물은 본 발명의 이중특이적 또는 다중특이적 분자 (예를 들어, Fc 수용체에 대한 하나 이상의 결

합 특이성 및 CD148에 대한 하나 이상의 결합 특이성을 갖는 것) 중 하나 또는 이의 조합물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부가적으로 적절한 작용제(들)과 함께 조합되어 동일한 환자에게 투여되는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의 투여를 포함하고, 각각 그 약제에 대해 적절한 요법에 따라 투여된다. 이는 본 발명의 특정 결

합제와 하나 이상의 적절한 작용제의 동시 투여를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동시 투여된" 및 "동시 투여"는 하나 이

상의 본 발명에 따른 항체와 하나 이상의 추가적으로 적절한 작용제(들)의 실질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투여를 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비-동시" 투여는 하나 이상의 본 발명에 따른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과 하나 이상의 추가

적으로 적절한 작용제(들)를 겹치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의 순서로 상이한 시간에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조

합 성분들을 사용한 순차적인 치료 (예컨대 예비치료, 후-치료, 또는 중첩 치료), 뿐만 아니라 약물이 교대로 투여되거나

한 성분은 장기 투여되고 나머지(들)는 간헐적으로 투여되는 요법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성분들은 동일

한 조성물 또는 별도의 조성물 내에서, 그리고 동일하거나 상이한 투여 경로에 의해 투여될 수 있다.

성장 인자와의 병용 요법은 사이토카인, 림포카인, 성장 인자, 또는 기타 조혈 인자 예컨대 M-CSF, GM-CSF, TNF, IL-

1, IL-2, IL-3, IL-4, IL-5, IL-6, IL-7, IL-8, IL-9, IL-1O, IL-11, IL-12, IL-13, IL-14, IL-15, IL-16, IL-17, IL-18,

IFN, TNFO, TNF1, TNF2, G-CSF, Meg-CSF, GM-CSF, 트롬보포이에틴, 줄기 세포 인자, 및 에리트로포이에틴을 포

함할 수 있다. 다른 조성물은 공지된 안지오포이에틴, 예를 들어 안지오포이에틴-1, -2, -4, -Y, 및/또는 인간 안지오포이

에틴형 폴리펩티드, 및/또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 (VEGF)를 포함할 수 있다. 성장 인자로는 안지오게닌(angiogenin), 골

형태발생 단백질-1, 골 형태발생 단백질-2, 골 형태발생 단백질-3, 골 형태발생 단백질-4, 골 형태발생 단백질-5, 골 형

태발생 단백질-6, 골 형태발생 단백질-7, 골 형태발생 단백질-8, 골 형태발생 단백질-9, 골 형태발생 단백질-10, 골 형태

발생 단백질-11, 골 형태발생 단백질-12, 골 형태발생 단백질-13, 골 형태발생 단백질-14, 골 형태발생 단백질-15, 골 형

태발생 단백질 수용체 IA, 골 형태발생 단백질 수용체 IB, 뇌-유래 신경영양 인자, 섬모체 신경영양 인자, 섬모체 신경영양

인자 수용체, 사이토카인-유도 호중구 화학주성 인자 1, 사이토카인-유도 호중구, 화학주성 인자 2, 사이토카인-유도 호

중구 화학주성 인자 2, 내피 세포 성장 인자, 엔도텔린 1, 표피 성장 인자, 상피-유래 호중구 유인물질, 섬유모세포 성장 인

자 4,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5,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6,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7,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8, 섬유모세포 성

장 인자 8b,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8c,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9,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10, 산성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염

기성 섬유모세포 성장 인자, 아교 세포주-유래 신경영양 인자 수용체-1, 아교 세포주-유래 신경영양 인자 수용체-2, 성장

관련 단백질, 성장 관련 단백질-1, 성장 관련 단백질-2, 성장 관련 단백질-3, 헤파린 결합 표피 성장 인자, 간세포 성장 인

자, 간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 인슐린형 성장 인자 I, 인슐린형 성장 인자 수용체, 인슐린형 성장 인자 II, 인슐린형 성장 인

자 결합 단백질, 각질형성세포 성장 인자, 백혈병 억제 인자, 백혈병 억제 인자 수용체-1, 신경 성장 인자 수용체, 뉴로트로

핀-3, 뉴로트로핀-4, 태반 성장 인자, 태반 성장 인자 2, 혈소판-유래 내피 세포 성장 인자, 혈소판-유래 성장 인자, 혈소

판-유래 성장 인자 A 사슬, 혈소판-유래 성장 인자 AA, 혈소판-유래 성장 인자 AB, 혈소판-유래 성장 인자 B 사슬, 혈소

판-유래 성장 인자 BB, 혈소판-유래 성장 인자 수용체-1, 혈소판-유래 성장 인자 수용체-2, 프리(pre)-B 세포 성장 자극

인자, 줄기 세포 인자, 줄기 세포 인자 수용체, 전환 성장 인자-1, 전환 성장 인자-2, 전환 성장 인자-1, 전환 성장 인자-

1.2, 전환 성장 인자-2, 전환 성장 인자-3, 전환 성장 인자-5, 잠복성 전환 성장 인자-1, 전환 성장 인자-1 결합 단백질 I,

전환 성장 인자-I 결합 단백질 II, 전환 성장 인자-I 결합 단백질 III, 종양 괴사 인자 수용체 유형 I (TNF-R1), 종양 괴사 인

자 수용체 유형 II (TNF-R2), 유로키나제-유형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수용체,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및 키메라 단백질 및

이들의 생물학적 또는 면역학적 활성 단편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 하나 이상의 항-염증제와 함께 투여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본원에

서 사용된 용어 "항-염증제"는 환자에서 염증 또는 종창을 감소시키는 임의의 작용제를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다수의 예시

적인 항-염증제가 본원에서 열거되지만, 본원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지만 본 발명에 포함되는 추가적인 적절한 항

-염증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항-염증제는, 예를 들어,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이의 수용체의 상호작용을 억제하는 화합물일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결

합제와의 조합에 유용한 사이토카인 억제제로는, 예를 들어, TGF-베타의 길항체 (예컨대 항체), 뿐만 아니라 염증에서 수

반되는 인터류킨에 대해 지시된 길항제 (예컨대 항체)가 포함된다. 이같은 인터류킨은 본원에 기술되어 있고, 바람직하게

는 IL-1, IL-2, IL-3, IL-4, IL-5, IL-6, IL-8, IL-9, IL-11, IL-12, IL-13, IL-17, 및 IL-18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는 않는다. 문헌 [Feghali, et al., Frontiers in Biosci., 2:12-26 (1997)]을 참조하길 바란다. 예시적인 항체 길항제로는

21-28 kD 세포 표면 당단백질 CD52 (예컨대 CamPath®, Berlex Laboratories), IL-8 (및 항-IL8-RB 항체), B-FGF

(및 항-B-FGF 수용체 항체), 항-TWEAK 항체 (및 항-TWEAK 수용체 (즉, TWEAKR) 항체), 항-Adam/디스인테그린

항체, 항-eph 수용체, 항-에프린 항체, 및 항-PDGF-BB 항체에 대해 지시된 항체가 또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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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특정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HIV-감염 환자에서 T 세포 증식

을 증강시키기 위해 단백질 키나제 A 유형 1의 억제제와 조합되어 또한 투여될 수 있다.

신경 성장 인자 (NGF) 또한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과 조합되어 특정 상태를 치료할 수 있다. 이같은 상

태로는 신경변성 질환, 척수 손상 및 다발성 경화증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합으로 치료가능한 또다른 상태는 녹내장 및 당

뇨병이다.

바람직한 병용 요법은 하나 이상의 적절한 IL-1 억제제와 조합되어 환자에게 투여되는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

합 영역에 관한 것이다. IL-1의 억제제로는 IL-1의 수용체-결합 펩티드 단편, IL-1 또는 IL-1 베타 또는 IL-1 수용체 유

형 I에 대해 지시된 항체, 및 IL-1에 대한 수용체 전부 또는 이의 일부, 또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돌연변이단백질, 다량체 형

태 및 서방성-방출 제형물이 포함되는 이의 변형된 변이체를 포함하는 재조합 단백질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

는다. 특정 길항제로는 IL-Ira 폴리펩티드, IL-1 베타 변환 효소 (ICE) 억제제, 길항제 유형 I IL-1 수용체 항체, 유형 I IL-

1 수용체 및 유형 II IL-1 수용체의 IL-1 결합 형태, IL-1 알파 및 IL-1 베타 및 기타 IL-1 족 구성원이 포함되는 IL-1에

대한 항체, 및 IL-1 Trap (Regeneron)으로 공지된 치료제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IL-Ira 폴리펩티드로

는 미국 특허 제5,075,222호에 개시된 IL-Ira의 형태, 및 미국 특허 제5,922,573호, WO 91/17184, WO 92 16221, 및

WO 96 09323에 기술된 것들이 포함되는 변형 형태 및 변이체가 포함된다. IL-1 베타 변환 효소 (ICE) 억제제로는 PCT

특허 출원 WO 91/15577; WO 93/05071; WO 93/09135; WO 93/14777 및 WO 93/16710; 및 유럽 특허 출원 0 547 699

에 기술된 것들이 포함되는 펩티드형 및 소형 분자형 ICE 억제제가 포함된다. 비-펩티드형 화합물로는 PCT 특허 출원

WO 95/26958, 미국 특허 제5,552,400호, 미국 특허 제6,121,266호, 및 문헌 [Dolle et al., J. Med. Chem., 39, pp.

2438-2440 (1996)]에 기술된 것들이 포함된다. 추가적인 ICE 억제제는 미국 특허 제6,162,790호, 제6,204,261호, 제

6,136,787호, 제6,103,711호, 제6,025,147호, 제6,008,217호, 제5,973,111호, 제5,874,424호, 제5,847,135호, 제

5,843,904호, 제5,756,466호, 제5,656,627호, 제5,716,929호에 기술되어 있다. 유형 I IL-1 수용체 및 유형 II IL-1 수용

체의 IL-1 결합 형태는 미국 특허 제4,968,607호, 제4,968,607호, 제5,081,228호, 재(Re)-35,450호, 제5,319,071호, 및

제5,350,683호에 기술되어 있다. 기타 적절한 IL-1 길항제로는 IL-1 신호전달 수용체, IL-1 R 유형 I에 경쟁적으로 결합

할 수 있는 IL-1로부터 유래된 펩티드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특정 IL-1 (및 기타 사이토카인) 길항제에

관한 추가적인 안내는 미국 특허 제6,472,179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TNF 억제제가 적절하고, TNF-알파의 수용체-결합 펩티드 단편, TNF알파 생산을 억제하는 안티센스 올리

고뉴클레오티드 또는 리보자임, TNF-알파에 대해 지시된 항체, 및 TNF-알파에 대한 수용체 전부 또는 이의 일부, 또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돌연변이단백질, 다량체 형태 및 서방성-방출 제형물이 포함되는 이의 변형된 변이체를 포함하는 재조

합 단백질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TACE (종양 괴사 인자-알파 변환 효소) 억제제, 예컨대 TAPI

(Immunex Corp.) 및 GW-3333X (Glaxo Wellcome Inc.)가 또한 적절하다. IgA-알파-1AT 복합체의 형성을 억제하는

분자, 예컨대 유럽 특허 제0 614 464 B에 개시된 분자, 또는 이러한 복합체에 대한 항체가 또한 적절하다. 추가적으로 적

절한 분자로는 TNF-알파-억제 이당류, 글루코사민의 술페이트화 유도체, 또는 미국 특허 제6,020,323호에 기술된 기타

유사 탄수화물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추가적으로 적절한 분자로는 미국 특허 제5,641,751호 및 제

5,519,000호에 개시된 펩티드 TNF-알파 억제제, 및 미국 특허 제5,753,628호에 기술된 D-아미노산-함유 펩티드가 포

함된다. 게다가, TNF-알파 변환 효소의 억제제가 또한 적절하다. WO 01/03719에는 추가적으로 본 발명에 따라 조합되

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작용제가 기술되어 있다.

추가로 적절한 화합물로는 소형 분자 예컨대 탈리도미드 또는 탈리도미드 유사체, 펜톡시필린, 또는 매트릭스 금속단백질

분해효소 (MMP) 억제제 또는 기타 소형 분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목적에 적절한 MMP 억제제

로는,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883,131호, 제5,863,949호 및 제5,861,510호에 기술된 것들, 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 제

5,872,146호에 기술된 메르캅토 알킬 펩티딜 화합물이 포함된다. TNF-알파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타 소형 분자로

는,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508,300호, 제5,596,013호, 및 제5,563,143호에 기술된 분자들이 포함된다. 추가적인 적절

한 소형 분자로는 미국 특허 제5,747,514호, 및 제5,691,382호에 기술된 MMP 억제제, 뿐만 아니라 히드록삼산 유도체

예컨대 미국 특허 제5,821,262호에 기술된 것들이 포함된다. 추가적인 적절한 분자로는, 예를 들어, 포스포디에스테라제

IV 및 TNF-알파 생산을 억제하는 소형 분자, 예컨대 치환된 옥심 유도체 (WO 96/00215), 퀴놀린 술폰아미드 (미국 특허

제5,834,485), 아릴 푸란 유도체 (WO 99/18095) 및 헤테로이고리형 유도체 (WO 96/01825; 영국 특허 제2 291 422 A

호)가 포함된다. TNF-알파 및 IFN-감마를 저해하는 티아졸 유도체 (WO 99/15524), 뿐만 아니라 TNF-알파 및 기타 염

증전(proinflammatory) 사이토카인을 저해하는 잔틴 유도체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118,500호, 제5,096,906호 및 제

5,196,430호 참조)가 또한 유용하다. 본원에 기술된 상태를 치료하는데 유용한 추가적인 소형 분자로는 미국 특허 제

5,547,979호에 개시된 것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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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요법에 의해 투여될 수 있는 약물 및 약물 유형의 추가적인 예로는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진통제 (예를 들어, 아세트

아미노펜, 코데인, 프로폭시펜 나프실레이트, 옥시코돈 히드로클로라이드, 히드로코돈 바이타르트레이트, 트라마돌), 코르

티로스테로이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길항제, 질환-변형 항-류마티스 약물 (DMARD(Disease-Modifying anti-

Rheumatic Drug)),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성 약물 (NSAID(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및 저속 작용

성 항-류마티스 약물 (SAARD(Slow-Acting anti-Rheumatic Drug)))이 포함된다.

예시적인 질환-변형 항-류마티스 약물 (DMARD)로는 Rheumatrex™ (메토트렉세이트); Enbrel® (에타너셉트);

Remicade® (인플릭시맙); Humira™ (아달리무맙); Segard® (아펠리모맙); Arava™ (레플루노미드); Kineret™ (아나킨

라); Arava™ (레플루노미드); D-페니실라민; Myochrysine; Plaquenil; Ridaura™ (아우라노핀); Solganal; 레너셉트

(Hoffman-La Roche); CDP870 (Celltech); CDP571 (Celltech), 뿐만 아니라 유럽 특허 제0 516 785 B1호, 미국 특허

제5,656,272호, 유럽 특허 제0 492 448 A1호에 기술된 항체; 오너셉트 (Serono; CAS reg. no. 199685-57-9); MRA

(Chugai); Imuran™ (아자티오프린); NFKB 억제제; Cytoxan™ (시클로포스파미드); 시클로스포린; 히드록시클로로퀸 술

페이트; 미노사이클린; 술파살라진; 및 금 화합물 예컨대 경구용 금, 금 소듐 티오말레이트 및 아우로티오글루코스가 포함

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적절한 분자로는, 예를 들어, p55 및 p75 TNFR 이외의 TNF-알파 수용체 분자의 세포외 영역으로부터 유래된 가용

성 TNFR, 예를 들어, TNFR에서 유래된 TNFR-Ig가 포함되는 WO 99/04001에 기술된 TNFR가 포함된다. 추가적인 적

절한 TNF-알파 억제제가 본원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사용되기에 적절하다. 여기에는 본원에 기술된 바와 같은 TNF-알

파 또는 TNFR에 대한 항체뿐만 아니라 TNF-알파의 경쟁적 억제제로서 작용할 수 있는 TNF-알파에서 유래된 펩티드

(예컨대 미국 특허 제5,795,859호 또는 미국 특허 제6,107,273호에 기술된 것들), TNFR-IgG 융합 단백질, 예컨대 p55

TNF-알파 수용체의 세포외 부분을 함유하는 것, IgG 융합 단백질 이외의 가용성 TNFR, 또는 내인성 TNF-알파 수준을

감소시키는 기타 분자, 예컨대 TNF-알파 변환 효소의 억제제 (예를 들어, 미국 특허 제5,594,106호), 또는 본원에 다수가

기술된 소형 분자 또는 TNF-알파 억제제가 포함된다.

TNF에 대한 항체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환자의 특이적 필요사항에 따라 건강관리 제공자에 의해 용량이 최적으로 결정될

것이지만, 한 예시적인 바람직한 용량은 TNF-알파에 대한 항체에 대해 0.1 내지 20 ㎎/㎏ 범위이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1-10 ㎎/㎏이다. 항-TNF-알파 항체에 대한 또다른 바람직한 용량은 0.75 내지 7.5 ㎎/체중 ㎏ 범위이다.

본 발명은 특정 결합제 및 임의의 하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계 항-염증성 약물 (NSAID)을 또한 사용할 수 있다. NSAID

의 항-염증성 작용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의 억제에 의한 것이다. 문헌 [Goodman and Gilman, The

Pharmacological Basis of Therapeutics, MacMillan 7th Edition (1985)]을 참조하길 바란다. NSAID는 9개의 군으로

특징화될 수 있다: (1) 살리실산 유도체; (2) 프로피온산 유도체; (3) 아세트산 유도체; (4) 페남산 유도체; (5) 카르복실산

유도체; (6) 부티르산 유도체; (7) 옥시캄; (8) 피라졸 및 (9) 피라졸론. NSAID의 예로는 Anaprox™, Anaprox DS™ (나프

록센 소듐); Ansaid™ (플루비프로펜); Arthrotec™ (디클로페낙 소듐 + 미소프로스틸); Cataflam.TM./Voltaren™ (디클

로페낙 포타슘); Clinoril™ (술린닥); Daypro™ (옥사프로진); Disalcid™ (살살레이트); Dolobid™ (디플루니살); EC

Naprosyn™ (나프록센 소듐); Feldene™ (피록시캄); Indocin™, Indocin SR™ (인도메타신); Lodine™, Lodine XL™

(엑토돌락); Motrin™ (이부프로펜); Naprelan™ (나프록센); Naprosyn™ (나프록센); Orudis™, (케토프로펜); Oruvail™

(케토프로펜); Relafen™ (나부메톤); Tolectin™, (톨메틴 소듐); Trilisate™ (콜린 마그네슘 트리살리실레이트); Cox-1

억제제; Cox-2 억제제 예컨대 Vioxx™ (로페콕시브); Arcoxia™ (에토리콕시브), Celebrex™ (셀레콕시브); Mobic™

(멜록시캄); Bextra.TM. (발데콕시브), Dynastat™ 파라콕시브 소듐; Prexige™ (루미라콕시브), 및 남부메톤이 포함되지

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추가적인 적절한 NSAID로는 하기의 것들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엡실론-아

세트아미도카프로산, S-아데노실메티오닌, 3-아미노-4-히드록시부티르산, 아믹세트린, 아니트라자펜, 안트라페닌, 벤다

작, 벤다작 라이시네이트, 벤지다민, 베프로진, 브로페라몰, 부콜롬, 부페졸락, 시프로쿼존, 클록시메이트, 다지다민, 데복

사메트, 데토미딘, 디펜피라미드, 디펜파이라미드, 디피살라민, 디타졸, 에모르파존, 파네티졸 메실레이트, 펜플루미졸, 플

록타페닌, 플루미졸, 플루닉신, 플루프로쿼존, 포피르톨린, 포스포살, 쿠아이메살, 구아이아졸렌, 이소닉시른, 레페타민

HCl, 레플루노미드, 로페미졸, 로티파졸, 라이신 클로닉시네이트, 메세클라존, 나부메톤, 닉틴돌, 니메술리드 오르고테인,

오르파녹신, 옥사세프롤름, 옥사파돌, 파라닐린, 페리속살, 페리속살 시트레이트, 피폭심, 피프록센, 피라졸락, 피르페니

돈, 프로쿼존, 프록사졸, 티엘라빈 B, 티플라미졸, 티메가딘, 톨렉틴, 톨파돌, 트립타미드 및 회사 코드 명칭에 의해 명명된

것들 예컨대 480156S, AA861, AD1590, AFP802, AFP860, A177B, AP504, AU8001, BPPC, BW540C, CHINOIN

127, CN1OO, EB382, EL508, F1044, FK-506, GV3658, ITF182, KCNTEI6090, KME4, LA2851, MR714, MR897,

MY309, ONO.sub.3144, PR823, PV102, PV108, R830, RS2131, SCR152, SH440, SIR133, SPAS510, SQ27239,

ST281, SY6001, TA60, TAI-901 (4-벤조일-1-인단카르복실산), TVX2706, U60257, UR2301 및 WY41770. NSAID

에 대해 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성 성질을 갖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NSAID 또한 이러한 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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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SAARD 또는 DMARDS로는 알로쿠프레이드 소듐, 아우라노핀, 아우로티오글루코스, 아우로티오글라카미드, 아자

티오프린, 브레퀴나르 소듐, 부실라민, 칼슘 3-아우로티오-2-프로파놀-1-술포네이트, 클로르암부실, 클로로퀸, 클로부

자리트, 쿠프록솔린, 시클로포스파미드, 시클로스포린, 다프손, 15-데옥시스퍼구알린, 디아세레인, 글루코사민, 금 염 (예

를 들어, 시클로퀸 금 염, 금 소듐 티오말레이트, 금 소듐 티오술페이트), 히드록시클로로퀸, 히드록시우레아, 케부존, 레바

미솔, 로벤자리트, 멜리틴, 6-메르캅토퓨린, 메토트렉세이트, 미조르빈, 미코페놀레이트 모페틸, 미오랄, 질소 머스타드,

D-페니실라민, 피리디놀 이미다졸 예컨대 SKNF86002 및 SB203580, 라파마이신, 티올, 티모포이에틴 및 빈크리스틴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성 성질을 갖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SAARD 또는 DMARD 또

한 이러한 군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신호전달 케스케이드 내의 키나제의 억제제 또한 본 발명의 특정 결합제와 조합하기에 적절한 작용제이다. P-38 ("RK" 또

는 "SAPK-2"로 또한 공지됨, 문헌 [Lee et al., Nature, 372:739 (1994)] 참조)을 억제할 수 있는 작용제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P-38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제로 기술된다 (문헌 [Han et al., Biochimica Biophysica Acta,

1265:224-227 (1995)] 참조). P-38의 억제제는 세포외 자극과 IL-1의 분비 사이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포로부

터의 TNF-알파는 신호 경로 상에 있는 키나제의 억제를 통해 신호 전달을 차단한다.

MK2 억제제, 및 tpl-2 억제제가 추가적으로 적절하다. 추가적으로, T-세포 억제제가 또한 적절하고, 예를 들어, ctla-4,

CsA, Fk-506, OX40, OX40R-FC, OX40 항체, OX40 리간드, OX40 리간드 항체, lck, 및 ZAP70가 포함된다. 레티노이

드가 또한 적절하고, 경구용 레티노이드, 뿐만 아니라 TGF-베타의 길항제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특정 결합제와의 조합에 또한 적절한 작용제로는, 예를 들어, 임의의 하나 이상의 살리실산 유도체, 전구약물 에

스테르 또는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이 포함된다. 이같은 살리실산 유도체, 전구약물 에스테르 및 이의 제약상 허용가

능한 염으로는 아세트아미노살롤, 알록시프린, 아스피린, 베노릴레이트, 브로모살리제닌, 칼슘 아세틸살리실레이트, 콜린

마그네슘 트리살리실레이트 디플루시날, 에테르살레이트, 펜도살, 겐티스산, 글리콜 살리실레이트, 이미다졸 살리실레이

트, 라이신 아세틸살리실레이트, 메살라민, 모르폴린 살리실레이트, 1-나프틸 살리실레이트, 올살라진, 파라살미드, 페닐

아세틸살리실레이트, 페닐 살리실레이트, 살아세트아미드, 살리실아미드 O-아세트산, 살살레이트 및 술파살라진이 포함

된다. 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성 성질을 갖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살리실산 유도체 또한 이러한 군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추가적으로, 적절한 작용제로는, 예를 들어 프로피온산 유도체, 전구약물 에스테르 또는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이 포

함된다. 프로피온산 유도체, 전구약물 에스테르 및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으로는 알미노프로펜, 베녹사프로펜, 부클록

스산, 카르프로펜, 덱신도프로펜, 페노프로펜, 플루녹사프로펜, 플루프로펜, 플루비프로펜, 푸르클로프로펜, 이부프로펜,

이부프로펜 알루미늄, 이부프록삼, 인도프로펜, 이소프로펜, 케토프로펜, 록소프로펜, 미로프로펜, 나프록센, 옥사프로진,

피케토프로펜, 피메프로펜, 피르프로펜, 프라노프로펜, 프로티진산, 피리독시프로펜, 수프로펜, 티아프로펜산 및 티옥사프

로펜이 포함된다. 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성 성질을 갖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프로피온산 유도체 또한 이러한 군에 포함되

도록 의도된다. 아세트산 유도체, 전구약물 에스테르 또는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 또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아세트

산 유도체, 전구약물 에스테르 및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으로는 아세메타신, 알클로페낙, 암페낙, 부펙사막, 신메타신,

클로피락, 델메타신, 디클로페낙 소듐, 엑토돌락, 펠비낙, 펜클로페낙, 펜클로락, 펜클로즈산, 펜티아작, 푸로페낙, 글루카

메타신, 이부페낙, 인도메타신, 이소페졸락, 이속세팍, 로나졸락, 메티아진산, 옥사메타신, 옥스피낙, 피메타신, 프로글루

메타신, 술린닥, 탈메타신, 티아라미드, 티오피낙, 톨메틴, 지도메타신 및 조메피락이 포함된다C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성

성질을 갖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아세트산 유도체 또한 이러한 군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페남산 유도체, 전구약물 에스테

르 또는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이 본원에 기술된 바와 같은 용도에 또한 적절하다. 페남산 유도체, 전구약물 에스테르

및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으로는 엔페남산, 에토페나메이트, 플루페남산, 이소닉신, 메클로페남산, 메클로페나메이트

소듐, 메도페남산, 메페남산, 니플룸산, 탈니플루메이트, 테로페나메이트, 톨페남산 및 우페나메이트가 포함된다. 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성 성질을 갖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페남산 유도체 또한 이러한 군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카르복실산 유도체, 전구약물 에스테르 및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이 또한 적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클리다

낙, 디플루니살, 플루페니살, 이노리딘, 케토롤락 및 티노리딘이 포함된다. 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성 성질을 갖는 구조적

으로 관련된 카르복실산 유도체 또한 이러한 군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부티르산 유도체, 전구약물 에스테르 또는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이 추가적으로 적절하다. 부티르산 유도체, 전구약물 에스테르 및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으로는

부마디존, 부티부펜, 펜부펜, 및 젠부신이 포함된다. 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성 성질을 갖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부티르산

유도체 또한 이러한 군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옥시캄, 전구약물 에스테르 또는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 또한 적절한

다. 옥시캄, 전구약물 에스테르 및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으로는 드록시캄, 에놀리캄, 이속시캄, 피록시캄, 수독시캄,

테녹시캄 및 4-히드록실-1,2-벤조티아진 1,1-디옥시드 4-(N-페닐)-카르복사미드가 포함된다. 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

성 성질을 갖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옥시캄프 또한 이러한 군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피라졸, 전구약물 에스테르 또는 이

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 또한 적절하다. 사용될 수 있는 피라졸, 전구약물 에스테르 및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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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페나미졸 및 에피리졸이 포함된다. 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성 성질을 갖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피라졸 또한 이러한 군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또한, 피라졸론, 전구약물 에스테르 또는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이 적절한다. 사용될 수 있는 피

라졸론, 전구약물 에스테르 및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으로는 아파존, 아자프로파존, 벤즈피페릴론, 페프라존, 모페부

타존, 모라존, 옥시펜부타존, 페닐부타존, 피페부존, 프로필페나존, 라미페나존, 숙시부존, 및 티아졸리노부타존이 포함된

다. 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성 성질을 갖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피라잘론 또한 이러한 군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TNF-매개 질환의 치료를 위한 전구약물 에스테르 또는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이 또한 적절하다. 코르티로스테로이

드, 전구약물 에스테르 및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으로는 히드로코르티손, 및 히드로코르티손으로부터 유래된 화합물,

예컨대 21-아세톡시-프레그네놀론, 알클로메라손, 알게스톤, 암시노니드, 베클로메타손, 베타-메타손, 베타메타손 발레

레이트, 부데소니드, 클로로프레드니손, 클로베타솔,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클로베타손, 클로베타손 부티레이트, 클

로코르톨론, 클로프드놀, 코르티코스테론, 코르티손, 코르티바졸, 데플라자콘, 데소니드, 데속시메라손, 덱사메타손, 디플

로라손, 디플루코톨론, 디플루프레드네이트, 에녹솔론, 플루아자코르트, 플루클로로니드, 플루메타손, 플루메타손 피발레

이트, 플루니솔리드, 플루시놀론 아세토니드, 플루오시노니드, 플루오로시놀론 아세토니드, 플루오코르틴 부틸, 플루오코

르톨론, 플루오로코르톨론 헥사노에이트, 디플루코르톨론 발레레이트, 플루오로메톨론, 플루페롤론 아세테이트, 플루프레

드니덴 아세테이트, 플루프레드니솔론, 플루란데놀리드, 포르모코르탈, 할시노니드, 할로메타손, 할로프레돈 아세테이트,

히드로코르타메이트, 히드로코르티손, 히드로코르티손 아세테이트, 히드로코르티손 부티레이트, 히드로코르티손 포스페

이트, 히드로코르티손 21-소듐 숙시네이트, 히드로코르티손 테부테이트, 마지프레돈, 메트리손, 메프레드니손, 메틸프레

드니콜론,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파라메타손, 프레드니카르베이트, 프레드니솔론, 프레드니솔론 21-디에드리아미노아세

테이트, 프레드니솔론 소듐 포스페이트, 프레드니솔론 소듐 숙시네이트, 프레드니솔론 소듐 21-m-술포벤조에이트, 프레

드니솔론 소듐 21-스테아로글리콜레이트, 프레드니솔론 테부테이트, 프레드니솔론 21-트리메틸아세테이트, 프레드니손,

프레드니손, 프레드니발, 프레드닐리덴, 프레드닐리덴 21-디에틸아미노아세테이트, 틱소코르톨, 트리암시놀론, 트리암시

놀론 아세토니드, 트리암시놀론 베네토니드 및 트리암시놀론 헥사아세토니드가 포함된다. 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성 성질

을 갖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코르티로스테로이드 또한 이러한 군에 포함되도록 의도된다.

항미생물제 (및 전구약물 에스테르 또는 이의 제약상 허용가능한 염) 또한 본원에 기술된 바와 같은 조합 사용에 적절하다.

적절한 항미생물제로는, 예를 들어, 앰피실린, 아목시실린, 오레오마이신, 바시트라신, 세프타지딤, 세트트리악손, 세포탁

심, 세파클로르, 세팔렉신, 세프라딘, 시프로플록사신, 클라불란산, 클록사실린, 디클록사실란, 에리트로마이신, 플루클록

사실란, 젠타마이신, 그라미시딘, 메티실란, 네오마이신, 옥사실란, 페니실린 및 반코마이신이 포함된다. 유사한 진통 및

항-염증성 성질을 갖는 구조적으로 관련된 항미생물제 또한 이러한 군에 포함되도록 도된다.

추가적인 적절한 화합물로는 BN 50730; 테니댑; E 5531; 티아파판트 PCA 4248; 니메술리드; 파나비르; 롤리프람; RP

73401; 펩티드 T; MDL 201,449A; (1R,3S)-시스-1-[9-(2,6-디아미노퓨리닐)]-3-히드록시-4-시클로펜텐 히드로클

로라이드; (1R,3R)-트랜스-1-[9-(2,6-디아미노)퓨린]-3-아세톡시시클로펜탄; (1R,3R)-트랜스-1-[9-아데닐)-3-아

지도-시클로펜탄 히드로클로라이드 및 (1R,3R)-트랜스-1-[6-히드록시-퓨린-9-일)-3-아지도시클로펜탄이 포함되지

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천식과 같은 일부 경우에, IL-4가 염증성 효과를 유도할 수 있고, 이때 폐에서의 IL-4 과발현이 상피 세포 비대 및 림프구,

호산구 및 호중구의 축적을 야기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다른 Th2 사이토카인에 의해 유도되는 염증전 응

답의 대표적인 주요 특징이다. 따라서,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IL-4의 억제제 또한 본 발명에 따라 유용하다. 추가적으로,

iNOS 억제제, 및 5-리폭시게나제 억제제가 포함되는 특정 면역저해성 약물이 관절염의 치료에 또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 이해될 것이다.

생강은 특정 항-염증성 성질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항-염증제로 사용하기에 적절하고, 콘드로

이틴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은 다른 작용제 및 요법과의 병용 요법으로, 즉 이와 조합되어 CD148 활성화와 관련된 질환의

치료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항체 및 항원-결합 영역은 암 또는 종양을 치료하기 위한 다른 작용제 및 요법과

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이같은 작용제로는 시험관내에서 합성 제조된화학 조성물, 항체, 항원 결합 영역, 방사성핵종,

및 이의 배합물 및 접합체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작용제는 아고니스트(agonist), 길항제, 알로스테릭

(allosteric) 모듈레이터, 독소일 수 있거나, 또는 더욱 바람직하게는 이의 표적을 억제 또는 자극하는 작용(예를 들어, 수

용체 또는 효소 활성화 또는 억제)을 하여, 세포 사멸을 촉진하거나 또는 세포 성장을 저지할 수 있다. 또한 기타 요법에는,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 및 항-종양제를 사용한 표적화된 요법 등이 포함된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인간 항-

CD148 항체,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단편은 하나 이상의 치료제, 예를 들어, 항-혈관신생제, 항-신생물제, 화학요법제, 면역

저해제, 항-염증제, 또는 항-건선제와 조합되어 투여될 수 있다. 또한 인간 항-CD148 항체, 또는 이의 항원 결합 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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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지된 요법, 예컨대 물리 요법, 예를 들어, 방사선 요법, 온열요법, 이식 (예를 들어, 골수 이식), 수술, 일광, 또는 광

선요법과 조합되어 투여될 수 있다. 본원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추가적인 병용 요법이 또한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속한다.

예시적인 항신생물제로는, 예를 들어, 독소루비신 (아드리아마이신), 시스플라틴 블레오마이신 술페이트, 카르무스틴, 클

로르암부실, 및 시클로포스파미드 히드록시우레아가 포함되고, 이들은 자신들만으로는 환자에게 독성 또는 아독성

(subtoxic)인 수준으로만 단지 효과적이다. 시스플라틴은 4주마다 한번씩 100 ㎎/㎡ 용량으로 정맥내 투여되고, 아드리아

마이신은 21일마다 60-75 ㎎/㎡ 용량으로 정맥내 투여된다. 다른 예시적인 항-종양제로는 유방암 및 다른 형태의 암을 치

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EPTIN™ (트라스투주맙), 및 비-호지킨(Hodgkin) 림프종 및 기타 형태의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RITUXAN™ (리툭시맙), ZEVALIN™ (이브리투모맙 티북세탄) 및 LYMPHOCIDE™ (에프라투주맙), 만성 골

수성 백혈병 및 위장관 기질 종양을 치료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GLEEV AC™, 및 비-호지킨 림프종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BEXXAR™ (요오드 131 토스티튜모맙)이 포함된다.

복합 화학요법 치료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타 항신생물제로는, 예를 들어, 질소 머스타드, 예컨대 메클로르에타민, 시클로

포스파미드, 이포스파미드, 멜팔란 및 클로르암부실; 니트로소우레아, 예컨대 카르무스틴 (BCNU), 로무스틴 (CCNU), 및

세무스틴 (메틸-CCNU); 에틸렌이민/메틸멜라민 예컨대 트리에틸렌멜라민 (TEM), 메틸렌, 티오포스포르아미드 (티오테

파), 헥사메틸멜라민 (HMM, 알트레타민); 알킬 술포네이트 예컨대 부술판; 트리아진 예컨대 다카르바진 (DTIC)이 포함되

는 알킬화제; 엽산 유사체 예컨대 메토트렉세이트 및 트리메트렉세이트, 피리미딘 유사체 예컨대 5-플루오로우라실, 플루

오로데옥시유리딘, 젬시타빈, 사이토신 아라비노시드 (AraC, 사이타라빈), 5-아자사이티딘, 2,2'-디플루오로데옥시사이

티딘-, 퓨린 유사체 예컨대 6-메르캅토퓨린, 6-티오쿠아닌, 아자티오프린, 2'-데옥시코포르마이신 (펜토스타틴), 에리트

로히드록시노닐아데닌 (EHNA), 플루다라빈 포스페이트, 및 2-클로로데옥시아데노신 (클라드리빈, 2-CdA)이 포함되는

항대사물질; 항유사분열 약물 예컨대 파클리탁셀, 빈블라스틴 (VLB), 빈크리스틴 및 비노렐빈이 포함되는 빈카 알칼로이

드, 탁소테르, 에스트라무스틴, 및 에스트라무스틴 포스페이트가 포함되는 천연 생성물; 피포도파일로톡신

(ppipodophylotoxin) 예컨대 에토포사이드 및 테니포사이드; 항생제 예컨대 악티노마이신 D, 다우노마이신 (루비도마이

신), 독소루비신, 미톡산트론, 이다루비신, 블레오마이신, 플라카마이신 (미트라마이신), 마이토마이신 C, 및 악티노마이

신; 효소 예컨대 L-아스파라키나제; 생물학적 응답 변형제 예컨대 인터페론-알파, IL-2, G-CSF 및 GM-CSF; 백금 배위

결합 복합체 예컨대 시스플라틴 및 카르보플라틴, 안트라센디온 예컨대 미톡산트론, 치환된 우레아 예컨대 히드록시우레

아, N-메틸히드라진 (M1H) 및 프로카르바진이 포함되는 메틸히드라진 유도체, 아드레노코르티칼 저해제 예컨대 미토탄

(o,p'-DDD) 및 아미노글루테티미드가 포함되는 기타 작용제; 아드레노코르티로스테로이드 길항제 예컨대 프레드니손 및

등가물, 덱사메타손 및 아미노글루테티미드; 프로게스틴 예컨대 히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프로에이트, 메드록시프로게스

테론 아세테이트 및 메게스트롤 아세테이트; 에스트로겐 예컨대 디에틸스틸베스트롤 및 에티닐 에스트라디올 등가물; 항

에스트로겐 예컨대 타목시펜; 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및 플루옥시메스테론/등가물이 포함되는 안드로겐; 항안드로

겐 예컨대 플루타미드, 고나도프로핀-방출 호르몬 유사체 및 류프롤리드; 및 비-스테로이드계 항안드로겐 예컨대 플루타

미드가 포함되는 호르몬 및 길항제가 포함된다.

예시적인 항-혈관신생제로는 ERBITUX™ (IMC-C225), KDR (키나제 도메인 수용체) 억제제 (예를 들어, 키나제 도메인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항원 결합 영역), 항-VEGF 작용제 (예를 들어, VEGF, 또는 가용성 VEGF 수용체

또는 이의 리간드 결합 영역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 예컨대 AVASTIN™ 또는 VEGF-

TRAP™, 및 항-VEGF 수용체 작용제 (예를 들어, 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 EGFR 억제제

(예를 들어, 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 예컨대 ABX-EGF (파니투무맙), IRESSA™ (겐피티닙),

TARCEVA™ (에를로티닙), 항-Ang1 및 항-Ang2 작용제 (예를 들어, 이에 또는 이의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

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 예를 들어, Tie2/Tek), 및 항-Tie-2 키나제 억제제 (예를 들어, 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은 성장 인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이의 활성을 억제하는 하나

이상의 작용제 (예를 들어, 항체, 항원 결합 영역, 또는 가용성 수용체), 예컨대 간세포 성장 인자 (HGF, 산란 인자(Scatter

Factor)로도 공지됨)의 길항제, 및 이의 수용체 "c-met"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을 포함할 수 있

다.

기타 항-혈관신생제로는 Campath, IL-8, B-FGF, Tek 길항제 (Ceretti et al., U.S. 특허 공개공보 제2003/0162712호;

미국 특허 제6,413,932호), 항-TWEAK 작용제 (예를 들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 또는 가용성

TWEAK 수용체 길항제; 미국 특허 제6,727,225호 (Wiley) 참조), 인테그린이 이의 리간드에 결합하는 것을 길항하는

ADAM 디스인테그린 도메인 (Fanslow et al., U.S. 특허 공개공보 제2002/0042368호),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eph 수

용체 및/또는 항-에프린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 (미국 특허 제5,981,245호; 제5,728,813호; 제5,969,110호; 제

6,596,852호; 제6,232,447호; 제6,057,124호 및 이의 대응 특허), 및 항-PDGF-BB 길항제 (예를 들어, 특이적으로 결합

하는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 뿐만 아니라 PDGF-BB 리간드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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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GFR 키나제 억제제 (예를 들어, 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항원 결합 영역)가 포함된다. 기타 예시적인 항-

혈관신생제로는 Ang-1 및 CD148 (및 이들의 수용체), VEGF (Avastin, VEGF-TRAP 등), VEGF 수용체, 및 IL-8, B-

FGF의 억제제, 및 KDR의 소형 분자 억제제 및 기타 혈관신생 매개체가 포함된다.

추가적인 항-혈관신생/항-종양 작용제로는 SD-7784 (Pfizer, USA); 실렌기티드 (Merck KGaA, Germany, EPO

770622); 페갑타닙 옥타소듐 (Gilead Sciences, USA); 알파스타틴 (BioActa, UK); M-PGA (Celgene, USA, US

5712291); 일로마스탯, (Arriva, USA, US 5892112); 에막사닙 (Pfizer, USA, US 5792783); 바탈라닙 (Novartis,

Switzerland); 2-메톡시에스트라디올 (EntreMed, USA); TLC ELL-12 (Elan, Ireland); 아네코르타브 아세테이트

(Alcon, USA); 알파-D148 Mab (Amgen, USA); CEP-7055 (Cephalon, USA); 항-Vn Mab (Crucell, Netherlands)

DAC: 항혈관신생제 (ConjuChem, Canada); Angiocidin (InKine Pharmaceutical, USA); KM-2550 (Kyowa Hakko,

Japan); SU-0879 (Pfizer, USA); CGP-79787 (Novartis, Switzerland, EP 970070); ARGENT 테크놀로지 (Ariad,

USA); YIGSR-Stealth (Johnson & Johnson, USA); 피브리노겐-E 단편 (BioActa, UK); 혈관신생 억제제 (Trigen, UK);

TBC-1635 (Encysive Pharmaceuticals, USA); SC-236 (Pfizer, USA); ABT-567 (Abbott, USA); Metastatin

(EntreMed, USA); 혈관신생 억제제, (Tripep, Sweden); 마스핀 (Sosei, Japan); 2-메톡시에스트라디올 (Oncology

Sciences Corporation, USA); ER-68203-00 (IVAX, USA); Benefin (Lane Labs, USA); Tz-93 (Tsumura, Japan);

TAN-1120 (Takeda, Japan); FR-111142 (Fujisawa, Japan, JP 02233610); 혈소판 인자 4 (RepliGen, USA, EP

407122); 혈관 내피 성장 인자 길항제 (Borean, Denmark); 암 요법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USA); 벤바시주맙

(pINN) (Genentech, USA); 혈관신생 억제제 (SUGEN, USA); XL 784 (Exelixis, USA); XL 647 (Exelixis, USA); MAb,

알파5베타3 인테그린, 2차 생성 ([Applied Molecular Evolution, USA] 및 [Medlmmune, USA]); 유전자 요법, 망막변

증 (Oxford BioMedica, UK); 엔자스타우린 히드로클로라이드 (USAN) (Lilly, USA); CEP 7055 ([Cephalon, USA] 및

[Sanofi-Synthelabo, France]); BC 1 (Genoa Institute of Cancer Research, Italy); 혈관신생 억제제 (Alchemia,

Australia); VEGF 길항제 (Regeneron, USA); rBPI 21 및 BPI-유래 항혈관신생제 (XOMA, USA); PI 88 (Progen,

Australia); 실렌기티드 (pINN) ([Merck KGaA, German]; [Munich Technical University, Germany], [Scripps Clinic

and Research Foundation, USA]); 세툭시맙 (INN) (Aventis, France); AVE 8062 (Ajinomoto, Japan); AS 1404

(Cancer Research Laboratory, New Zealand); SG 292 (Telios, USA); Endostatin (Boston Childrens Hospital, USA)

; ATN 161 (Attenuon, USA); ANGIOSTATIN (Boston Childrens Hospital, USA); 2-메톡시에스트라디올 (Boston

Childrens Hospital, USA); ZD 6474 (AstraZeneca, UK); ZD 6126 (Angiogene Pharmaceuticals, UK); PPI 2458

(Praecis, USA); AZD 9935 (AstraZeneca, UK); AZD 2171 (AstraZeneca, UK); 바탈라닙 (pINN), ([Novartis,

Switzerland] 및 [Schering AG, Germany]); 조직 인자 경로 억제제 (EntreMed, USA); 페갑타닙 (Pinn) (Gilead

Sciences, USA); 잔트로리졸 (Yonsei University, South Korea); 유전자-기초 VEGF-2 백신 (Scripps Clinic and

Research Foundation, USA); SPV5.2 (Supratek, Canada); SDX 103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Diego, USA);

PX 478 (ProlX, USA); METASTATIN (EntreMed, USA); 트로포닌 I (Harvard University, USA); SU 6668 (SUGEN,

USA); OXI 4503 (OXiGENE, USA); o-구아니딘 (Dimensional Pharmaceuticals, USA); 모투포라민 C (British

Columbia University, Canada); CDP 791 (Celltech Group, UK); 아티프리모드 (pINN) (GlaxoSmithKline, UK); E

7820 (Eisai, Japan); CYC 381 (Harvard University, USA); AE 941 (Aeterna, Canada); 혈관신생 백신 (EntreMed,

USA); 유로키나제 플라스미노겐 활성화제 억제제 (Dendreon, USA); 오글루파니드 (pINN) (Melmotte, USA); HIF-1알

파 억제제 (Xenova, UK); CEP 5214 (Cephalon, USA); BAY RES 2622 (Bayer, Germany); Angiocidin (InKine, USA);

A6 (Angstrom, USA); KR 31372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hemical Technology, South Korea); GW 2286

(GlaxoSmithKline, UK); EHT 0101 (ExonHit, France); CP 868596 (Pfizer, USA); CP 564959 (OSI, USA); CP

547632 (Pfizer, USA); 786034 (GlaxoSmithKline, UK); KRN 633 (Kirin Brewery, Japan); 안내 약물 전달 시스템, 2-

메톡시에스트라디올 (EntreMed, USA); 안지넥스 ([Maastricht University, Netherlands], 및 [Minnesota University,

USA]); ABT 510 (Abbott, USA); AAL 993 (Novartis, Switzerland); VEGI (ProteomTech, USA); 종양 괴사 인자-알

파 억제제 (National Institute on Aging, USA); SU 11248 (Pfizer, USA 및 SUGEN USA); ABT 518 (Abbott, USA);

YH16 (Yantai Rongchang, China); S-3APG ([Boston Childrens Hospital, USA] 및 [EntreMed, USA]); MAb KDR,

(ImClone Systems, USA); MAb 알파5 베타1 (Protein Design, USA); KDR 키나제 억제제 ([Celltech Group, UK], 및

[Johnson & Johnson, USA]); GFB 116 ([South Florida University, USA] 및 [Yale University, USA]); CS 706

(Sankyo, Japan); 콤브레타스타틴 A4 전구약물 (Arizona State University, USA); 콘드로이티나제 AC (IBEX, Canada);

BAY RES 2690 (Bayer, Germany); AGM 1470 ([Harvard University, USA], [Takeda, Japan], 및 [TAP, USA]); AG

13925 (Agouron, USA); 테트라티오몰리브데이트 (University of Michigan, USA); GCS 100 (Wayne State University,

USA) CV 247 (Ivy Medical, UK); CKD 732 (Chong Kun Dang, South Korea); MAb 혈관 내피 성장 인자 (Xenova,

UK); 이르소글라딘 (INN) (Nippon Shinyaku, Japan); RG 13577 (Aventis, France); WX 360 (Wilex, Germany); 스쿠

알라민 (pINN) (Genaera, USA); RPI 4610 (Sirna, USA); 암 요법 (Marinova, Australia); 헤파라나제 억제제 (InSight,

Israel); KL 3106 (Kolon, South Korea); Honokiol (Emory University, USA); ZK CDK (Schering AG, Germany); ZK

Angio (Schering AG, Germany); ZK 229561 ([Novartis, Switzerland], 및 [Schering AG, Germany]); XMP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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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MA, USA); VGA 1102 (Taisho, Japan); VEGF 수용체 모듈레이터 (Pharmacopeia, USA); VE-카드헤린-2 길항제

(ImClone Systems, USA); Vasostatin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 F1k-1 백신 (ImClone Systems, USA);

TZ 93 (Tsumura, Japan); TumStatin (Beth Israel Hospital, USA); 말단절단 가용성 FLT 1 (혈관 내피 성장 인자 수용

체 1) (Merck & Co, USA); Tie-2 리간드 (Regeneron, USA); 트롬보스폰딘 1 억제제 (Allegheny Health, Education

and Research Foundation, USA)가 포함된다.

본 발명의 제약 조성물은 성장 인자 작용제의 하나 이상의 억제제, 예컨대 간세포 성장 인자 (HGF, 산란 인자로도 공지됨,

및 이의 수용체 "c-met")의 길항제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표적-특이적 이펙터 세포,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조성물 (예를 들어,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및 이중특이적 분자)에 연결된

이펙터 세포 또한 치료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표적화를 위한 이펙터 세포는 인간 백혈구 예컨대 대식세포, 호중구 또는 단

핵세포일 수 있다. 기타 세포로는 호산구, 자연 살세포 및 기타 IgG-또는 IgA-수용체 함유 세포가 포함된다. 원한다면, 이

펙터 세포는 치료될 대상으로부터 수득될 수 있다. 표적-특이적 이펙터 세포는 생리적으로 허용가능한 용액 내의 세포의

현탁액으로서 투여될 수 있다. 투여되는 세포의 수는 약 108-109일 수 있지만, 치료 목적에 따라 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은 표적 세포, 예를 들어, CD148을 발현하는 종양 세포에서의 국소화를 수득하고, 예를 들어, 포식작용에 의해 세포 살

해를 이루기에 충분하다. 투여 경로 또한 변할 수 있다.

표적-특이적 이펙터 세포를 사용한 요법은 표적화된 세포의 제거를 위한 다른 기술과 함께 수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조성물 (예를 들어,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및 이중특이적 분자) 및/또는 이러한 조성물이 갖춰진 이펙터 세포을 사

용하는 항-종양 요법이 화학요법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종양 세포 거부에 대해 2개의 별도의 세포독성 이펙

터 집단을 지시하는데 복합 면역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FcγRi 또는 항-CD3에 연결된 항-CD148 항체를

IgG- 또는 IgA-수용체 특이적 결합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중특이적 및 다중특이적 분자는, 예컨대 세포 표면 상의 수용체의 캡핑(capping) 및 제거에 의해, 이펙터 세포

상의 FcotR 또는 FcγR 수준을 조정하는데 또한 사용될 수 있다. 항-Fc 수용체의 혼합물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보체 결합 부위, 예컨대 보체에 결합하는 IgG1, IgG2, IgG3 또는 IgM으로부터의 부분을 갖는 본 발명의 조성물 (예를 들

어,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및 이중특이적 분자) 또한 보체의 존재 하에 사용될 수 있다. 한 실시양태에서, 표적 세포를 포

함하는 세포 집단을 본 발명의 결합제 및 적절한 이펙터 세포로 생체외 처리하는 것은 보체 또는 보체를 함유하는 혈청의

첨가에 의해 보충된다. 본 발명의 결합제로 코팅된 표적 세포의 포식작용은 보체 단백질의 결합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 (예를 들어,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및 이중특이적 분자)로 코팅된 표적 세포는 보체

에 의해 또한 용해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보체를 활성화시키지 않는다.

본 발명의 조성물 (예를 들어,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및 이중특이적 분자)는 보체와 함께 또한 투여될 수 있다. 따라서, 인

간 항체, 다중특이적 또는 이중특이적 분자 및 혈청 또는 보체를 포함하는 조성물은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속한다. 이러한

조성물은 보체가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또는 이중특이적 분자에 아주 근접하여 위치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별법으로,

본 발명의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또는 이중특이적 분자 및 보체 또는 혈청은 별도로 투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 (예를 들어,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및 이중특이적 분자) 및 사용 설명서를 포함하는 키트 또한 본 발명의

범주 내에 속한다. 키트는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시약, 예컨대 보체, 또는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본 발명의 인간 항체 (예를

들어, 제1 인간 항체와 상이한 CD148 항원 내의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상보적인 활성을 갖는 인간 항체)를 추가로 함유할

수 있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Fcα 또는 Fcγ 수용체의 발현 또는 활성을 조정하는, 예를 들어, 증강시키거나 억제하는 작용제로 대

상을 추가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대상을 사이토카인으로 치료할 수 있다. 다중특이적 분자로의 치료 중에 투여

하기에 바람직한 사이토카인으로는 과립구 콜로니-자극 인자 (G-CSF), 과립구-대식세포 콜로니-자극 인자 (GM-CSF),

인터페론-γ (IFN-γ), 및 종양 괴사 인자 (TNF)가 포함된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림포카인 제제로 대상을 추가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CD148을 고도로 발현하지 않는 암 세포는 림

포카인 제제의 사용으로 CD148을 고도로 발현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 림포카인 제제는 종양의 세포들에서 CD148의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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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질한 발현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더욱 효과적인 요법에 이를 수 있다. 투여에 적절한 림포카인 제제로는 인터페론-감

마, 종양 괴사 인자, 및 이의 배합물이 포함된다. 이는 정맥내 투여될 수 있다. 림포카인의 적절한 투여량은 10,000 내지

1,000,000 유닛/환자이다.

본 발명의 조성물 (예를 들어,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및 이중특이적 분자)은 FcγR 또는 CD148을 발현하는 세포를 표적화

하는데, 예를 들어 이같은 세포를 표지하는데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이같은 용도를 위해, 결합제는 검출될 수 있는 분자에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Fc 수용체, 예컨대 FcγR, 또는 CD148을 발현하는 세포를 생체외에서 또는 시험관 내

에서 국소화시키는 방법을 포함한다. 검출가능한 표지는, 예를 들어, 방사성동위원소, 형광 화합물, 효소 또는 효소 공-인

자일 수 있다.

한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항체 또는 이의 일부와 CD148 간에 복합체가 형성되도록 하는 조건 하에, 샘플 및 대조군 샘

플을 CD148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과 접촉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샘플

내 CD148 항원의 존재를 검출하거나 또는 CD148 항원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 후 복합체의 형성을 검출하

고, 이때 샘플과 대조군 샘플 간의 상이한 복합체 형성은 샘플 내의 CD148 항원의 존재를 가리킨다.

또다른 실시양태에서, 본 발명은 생체내에서 또는 시험관내에서 Fc-발현 세포의 존재를 검출하거나 이의 양을 정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i) 검출가능한 마커에 접합된 본 발명의 조성물 (예를 들어, 다중- 또는 이중특이적 분자) 또

는 이의 단편을 대상에게 투여하는 단계; (ii) 상기 검출가능한 마커를 검출하는 수단에 대상을 노출시켜 Fc-발현 세포를

함유하는 영역을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용도 및 방법

본 발명은 인간 질환 및 병리학적 상태의 치료에 유용한 CD148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제

공한다. CD148 활성 또는 기타 세포 활성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제는 다른 치료제와 병용되어 치료 효과가 증강되거나 잠

재적인 부작용이 감소된다.

한 양상에서, 본 발명은 세포 내의 CD148 활성의 원치않는 또는 비정상적인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및 상태의 치료에

유용한 시약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질환에는 암, 및 기타 과증식 상태, 예컨대 과다형성, 건선, 접촉성 피부염, 면역학

적 장애, 및 불임증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 (예를 들어,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및 이중특이적 분자)를 시험관내에서의 치료용 또는 진단용 용도와

관련된 결합 활성에 대해 먼저 테스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조성물을 본원에 기술된 ELISA 및 유동 세포측정

분석법을 사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다. 또한, CD148을 발현하는 세포의 세포 용해가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이펙터 세포 활

성을 촉발시키는 것에서의 이러한 분자의 활성을 분석할 수 있다. 이펙터 세포-매개 포식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토콜

은 본원에서 기술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 (예를 들어, 인간 항체, 다중특이적 및 이중특이적 분자)은 CD148-관련 질환의 요법 및 진단에서 추가

적인 용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 다중특이적 또는 이중특이적 분자는 CD148을 발현하는 세포에서

의 CD148 유도 탈인산화를 촉진하거나, CD148을 발현하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또는 CD148을 발현하는 세포의

혈관신생을 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항-CD148 항체는 안구 신생혈관증식, 예컨대 망막변증 (당뇨병성 망

막변증 포함), 연령-관련 황반 변성, 건선, 혈관모세포종, 혈관종, 동맥경화증, 염증성 질환, 예컨대 류마티스 또는 류마티

스 염증성 질환, 특히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포함), 또는 기타 만성 염증성 장애, 예컨대 만성 천식, 동맥 또는 이식후 죽

상경화증, 자궁내막증, 및 종양 질환, 예를 들어, 소위 고형 종양 및 액체 (또는 조혈) 종양 (예컨대 백혈병 및 림프종)이 포

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임의의 혈관신생-의존성 질환의 치료에 유용할 수 있다. 원치 않는 혈관신생과 관련된 기타

질환은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특정 실시양태에서, 인간 항체 및 이의 유도체는 다양한 CD148-관련 종양 질환을 치료, 예방 또는 진단하기 위해 생체내

에서 사용된다. CD148-관련 질환의 예로는 다양한 암, 예컨대 방광암, 유방암, 자궁암/자궁경부암, 결장암, 췌장암, 직장

결장암, 신장암, 위암, 난소암, 전립선암, 신장세포암, 편평세포암, 폐암 (비-소형 세포), 식도암, 및 두경부 암이 포함된다.

본 발명은 CD148 활성을 활성화시키는 유효량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인

간이 포함되는 동물에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또한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생물학적 시스템에서의 세포 증식, 침습 및

전이의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화합물을 암 세포 성장 억제제로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에 포함된다. 바람직하게는, 이 방법은 살아 있는 동물, 예컨대 포유동물에서 암 세포 성장, 침습,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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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종양 발생을 억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분석 시스템, 예를 들어, 암 세포 성장 및 이의 성

질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암 세포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화합물을 확인하는 시스템에서의 사용을 위해 용이하게 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치료가능한 암은 바람직하게는 포유동물에서 발생한다. 포유동물에는, 예를 들어, 인간 및 기타 영

장류, 뿐만 아니라 애완동물 또는 반려 동물 예컨대 개 및 고양이, 실험실용 동물 예컨대 래트, 마우스 및 토끼, 및 농장 동

물 예컨대 말, 돼지, 양 및 소가 포함된다.

종양 또는 신생물은 세포의 증식이 제어되지 않고 진행성인 조직 세포의 성장을 포함한다. 일부 이같은 성장은 양성이지

만, 나머지는 악성으로 명명되고, 생물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악성 신생물 또는 암은 공격적인 세포 증식을 나타낸다는

것에 더하여 주변 조직을 침습하여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성 성장과 구분된다. 또한, 악성 신생물은 더 큰 분화 손실

(더 큰 탈분화)을 나타내고 서로 및 주변 조직과 관련한 조직화의 더 큰 손실을 나타낸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성

질은 소위 "역형성"으로 칭해진다.

본 발명에 의해 치료가능한 신생물로는 또한 고체 종양, 즉, 암종 및 육종이 포함된다. 암종에는 주변 조직에 침윤 (침습)하

고 전이를 발생시키는 상피 세포로부터 유래된 악성 신생물이 포함된다. 선암종은 샘 조직으로부터 유래되거나 인식가능

한 샘 구조를 형성하는 암종이다. 또다른 광범위한 카테고리 또는 암에는 세포가 원섬유성 또는 균질성 물질 예컨대 배아

결합 조직 내에 매입된 종양인 육종이 포함된다. 본 발명은 백혈병, 림프종, 및 전형적으로는 종양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고

혈관 또는 림프세망 시스템 내에 분포된 기타 암이 포함되는 골수 또는 림프 시스템의 암의 치료를 또한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에 따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암 또는 종양 세포의 유형에는, 예를 들어, ACTH-생산 종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 비-림프구성 백혈병, 부신 피질의 암, 방광암, 뇌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구성 백혈

병, 직장결장암, 피부 T-세포 림프종, 자궁내막암, 식도암, 유윙(Ewing) 육종, 쓸개암, 모발상 세포 백혈병, 두경부암, 호

지킨 림프종, 카포시(Kaposi) 육종, 신장암, 간암, 폐암 (소형 및 비-소형 세포), 악성 복막 삼출, 악성 흉막 삼출, 흑색종,

중피종, 다발성 골수종, 신경모세포종, 신경교종, 비-호지킨 림프종, 골육종, 난소암, 난소 (생식 세포) 암, 췌장암, 음경암,

전립선암, 망막모세포종, 피부암, 연조직 육종, 편평 세포 암종, 위암, 고환암, 갑상선암, 영양막 신생물, 자궁암, 질암, 외음

부의 암, 및 윌름스(Wilms) 종양이 포함된다.

본 발명은 특정 유형의 실험적으로 한정된 암의 치료를 참조로 본원에서 특히 예시된다. 이러한 예시적인 치료에서, 최신

표준 시험관내 및 생체내 모델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생체내 치료 요법에서 효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작용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방법은 이러한 종양 유형의 치료에 한정되지 않고, 임의의 장기 시스

템에서 유래된 임의의 고체 종양으로 확장된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침윤성 또는 전이가 CD148 활성과 관련된 암이 특

히 본 발명의 수단에 의해 억제되거나 심지어 퇴행될 여지가 있다.

본 발명은 펩티바디와 같은 본 발명의 화합물을 또다른 항암 화학요법제, 예컨대 임의의 통상적인 화학요법제와 함께 포함

함으로써 또한 실행될 수 있다. 특정 결합제와 이같은 기타 작용제의 조합은 화학요법 프로토콜의 약효를 증가시킬 수 있

다. 수많은 화학요법 프로토콜이 본 발명의 방법 내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당업자에게 생각될 것이다. 알킬화제, 항대사

물질, 호르몬 및 길항제, 방사성동위원소, 뿐만 아니라 천연 생성물을 포함하여 임의의 화학요법제가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화합물은 항생제 예컨대 독소루비신 및 기타 안트라사이클린 유사체, 질소 머스타드 예컨대 시클로포스파

미드, 피리미딘 유사체 예컨대 5-플루오로우라실, 시스플라틴, 히드록시우레아, 택솔 및 이의 천연 및 합성 유도체 등과 함

께 투여될 수 있다. 또다른 예로서, 종양이 성선자극호르몬-의존성 및 성선자극호르몬-비의존성 세포를 포함하는 유방의

선암종과 같은 혼합 종양의 경우, 화합물이 류프롤리드 또는 고세렐린 (LH-RH의 합성 펩티드 유사체)와 함께 투여될 수

있다. 다른 항신생물 프로토콜에는 "부속 항신생물 양식"으로 본원에서 또한 지칭되는 또다른 치료 양식, 예를 들어, 수술,

방사선조사 등과 함께 테트라사이클린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은 부작용이 감소되고 효

능이 증강되는 것을 이익으로 하면서 이같은 통상적인 요법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은 고체 종양 및 백혈병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암의 치료에 유용한 조성물 및 방법을 제공한다. 치료될 수 있

는 암의 유형으로는 유방, 전립선 및 결장의 선암종; 모든 형태의 폐의 기관지 암종; 골수증; 흑색종; 간종양; 신경모세포종;

유두종; 아푸도마(apudoma); 분리종; 새종; 악성 카르시노이드 증후군; 카르시노이드 심장 질환; 암종 (예를 들어, 워커

(Walker), 기저 세포, 기저편평세포, 브라운-피어스(Brown-Pearce), 도관, 에를리히(Ehrlich) 종양, 크렙스(Krebs) 2,

메르켈(merkel) 세포, 점액성, 비-소형 세포 폐, 귀리 세포, 유두, 경성암, 세기관지, 기관지, 편평 세포, 및 이행세포); 조직

구 장애; 백혈병; 조직구증 악성; 호지킨 질환; 면역증식성 소형 폐 세포 암종; 비-호지킨 림프종; 형질세포종; 세망내피증;

흑색종; 연골모세포종; 연골종; 연골육종; 섬유종; 섬유육종; 거대 세포 종양; 조직구종; 지방종; 지방육종; 중피종; 점액종;

점액육종; 골종; 골육종; 척삭종; 두개인두종; 미분화세포종; 과오종; 간엽종; 중간콩팥종; 근육종; 법랑아세포종; 백악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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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종; 기형종; 흉선종; 토포블라스틱(tophoblastic) 종양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하기 유형의 암

또한 치료가능하다: 선종; 담관종; 진주종; 사이클린드로마(cyclindroma); 낭선암종; 낭선종; 과립막 세포 종양; 음양모세

포종; 간종양; 땀샘종; 섬세포 종양; 라이디히(Leydig) 세포 종양; 유두종; 세르톨리(Sertoli) 세포 종양; 난포막 세포 종양;

평활근종; 평활근육종; 근모세포종; 근종; 근육종; 횡문근종; 횡문근육종; 상의세포종; 신경절신경종; 신경교종; 속질모세

포종; 수막종; 신경초종; 신경모세포종; 신경상피종; 신경섬유종; 신경종; 부신경절종; 비-크롬친화성 부신경절종; 혈관각

화증; 호산구증가증을 동반한 혈관림프구 과다형성; 경화성 맥관종; 혈관종증; 사구맥관종; 혈관내피종; 혈관종; 혈관주위

세포종; 혈관육종; 림프관종; 림프관근종; 림프관육종; 송과체종; 암육종; 연골육종; 엽상 낭육종; 섬유육종; 혈관육종; 평활

근육종; 백혈육종; 지방육종; 림프관육종; 근육종; 점액육종; 난소 암종; 횡문근육종; 육종; 신생물; 신경섬유아종; 및 자궁

경부 이형성증.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건선 및 접촉성 피부염 또는 또는 기타 과증식성 질환이 포함되는 피부의 임의의 과증식성 상태

를 치료 및/또는 예방하기 위해 본 발명의 물질 및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CD148에 특이적인 특정 결합

제를 다른 제약 작용제와 함께 사용하여 이러한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인간을 치료할 것이다. 특정 결합제는 본원에 기술

된 투여 경로 및 당업자에에 주지된 기타 경로를 통해 임의의 다양한 담체를 사용하여 전달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혈관신생이 수반되는 다양한 망막변증 (당뇨병성 망막변증 및 연령-관련 황반 변성 포함), 뿐만

아니라 여성 생식관의 장애/질환 예컨대 자궁내막증, 자궁 섬유종, 및 여성 생식 주기 동안의 기능장애성 혈관 증식과 관련

된 기타 이같은 상태 (자궁내막 미세혈관 성장 포함)를 치료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뇌 동정맥 기형 (AVM), 위장관 점막 손상 및 복구, 졸중으로 인한 허혈이 포함되는, 소화성 궤양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의 위십이지장 점막의 궤양, 간 질환에서의 광범위한 폐혈관 장애 및 비-간문맥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의 문맥 고혈압이 포함되는 비정상적인 혈관 성장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상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되는 조성물 및 방법을 사용하여 암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같은 시약은

CD148에 대한 특정 결합제 예컨대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을 포함할 것이다.

CD148 에피토프 결합 분자의 확인

본 발명의 CD148 에피토프 및 항체를 사용하여 CD148 활성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특정 생리학적 장애의 치료에 유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실시양태에서,

서열 33의 아미노산 447-725, 533-725, 715-973, 324-335,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와 테스트 화합물을 복합체를 형성하기에 충

분한 시간 동안 접촉시키는 단계, 및 복합체 내의 CD148 에피토프 또는 화합물을 검출함으로써 복합체의 형성을 검출하

고, 복합체가 형성되면, CD148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화합물이 확인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447-725,

533-725, 715-973, 324-335,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화합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당

해 단백질을 코딩하는 DNA로 형질감염된 세포를 다양한 약물로 처리할 수 있고, 공-면역침전을 수행할 수 있다. CD148

이 혈관신생과 같은 생리학적 장애의 억제와 관련된 생리학적 신호를 전달하는데 수반되기 때문에, CD148 활성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작용제의 확인은 생리학적 장애를 치료하는데 또는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화합물에 이르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작용제를 제공할 것이다. 작용제가 CD148 탈인산화를 개시시키는 방식으로 작용제는 본원에서 정의된 CD148 에피토프

에 결합함으로써 CD148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CD148을 활성화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작용제로는 펩티드, 항체, 핵산,

안티센스 화합물 또는 리보자임이 포함된다. 핵산은 항체 또는 안티센스 화합물을 코딩할 수 있다. 펩티드는 결합 단백질

의 서열의 4개 이상의 아미노산일 수 있다. 별법으로, 펩티드는 결합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연속적인 길이(span)와 75％ 이

상 동일한 4 내지 30 개의 아미노산 (또는 8 내지 20개의 아미노산)일 수 있다. 작용제는 본원에 기술된 바와 같이, 형질감

염된 숙주 세포, 세포주, 세포 모델 또는 동물을 사용하여, 당업자에게 주지된 기술에 의해, 예컨대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

함된 미국 특허 제5,622,852호 및 제5,773,218호, 및 PCT 공개공보 WO 97/27296 및 WO 99/65939에 개시된 바와 같

이 테스트될 수 있다. 작용제의 조정 효과는 생체내에서 또는 시험관내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작용제는 테스트를 위해 파

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 또는 복합 라이브러리 내에 제공될 수 있다. 작용제의 예시적인 스크리닝 방법은 작용제가 단백

질 복합체 형성에 대해 갖는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더욱 활성이거나 안정한 형태의 폴리펩티드이거나, 예를 들어 생체 내에서의 폴리펩티드의 기능을 증강시키거

나 방해하는 약물을 만들기 위해, 본 발명의 CD148 에피토프를 또한 사용하여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당해 폴리펩티드 또

는 에피토프가 결합하는 소형 분자 (예를 들어, 아고니스트, 길항제, 억제제)의 구조적 유사체를 생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양상은 서열 33의 아미노산 447-725, 533-725, 715-973, 324-335,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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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CD148 에피토프의 3차원 구조를 규정하는 원자 좌표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원자 좌표를 기초로 CD148 에피토프에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을 고안 또는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서열 33의 아미노산 447-725, 533-725, 715-973, 324-335, 200-536, 533-725 및 200-725로 구성되는 군으로

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폴리펩티드 서열에 의해 정의되는 인간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화합물을 확인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합리적인 약물 고안에서 사용하기 위한 여러 접근법으로는 3차원 구조의 분석, 알라닌 스캔, 분자

모델링 및 항-id 항체의 사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은 당업자에게 주지되어 있다. 이같은 기술은 상기 제1 폴리펩티드

와 상기 제2 폴리펩티드에 의해 형성된 단백질 복합체의 3차원 구조를 규정하는 원자 좌표를 제공하는 단계, 및 상기 원자

좌표를 기초로 제1 폴리펩티드와 제2 폴리펩티드 간의 상호작용을 방해할 수 있는 화합물을 고안 또는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폴리펩티드 활성을 조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확인한 후, 물질을 추가로 연구할 수 있다. 또한, 물질은 제제,

즉, 제품 또는 제형물, 또는 조성물 예컨대 의약, 제약 조성물 또는 약물로 제조되고/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이들은 개인에

게 투여될 수 있다.

폴리펩티드 기능 조정제로 확인된 물질은 천연적으로 펩티드 또는 비-펩티드일 수 있다. 대부분의 생체내 제약 용도에 대

해 비-펩티드 "소형 분자"가 종종 바람직하다. 따라서, 물질 (특히 펩티드의 경우)의 모방체 또는 모방물을 제약 용도로 고

안할 수 있다.

공지된 제약 활성 화합물에 대한 모방체의 고안은 "선도" 화합물을 기초로 하는 의약품의 개발에 대해 공지된 접근법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활성 화합물이 합성하기에 어렵거나 고비용인 경우 또는 활성 화합물이 특정 투여 방법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바람직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순수 펩티드는 소화관 내에서 프로테아제에 의해 신속하게 분해되는 경향이 있기 때

문에 경구 조성물에 적절하지 않은 활성 작용제이다. 모방체 고안, 합성 및 테스트는 표적 성질을 위해 다수의 분자를 무작

위로 스크리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일단 약리작용단(pharmacophore)이 발견되면, 이의 물리적 성질, 예를 들어, 입체화학, 결합, 크기 및/또는 전하에 따라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의 데이타, 예를 들어, 분광분석 기술, x-선 회절 데이타 및 NMR를 사용하여 이의 구조를 모델링한

다. 이러한 모델링 과정에서 컴퓨터 분석, 유사성 지도제작 (원자들 간의 결합보다는 약리작용단의 전하 및/또는 부피를 모

델링함)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그후 주형 분자를 선택하고, 이 분자 상에 약리작용단을 모방하는 화학 기가 그래프트될 수 있다. 주형 분자 및 이에 그래

프트된 화학 기는 모방체가 선도 화합물의 생물학적 활성을 유지하면서 합성하기 쉽고, 약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하며, 생체

내에서 분해되지 않도록 통상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별법으로, 모방체가 펩티드를 기초로 하는 경우, 펩티드를 고리화시

켜 이의 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안정성이 달성될 수 있다. 그 후 이러한 접근법에 의해 발견된 모방체(들)을 스크

리닝하여, 이들의 표적 성질을 갖는지 여부 또는 어느 정도로 성질을 나타내는지를 볼 수 있다. 그 후 추가적인 최적화 또

는 변형을 수행하여 생체내 또는 임상 테스트를 위한 하나 이상의 최종 모방체에 도달할 수 있다.

결합 분석법

면역학적 결합 분석법은 분석물 표적 항원을 특이적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종종 이를 고정시키는 포획제를 전형적으로

사용한다. 포획제는 분석물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모이어티이다. 본 발명의 한 실시양태에서, 포획제는 본 발명의

CD148 에피토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이다. 이러한 면역학적 결합 분석법은 당업계에

주지되어 있다 (문헌 [Asai, ed., Methods in Cell Biology, Vol. 37, Antibodies in Cell Biology, Academic Press, Inc.,

New York (1993)] 참조).

면역학적 결합 분석법은 포획제와 항원에 의해 형성된 결합된 복합체의 존재를 신호할 표지제를 종종 사용한다. 표지제는

결합된 복합체를 이루는 분자들 중 하나일 수 있다; 즉, 표지된 특정 결합제 또는 표지된 항-특이적 결합제 항체일 수 있다.

별법으로, 표지제는 통상적으로 또다른 항체인 제3의 분자일 수 있고, 이는 결합된 복합체에 결합한다. 표지제는, 예를 들

어, 표지를 갖는 항-특이적 결합제 항체일 수 있다. 결합된 복합체에 특이적인 제2 항체는 표지가 없을 수 있지만, 제2 항

체가 구성원인 항체의 종에 특이적인 제4의 분자가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 항체는 검출가능한 모이어티, 예컨대

비오틴으로 변형될 수 있고, 이는 제4 분자, 예컨대 효소-표지된 스트렙타비딘에 의해 결합될 수 있다. 이뮤노글로불린 불

변 영역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기타 단백질, 예컨대 단백질 A 또는 단백질 G를 표지제로 또한 사용할 수 있다. 이러

한 결합 단백질은 연쇄상구균의 세포벽의 정상적인 구성성분이고, 다양한 종으로부터의 이뮤노글로불린 불변 영역과 강력

한 비-면역원성 반응성을 나타낸다. 문헌 [Akerstrom, J. Immunol., 135:2589-2542 (1985)]; [Chaubert, Mod.

Pathol., 10:585-591 (1997)]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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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 전반에 걸쳐, 각각의 시약의 배합 후에 인큐베이션 및/또는 세정 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인큐베이션 단계는 약 5초

내지 수 시간, 바람직하게는 약 5분 내지 약 24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인큐베이션 시간은 분석법 포맷, 분석물, 용

액의 부피, 농도 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석법은 주변 온도에서 수행될 것이지만, 광범위한 온도에서 수행

될 수 있다.

A. 비-경쟁적 결합 분석법:

면역학적 결합 분석법은 비-경쟁적 유형일 수 있다. 이러한 분석법에서는 포획된 분석물의 양이 직접적으로 측정된다. 예

를 들어, 한 바람직한 "샌드위치" 분석법에서, 포획제 (항체)는 고체 기판에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고정될 수 있다. 그후 이

러한 고정된 포획제는 테스트 샘플 내에 존재하는 항원을 포획한다 (항원에 결합한다). 그후 이렇게 고정된 단백질이 표지

제, 예컨대 표지를 갖는 제2 항체에 결합된다. 또다른 바람직한 "샌드위치" 분석법에서, 제2 항체는 표지가 없지만, 제2 항

체가 유래된 종의 항체에 특이적인 표지된 항체가 결합할 수 있다. 또한 제2 항체는 검출가능한 모이어티, 예컨대 비오틴

으로 변형될 수 있고, 여기에 표지된 제3 분자, 예컨대 스트렙타비딘이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거명에 의해 본원에 포

함된 문헌 [Harlow and Lane, Antibodies, A Laboratory Manual, Ch 14,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NY (1988)

]을 참조하길 바란다.

B. 경쟁적 결합 분석법:

면역학적 결합 분석법은 경쟁적 유형일 수 있다. 샘플 내에 존재하는 분석물의 양은 샘플 내에 존재하는 분석물에 의해 포

획제 (항체)로부터 치환되거나 경쟁적으로 제거된 첨가된 분석물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측정된다. 한 바람직한

경쟁적 결합 분석법에서, 기지량의 분석물 (일반적으로 표지됨)을 샘플에 첨가한 후, 샘플을 포획제와 접촉시킨다. 항체에

결합된 표지된 분석물의 양은 샘플 내에 존재하는 분석물의 농도와 반비례한다 (문헌 [Harlow and Lane, Antibodies, A

Laboratory Manual, Ch 14, pp. 579-583, 상기 문헌] 참조).

또다른 바람직한 경쟁적 결합 분석법에서는, 포획제가 고체 기판 상에 고정된다. 포획제에 결합된 단백질의 양은 단백질/

항체 복합체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또는 별법으로 복합체를 형성하지 않고 남아 있는 단백질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단백질의 양은 표지된 단백질을 제공함으로써 검출될 수 있다. 문헌 [Harlow and Lane, 상

기 문헌]을 참조하길 바란다.

또다른 바람직한 경쟁적 결합 분석법에서는, 합텐 억제가 사용된다. 이때, 공지된 분석물이 고체 기판 상에 고정된다. 기지

량의 항체를 샘플에 첨가하고, 샘플을 고정된 분석물과 접촉시킨다. 고정된 분석물에 결합된 항체의 양은 샘플 내에 존재

하는 분석물의 양에 반비례한다. 항체의 고정된 분획 또는 용액 내에 남아 있는 분획을 검출함으로써 고정된 항체의 양을

검출할 수 있다. 검출은 항체가 표지된 경우 직접적일 수 있거나, 또는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인 항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표지된 모이어티의 후속 첨가에 의해 간접적일 수 있다.

C. 경쟁적 결합 분석법의 활용:

당업자가 본 발명의 펩티바디에 의해 인식되는 단백질 또는 효소 복합체가 원하는 단백질이고 교차-반응성 분자가 아닌지

를 결정하도록 하는 또는 펩티바디가 항원에 특이적이고 관련되지 않은 항원에 결합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교차

반응성 결정에 경쟁적 결합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법에서, 항원이 고체 지지체에 고정될 수 있고,

미지의 단백질 혼합물이 분석에 첨가되고, 이는 고정된 단백질에 결합하는 것에 대해 펩티바디와 경쟁할 것이다. 경쟁 분

자는 고정된 항원에 관련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항원에 또한 결합한다. 펩티바디가 고정된 항원에 결합하는 것과 경쟁하는

단백질의 능력을 고체 지지체에 고정된 동일한 단백질에 의한 결합과 비교하여, 단백질 혼합물의 교차-반응성을 결정한

다.

D. 기타 결합 분석법

본 발명은 CD148 에피토프 또는 이의 단편의 존재를 검출하거나 이를 정량하기 위한 웨스턴 블롯 방법을 또한 제공한다.

이 기술은 샘플 단백질을 분자량을 기초로 겔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하고, 단백질을 적절한 고체 지지체, 예컨대 니트로셀

룰로스 필터, 나일론 필터, 또는 유도체화 나일론 필터로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샘플을 CD148 에피토프에 특

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과 함께 인큐베이션하고, 생성된 복합체를 검출한다. 이러한 펩티바디

는 직접적으로 표지될 수 있거나, 또는 별법으로 펩티바디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표지된 항체를 사용하여 후속하여 검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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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진단 분석법

본 발명의 유도체성 결합제, 예컨대 펩티드 및 펩티바디 또는 이의 단편은 CD148 또는 서브유닛의 발현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 또는 질환의 진단을 위해, 또는 CD148의 활성화제, 이의 단편, CD148 활성의 아고니스트 또는 억제제로 치료되는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분석법에서 유용하다. CD148에 대한 진단 분석법은 항체 또는 표지를 사용하여 인간 체액 또는 세

포 또는 조직 추출물 내의 CD148을 검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항체는 변형 없이 또는 변형되어 사용될 수 있

다. 바람직한 진단 분석법에서, 표지 또는 수용체 분자를 예를 들어 부착시킴으로써 항체가 표지될 것이다. 다양한 표지 및

수용체 분자가 공지되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이미 본원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본 발명은 인간 질환의 진단에서 유용하

다.

각각의 단백질에 대해 특이적인 항체를 사용하여 CD148 단백질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토콜이 당업계에 공지되어

있다. 예로는 효소-연결 면역흡착 분석법 (ELISA), 방사선면역분석법 (RIA) 및 형광 활성화 세포 분류 (FACS)가 포함된

다. CD148 상의 2개의 비-방해성 에피토프에 대해 반응성인 모노클로날 항체를 사용하는, 모노클로날을 기초로 하는 2-

부위 면역분석법이 바람직하지만, 경쟁적 결합 분석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법은 예를 들어, 문헌 [Maddox et

al., J. Exp. Med., 158:1211 (1983)]에 기술되어 있다.

진단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 CD148 발현에 대한 정상값 또는 표준값이 일반적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결정은

정상 대상, 바람직하게는 인간으로부터의 체액 또는 세포 추출물을 당업계에 주지된 복합체 형성에 적절한 조건 하에

CD148에 대한 항체와 배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표준 복합체 형성량은 기지량의 CD148 단백질에 대한 항체의 결합

을 대조군 및 질환 샘플과 비교함으로써 정량할 수 있다. 그후, 정상 샘플로부터 수득된 표준값을 질환에 잠재적으로 영향

을 받는 대상으로부터의 샘플로부터 수득된 값과 비교할 수 있다. 표준값과 대상으로부터의 값 사이의 편차는 질환 상태에

서의 CD148에 대한 역할을 제안한다.

진단 용도를 위해, 특정 실시양태에, 본 발명의 항체 또는 이의 항원-결합 영역은 검출가능한 모이어티로 전형적으로 표지

될 것이다. 검출가능한 모이어티는 검출가능한 신호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임의의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출가능한 모이어티는 방사성동위원소, 예컨대 3H, 4C, 32P, 35S, 또는 125I, 형광 또는 화학발광 화합물, 예컨

대 플루오레세인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로다민, 또는 루시페린; 또는 효소, 예컨대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베타-갈락토시다

제, 또는 ctosidase, 또는 양고추냉이 과산화효소일 수 있다. 문헌 [Bayer et al., Meth. Enz., 184: 138-163, (1990)]을

참조하길 바란다.

본 발명은 추가적인 제한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하는 하기의 실시예에 의해 추가로 설명된다. 본 출원 전반에 걸쳐 인용된

모든 도면 및 모든 참조문헌, 특허, 특허 출원 공개 공보의 내용은 거명에 의해 본원에 명백하게 포함된다.

실시예

실시예 1 - CD148 에피토프에 대한 항체의 생성

하기의 스크리닝 절차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항체의 모 버젼의 중쇄 및 경쇄 영역을 확인하였다. 재조합 scFv (단일쇄 가

변 단편) 파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 (Cambridge Antibody Technologies (CAT))를 huCD148 단백질 표적에 대해 시

험관내에서 심문하였다. 10,000 개를 초과하는 클론을 스크리닝하였고, 파지 디스플레이 (2차 및 3차 라운드 아웃풋)에

의해 회수하였고, huCD148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250 개 초과의 독특한 scFv 항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반응물들 중

에서, 83개를 이들의 예상 치료 가능성을 기초로 추가 연구용으로 강화시켰다. 예를 들어, 경쟁적 ELISA 또는 TRF (시간-

분해 형광(time-resolved fluorescence)) 리포트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이 N24와 동일한 에피토프에 결합하는 것에 대해

경쟁하는 여러 항체를 단리하였다. 다른 항체들을, ELISA 또는 TRF에 의해 지시되는 바와 같은 이들의 비교적 높은 신호

-대-잡음 비율을 기초로 (예를 들어, 스트렙타비딘 결합과 비교된 표적 결합), 또는 이들이 뮤린 CD148 오르토로그에 대

해 교차-반응하였기 때문에, 강화시켰다. 모든 항-CD148 항체를 muCD148와 교차-반응하는 능력 (생체내 마우스 연구

를 위해) 및 세포-발현된 huCD148에 결합하는 능력에 대해 테스트하였다. N24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정도의 경쟁을

나타내는 8개의 scFv 인간 N24 유사체 항체 예컨대 IgG4 또는 맥시바디 (이가 scFv-Fcs) 또는 이둘 모두, 뿐만 아니라 7

개의 다른 클론이 발현되었고, 결합 활성 및 특이성이 확인되었다. 원래의 마우스 N24 항체를 클로닝하였고, VH 및 VL 유

전자를 다양한 항체 "플랫폼(platform)" 내로 서브클로닝하였고, 이는 비교 결합 (즉, ELISA 또는 FACS)에서 양성 대조군

으로 기능하고 시험관내 및 생체내 분석법에서 기능성이었다. 최초의 "탑 14" 개의 선도 후보 항체의 1차 기능 스크리닝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클론 중 8개는 시험관내 평면 이동 분석법에서 huCD148에 대해 아고니스트 작용을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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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D148에 대해 교차-반응하는 이러한 선도 클론 중 4개는 생체내 마우스 각막 포켓 분석법에서 FGF-2에 의해 유도된

혈관신생을 억제하였다. 도 1-8에 기술된 8개의 항체는 인간 내피 세포 이동 분석법 및 각막 포켓 분석법 모두에서 20 ㎍/

㎖의 농도에서 시험관내에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20％ 능력으로 혈관신생을 억제할 수 있었다.

상기 절차에 따라 생성된 항체가 도 1-8에 기술된다. 도 1A 및 IB는 본 발명의 항체인 항체 1 (Ab-1)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질의 및 프레임 1 호칭은 각각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노산 서

열을 가리킨다.

도 2A 및 2B는 항체 2 (Ab-2)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도 3A 및 3B는 항체 3 (Ab-3)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도 4A 및 4B는 항체 4 (Ab-4)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도 5A 및 5B는 항체 5 (Ab-5)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도 6A 및 6B는 항체 6 (Ab-6)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도 7A 및 7B는 항체 7 (Ab-7)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도 8A 및 8B는 항체 8 (Ab-8)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실시예 2 - CD148 결합 에피토프의 지도제작

인간 CD148 1차 단백질 서열의 엑토도메인에 상응하는 합성 펩티드 15량체를 합성하고, PVDF 막의 섹터에 공유결합에

의해 N-연결시켰다. 다양한 펩티드 서열의 조성은 3개의 아미노산씩 오버랩핑되었다.

펩티드-함유 막을 MeOH와 함께 10 분 동안 예비인큐베이션하고, PBST로 3회 세정하고, 하룻밤 동안 PBST 내의 4％ 밀

크와 함께 인큐베이션하였다. PBST로 3회 세정한 후, 막을 3 시간 동안 4％ 밀크에 희석된 1 μM 항-CD148 항체와 함께

인큐베이션하였다. 막을 다시 3회 세정한 후, 1 시간 동안 항-인간 Fc-HRP 또는 항-마우스 Fc-HRP (Jackson)과 함께

인큐베이션하였다. PBST로 3회 세정한 후, Super Signal 키트 (Pierce)를 사용하여 결합을 검출하였다.

펩티드-함유 막을 즉시 물로 2회 세정하고 (1회 사용 후), 이어서 DMF와 함께 인큐베이션함으로써 새로운 실험용으로 재

생시켰다. 물로 2회 세정한 후, 막을 재생 완충제 A (1％ SDS, 0.1％ b-메르캅토에탄올, 8M 우레아)로 수시간 동안 세정

하고, 이어서 재생 완충제 B (50％ EtOH, 10％ 아세트산)로 2회 세정하였다. 재생 단계의 효능은 제2 항체를 단독으로 사

용하여 막을 염색하고 현상함으로써 증명하였다. 재생 프로세스의 완료 후, 막을 MeOH로 헹구고, 건조시키고, -20℃에서

보관하였다.

펩티드 함유 막에 대한 Ab-1, Ab-2, Ab-3, 및 Ab-5, 뮤린 항-CD148 항체, 및 항-CD148 항체 143-41 (Biosource)의

결합을 상기 기술된 절차에 따라 테스트하였고, 하기의 결과가 수득되었다:

뮤린 항체는 공통 에피토프 QSRDTE (잔기 324-329)를 갖는 막 #1 내의 펩티드 114-117 및 막 # 2 내의 펩티드 90-93

(114 & 90: GPVDPSSGQQSRDTE (잔기 315-329), 115 & 91: DPSSGQQSRDTEVLL (잔기 318-332), 116 & 92:

SGQQSRDTEVLLVGL (잔기 321-335), 117 & 93: QSRDTEVLLVGLEPG (잔기 324-338))에 결합되었다. 뮤린 항체

는 옥타펩티드 QSRDTEVLL (잔기 324-332)에도 또한 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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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은 공통 에피토프 QSRDTEVLLVGL (잔기 324-335)를 갖는 막 # 1 내의 펩티드 116 및 117 및 막 # 2 내의 펩티드

92 및 93 (116 & 92: SGQQSRDTEVLLVGL (잔기 321-335), 117 & 93: QSRDTEVLLVGLEPG (잔기 324-338))에 결

합하였지만, 옥타펩티드 QSRDTEVL (잔기 324-331)에는 결합하지 않았다. 테스트된 다른 항-CD148 항체는 이러한 펩

티드-함유 막에 결합하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Ab-1 항체는 아미노산 잔기 324-338 및 321-335의 서열을

갖는 펩티드에 결합하지만, 인간 CD148의 아미노산 잔기 324-331의 서열을 갖는 옥타펩티드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펩티드 지도제작 결과를 기초로, 뮤린 항-CD148 항체의 최소 요구 에피토프가 6개의 아미노산 QSRDTE (잔기 324-

329)로 좁혀졌다. Ab-1의 최소 요구 에피토프 또한 12개의 아미노산 QSRDTEVLLVGL (잔기 324-335)인 것으로 결정

되었다. 테스트된 다른 항-CD148 항체는 펩티드-함유 막에 대한 결합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항체에 대한 에

피토프는 구조적으로 의존성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실시예 3 - FLAG, 폴리-히스티딘 및 Fc 융합 단백질의 구축 및 분석

하기의 구축물을 IgK 리더 서열 및 Flag 폴리-히스티딘 택 융합물 모두가 N-말단에 플랭킹된(flanked) p412 포유류 발현

벡터 내로 서브클로닝하였다; huCD148-ECTO (잔기 36-973); huCD148-NFnIII (잔기 36-210); huCD148-FnIII2_3

(잔기 175-536); huCD148-FnIII4_5 (잔기 533-725); huCD148-Cterm (잔기 715-973). 이러한 클론들을 COS PKB

(E5) 세포 내로 일시적으로 형질감염시키고, IMAC 컬럼을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여러 항-CD148 항체의 결합을 2가지의 상이한 ELISA 방법에 의해 테스트하였다. 제1 방법은 Ni-NTA 플레이트 상에서

의 직접적인 ELISA이다. Ni-NTA 플레이트 (Invitrogen)를 PBS 내의 3％ BSA 내의 5가지 단백질의 4종의 희석물

(1:10-1:10.000)로 코팅하고, 하룻밤 동안 4℃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플레이트를 PBST로 세정하고, 1 ㎍/㎖의 Ab-2-

huIgG4, Ab-5-huIgG4, 뮤린 항-CD148 항체, 및 143-41 (Biosource)과 함께 2 시간 동안 실온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추가적으로 세정한 후, 플레이트를 항-hu-IgG4-HRP (Zymed) 또는 항-마우스-FC-HRP (Jackson)와 함께 1 시간 동안

실온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이어서 다시 세정하고, 45 ㎖ 0.05M 시트르산 pH 4.0 내의 1O mg의 ABTS (Amersham)

100 ㎕ 및 30％ H2O2 77 ㎕를 첨가함으로써 신호를 현상하였다.

두번째 방법은 간접적인 ELISA이다. Maxisorp 플레이트를 5 ㎍/㎖ 항-huFc 또는 항-muFc (Jackson)로 하룻밤 동안

4°C에서 코팅하였다. 플레이트를 PBST로 세정하고, PBS 내의 3％ BSA로 1.5 시간 동안 블록킹시켰다. 추가적인 세정

후, 플레이트를 5 ㎍/㎖의 Ab-2-huIgG4, Ab-5-huIgG4, 뮤린 항-CD148 항체, 및 143-41 (Biosource)과 함께 2 시간

동안 실온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플레이트를 다시 세정하고, 5가지 단백질의 2종의 희석물 (1:10, 1:100)과 함께 2 시간

동안 실온에서 인큐베이션하고, 다시 세정하고, 항-FLAG M2-HRP (Sigma)와 함께 1 시간 동안 실온에서 인큐베이션하

였다.

펩티드 지도제작을 기초로 예상된 바와 같이, 뮤린 항-CD148 항체는 huCD148-FnIII2_3 단백질 (잔기 175-536)에 결합

하였다. 시판되는 143-41 항체 (Biosource)는 huCD148-NFnIII 단백질 (잔기 36-210)에 결합한다. 또한, Ab-5는

huCD148-FnIII4_5 단백질 (잔기 533-725) 및 huCD148-Cterm 단백질 (잔기 715-973) 모두에 결합한다.

이러한 정제 방법을 사용한 단백질의 수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FLAG 폴리-his 택을 Fc 택의 것으로 변화시켰다. 구축물

을 다시 CHO PBK E5 세포 내로 형질감염시키고, 단백질 A 컬럼을 사용하여 정제하고, 항-CD148 항체의 결합을 또다른

ELISA 방법에 의해 테스트하였다. Maxisorp 플레이트를 5 ㎍/㎖ 항-huFc (Jackson)로 하룻밤 동안 4°C에서 코팅하고,

세정하고, PBS 내의 3％ 밀크로 1.5 시간 동안 블록킹시켰다. 플레이트를 다시 세정하고, 5 ㎍/㎖의 여러 CD148-Fc 구축

물과 함께 2 시간 동안 실온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추가적인 세정 후 플레이트를 1 ㎍/㎖의 Ab-2-huIgG4, Ab-5-

huIgG4, Ab-1-huIGg4, 뮤린 항-CD148 항체, 및 143-41 (Biosource)과 함께 2 시간 동안 실온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플레이트를 다시 세정하고, 항-huIgG4-FIRP (Zymed) 또는 항-마우스 Fc-HRP (Jackson)와 함께 1 시간 동안 실온에서

인큐베이션하였다.

Flag, 폴리-His 택 또는 Fc 택이 있는 5개의 CD148 구축물이 293 E5 세포에서 일시적으로 발현되었고, 각각 IMAC 컬럼

또는 단백질 A 컬럼을 사용하여 정제하였다. 항-CD148 클론이 여러 구축물에 결합하는 것을, 상기 방법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ELISA에 의해 테스트하였다. 인간 항 CD148 클론, Ab-5는 Flag, 폴리-His 택 구축물이 사용된 경우 FnIII4_5 (잔

기 533-725) 조각 및 C-말단 조각 (잔기 715-973) 모두에 결합하였고, Fc 택 구축물이 사용된 경우 FnIII4_5 (잔기

533-725)에 결합하였다. 이는 양쪽 택 모두에서 전장 ECTO 도메인 단백질 (잔기 36-973)에 또한 결합한다. 인간 항-

CD148 클론, Ab-2는 양쪽 택 모두에서 전장 ECTO 도메인 단백질 (잔기 36-973)에 대한 결합을 나타냈고, Fc 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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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FnIII4_5 (잔기 533-725)에 대한 낮은 수준의 결합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3개의 구축물에 대해서는 결합을 전혀 나타

내지 않았다. 인간 항 CD148 클론, Ab-1은 Fc 구축물로의 ELISA에서만 사용되었다. 이는 FnIII2_3 조각 (잔기 175-

536)에만 결합하였다. 시판되는 뮤린 항-CD148 143-41 (Biosource)은 모든 분석에서 전장 ECTO 도메인 단백질 (잔기

36-973) 및 NFnIII 조각 (잔기 36-210)에 결합하였지만, 나머지 3개의 구축물에는 결합하지 않았다. 뮤린 항-CD148 항

체는 잔기 324-332 내의 옥타펩티드를 인식하는 것으로 공지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석법에서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되었

다. 뮤린 항-CD148 항체는 FnIII2_3 조각 (잔기 175-536)을 모든 분석법에서 인식하였고, 전장 ECTO 도메인 단백질

(잔기 36-973)을 Fc 택에서 인식하였다.

모든 3가지 ELISA의 결과를 조합한 것을 기초로, 시판되는 뮤린 항-CD148 143-41 (Biosource) 항체가 잔기 36-210 내

에 놓인 구조적으로 의존된 에피토프를 인식한다는 것이 결론지어졌다. Ab-5는 FnIII4_5 (잔기 533-725) 조각 및 C-말

단 조각 (잔기 715-973) 모두를 인식하였다. 이러한 조각들은 11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오버랩핑된다. 따라서, 이러한 11

개의 아미노산이 Ab-5 결합에 필요할 수 있다.

실시예 4 - 아비딘 융합 단백질의 구축 및 분석

하기의 구축물들을 pCep4-아비딘-N 벡터 내로 서브클로닝하였다: huCD148-NFnIII (잔기 36-210); huCD148-FnIII2_

3 (잔기 36-536); huCD148-FnIII4_5 (2) (잔기 36-715); huCD148-FnIII4_5 (잔기 36-725); huCD148-ECTO (잔기

36-973); huCD148FnIII2_3_4_5 (잔기 200-725); huCD148FnIII3_4_5 (잔기 447-725); huCD148-FnIII4_5 (단독)

(잔기 533-725); huCD148-FnIII_5 (잔기 616-725); huCD148-FnIII_5.5 (잔기 672-725).

판매자의 프로토콜에 따라 Lipofectamine 2000 (Invitrogen)을 사용하여 모든 아비딘 발현 구축물을 293 T 세포 내로 형

질감염시켰다. 형질감염 2일 후에 조건 배지를 수집하고, 아비딘-융합 단백질의 수준을 비오틴 비드 (Spherotech Inc.)를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각각의 구축물에 대해 5 ㎕의 비드를 사용하였다. 비드를 3％ BSA와 함께 30 분 동안 실온에서 인

큐베이션함으로써 예비블록킹시키고, PBS 내의 0.2％ BSA를 사용하여 1회 세정한 후, 200 ㎕의 각각의 조건 배지 내로

첨가하여 1 시간 동안 추가로 인큐베이션하였다. 2 회 세정 후, 1 ㎍/㎖의 항-아비딘-FITC (Vector)를 첨가하여 30 분 동

안 인큐베이션한 후, 비드를 다시 세정하고, 500 ㎕ 세정 완충액 내에 재현탁시키고, FACS를 사용하여 판독하였다. 발현

수준 결과를 기초로, 결합 분석법에서 사용되는 조건 배지의 양을 결정하였다. 결합 분석법에 대한 프로토콜은 항-아비딘

-FITC 대신에 1 ㎍/㎖의 FITC-표지된 항-CD148 Ab-2 및 Ab-5 항체를 첨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기술된 것과 동일

하였다. 이러한 분석법의 변화는 아비딘 융합 단백질과 FITC-표지 당해 항체 뿐만 아니라 50× 과량의 표지되지 않은 항

체를 함께 인큐베이션하여, 표지되지 않은 항체가 평가될 FITC-표지 항체의 결합과 효과적으로 경쟁/방지할 수 있는지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쟁 분석법은 임의의 항체가 또다른 항체와 동일한 에피토프 공간에 대한 결합에

대해 경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었다.

Ab-2 및 Ab-5 모두 전장 huCD148-ECTO (잔기 36-973) 및 huCD148-FnIII4_5 (잔기 36-725) 구축물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항체들 중 어느 것도 huCD148-NFnIII (잔기 36-210), huCD148-FnIII2_3 (잔기 36-536) 및 huCD148-

FnIII4_5 (2) (잔기 36-715) 구축물에 결합하지 않는다. Ab-5 또한 huCD148FnIII2_3_4_5 (잔기 200-725);

huCD148FnIII3_4_5 (잔기 447-725) 및 huCD148-FnIII4_5 (단독) (잔기 533-725) 구축물에 결합하였지만,

huCD148-FnIII_5 (잔기 616-725) 및 huCD148-FnIII_5.5 (잔기 672-725) 구축물에는 결합하지 않았다. Ab-2는

huCD148FnIII2_3_4_5 (잔기 200-725); huCD148FnIII3_4_5 (잔기 447-725) 구축물에 결합하였지만, huCD148-

FnIII4_5 (단독) (잔기 533-725), huCD148-FnIII_5 (잔기 616-725) 및 huCD148-FnIII_5.5 (잔기 672-725) 구축물에

는 결합하지 않았다.

경쟁 분석법에서, Ab-2는 huCD148-ECTO 구축물 및 FnIII4_5 구축물 모두에 대한 Ab-5의 결합을 완전하게 억제할 수

있었다. Ab-5는 huCD148-ECTO에 대한 Ab-2의 결합을 완전하게 억제할 수 있었지만, huCD148-FnIII4_5 구축물에 대

한 Ab-2의 결합은 부분적으로만 억제한다.

Ab-2 및 Ab-5 모두가 전장 huCD148-ECTO (잔기 36-973) 및 huCD148-FnIII4_5 (잔기 36-725) 구축물에 결합하지

만 huCD148-FnIII4_5 (잔기 36-725) 구축물과 C-말단에서의 11개의 아미노산만이 상이한 huCD148-FnIII4_5 (2) (잔

기 36-715) 구축물에는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항체 중 어느 것도 펩티드 결합 막 내의 어떠한 펩티드로 인

식하지 않기 때문에, 잔기 715-725 내의 11개의 아미노산이 이러한 항체의 결합에 필요하지만 결합에 충분하지는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구축물 huCD148FnIII2_3_4_5 (잔기 200-725), huCD148FnIII3_4__5 (잔기 447-725),

huCD148-FnIII4_5 (단독) (잔기 533-725), huCD148-FnIII_5 (잔기 616-725) 및 huCD148-FnIII_5.5 (잔기 672-

725)에 대한 이러한 항체의 결합 결과를 기초로, Ab-5에 대한 최소 결합 면적은 잔기 533-725이고, Ab-2에 대한 최소

결합 면적은 잔기 447-725인 것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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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 - 평면 이동 분석법에서의 항-CD148 항체의 항-혈관신생 활성

실질적으로 거명에 의해 전체적으로 본원에 포함된 미국 특허 제6,248,327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평면 내피 세포 이동

(상처 봉합) 분석법을 사용하여 도 1-8에 개시된 모든 항체에 의한 시험관내 혈관신생 억제를 정량하였다. 이러한 분석법

에서, 배양된 세포 단층에서의 원형 상처의 봉합 속도로 내피 세포 이동이 측정된다. 상처 봉합 속도는 선형이고, 생체내

혈관신생을 자극 및 억제하는 작용제에 의해 동적으로 조절된다.

문헌 [Martin et al., In Vitro Cell Dev Biol 33:261, 1997]에 기술된 바와 같이, 1차 인간 신장 미세혈관 내피 세포,

HRMEC를 단리하고, 배양하여, 해동 후 제3 계대에서 사용한다. 규소-팁 드릴 프레스(drill press)를 사용하여 반복된 원

형 병변인 "상처" (직경 600-800 마이크론)가 융합성 HRMEC 단층 내에 생성된다. 상처를 내는 시점에, 배지 (DMEM +

1％ BSA)에 20 ng/㎖ PMA (포르볼-12-미리스테이트-13-아세테이트)를 단독으로 또는 5 내지 50 ㎍/㎖의 대조군 또는

Ab-1 내지 Ab-8의 존재 하에 첨가한다. 현미경 및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Bioquant, Nashville, TN)를 사용하여 잔존

하는 상처 면적을 시간의 함수 (0-12 시간)로 측정한다. 경시적으로 플롯팅된 잔존하는 상처 면적의 선형 퇴행에 의해 각

각의 작용제 및 작용제의 조합에 대해 상대적인 이동 속도가 계산된다.

각각의 Ab-1, Ab-2, Ab-3, Ab-4, Ab-5, Ab-6, Ab-7 및 Ab-8은, 이동 속도를 15 내지 50 ㎍/㎖ 범위의 자극되지 않은

수준으로 현저하게 감소시키면서, PMA-유도 내피세포 이동을 용량 응답적 방식으로 억제하였다.

실시예 6 - 각막 포켓 분석법에서의 항-CD148 항체의 항-혈관신생 활성

실질적으로 미국 특허 제6,248,327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생체내 혈관신생을 억제하는 본 발명의 항체의 능력을 마우스

각막 포켓 분석법에서 결정하였다. 이러한 분석법에서, 혈관신생 또는 항-혈관신생 활성에 대해 테스트되는 작용제는 저

속 방출 형태로 히드론 펠렛 내에 고정되고, 펠렛이 마취된 마우스의 각막 상피 내에 생성된 마이크로포켓 내로 이식된다.

혈관증식은 혈관증식된 각막 가장자리로부터 정상적으로는 혈관이 없는 각막 내로의 혈관 내증식의 외관, 밀도 및 정도로

측정된다.

FGF-2 (50 ng/펠렛), bFGF 및 IgG (12 ㎍/펠렛, 대조군), 또는 bFGF 및 Ab-1 내지 8 (12 ㎍/펠렛)을 함유하는 폴리비닐

알콜 스폰지 펠렛. 6-8 주령 수컷 C57BL/6 마우스의 측면 각막 가장자리에 대해 1 ㎜ 중앙의 마이크로-절개에 의해 생성

된 각막 기질 마이크로포켓 내로 수술에 의해 펠렛을 이식하였다. 6-8 주령 수컷 C57BL 마우스의 측면 각막 가장자리에

대해 1 ㎜ 중앙의 마이크로-절개에 의해 생성된 각막 기질 마이크로포켓 내로 수술에 의해 펠렛을 이식한다. 5일 후,

FGF-2에 대한 신생혈관 응답이 최고조일 때, 펠렛을 함유하는 경선에서 극축으로부터 35-50°의 개시 각도로 MZ9.5 입

체현미경 (Leica)을 사용하여 각막의 사진을 찍는다. 이미지를 디지탈화하고, 감색 필터 (Adobe Photoshop 4.0)에 의해

프로세싱하여, 확립된 혈관을 헤모글로빈 함량에 의해 묘사한다.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 (Bioquant, Nashville, TN)를

사용하여 혈관증식된 각막 이미지의 단편, 혈관증식된 면적 내의 혈관 밀도 및 전체 각막 내의 혈관 밀도를 계산한다.

Ab-2, Ab-4, Ab-5, 및 Ab-7는, FGF 단독에 의해 유도된 것보다 낮게 혈관 밀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면서, bFGF-유도

각막 혈관신생을 억제하였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 및 1B는 본 발명의 항체인 항체 1 (Ab-1)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

미노산 서열 오버랩(overlap)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

으로)을 강조한다. 질의 및 프레임 1 호칭은 각각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노산 서열을 가리킨다.

도 2A 및 2B는 항체 2 (Ab-2)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도 3A 및 3B는 항체 3 (Ab-3)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도 4A 및 4B는 항체 4 (Ab-4)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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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A 및 5B는 항체 5 (Ab-5)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도 6A 및 6B는 항체 6 (Ab-6)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도 7A 및 7B는 항체 7 (Ab-7)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도 8A 및 8B는 항체 8 (Ab-8)의 가변 중쇄 (VH) 및 가변 경쇄 (VL)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코딩된 아미노산 서열 오버

랩을 나타낸다. 도면 상의 그늘진 영역은 CDR1, 2, 및 3 (각각 아미노 말단에서 카르복시 말단으로)을 강조한다.

도면

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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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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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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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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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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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도면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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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B

도면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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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B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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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서열목록

                         SEQUENCE LISTING

<110>  AMGEN, INC.

       AMGEN, INC.

       Smothers, James

       Fanslow III, William C.

       Kariv, Revital

 

<120>  ANTIBODIES OF ANGIOGENESIS INHIBITING DOMAINS OF CD148

<130>  3447

<140>  --to be assigned--

<141>  2005-04-22

<150>  US 60/565,158

<151>  2004-04-23

<150>  US 60/564,885

<151>  2004-04-23

<150>  US 60/571,566

<151>  2004-05-14

<150>  US 60/585,686

<151>  2004-07-06

<16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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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PatentIn version 3.3

<210>  1

<211>  360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1

Gly Ala Gly Gly Thr Gly Cys Ala Gly Cys Thr Gly Thr Thr Gly Gly 

1               5                   10                  15      

Ala Gly Thr Cys Thr Gly Gly Gly Gly Gly Ala Gly Gly Cys Thr Thr 

            20                  25                  30          

Gly Gly Thr Ala Cys Ala Gly Cys Cys Thr Gly Gly Gly Gly Gly Gly 

        35                  40                  45              

Thr Cys Cys Cys Thr Gly Ala Gly Ala Cys Thr Cys Thr Cys Cys Thr 

    50                  55                  60                  

Gly Thr Gly Cys Ala Gly Cys Cys Thr Cys Thr Gly Gly Ala Thr Thr 

65                  70                  75                  80  

Cys Ala Cys Cys Thr Thr Thr Ala Gly Cys Ala Gly Cys Thr Ala Thr 

                85                  90                  95      

Gly Cys Cys Ala Thr Gly Ala Gly Cys Thr Gly Gly Gly Thr Cys Cys 

            100                 105                 110         

Gly Cys Cys Ala Gly Gly Cys Thr Cys Cys Ala Gly Gly Gly Ala Ala 

        115                 120                 125             

Gly Gly Gly Gly Cys Thr Gly Gly Ala Gly Thr Gly Gly Gly Thr Cys 

    130                 135                 140                 

Thr Cys Ala Gly Cys Thr Ala Thr Thr Ala Gly Thr Gly Gly Thr Ala 

145                 150                 155                 160 

Gly Thr Gly Gly Thr Gly Gly Thr Ala Gly Cys Ala Cys Ala Thr Ala 

                165                 17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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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 Thr Ala Cys Gly Cys Ala Gly Ala Cys Thr Cys Cys Gly Thr Gly 

            180                 185                 190         

Ala Ala Gly Gly Gly Cys Cys Gly Gly Thr Thr Cys Ala Cys Cys Ala 

        195                 200                 205             

Thr Cys Thr Cys Cys Ala Gly Ala Gly Ala Cys Ala Ala Thr Thr Cys 

    210                 215                 220                 

Cys Ala Ala Gly Ala Ala Cys Ala Cys Gly Cys Thr Gly Thr Ala Thr 

225                 230                 235                 240 

Cys Thr Gly Cys Ala Ala Ala Thr Gly Ala Ala Cys Ala Gly Cys Cys 

                245                 250                 255     

Thr Gly Ala Gly Ala Gly Cys Cys Gly Ala Gly Gly Ala Cys Ala Cys 

            260                 265                 270         

Gly Gly Cys Cys Gly Thr Gly Thr Ala Thr Thr Ala Cys Thr Gly Thr 

        275                 280                 285             

Gly Cys Gly Ala Gly Ala Gly Gly Thr Cys Gly Gly Ala Cys Thr Gly 

    290                 295                 300                 

Ala Gly Gly Thr Gly Gly Cys Ala Ala Cys Cys Cys Cys Cys Gly Gly 

305                 310                 315                 320 

Cys Gly Cys Cys Thr Ala Cys Thr Gly Gly Gly Gly Cys Cys Ala Ala 

                325                 330                 335     

Gly Gly Gly Ala Cys Ala Ala Thr Gly Gly Thr Cys Ala Cys Cys Gly 

            340                 345                 350         

Thr Cys Thr Cys Gly Ala Gly Thr 

        355                 360 

<210>  2

<211>  120

<212>  P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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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Homo sapiens

<4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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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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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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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40                  45              

Ser Ala Ile Ser Gly Ser Gly Gly Ser Thr Tyr Tyr Ala Asp Ser Val 

    50                  55                  60                  

Lys Gly Arg Phe Thr Ile Ser Arg Asp Asn Ser Lys Asn Thr Leu Tyr 

65                  70                  75                  80  

Leu Gln Met Asn Ser Leu Arg Ala Glu Asp Thr Ala Val Tyr Tyr Cys 

                85                  90                  95      

Ala Arg Gly Arg Thr Glu Val Ala Thr Pro Gly Ala Tyr Trp Gly Gln 

            100                 105                 110         

Gly Thr Met Val Thr Val Ser Ser 

        115                 120 

<210>  3

<211>  333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3

caggctgtgc tgactcagcc gtcctcagtg tctggggccc cagggcagag ggtcaccatc     60

tcctgcactg ggagcagctc caacatcggg gcaggttatg atgtacactg gtaccagcag    120

cttccaggaa cagcccccaa actcctcatc tatggtaaca gcaatcggcc ctcaggggtc    180

cctgaccgat tctctggctc caagtctggc acctcagcct ccctggccgt cactgggctc    240

caggctgagg atgaggctga ttattactgc cagtcctatg acagcagcct gagtgatgtg    300

gtattcggcg gagggaccaa gctgaccgtc cta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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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4

<211>  111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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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Arg Val Thr Ile Ser Cys Thr Gly Ser Ser Ser Asn Ile Gly Ala Gly 

            20                  25                  30          

Tyr Asp Val His Trp Tyr Gln Gln Leu Pro Gly Thr Ala Pro Lys Leu 

        35                  40                  45              

Leu Ile Tyr Gly Asn Ser Asn Arg Pro Ser Gly Val Pro Asp Arg Phe 

    50                  55                  60                  

Ser Gly Ser Lys Ser Gly Thr Ser Ala Ser Leu Ala Val Thr Gly Leu 

65                  70                  75                  80  

Gln Ala Glu Asp Glu Ala Asp Tyr Tyr Cys Gln Ser Tyr Asp Ser Ser 

                85                  9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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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5                 110     

<210>  5

<211>  366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5

gaggtgcagc tgttggagtc tgggggaggc ttggtacagc ctggggggtc cctgagactc     60

tcctgtgcag cctctggatt cacctttagc agctatgcca tgagctgggt ccgccaggct    120

ccagggaagg ggctggagtg ggtctcagct attagtggta gtggtggtag cacatactac    180

gcagactccg tgaagggccg gttcaccatc tccagagaca attccaagaa cacgctgtat    240

ctgcaaatga acagcctgag agccgaggac acggccgtgt attactgtgc gagatatcgg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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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ctatggtg gtaactccca cctctttgac tactgggggc aagggaccac ggtcaccgtc    360

tcgagt                                                               366

<210>  6

<211>  122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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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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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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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40                  45              

Ser Ala Ile Ser Gly Ser Gly Gly Ser Thr Tyr Tyr Ala Asp Ser Val 

    50                  55                  60                  

Lys Gly Arg Phe Thr Ile Ser Arg Asp Asn Ser Lys Asn Thr Leu Tyr 

65                  70                  75                  80  

Leu Gln Met Asn Ser Leu Arg Ala Glu Asp Thr Ala Val Tyr Tyr Cys 

                85                  90                  95      

Ala Arg Tyr Arg Asp Tyr Gly Gly Asn Ser His Leu Phe Asp Tyr Trp 

            100                 105                 110         

Gly Gln Gly Thr Thr Val Thr Val Ser Ser 

        115                 120         

<210>  7

<211>  321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7

gaaattgtga tgacgcagtc tccgtcctcc ctgcctgcct ctgtaggaga cagagtcacc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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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acttgtc gggcaagtca gaacattaag acctatttgc actggtacca acagaagcca    120

gggaaagccc ctaacctcct gatctatgct gcatccaatt tgcaaattgg ggtcccatca    180

aggttcagtg gcagtggatc tgggacagat tttactctca ccatcagcag tctgcaacct    240

gaagattttg ctacttactt ctgtcaacag agttacatta cccctcccac cttcggccaa    300

gggacacgac tggagattaa a                                              321

<210>  8

<211>  107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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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Asp Arg Val Thr Ile Thr Cys Arg Ala Ser Gln Asn Ile Lys Thr Tyr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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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40                  45              

Tyr Ala Ala Ser Asn Leu Gln Ile Gly Val Pro Ser Arg Phe Ser Gly 

    50                  55                  60                  

Ser Gly Ser Gly Thr Asp Phe Thr Leu Thr Ile Ser Ser Leu Gln Pro 

65                  70                  7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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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90                  95      

Thr Phe Gly Gln Gly Thr Arg Leu Glu Ile Lys 

            100                 105         

<210>  9

<211>  354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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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gtccagc tggtacagtc tggggctgag gtgaagaagc ctggggcctc agtgaaggtt     60

tcctgcaagg catctggata caccttcacc agctactata tgcactgggt gcgacaggcc    120

cctggacaag ggcttgagtg gatgggaata atcaacccta gtggtggtag cacaagctac    180

gcacagaagt tccagggcag agtcaccatg accagggaca cgtccacgag cacagtctac    240

atggagctga gcagcctgag atctgaggac acggccgtat attactgtgc tagaagggtt    300

atttcgggtg cttttgatat ctggggccag gggacaatgg tcaccgtctc gagt          354

<210>  10

<211>  118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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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Ser Val Lys Val Ser Cys Lys Ala Ser Gly Tyr Thr Phe Thr Ser Tyr 

            20                  25                  30          

Tyr Met His Trp Val Arg Gln Ala Pro Gly Gln Gly Leu Glu Trp Met 

        35                  40                  45              

Gly Ile Ile Asn Pro Ser Gly Gly Ser Thr Ser Tyr Ala Gln Lys Phe 

    50                  55                  60                  

Gln Gly Arg Val Thr Met Thr Arg Asp Thr Ser Thr Ser Thr Val Tyr 

65                  70                  75                  80  

Met Glu Leu Ser Ser Leu Arg Ser Glu Asp Thr Ala Val Tyr Tyr Cys 

                85                  90                  95      

Ala Arg Arg Val Ile Ser Gly Ala Phe Asp Ile Trp Gly Gln Gly Thr 

            100                 105                 110         

Met Val Thr Val Ser Ser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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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11

<211>  321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11

gacatccaga tgacccagtc tccttccacc ctgtctgcat ctattggaga cagagtcacc     60

atcacctgcc gggccagtga gggtatttat cactggttgg cctggtatca gcagaagcca    120

gggaaagccc ctaaactcct gatctataag gcctctagtt tagccagtgg ggccccatca    180

aggttcagcg gcagtgggtc tgggacagat ttcactctca ccatcagcag cctgcagcct    240

gatgattttg caacttatta ctgccaacaa tatagtaatt atccgctcac tttcggcgga    300

gggaccaagc tggagatcaa a                                              321

<210>  12

<211>  107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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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Asp Arg Val Thr Ile Thr Cys Arg Ala Ser Glu Gly Ile Tyr His Trp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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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40                  45              

Tyr Lys Ala Ser Ser Leu Ala Ser Gly Ala Pro Ser Arg Phe Ser Gly 

    50                  55                  60                  

Ser Gly Ser Gly Thr Asp Phe Thr Leu Thr Ile Ser Ser Leu Gln Pro 

65                  70                  7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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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90                  95      

Thr Phe Gly Gly Gly Thr Lys Leu Glu Ile Lys 

            10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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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13

<211>  369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13

caggtgcagc tggtgcagtc tggggctgag gtgaagaagc ctggggcctc agtgaaggtt     60

tcctgcaagg catctggata caccttcacc agctactata tgcactgggt gcgacaggcc    120

cctggacagg ggcttgagtg gatggggata atcaacccta gtgatggtag cacaaggtac    180

gtagagaagt tccagggcag agtcaccatg accagggaca cgtccacgag cacagtctac    240

atggagttga gcagcctgag atctgaggac acggccgtgt atttctgtgc gagaggcatg    300

ggacccggcc cccactacca cttctacatg gacgtctggg gcaaagggac aatggtcacc    360

gtctcctca                                                            369

<210>  14

<211>  123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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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Ser Val Lys Val Ser Cys Lys Ala Ser Gly Tyr Thr Phe Thr Ser Tyr 

            20                  25                  30          

Tyr Met His Trp Val Arg Gln Ala Pro Gly Gln Gly Leu Glu Trp Met 

        35                  40                  45              

Gly Ile Ile Asn Pro Ser Asp Gly Ser Thr Arg Tyr Val Glu Lys Phe 

    50                  55                  60                  

Gln Gly Arg Val Thr Met Thr Arg Asp Thr Ser Thr Ser Thr Val Tyr 

65                  70                  75                  80  

Met Glu Leu Ser Ser Leu Arg Ser Glu Asp Thr Ala Val Tyr Phe Cys 

                85                  9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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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 Arg Gly Met Gly Pro Gly Pro His Tyr His Phe Tyr Met Asp Val 

            100                 105                 110         

Trp Gly Lys Gly Thr Met Val Thr Val Ser Ser 

        115                 120             

<210>  15

<211>  324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15

tcgtctgagc tgactcagga ccctgctgtg tctgtggcct tgggacagac agtcaggatc     60

acttgccaag gagacagtct cagaagctat tacacaaact ggttccagca gaagccagga    120

caggcccctc tacttgtcgt ctatgctaaa aataagcggc cctcagggat cccagaccga    180

ttctctggct ccagctcggg aaacacagct tccttgacca tcactggggc tcaggcggaa    240

gatgaggctg actattactg tcattcccgg gacagcggtg gtaaccatgt gcttttcggc    300

ggagggacca agctgaccgt ccta                                           324

<210>  16

<211>  108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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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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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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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40                  45              

Ala Lys Asn Lys Arg Pro Ser Gly Ile Pro Asp Arg Phe Ser Gly Ser 

    50                  55                  60                  

Ser Ser Gly Asn Thr Ala Ser Leu Thr Ile Thr Gly Ala Gln Ala Glu 

65                  70                  7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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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Glu Ala Asp Tyr Tyr Cys His Ser Arg Asp Ser Gly Gly Asn His 

                85                  90                  95      

Val Leu Phe Gly Gly Gly Thr Lys Leu Thr Val Leu 

            100                 105             

<210>  17

<211>  375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17

caggtgcagc tggtgcagtc tggggctgag gtgaagaagc ctggggcctc agtgaaggtc     60

tcctgcaagg cttctggtta cacctttacc ggccagtaca tccactgggt gcgacaggcc    120

cctggacaag ggcttgagtg gatgggatgg atcagcgctt acaatggtta cacagactat    180

gcacagaagg tccagggcag agtcaccatg accacagaca catccaccag cacagcctac    240

atggagctga ggagcctgag atctgacgac acggccgtgt attactgtgc gagagaggtg    300

tggccagtgg cagcagctga tacattcagt gtttttgata tctggggccg aggaaccctg    360

gtcaccgtct cgagt                                                     375

<210>  18

<211>  125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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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Ser Val Lys Val Ser Cys Lys Ala Ser Gly Tyr Thr Phe Thr Gly Gln 

            20                  25                  30          

Tyr Ile His Trp Val Arg Gln Ala Pro Gly Gln Gly Leu Glu Trp Met 

        35                  40                  45              

Gly Trp Ile Ser Ala Tyr Asn Gly Tyr Thr Asp Tyr Ala Gln Lys Val 

    50                  5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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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n Gly Arg Val Thr Met Thr Thr Asp Thr Ser Thr Ser Thr Ala Tyr 

65                  70                  75                  80  

Met Glu Leu Arg Ser Leu Arg Ser Asp Asp Thr Ala Val Tyr Tyr Cys 

                85                  90                  95      

Ala Arg Glu Val Trp Pro Val Ala Ala Ala Asp Thr Phe Ser Val Phe 

            100                 105                 110         

Asp Ile Trp Gly Arg Gly Thr Leu Val Thr Val Ser Ser 

        115                 120                 125 

<210>  19

<211>  324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19

tcgtctgagc tgactcagga ccctgctgtg tctgtggcct tgggacagac agtcaggatc     60

acatgccaag gagacagcct cagaagctat tatgcaagct ggtaccagca gaagccagga    120

caggcccctg tacttgtcat ctatggtaaa aacaaccggc cctcagggat cccagaccga    180

ttctctggct ccagctcagg aaacacagct tccttgacca tcactggggc tcaggcggaa    240

gatgaggctg actattactg taactcccgg gacagcagtg gtaaccatgt ggtattcggc    300

ggagggacca agctgaccgt ccta                                           324

<210>  20

<211>  108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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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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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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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4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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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 Lys Asn Asn Arg Pro Ser Gly Ile Pro Asp Arg Phe Ser Gly Ser 

    50                  55                  60                  

Ser Ser Gly Asn Thr Ala Ser Leu Thr Ile Thr Gly Ala Gln Ala Glu 

65                  70                  75                  80  

Asp Glu Ala Asp Tyr Tyr Cys Asn Ser Arg Asp Ser Ser Gly Asn His 

                85                  90                  95      

Val Val Phe Gly Gly Gly Thr Lys Leu Thr Val Leu 

            100                 105             

<210>  21

<211>  354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21

gaggtgcagc tgttggagtc tgggggaggc ttggtacagc ctggggggtc cctgagactc     60

tcctgtgcag cctctggatt cacctttagc agctatgcca tgagctgggt ccgccaggct    120

ccagggaagg ggctggagtg ggtctcagct attagtggta gtggtggtag cacatactac    180

gcagactccg tgaagggccg gttcaccatc tccagagaca attccaagaa cacgctgtat    240

ctgcaaatga acagcctgag agccgaggac acggccgtgt attactgtgc gagagatggg    300

accacggggt tgcatgactc ctggggccaa gggacaatgg tcaccgtctc gagt          354

<210>  22

<211>  118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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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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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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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4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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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 Ala Ile Ser Gly Ser Gly Gly Ser Thr Tyr Tyr Ala Asp Ser Val 

    50                  55                  60                  

Lys Gly Arg Phe Thr Ile Ser Arg Asp Asn Ser Lys Asn Thr Leu Tyr 

65                  70                  75                  80  

Leu Gln Met Asn Ser Leu Arg Ala Glu Asp Thr Ala Val Tyr Tyr Cys 

                85                  90                  95      

Ala Arg Asp Gly Thr Thr Gly Leu His Asp Ser Trp Gly Gln Gly Thr 

            100                 105                 110         

Met Val Thr Val Ser Ser 

        115             

<210>  23

<211>  333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23

cagtctgtgt tgacgcagcc gccctcagcg tctgggaccc ccggacagag ggtcactatc     60

tcttgttctg gaagcagttc caacgtcgga agtaattttg tatattggta ccagcagttc    120

ccaggaacgg cccccaaact cctcatctat aggaataatc agcggccctc aggggtccct    180

gaccgattct ctggctccaa gtccggcacc tcagcctccc tggccattag tggcctccgg    240

tccgaggatg aggctgatta ttactgtgca gcatgggatg acaccctgaa tggtcactac    300

gtgttcggcg gagggaccaa gctgaccgtc cta                                 333

<210>  24

<211>  111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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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Arg Val Thr Ile Ser Cys Ser Gly Ser Ser Ser Asn Val Gly Ser Asn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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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 Val Tyr Trp Tyr Gln Gln Phe Pro Gly Thr Ala Pro Lys Leu Leu 

        35                  40                  45              

Ile Tyr Arg Asn Asn Gln Arg Pro Ser Gly Val Pro Asp Arg Phe Ser 

    50                  55                  60                  

Gly Ser Lys Ser Gly Thr Ser Ala Ser Leu Ala Ile Ser Gly Leu Arg 

65                  70                  75                  80  

Ser Glu Asp Glu Ala Asp Tyr Tyr Cys Ala Ala Trp Asp Asp Thr Leu 

                85                  90                  95      

Asn Gly His Tyr Val Phe Gly Gly Gly Thr Lys Leu Thr Val Leu 

            100                 105                 110     

<210>  25

<211>  354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25

gaggtccagc tggtgcagtc tggagcagag gtgaaaaagc ccggggagtc tctgaagatc     60

tcctgtaagg gatatggata cgatttcagt cgcgactgga tcgcctgggt gcgccagatg    120

cccgggaaag gcctggagtg gatggggatc atctatcctg gtgactctga taccagatac    180

agcccgtcct tcgaaggcca ggtcaccatc tcagccgaca agtccatcag caccgcctac    240

ctgcagtgga gaagcctgaa ggcctcggac accgccatgt attactgtgc gagacaacgg    300

aggttggggt ggttcgaccc ctggggccag gggacaatgg tcaccgtctc ttca          354

<210>  26

<211>  118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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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Ser Leu Lys Ile Ser Cys Lys Gly Tyr Gly Tyr Asp Phe Ser Arg Asp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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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p Ile Ala Trp Val Arg Gln Met Pro Gly Lys Gly Leu Glu Trp Met 

        35                  40                  45              

Gly Ile Ile Tyr Pro Gly Asp Ser Asp Thr Arg Tyr Ser Pro Ser Phe 

    50                  55                  60                  

Glu Gly Gln Val Thr Ile Ser Ala Asp Lys Ser Ile Ser Thr Ala Tyr 

65                  70                  75                  80  

Leu Gln Trp Arg Ser Leu Lys Ala Ser Asp Thr Ala Met Tyr Tyr Cys 

                85                  90                  95      

Ala Arg Gln Arg Arg Leu Gly Trp Phe Asp Pro Trp Gly Gln Gly Thr 

            100                 105                 110         

Met Val Thr Val Ser Ser 

        115             

<210>  27

<211>  330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27

cggtctgtgt tgacgcagcc gccctcagtg tctgcggccc caggacagaa ggtcaccatt     60

tcctgctctg gaagcacctc caacattggg aataattatg tctcctggta ccaacagcac    120

ccaggcaaag cccccaaact catgatttat gatgtcagta agcggccctc aggggtccct    180

gaccgattct ctggctccaa gtctggcaac tcagcctccc tggacatcag tgggctccag    240

tctgaggatg aggctgatta ttactgtgca gcatgggatg acagcctgag tgaatttctc    300

ttcggaactg ggaccaagct gaccgtccta                                     330

<210>  28

<211>  110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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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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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s Val Thr Ile Ser Cys Ser Gly Ser Thr Ser Asn Ile Gly Asn Asn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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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40                  45              

Ile Tyr Asp Val Ser Lys Arg Pro Ser Gly Val Pro Asp Arg Phe Ser 

    50                  55                  60                  

Gly Ser Lys Ser Gly Asn Ser Ala Ser Leu Asp Ile Ser Gly Leu Gln 

65                  70                  75                  80  

Ser Glu Asp Glu Ala Asp Tyr Tyr Cys Ala Ala Trp Asp Asp Ser Leu 

                85                  90                  95      

Ser Glu Phe Leu Phe Gly Thr Gly Thr Lys Leu Thr Val Leu 

            100                 105                 110 

<210>  29

<211>  369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29

gaggtgcagc tgttggagtc tgggggaggc ttggtacagc ctggggggtc cctgagactc     60

tcctgtgcag cctctggatt cacctttagc agctatgcca tgagctgggt ccgccaggct    120

ccagggaagg ggctggagtg ggtctcagct attagtggta gtggtggtag cacatactac    180

gcagactccg tgaagggccg gttcaccatc tccagagaca attccaagaa cacgctgtat    240

ctgcaaatga acagcctgag agccgaggac acggccgtgt attactgtgc gagacattta    300

ccgtctgggt ctagcagcag ttgggccttt gactcctggg ggcgagggac cacggtcacc    360

gtctcgagt                                                            369

<210>  30

<211>  123

<212>  PRT

<213>  Homo sap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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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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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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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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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40                  45              

Ser Ala Ile Ser Gly Ser Gly Gly Ser Thr Tyr Tyr Ala Asp Ser Val 

    50                  55                  60                  

Lys Gly Arg Phe Thr Ile Ser Arg Asp Asn Ser Lys Asn Thr Leu Tyr 

65                  70                  75                  80  

Leu Gln Met Asn Ser Leu Arg Ala Glu Asp Thr Ala Val Tyr Tyr Cys 

                85                  90                  95      

Ala Arg His Leu Pro Ser Gly Ser Ser Ser Ser Trp Ala Phe Asp Ser 

            100                 105                 110         

Trp Gly Arg Gly Thr Thr Val Thr Val Ser Ser 

        115                 120             

<210>  31

<211>  330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31

tcctatgtgc tgactcagcc accctcagcg tctgggaccc ccgggcagag ggtcaccatc     60

tcttgttctg gaagcagctc caacatcgga agtaattatg tatactggta ccagcagctc    120

ccaggaacgg cccccaaact cctcatctat aggaataatc agcggccctc aggggtccct    180

gaccgattct ctggctccaa gtctggcacc tcagcctccc tggccatcag tgggctccag    240

tctgaggatg aggctgatta ttactgtgag gcatgggatg acaacgtcga tggtccggtg    300

ttcggcgggg ggaccaagct gaccgtccta                                     330

공개특허 10-2007-0007884

- 83 -



<210>  32

<211>  110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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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10                  15      

Arg Val Thr Ile Ser Cys Ser Gly Ser Ser Ser Asn Ile Gly Ser Asn 

            20                  25                  30          

Tyr Val Tyr Trp Tyr Gln Gln Leu Pro Gly Thr Ala Pro Lys Leu Leu 

        35                  40                  45              

Ile Tyr Arg Asn Asn Gln Arg Pro Ser Gly Val Pro Asp Arg Phe Ser 

    50                  55                  60                  

Gly Ser Lys Ser Gly Thr Ser Ala Ser Leu Ala Ile Ser Gly Leu Gln 

65                  70                  75                  80  

Ser Glu Asp Glu Ala Asp Tyr Tyr Cys Glu Ala Trp Asp Asp Asn Val 

                85                  9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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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105                 110 

<210>  33

<211>  1337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33

MKPAAREARL PPRSPGLRWA LPLLLLLLRL GQILCAGGTP SPIPDPSVAT VATGENGITQ    60

ISSTAESFHK QNGTGTPQVE TNTSEDGESS GANDSLRTPE QGSNGTDGAS QKTPSSTGPS   120

     

PVFDIKAVSI SPTNVILTWK SNDTAASEYK YVVKHKMENE KTITVVHQPW CNITGLRPAT   180

SYVFSITPGI GNETWGDPRV IKVITEPIPV SDLRVALTGV RKAALSWSNG NGTASCRVLL   240

ESIGSHEELT QDSRLQVNIS DLKPGVQYNI NPYLLQSNKT KGDPLGTEGG LDASNTERSR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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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SPTAPVHD ESLVGPVDPS SGQQSRDTEV LLVGLEPGTR YNATVYSQAA NGTEGQPQAI   360

EFRTNAIQVF DVTAVNISAT SLTLIWKVSD NESSSNYTYK IHVAGETDSS NLNVSEPRAV   420

IPGLRSSTFY NITVCPVLGD IEGTPGFLQV HTPPVPVSDF RVTVVSTTEI GLAWSSHDAE   480

SFQMHITQEG AGNSRVEITT NQSIIIGGLF PGTKYCFEIV PKGPNGTEGA SRTVCNRTVP   540

SAVFDIHVVY VTTTEMWLDW KSPDGASEYV YHLVIESKHG SNHTSTYDKA ITLQGLIPGT   600

LYNITISPEV DHVWGDPNST AQYTRPSNVS NIDVSTNTTA ATLSWQNFDD ASPTYSYCLL   660

IEKAGNSSNA TQVVTDIGIT DATVTELIPG SSYTVEIFAQ VGDGIKSLEP GRKSFCTDPA   720

SMASFDCEVV PKEPALVLKW TCPPGANAGF ELEVSSGAWN NATHLESCSS ENGTEYRTEV   780

TYLNFSTSYN ISITTVSCGK MAAPTRNTCT TGITDPPPPD GSPNITSVSH NSVKVKFSGF   840

EASHGPIKAY AVILTTGEAG HPSADVLKYT YDDFKKGASD TYVTYLIRTE EKGRSQSLSE   900

VLKYEIDVGN ESTTLGYYNG KLEPLGSYRA CVAGFTNITF HPQNKGLIDG AESYVSFSRY   960

SDAVSLPQDP GVICGAVFGC IFGALVIVTV GGFIFWRKKR KDAKNNEVSF SQIKPKKSKL  1020

IRVENFEAYF KKQQADSNCG FAEEYEDLKL VGISQPKYAA ELAENRGKNR YNNVLPYDIS  1080

   

RVKLSVQTHS TDDYINANYM PGYHSKKDFI ATQGPLPNTL KDFWRMVWEK NVYAIIMLTK  1140

CVEQGRTKCE EYWPSKQAQD YGDITVAMTS EIVLPEWTIR DFTVKNIQTS ESHPLRQFHF  1200

TSWPDHGVPD TTDLLINFRY LVRDYMKQSP PESPILVHCS AGVGRTGTFI AIDRLIYQIE  1260

NENTVDVYGI VYDLRMHRPL MVQTEDQYVF LNQCVLDIVR SQKDSKVDLI YQNTTAMTIY  1320

ENLAPVTTFG KTNGYIA    1337

공개특허 10-2007-0007884

- 85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서열목록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특허청구의 범위 2
명세서 6
 발명의 상세한 설명 9
 도면의 간단한 설명 56
서열목록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