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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은 HiLoad-Q/FF 비흡착 획분 조정(粗精)제제품(시료 3)을 HiLoad-S/HP 컬럼에 걸었을 때의 용<1>
출 프로 파일을 나타낸다.

도2는  헤파린-5PW  조정제제품(시료  5)을  블루-5PW  컬럼에  걸었을  때의  용출프로  파일을 <2>
나타낸다.

도3은 블루-5PW 용출 프랙션 49∼50을 역상 컬럼에 걸었을 때의 용출 프로파일을 나타낸다.<3>

도4는 최종 제품의 환원 조건하와 비환원 조건하에서의 SDS-PAGE의 결과를 나타낸다.<4>

<부호의 설명><5>

레인 1, 4 ; 분자량 마커<6>

레인 2,5 ; 피크 6<7>

레인 3, 6 ; 피크 7<8>

도5는 환원 피리질에틸화후 리실엔드프로테아제 처리한 피크 7을 역상 컬럼에 걸었을 때의 용출 <9>
프로 파일을 나타낸다.

도6은 천연(n) 및 조환형(r) OCIF의, 비환원 조건하에서 SDS-PAGE의 결과를 나타낸다. 또 (E)는 <10>
293/EBNA 세포로 생산한 것을, (C)는 CHO 세포로 생산하는 것을 각각 나타낸다.

<부호의 설명><11>

레인 1 : 분자량 마커                   레인 2 ; 모노머형 nOCIF<12>

레인 3 ; 다이머형 nOCIF                레인 4 ; 모노머형 rOCIF(E)<13>

레인 5 ; 다이머형 rOCIF(E)             레인 6 ; 모노머형 rOCIF(C)<14>

레인 7 ; 다이머형 rOCIF(C)<15>

도7은 천연형(n) 및 조환형(r) OCIF의, 환원 조건하에서 SDS-PAGE의 결과를 나타낸다. 또 (E)는 <16>
293/EBNA 세포에서 생산한 것을, (C)CHO 세포에서 생산한 것을 각각 나타낸다.

<부호의 설명><17>

레인 8 ; 분자량 마커                   레인 9 ; 모노머형 nOCIF<18>

레인 10 ; 다이머형 nOCIF               레인 11 : 모노머형 rOCIF(E)<19>

레인 12 ; 다이머형 rOCIF(E)            레인 13 ; 모노머형 rOCIF(C)<20>

레인 14 ; 다이머형 rOCIF(C)<21>

도8는 N-결합형 당쇄를 제거한 천연형(n) 및 조환형(r) OCIF의, 환원 조건하에서 SDS-PAGE의 결<22>
과를 나타낸다. 또 (E)는 293/EBNA 세포에서 생산한 것을, (C)는 CHO 세포에서 생산한 것을 각각 나타낸
다.

<부호의 설명><23>

레인 15 ; 분자량 마커                  레인 16 ; 모노머형 nOCIF<24>

레인 17 ; 다이머형 nOCIF               레인 18 ; 모노머형 rOCIF(E)<25>

레인 19 ; 다이머형 rOCIF(E)            레인 20 ; 모노머형 rOCIF(C)<26>

레인 21 ; 다이머형 rOCIF(C)<27>

도9는 OCIF와 OCIF2의 아미노산 배열의 비교를 나타낸다.<28>

도10는 OCIF와 OCIF3의 아미노산 배열의 비교를 나타낸다.<29>

도11는 OCIF와 OCIF4의 아미노산 배열의 비교를 나타낸다.<30>

도12는 OCIF와 OCIF5의 아미노산 배열의 비교를 나타낸다.<31>

도13은 항 OCIF 폴리클로날 항체를 썼을때의 OCIF의 검량선(儉量線)을 나타낸다.<32>

도14는 항 OCIF 모노클로날 항체를 썼을 때의 OCIF의 검량선을 나타낸다.<33>

도15는, OCIF의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34>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35>

본 발명은, 파골(破骨)세포의 분화 및 / 또는 성숙을 억제하는 활성을 보이는 신규한 단백질, 곧 <36>
파골세포형성 억제인자(Osteoclastogenesis Inhibitory Factor; OCIF)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기술)<37>

사람의 뼈는 끊임없이 흡수와 재형성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중심적인 작용을 하고 <38>
있는 세포가 골 형성을 담당하는 골아세포와 골흡수를 담당하는 파골세포이다. 이들의 세포가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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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골대사의 이상(異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의 대표로서, 골다공증을 들 수 있다. 이 질환은, 골아세
포에 의한 골형성을,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가 상회하는 것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의 발생 
메카니즘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는 해명돼 있지 않으나, 이 질환은 뼈의 동통(疼痛)을 발생하여, 뼈의 취
약화에 의한 골절의 원인으로 되는 질환이다.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골절에 의한 쭉 누워있는 노인의 
발생의 원인으로 되는 이 질환은 사회 문제로도 돼 있고, 그 치료약의 개발이 급선무로 돼 있다. 이와 같
은 골대사 이상에 의한 골량 감소증은 골흡수의 억제, 골조성의 촉진 또는 이들의 밸런스의 개선에 의해 
치료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골형성은 골형성을 담당하는 세포의 증식, 분화,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 또는 골흡수를 담당하는 <39>
세포의 증식, 분화,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으로써 촉진하는 것이 기대된다. 근년, 이와같은 활성을 갖는 
생리활성단백질(사이트카인)의 관심이 높아져, 정력적인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골아세포의 증식 혹은 분
화를 촉진하는 사이트카인으로서, 선유아(線維芽)세포 증식인자 패밀리(fibroblast growth factor ; FGF 
:  Rodan  S.B.  et  al.,  Endocrinology  vol.  121,  p1917,  1987),  인슈린같은 증식인자-I  (insulin  like 
growth factor-I ; IGF-I ; Hock J.M. et al., Endocrinology vol. 122, p254, 1988), 인슈린같은 증식인
자-II(IGF-II  ;  McCarthy  T.  et  al.,  Endocrinology  vol.  124,  p301,  1989),  액티빈  A(Activin  A  ; 
Centrella M, et al., Mol. Cell. Biol. vol. 11, p250, 1991), 트랜스포밍 증식인자-β (tansforming 
growth factor-β : Noda M., The Bone, vol. 2, p29, 1988), 바스큘로트로핀(Vasculotropin ; Varonique 
M. et al., Biochem. Biophys. Res. Commun. vol. 199, p380, 1994) 및 이소골(異所骨)형성 인자 패밀리
(bone  morphogenetic  protein  ;  BMP  :  BMP-2  ,  Yamaguchi,  Aet  al.,  J.  Cell  Biol.  vol.  113,  p682, 
1991,  OP-1  ;  Sampath  T.K.  et  al.,  J.  Biol.  Chem,  vol.  267,  p20532,  1992,  Knutsen  R.  et  al., 
Biochem. Biophys. Res. Commun. vol. 194, p1352, 1993) 등의 사이트카인이 보고돼 있다.

한편 파골세포형성, 곧 파골세포의 분화 및 / 또는 성숙을 억제하는 사이트 카인으로서는, 트랜<40>
스포밍증식인자-β(transforming  growth  factor-β  :  chenu  C.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vol.85, p5683, 1988)나 인터로이킨-4(interleukin-4 ; Kasano K. et al., Bone-Miner., vol. 21, p179, 
1993)  등이  보고돼  있다.  또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를  억제하는  사이트카인으로서는, 칼시토닌
(calcitonin  ;  Bone-Miner.,  vol.  17,  p347,  1992),  매크로파지콜로니-자극인자(macrophage colony-
stimulating factor ; Hattersley G. et al., J. Cell. Physiol. vol. 137, p199, 1988), 인터로이킨-
4(Watanabe,  K.  et  al.,  Biochem.  BioPhys.  Res.  commun.  vol.  172,  p1035.  1990),  및 인터페론-γ
(interferon-γ ; Gowen M. et al., J, Bone Miner. Res., vol. 1,p469, 1986)등이 보고돼 있다.

이들의 사이트카인은, 그 골형성의 촉진이나 골흡수의 억제작용에 의한 골량감소증의 개선제로 <41>
되는 것이 기대되어, 인슈린 같은 증식인자-I나 이소골 형성인자 패밀리의 사이트카인등, 상기의 사이트
카인의 일부에 대해서는 골대사 개선제로서 임상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또 칼시토닌은 골다공증의 치료
약, 동통 경감약으로서 이미 시판되고 있다.

현재 뼈에 관련되는 질환의 치료 및 치료 기간의 단축을 도모하는 의약품으로서 임상에서는 활성<42>
비타민 D3, 칼시토닌 및 그 유도체, 에스트라디올 등의 홀몬제제, 이프리프라본, 비타민 K2(메나테토레논) 

또는 칼슘제제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약제를 쓴 치료법은 그 효과 및 치료 결과에서 반드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들에 대신하는 새로운 치료약의 개발이 소망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골대사는 골형성과 골흡수의 밸런스에 의해 조절되고 있고, 파골세포의 분화·성숙을 억제하는 사이트카
인은 골다공증 등의 골량감소증의 치료약으로 되는 것이 기대된다.

(발명의 개시)<43>

본 발명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신규의 파골세포형성 억제인자(OCIF) 및 그 효<44>
율적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본 발명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에 감안하여 예의 탐색의 결과 사람 태아 폐선(肺線)유아세포 I <45>
MR-90(ATCC기탁-수탁번호CCL 186)의 배양액에 파골세포형성 억제활성, 곧 파골세포의 분화·성숙을 억제
하는 활성을 갖는 단백질 OCIF를 찾아 내게 됐다.

또, 세포배양의 담체로서 알루미나 세라믹편(片)을 사용하면 본 발명의 파골 세포형성 억제인자 <46>
OCIF를 배지중에 고농도로 축적시켜서, 효율 좋게 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 냈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전기 배양액을 이온교환컬럼, 어피니티컬럼 및 역상(逆相)컬럼으로 순차 처<47>
리하여 흡착 및 용출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기 단백질 OCIF를 효율좋게 정제하는 방법을 확립했다.

다음에 본 발명자들은, 얻어진 천연형 OCIF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의 정보에 의거하여 이 단백<48>
질을 코드하는 cDNA의 클로닝에 성공했다. 또한 본 발명자들은 이 cDNA를 써서 유전자 공학적수법에 의해 
파골세포의 분화 및 / 또는 성숙억제 활성이 있는 단백질을 생산하는 방법을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본 발명은 사람 태아 폐선유아세포에 유래하여, 환원 조건하 SDS-PAGE에서의 분자량이 약 60kD, <49>
비환원 조건하 SDS-PAGE에서의 분자량이 약 60kD 및 약 120kD이며, 양이온 교환체 및 헤파린 컬럼에 친화
성을 갖고, 70℃ 10분간 또는 56℃ 30분간의 가열 처리에 의해 파골세포의 분화·성숙을 억제하는 활성이 
저하하여, 90℃ 10분간의 가열처리에 의해 파골세포의 분화·성숙억제 활성이 잃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단백질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단백질의 OCIF의 아미노산 배열은 기지의 파골세포형성 억제인자와
는 명확히 다르다.

또, 본 발명은, 사람 선유아 세포를 배양하여 배양액을 헤파린컬럼 처리하고, <50>
흡착획분(吸着劃分)을 용출하여, 이 획분을 양이온 교환 컬럼에 걸어 흡착·용출하고, 또한 
어피니티컬럼,  역상컬럼에  의해  정제하여  전기  단백질을  채취하는  단백질  OCIF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의 칼럼 처리는, 단지 배양액 등을 헤파린세파로오스 컬럼 등에 유하(流下)시키는것 
뿐이 아니고, 배취(Batch)법으로 배양액을 헤파린세파로오스 등과 혼합하여, 컬럼처리한 때와 동등의 효
과를 나타내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어피니티컬럼은, 헤파린컬럼 및 블루 컬럼을 들 수 
있다. 블루컬럼은 특히 바람직하기는 시바클론 블루컬럼을 들 수 있다. 이 시바클론 블루컬럼의 충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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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친수성 합성 고분자를 담체로 하여 색소시바클론블루 F3GA를 결합시킨 것이 예시되어, 이 컬럼은 
통상 블루컬럼이라고 불러진다.

또한, 본 발명은 알루미나 세라믹편을 담체로서 사용하여 세포배양을 하여 효율좋게 전기 단백질<51>
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단백질 OCIF는, 사람 선유아 세포의 배양액에서 효율좋게 또한 고 수율로 단리 정제할 <52>
수가 있다. 이 원료에서의 본 발명 단백질 OCIF의 단리, 정제는 생물 시료에서의 단백성 물질의 정제에 
범용되는 통상의 방법을 써서, 목적으로 하는 단백질 OCIF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이용한 각종의 정제 
조작에 따라 실시할 수가 있다. 이 농축 수단으로서 한외여과, 동결건조 및 염석 등의 통상의 생화학적 
처리수단을 들 수 있다. 또 정제수단으로서는,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어피니티크로마토그래피, 겔여
과크로마토그래피, 소수크로마토그래피, 역상크로마토그래피, 조제용 전기영동 등을 쓴 통상의 단백질 물
질의 정제에 이용되는 각종의 수법을 조합하여 쓸 수가 있다. 특히, 바람직하기는, 원료로서 쓰는 사람 
선유아 세포로서 사람 태아 폐선유아세포 I MR-90(ATCC-CCL 186)을 쓴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원료로 
되는 사람 태아 폐선유아세포 I MR-90의 배양은, 사람 태아 폐선유 아세포 I MR-90을 알루미나 세라믹편
에 부착시켜, 5% 소신생아 혈청을 첨가한 DMEM 배지를 배양액으로 쓰고, 롤러 보틀중에서 1주간에서 10일 
정도 정치 배양하는 것으로 얻은 것을 사용하면 좋다. 또, 정제처리를 실시할 때는 계면활성제로서 0.1% 
CHAPS (3-[(3-cholamidopropyl)-dimethylammonia]-1-propanesulfonate)를 첨가하여 정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본 발명의 단백질 OCIF는 우선 배양액을 헤파린컬럼(헤파린세파로오스 CL-6B, 팔마시아사)에 걸<53>
고, 2M NaCl을 함유하는 10mM Tris-HCl 완충액, pH7.5에서 용출시켜 헤파린 흡착성의 OCIF 획분을 얻고, 
이 획분을 Q음이온 교환컬럼(HiLoad-Q/FF, 팔마시아사)에 걸고, 그 비흡착 획분을 모으는 것으로써 헤파
린  흡착성이며  염기성의  OCIF  획분으로서  얻을수가  있다.  얻어진  OCIF  활성  획분은 S·양이온컬럼
(HiLoad-S/HP, 팔마시아사), 헤파린컬럼(헤파린-5PW, 토오소오사), 시바클론블루컬럼(블루-5PW, 토오소오
사), 역상컬럼(BU-300 C4, 퍼킨엘머사)에 거는 것으로 단리·정제할 수가 있고 이 물질은 전술한 성질에 
의해 특정(特定)된다.

또한, 본 발명은 이와같이 하여 얻어진 천연형 OCIF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에 의거하여 이 단백<54>
질을 코드하는 cDNA를 클로닝하고, 이 cDNA를 써서 유전자 공학적수법으로 파골세포의 분화 및 / 또는 성
숙억제 활성이 있는 단백질의 OCIF를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정제한 OCIF 단백질을 엔도프로테아제(예컨대 리실엔도펩티다아제)로 처<55>
리 후, 생기는 펩티드의 아미노산 배열을 결정하여 얻어진 내부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할 수 있는 올리고
누클레오티드의 혼합물을 작제한다.

다음에 작제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혼합물을 프라이머로하고, PCR법(바람직하기는 RT-PCR법)을 <56>
이용하여 OCIFcDNA 단편을 취득한다. 이 OCIFcDNA 단편을 프로브로하여 cDNA 라이브라리에서 OCIF의 전장 
cDNA를 클로닝한다. 얻어진 OCIFcDNA를 발현 벡터에 삽입하여 OCIF 발현 플라스미드를 작제하고, 이것을 
각종의 세포 또는 균주에 도입하여 발현시키는 것으로서 조환형(組換型) OCIF를 제조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은 상술의 활성을 갖는 본 발명 OCIF 단백질의 유연체(類緣體)(바리언트)인 신규 단백질 <57>
OCIF2, OCIF3, OCIF4, OCIF5에 관한 것이다.

이들 유연체는 I MR-90 세포의 폴리(A) 
+
RNA를 써서 작성한 cDNA 라이브라리를 OCIFcDNA 단편을 <58>

프로브로하여 하이브리다이즈 하는 것으로 얻어진다. 이들 OCIF 유연체의 cDNA를 발현 백터에 삽입하고, 
그 OCIF 유연체 발현 벡터를 통상의 숙주(T主)에서 발현하여 통상법으로 정제하는 것으로써 목적하는 유
연체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다.

또, 본 발명은 OCIF 변이체(變異體)에 관한 것이다.<59>

이들의 변이체는 OCIF의 2량체 형성에 관여하는 가능성이 있는 Cys 잔기를 Ser 잔기에 치환한 <60>
것, 또는 천연형 OCIF에 결실(缺失) 변이를 도입하는 것이다. PCR법 혹은 제한효소에 의한 절단에 의해, 
OCIFcDNA 치환 또는 결실변이를 도입한다. 이 cDNA를 적당한 발현 프로모터를 가진 벡터에 삽입하여, 포
유동물 세포등의 진핵세포에 트랜스 팩트하고, 이 세포를 배양하여 그 배양액에서 통상법으로 정제하는 
것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OCIF 변이체가 얻어진다.

또 본 발명은 항 OCIF 폴리클로날 항체 및 그것을 쓴 OCIF의 측정방법에 관한 것이다.<61>

항 OCIF 폴리클로날 항체는, OCIF를 면역원으로서 통상법에 의해 작제된다. 이때 쓰이는 항원(면<62>
역원)으로서는, I MR-90 배양액에서 얻어지는 천연형 OCIF 및 OCIFcDNA를 써서 미생물이나 진핵세포를 숙
주로 하여 생산된 유전자 조환형 OCIF,  또는 OCIF의 아미노산 배열에 의거하여 설계한 합성 펩티드나 
OCIF의 가수분해 부분 펩티드를 쓸수가 있다. 이들의 항원을 써서, 또 필요하다면 면역 어듀밴드를 병용
하여 적당한 포유동물을 면역하고, 그 혈청에서 통상법으로 정제하는 것으로서 항 OCIF 폴리클로날 항체
를 얻을 수 있다. 얻어진 항 OCIF 폴리클로날 항체를 아이소토프나 효소로 표지하는 것으로써, 라디오 이
뮤노아쎄이(RIA)나 엔자임이뮤노아쎄이(EIA)의 측정계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측정계를 쓰는 것으로서, 
혈액이나 복수등의 생체시료나 세포배양액 등의 OCIF 농도를 용이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

또, 본 발명은 항 OCIF 모노클로날 항체 및 그것을 쓴 OCIF의 측정방법에 관한 것이다.<63>

항 OCIF 모노클노날 항체는, OCIF를 면역원으로 하여 통상법에 의해 작성된다. 항원으로서는, I <64>
MR-90 배양액에서 얻어지는 천연형 OCIF 및 OCIFcDNA를 써서 미생물이나 진핵세포를 숙주로 하여 생산된 
유전자 조환형 OCIF 또는 OCIF의 아미노산 배열에 의거하여 설계한 합성 펩티드나, OCIF의 가수분해부분 
펩티드라도 좋다. 이들의 항원을 써서 포유동물을 면역하던가 또는 인히드로법에 의해 면역한 세포를 포
유동물의 골수종세포(미에로머) 등과 융합시켜 하이브리도머를 작제하고, 이 하이브리도머에서 OCIF를 인
식하는 항체를 산생(産生)하는 클론을 선택하고, 이 클론을 배양하는 것으로써 목적으로 하는 항체가 얻
어진다. 하이브리도머의 작제에 있어서는, 포유동물을 사용할 때 마우스나 래트 등의 소동물을 사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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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이다. 면역은 OCIF를 생리식염수 등으로 적당한 농도에 희석하고, 이 용액을 정맥내나 복강내에 
투여하고, 여기에 필요에 따라 면역어듀밴드를 병용 투여하고, 동물에 2-20일 마다에 2-5회 투여한다. 이
와같이 하여 면역된 동물을 해부하여 비장을 적출하여 비세포를 면역세포로서 사용한다.

면역세포와 세포 융합시키는 마우스 유래의 미에로머로서는, 예컨대 P3/x63-Ag8, p3-U1, NS-1, <65>
MPC-11, SP-2/0, F0, P3x63Ag8. 653, S194 등이 예시된다.

또, 래트 유래의 세포로서는 R-210등의 세포주를 예시할 수 있다. 사람형의 항체를 생산할 때는 <66>
사람 B임파구를 인비트로법에 의해 면역하고, 사람 미에로머 세포나 EB바이러스에 의해 형질 전환한 세포
주를 어버이주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람형의 항체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도머를 얻을수가 있다.

면역세포와  미에로머  세포주의  융합은  공지의  방법,  예컨대  Koehler와  Milstein들의 방법<67>
(Koehler, G. et al. Nature vol. 256, 495-497, 1975) 또는 전기 펄스법등을 들 수 있다. 면역세포와 미
에로머 세포주는, 세포배양에 쓰이고 있는 배지(FBS불함유)에 통상 행해지고 있는 세포수의 비로 혼합하
고, 폴리에틸렌글리코올을 첨가하여 융합처리를 하고 HAT 선택배지에서 배양을 하여 융합세포를 선택할 
수가 있다.

항 OCIF 항체 생산주를 선별하는데는, ELISA법, 플라그법, 옥타로니법, 응집법등 통상의 항체 검<68>
출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써서 선택할 수가 있다. 이와같이 하여 선별된 하이브리도머는 통상의 배양 
방법에 의해 계대(繼代)배양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동결 보존된다. 하이브리도머를 통상법으로 배양하던
가 또는 포유동물의 복강내에 이식하는 것으로써 항체를 생산할 수가 있다. 항체는 염석, 겔여과나 어피
니티크로마토그래피 등의 통상의 방법으로서 정제할 수 있다.

얻어진 항체는 OCIF에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OCIF의 측정이나 정제에 사용할 수 있다. OCIF의 측<69>
정에 사용할 때는, 항체를 아이소토프나 효소에 의해 라벨하는 것으로서, 라디오이뮤노아쎄이(RIA)나 엔
자임이뮤노아쎄이(EIA)의 측정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특히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지는 항체는 그 항원 
인식 부위가 각각 다른 것이므로 샌드위치이뮤노아쎄이에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측정계를 
쓰는 것에 의해 혈액이나 복수등의 생체시료나 세포배양액 등의 OCIF 농도를 용이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

OCIF  활성은  구메가와(久米川王好)마사요시  등의  방법  [단백질·핵산·효소,  Vol.  34,  p999 <70>
(1989)] 및 Takahashi N. et al. 의 방법 [Endocrinology, Vol. 122, p1373 (1988)] 에 따라 측정할 수가 
있다. 곧 생후 약 17일의 마우스 골수세포를 표적세포로 써서 활성형 비타민 D3(Calcitriol) 존재하에서의 

파골세포의 형성 억제를 주석산 내성 산성 포스파타제 활성의 유도의 억제로서 시험할 수가 있다.

본 발명의 단백질인 파골세포형성 억제인자 OCIF는, 골다공증 등의 골량감소증, 류마취 또는 변<71>
형성 관절증 등의 골대사이상 질환 또는 다발성 골수종 등의 골대사 이상 질환의 치료 및 개선을 목적으
로 한 의약 조성물로서 또는 이와같은 질환의 면역학적 진단을 확립하기 위한 항원으로서 유용하다. 본 
발명의 단백질은 제제화하여 경구 또는 비경구적으로 투여할 수가 있다. 곧, 본 발명의 단백질을 포함하
는 제제는, 파골세포형성 억제인자 OCIF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의약 조성물로서 사람 및 동물에 대하
여 안전하게 투여되는 것이다.

의약조성물의 형태로서는 주사용 조성물,  점적용 조성물,  좌제,  경비제(經鼻製), 설하제(舌下<72>
製), 경피흡수제 등을 들 수가 있다. 주사용 조성물인 때는, 본 발명의 파골세포형성 억제인자의 약리학
적 유효량 및 제약학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담체의 혼합물이며, 그 중에는 아미노산, 당류, 셀루로오스유
도체 및 기타의 유기/무기 화합물등의 일반적으로 주사용 조성물에 첨가되는 부형제(賦形製)/부활제(賦活
製)를 쓸 수도 있다. 또 본 발명의 파골세포형성 억제인자 OCIF와 이들의 부형제/부활제를 써서 주사제를 
조제할 때는, 필요에 따라 pH 조정제, 완충제, 안정화제, 가용화제 등을 첨가하여 통상법에 의해 각종 주
사제로 할 수가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량의 형태)<73>

아래에 실시예를 들고 본 발명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시하는 것 뿐이<74>
며, 본 발명은 이들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75>

사람 선유아 세포 I MR-90 배양액의 조제<76>

사람 태아 폐선유아세포 I MR-90(ATCC-CCL186)은 롤러보틀(490㎠, 110×171 mm, 코닝사) 중에서 <77>
80g의 알루미나세라믹스편(알루미나 99.5%, 도시바 세라믹사)에 부착시켜 배양했다. 배양에는 60개의 롤
러보틀을 사용하고, 롤러보틀 1개당 5% 송아지 혈청을 첨가한 10mMHEPES 완충액 첨가 DMEM 배지(기브코 
BRL사) 500mℓ를 써서, 37℃, 5% CO2 존재하에서 7∼10일간 정치 배양했다. 배양후 배양액을 회수하고 새

로운 배지를 첨가하는 것으로서 1회의 배양에서 30ℓ의 I MR-90 배양액을 얻었다. 얻어진 배양액을 시료 
1로 했다.

실시예 2<78>

파골세포형성 억제 활성의 측정법<79>

본 발명의 단백질 파골세포형성 억제인자의 활성 측정은 구메가와 마사요시 들의 방법 [단백질, <80>
핵산, 효소 Vol. 34 p999(1989)] 및 Takahashi N. et al.의 방법 [Endocrinology vol. 122 p1373(1988)] 
에 따라 측정했다. 곧, 생후 약 17일의 마우스에서 분리한 골수세포를 써서, 활성형 비타민 D3 존재하에서

의 파골세포형성을 주석산 내성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의 유도를 지표로 하여 시험하고, 그 억제 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했다. 곧, 96 웰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2×10
-8
M 활성형 비타민 D3 및 10% 소태아 혈청

을 포함하는 α-MEM 배지(기브코 BRL사)로 희석한 샘플 100㎕을 넣고, 생후 약 17일의 마우스에서 얻은 

골수세포 3×10
5
개를 100㎕의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α-MEM 배지에 현탁시켜서 파종하여, 5%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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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습도 100%에서 일주간 배양했다. 배양 3일째와 5일째에 배양액 160㎕을 폐기하고, 1×10
-8
M 활성형 

비타민 D3 및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α-MEM 배지에서 희석한 샘플 160㎕을 첨가했다. 배양 7일후에 

인산염 완충 생리식염수로 세정한 후 에탄올/아세톤(1:1) 용액으로 세포를 실온에서 1분간 고정하고, 파
골세포형성을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측정키트(Acid Phosphotase, Leucocyte, 카탈로그 No.387-A, 시그
마사)를 쓴 염색으로 검출했다. 주석산 존재하에서의 산성포스파타아제 활성 양성 세포의 감소를 OCIF 활
성으로 했다.

실시예 3<81>

OCIF의 정제<82>

i) 헤파린·세파로오스 CL-6B에 의한 정제<83>

약 90ℓ의 I MR-90 배양액(시료1)을, 0.22㎛의 필터(친수성 밀리디스크, 2000㎠, 밀리포아사)로 <84>
여과한 후,  3회로 나누어 0.3M  NaCl를  포함하는 10mM  Tris-HCl  완충액(이하,  Tris-HCl  이라고 한다), 
pH7.5에서 평형화시킨 헤파린·세파로오스 CL-6B 컬럼(5×4.1cm, 겔용량 80㎖)에 걸었다. 유속 500㎖/hr
에서 10mM Tris-HCl, pH7.5에서 세정한 후, 2M NaCl을 포함하는 10mM Tris-HCl, pH7.5에서 용출을 하고, 
헤파린·세파로오스 CL-6B 흡착획분 900㎖를 얻어 얻어진 획분을 시료 2로 했다.

ii) HiLoad-Q/FF에 의한 정제<85>

헤파린·세파로오스 흡착획분(시료 2)를 10mM Tris-HCl, pH7.5에 대하여 투석한 후, 0.1%로 되도<86>
록 CHAPS를 가하여 4℃에서 하룻밤 방치한 것을, 2회에 나누어 0.1% CHAPS를 포함하는 50mM Tris-HCl, 
pH7.5에서 평형화한 음이온 교환컬럼(HiLoad-Q/FF, 2.6×10cm, 팔마시아사)에 걸어, 비흡착 획분 1000㎖
를 얻었다. 얻어진 획분을 시료 3으로 했다.

iii) HiLoad-S/HP에 의한 정제<87>

HiLoad-Q 비흡착 획분(시료 3)을 0.1% CHAPS를 포함하는 50mM Tris-HCl, pH7.5에서 평형화한 양<88>
이온 교환컬럼(HiLoad-S/HP,  2.6×10cm,  팔마시아사)에 걸었다. 0.1%  CHAPS를 포함하는 50mM  Tris-HCl, 
pH7.5로 세정한 후, 100분간에 NaCl을 1M로 하는 직선구배, 유속 8㎖/분으로 용출을 하여 12㎖/프랙션으
로 분취를 했다. 프랙션 1∼40을 10프랙션씩 4개의 획분으로 정리하고, 각각 100㎕을 써서 OCIF 활성을 
측정했다. OCIF 활성은 프랙션 11∼30에 인정된(도1 : 도면중 ++는 파골세포형성이 88% 이상 억제되는 활
성을, +는 파골세포형성이 30∼80% 억제되는 활성을, -는 활성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각각 나타낸다.) 보
다 비활성이 높은 프랙션 21∼30을 시료 4로 했다.

iv) 어피니티컬럼(헤파린-5PW)에 의한 정제<89>

120㎖의 시료 4를 240㎖의 0.1%  CHAPS를 포함하는 50mM  Tris-HCl,  pH7.5에서 희석한 후 0.1% <90>
CHAPS를 포함하는 50mM Tris-HCl, pH7.5로 평형화한 어피니티 컬럼(헤파린-5PW, 0.8×7.5cm 토오소오사)
에 걸었다. 0.1% CHAPS를 포함하는 50mM Tris-HCl, pH7.5로 세정한 후, 60분간에서 NaCl을 2M으로 하는 
직선구배, 유속 0.5㎖/분으로 용출을 하고 0.5㎖/프랙션으로 분취를 했다. 각 프랙션 50㎕을 써서 OCIF활
성을 측정하여, 약 0.7∼1.3M NaCl로 용출되는 OCIF 활성 획분 10㎖를 얻어 시료 5로 했다.

v) 어피니티컬럼(블루-5PW)에 의한 정제<91>

10㎖의 시료 5를 190㎖의 0.1% CHAPS를 포함하는 50mM Tris-HCl, pH7.5로 희석한 후, 0.1% CHAPS<92>
를 포함하는 50mM Tris-HCl, pH7.5로 평형화한 어피니티컬럼(블루-5PW, 0.5×5.0cm, 토오소오사)에 걸었
다. 0.1% CHAPS를 포함하는 50mM Tris-HCl, pH 7.5로 세정한 후, 60분간에서 NaCl을 2M으로 하는 직선구
배, 유속 0.5㎖/분으로 용출을 하여 0.5㎖/프랙션으로 분취를 했다. 각 프랙션 25㎕을 써서 OCIF활성을 
측정하여, 약 0.1∼1.6M NaCl로 용출되는 OCIF 활성 프랙션 49∼70을 얻었다. (도2, 도면중 ++는 파골세
포형성이 80%이상 억제되는 활성을, +는 파골세포형성이 30∼80% 억제되는 활성을 나타낸다.)

vi) 역상컬럼에 의한 정제<93>

얻어진 프랙션 49∼50㎖에, 10㎖의 25% TFA(트리플루오로 초산)을 가한 후, 0.1% TFA를 포함하는 <94>
25% 아세트니트릴로 평형화한 역상컬럼(BU-300, C4, 2.1×220mm, 퍼킨엘머사)에 걸고, 60분간에서 아세트
니트릴을 55%로 하는 직선구배, 유속 0.2㎖/분으로 용출을 하여 각 피크를 분취했다(도 3). 각 피크 프랙
션의 100㎖를 써서 OCIF 활성을 측정하여 피크 6 및 피크 7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을 검출했다. 결과
를 표 1에 나타낸다.

표1. 역상컬럼에서 용출된 OCIF활성<95>

(표중, ++는 파골세포형성이 80% 이상 억제되는 활성을, +는 파골세포형성이 30∼80% 억제되는 <97>
활성을, -는 활성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실시예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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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F의 분자량 측정<99>

OCIF 활성이 인정된 피크 6 및 피크 7이 각 40㎕을 써서, 환원 조건하와 비환원 조건하에서 SDS-<100>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을 했다. 곧, 각 피크프랙션 20㎕ 씩을 2개의 튜브에 분취하여 감압 농축한 
후, 1mM EDTA, 2.5% SDS 및 0.01% 브로모페놀블루를 포함하는 10mM Tris-HCl, pH8 1.5㎕로 용해하고, 각
각을 비환원 조건하 및 환원 조건하(5% 2-머캅토 에탄올 존재하)에서 37℃에서 하룻밤 방치후, 각각의 1
㎕을 SDS-폴리아크릴아미드겔 전기영동에 부하했다. 전기영동은 10-15% 아크릴아미드의 그라지엔드겔(팔
마시아사)를 사용하고, 전기영동 장치 Phast System(팔마시아사)를 써서 했다. 분자량 마커로서, 포스포
리라아제b(94kD), 소혈청 알부민(67kD), 오버알부민(43kD), 카르보닉 안 히드라아제(30kD), 트립신인히비
터(20.0kD),  α-락토알부민(14.4kD)를  썼다.  전기영동 종료 후,  Phast  Gel  Silver  Stain Kit(팔마시아
사)를 써서 은염색을 했다. 결과를 도 4에 나타낸다.

그 결과, 피크 6에 대해서는 환원 조건하, 비환원 조건하에서 약 60kD의 단백질의 밴드가 검출됐<101>
다. 또, 피크 7에 대해서는 환원 조건하에서 약 60kD, 비환원 조건하에서 약 120kD의 단백질의 밴드가 검
출됐다. 따라서 피크 7은 피크 6의 단백질의 호모다이머라고 생각된다.

실시예 5<102>

OCIF의 열안정성 시험<103>

블루-5PW  프랙션 51∼52을  혼합한 샘플에서 20㎕씩을 취하고,  10mM  인산염 완충 생리식염수, <104>
pH7.2 30㎕을 가한후, 70℃ 및 90℃에서 10분간 또는 56℃에서 30분간 열처리를 했다. 이 샘플을 써서, 
실시예 2 기재의 방법에 따라 OCIF 활성을 측정했다. 결과를 표2에 나타낸다.

표2. OCIF의 열안정성<105>

(표중, ++는 파골세포형성이 80%이상 억제되는 활성을, +는 파골세포형성이 30∼80% 억제되는 활<107>
성을, -는 활성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실시예 6<108>

내부 아미노산 배열의 결정<109>

블루-5PW 프랙션 51∼70에 대해서, 2프랙션씩을 혼합하여 1㎖로 하고, 각각의 시료에 10㎕의 25% <110>
TFA를 가한후, 1㎖씩 10회에 걸쳐서 0.1% TFA를 포함하는 25% 아세트니트릴로 평형화한 역상컬럼(BU-300, 
C4, 2.1×220mm, 퍼킨엘머사)에 걸고, 60분간에서 아세트니트릴을 55%로 하는 직선구배, 유속 0.2㎖/분으
로 용출을 하고, 피크 6과 피크 7을 모았다. 얻어진 피크 6과 피크 7의 일부에 대해서 각각 프로테인시퀀
서(프로사이스, 494형, 퍼킨엘머사)를 써서 N말단 아미노산배열 분석을 했으나, 분석 불능이며 이들의 단
백질의 N말단은 블록돼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그래서 이들의 단백질의 내부 아미노산 배열을 해석했
다. 곧, 피크 6과 피크 7의 각각을 원심 농축한 후, 각각에 100㎍ 디티오슬레이토올, 10mM EDTA, 7M 염산
구아니딘 및 1% CHAPS를 포함하는 0.5M Tris-HCl, pH 8.5 50㎕을 가하여 실온에서 4시간 방치하여 환원한 
후, 0.2㎕의 4-비닐피리딘을 가하고, 실온 암소에서 하룻밤 방치하여 피리딜에틸화 했다. 이들의 샘플에 
1㎕의 25% TFA를 가하여 0.1% TFA를 포함하는 20% 아세트니트릴로 평형화한 역상컬럼(BU-300, C4, 2.1×
30mm, 퍼킨엘머사)에 걸어, 30분에서 아세트니트릴 농도를 50%로 하는 직선구배, 유속 0.3㎖/분으로 용출
을 하여, 환원 피리딜에틸화 OCIF 샘플을 얻었다. 환원 피리딜에틸화한 샘플의 각각을 원심 농축하여, 8M 
요소 및 0.1% Tween 80을 포함하는 0.1M Tris-HCl, pH9 25㎕로 용해한 후, 73㎕의 0.1M Tris-HCl, pH9로 
희석하고, 0.02㎍의 AP1(리실엔도 프로테아제, 와코오순약사)를 가하여 37℃에서 15시간 반응시켰다. 반
응액에 1㎕의 25% TFA를 가하여, 0.1% TFA로 평형화한 역상컬럼(RP-300, C8, 2.1×220mm, 퍼킨엘머사)에 
걸어 70분간에서 아세트니트릴 농도를 50%로 하는 직선구배, 유속 0.2㎖/분으로 용출을 하여 펩티드 프래
그 멘트를 얻었다(도 5). 얻어진 펩티드프래그멘트(P1∼P3)에 대해서, 프로테인시퀀서를 써서 아미노산배
열 분석을 했다. 결과를 배열표, 배열번호 1∼3에 나타낸다.

실시예 7<111>

cDNA 배열의 결정<112>

i) I MR-90 세포에서의 폴리(A)
+
RNA의 단리<113>

I  MR-90  세포에서의 폴리(A) 
+
RNA는 파스트트랙 mRNA  아이소레이션키트(인비트로젠사)를 써서, <114>

그 매뉴얼에 준하여 단리했다. 이 방법에 의해 1×10
8
개의 I MR-90 세포에서 약 10㎍의 폴리(A) 

+
RNA를 취

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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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믹스프라이머의 작제<115>

앞서 얻어진 펩티드(배열표 배열번호 2 및 3)의 아미노산 배열을 기초로 다음의 2종의 믹스프라<116>
이머를 합성했다. 곧, 펩티드 P2(배열번호 2의 펩티드)의 6번째(G1n)에서 12번째(Leu) 까지의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할 수 있는 모든 염기 배열을 갖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혼합물(믹스프라이머 No.2F)를 합성
했다.

또, 펩티드 P3(배열번호 3의 펩티드)의 6번째(His)에서 12번째(Lys) 까지의 아미노산 배열을 코<117>
드화 할 수 있는 모든 염기 배열에 대한 상보적 올리고 누클레오티드의 혼합물(믹스프라이머, No.3R)를 
합성했다. 쓴 믹스프라이머의 염기 배열을 표3에 나타낸다.

표 3<118>

iii) OCIFcDNA 단편의 PCR에 의한 증폭<120>

실시예 7- i) 에서 얻은 폴리(A) 
+
RNA, 1㎍을 주형으로 하여 수퍼스크립트 ⅡcDNA합성키트(기브<121>

코 BRL사)를 써서, 동사의 프로토콜(protocole)에 따라 1본쇄 cDNA를 합성하고, 이 cDNA와 실시예 7-ii) 
에서 나타낸 프라이머를 써서 PCR을 하여 OCIFcDNA 단편을 취득했다. 아래에 조건을 나타낸다.

상기의  용액을  미량원심  튜브중에서  혼합후  아래의  조건에서  PCR을  했다.  95℃에서  3분간 <123>
처리후, 95℃ 30초, 50℃ 30초, 70℃ 2분의 3단계의 반응을 30회 되풀이한 후 70℃ 5분 보온했다. 반응액
의 일부를 아가로오스 전기영동하여 약 400bp의 균일한 DNA 단편이 얻어진 것을 확인했다.

실시예 8<124>

PCR에 의해 증폭된 OCIFcDNA 단편의 클로닝 및 염기배열 결정<125>

실시예 7-ⅲ) 에서 얻어진 OCIFcDNA 단편을 Marchuk, D들의 방법(Nucleic Acid Res., Vol.19, <126>

p1154, 1991)에 의해 플라스미드 pBluescript Ⅱ SK
-
(스트라타진사)에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다카라주

조사)를 써서 삽입하여, 대장균 DH5α(기브고 BRL사)의 형질 전환을 했다. 얻어진 형질 전환주를 증식시
켜 약 400bp의 OCIFcDNA 단편이 삽입된 플라스미드를 통상법에 따라 정제했다. 이 플라스미드를 pBSOCIF 
라고 명명하고, 이 플라스미드에 삽입돼 있는 OCIFcDNA의 염기 배열을 택다이 데옥시터미네이터 사이클 
시퀀싱  키트(Taq  Dye  Deoxy  Terminator  Cycle  Sequencing  Kit;  퍼킨엘머사)를  써서  결정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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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FcDNA의 크기는 397bp 이었다. 이 염기 배열에서 예측되는 132개의 아미노산에서 되는 아미노산 배열
중에, 믹스프라이머를 설계하는데 쓴 OCIF의 내부 아미노산 배열(배열표 배열번호 2 및 3)을 각각 N말측, 
C말측에 찾아낼 수가 있었다. 또, OCIF의 내부 아미노산 배열(배열 번호 1)을, 이 132개의 아미노산으로 
되는 아미노산 배열중에 찾아낼 수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클로닝한 397bp의 cDNA는 OCIFcDNA 단편인 
것이 확인되었다.

실시예 9<127>

DNA 프로브의 작제<128>

실시예 8에서 작성된 397bp의 OCIFcDNA 단편이 삽입된 플라스미드를 주형으로 하여 실시예 7-ⅲ) <129>
의 조건에서 PCR를 하는 것으로써, 이 OCIFcDNA 단편을 증폭했다. 아가로오스 전기영동에 의해 397bp의 
OCIFcDNA를 분리후, QIAEX 겔 엑스트랙션키트(키어겐사)를 써서 정제했다. 이 DNA를 메가프라임 DNA 라베

링키트(아마샴사)을 써서 [α
32
P] dCTP를 표지하여, 전장의 OCIFcDNA를 스크리닝하기 위한 프로브로서 사

용했다.

실시예 10<130>

cDNA 라이브라리의 작성<131>

실시예 7-i) 에서 얻어진 폴리(A)
+
RNA, 2.5㎍을 주형으로 하여 그레이트렌그스 cDNA 합성키트(크<132>

론텍사)를 써서 동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oligo(dT)primer를 써서 cDNA의 합성, EcoRI-SaⅡ-Not-I 어댑터
부가, cDNA 사이즈프랙셔네이션을 하여 에탄올 침전 후 10㎕의 TE 바퍼에 용해했다. 얻어진 어댑터부가 
cDNA,  0.1㎍을 T4DNA  리거제를 써서 미리 EcoR  I에서 절단한 1㎍의 λ ZAP 익스프레스벡터(스타라타진
사)에 삽입했다. 이와같이 하여 얻어진 cDNA 다시짠 파지 DNA용액을 기가팩골드II(스트라타진사)를 써서 
인비트로팩케이징 반응에 제공하여 λ ZAP 익스프레스 다시짠 파지를 작성했다.

실시예 11<133>

다시짠 파지의 스크리닝<134>

실시예 10에서 얻어진 다시짠 파지를 37℃에서 15분간 대장균 XL1-Blue MRF'(스트라타진사)에 감<135>
염시킨 후 50℃로 가온한 0.7%의 한천을 포함하는 NZY 배지에 첨가하여, NZY 한천 배지 플레이트에 부어
넣었다. 37℃에서 하룻밤 배양 후, 프라그가 생긴 플레이트상에 하이본드N(아마샴사)을 약 30초 밀착시켰
다. 이 필터를 통상법에 따라 알칼리 변성 후, 풍화하고, 2XSSC 용액에 담근 후 
UV크로스링(스트라타진사)에 의해 DNA를 필터에 고정화 했다. 얻어진 필터를 100㎍/㎖의 연어정자 DNA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바퍼(아마샴사)에  첨지하여 65℃에서 4시간  전처리한 후,  열변성한 상기 

DNA 프로브(2×10
5
cpm/㎖)를 첨가한 상기 바퍼로 옮겨 65℃에서 하룻밤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했다. 반응

후 필터를 2XSSC에 2회, 0.1XSSC, 0.1% SDS용액으로 2회 각각 65℃에서 10분간 세정했다. 얻어진 몇개의 
양성 클론을 또한 2회 스크리닝하는 것에 의해 순화했다. 그들중에서 약 1.6kb의 인서트를 갖는 것을 아
래에 썼다. 이 순화된 파지를 λOCIF라고 명명했다. 순화한 λ OCIF를 λZAP 익스프레스클로닝키트(스트
라타진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대장균 XL1-Blue MRF'에 감염시킨 후, 헬퍼파지 ExAssist(스트라타진사)에
서 다중 감염을 하고, 그 배양 상청(上情)을 대장균 XLOLR(스트라타진사)에 감연시킨 후, 카나마이신 내
성주를 줍는 것으로서 pBKCMV(스트라타진사)에 상술의 1.6kb의 인서트가 삽입된 플라스미드 pBKOCIF를 갖
는 형질 전환주를 얻었다. 이 형질 전환주는 pBK/O1F10으로서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 생명공학공업 기술
연구소에 수탁번호 FERM BP-5267(헤이세이 7년 10월 25일에 FERM P-14998의 원기탁에서 부다페스트 조약
에 의거한 기탁으로 이관)로서 기탁하고 있다. 이 플라스미드를 갖는 형질 전환주를 증식시켜 통상법에 
의해 플라스미드를 정제했다.

실시예 12<136>

OCIF의 전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의 염기 배열의 결정<137>

실시예 11에서 얻어진 OCIFcDNA의 염기 배열을 택 다이 데옥시 터미네이터 사이클 시퀀싱 키트<138>
(퍼킨 엘머사)를 써서 결정했다. 쓴 프라이머는 T3, T7 프라이머(스트라타진사) 및 OCIFcDNA의 염기 배열
에 의거하여 설계된 합성 프라이머이며, 그 배열을 배열표 배열번호 16∼29에 나타낸다.

결정된 OCIF의 염기 배열을 배열번호 6에, 그 배열에서 추정되는 아미노산 배열을 배열번호 5에 <139>
각각 나타낸다.

실시예 13<140>

293/EBNA 세포에 의한 다시짠 OCIF의 생산<141>

i) OCIFcDNA의 발현 프라스미드의 작제<142>

실시예 11에서 얻어진 약 1.6kb의 OCIFcDNA가 삽입된 플라스미드 pBKOCIF를 제한효소 BamH I 및 <143>
XhoI로서 소화하고, OCIFcDNA를 잘라내 아가로오스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후, QIAEX 겔 익스트랙션키트(키
아겐사)를 써서 정제했다. OCIFcDNA를 미리 제한효소 BamH I 및 Xho I로 소화하여 놓은 발현 플라스미드 
pCEP4(인비트로젠사)에,  라이게이션키트  Ver.  2(다까라주조사)를  써서  삽입하고,  대장균  DH5α(기브코 
BRL사)의  형질  전환을  했다.  얻어진  형질  전환주를  증식시켜  OCIFcDNA가  삽입된  발현  플라스미드 
pCEPOCIF를 기아겐컬럼(기아겐사)을 써서 정제했다. OCIF 발현 플라스미드 pCEPOCIF를 에탄올에 의해 침
전시킨 후, 무균증류수에 용해하고 아래의 조작에 썼다.

ii) OCIFcDNA의 트랜젠트한 발현 및 그 활성의 측정<144>

실시예 13-i) 에서 얻어진 OCIF 발현 플라스미드 pCEPOCIF를 써서, 아래에 기술하는 방법으로 다<145>

시짠 OCIF를 발현시켜, 그 활성을 측정했다. 8×10
5
개의 293/EBNA세포(인비트로젠사)를 6웰 플레이트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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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에 10% 소태아 혈청(기브코 BRL사)를 포함하는 IMD 배지(기브코 BRL사)를 써서 심어 넣고, 다음날 배지
를 없앤 다음, 무혈청 IMDM 배지로 세포를 씻었다. 트랜스 펙션용 시약 리포펙타민(기브코 BRL사) 첨부의 
프로토콜에 따라 미리 OPTI-MEM  배지(기브코 BRL사)를 써서 희석해둔 pCEPOCIF와  리포펙타민을 혼합한 
후, 이 혼합액을 각 웰의 세포에 가했다. 사용한 pCEPOCIF 및 리포펙타민의 양은 각각 3㎍ 및 
12㎕이었다. 38시간 후, 배지를 없애고 1㎖의 새로운 OPTI-MEM 배지를 가하고, 또한 30시간후 배지를 회
수하고 이것을 OCIF 활성 측정용 샘플로 했다. OCIF의 활성 측정은 아래와 같이 했다. 생후 약 17일의 마
우스 골수 세포에서의 활성형 비타민 D3 존재하에서의 파골세포형성을 주석산 내성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

성의 유도로 시험하여, 그 억제 활성을 측정하여 OCIF의 활성으로 했다. 곧, 96웰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2

×10
-8
M 활성형 비타민 D3 및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α-MEM 배지(기브코 BRL사)로 희석한 샘플 100

㎖를 넣고, 생후 약 17일의 마우스 골수세포 3×10
5
개를 100㎖의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α-MEM 배지

에 현탁시켜서 파종하고, 5% CO2, 37℃, 습도 100%에서 일주간 배양했다. 배양 3일째와 5일째에 배양액 

160㎕를 폐기하고, 1×10
-8
M 활성형 비타민 D3 및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α-MEM 배지에서 희석한 샘

플 160㎕를 첨가했다. 배양 7일 후에 인산염 완충 생리식염수로 세정한 후 에탄올/아세톤(1:1) 용액으로 
세포를 실온에서 1분간 고정하고, 파골세포형성을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측정키트(Acid  Phosphatase, 
Leucocyte, 카탈로그 No. 387-A, 시그마사)를 쓴 염색으로 검출했다. 주석산 존재하에서의 산성의 포스파
타아제 활성 양성 세포의 감소를 OCIF 활성으로 했다. 그 결과 표4에 나타내는 같이 먼저 IMR-90의 배양
액에서 얻어진 천연형 OCIF와 같은 활성을 이 배양액이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표 4. 293/EBNA 세포로서 발현시킨 배양액중의 OCIF 활성<146>

(표중, ++는 파골세포형성이 80%이상 억제되는 활성을, +는 파골세포형성이 30∼80% 억제되는 활<148>
성을, -는 활성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ⅲ) 293/EBNA 세포유래 조환형 OCIF의 정제<149>

실시예 13-ⅱ)에 기재한 293/EBNA  세포를 대량 배양하여 얻은 배양액 1.8ℓ에 0.1%로  되도록 <150>
CHAPS를 가하고, 0.22㎛의 필터(스테리벡크스 GS,미리포아사)로 여과한 후, 10mM Tris-HCl, pH7.5에서 평
형화시킨 50㎖의 헤파린·세파로오스 CL-6B컬럼(2.6×10cm, 팔마시아사)에 걸었다. 0.1% CHAPS를 포함하
는 10mM Tris-HCl, pH7.5로 세정한 후 100분간에서 NaCl를 2M으로 하는 직선구배, 유속 4㎖/분으로 용출
하여 8㎖/프랙션으로 분취했다. 각 프랙션 150㎖를 써서 실시예 2의 방법에 따라 OCIF 활성을 측정하여 
약 0.6∼1.2M NaCl로 용출되는 OCIF활성 획분 112㎖를 얻었다.

얻어진 OCIF활성 획분 112㎖를 0.1% CHAPS를 포함하는 10mM Tris-HCl, pH 7.5에서 1000㎖에 희석<151>
수 0.1% CHAPS를 함유하는 10mM Tris-HCl, pH7.5에서 평형화시킨 어피니티컬럼(헤파린-5PW, 0.8×7.5cm, 
토오소오사)에 걸었다. 0.1% CHAPS를 포함하는 10mM Tris-HCl, pH7.5에서 세정한 후, 60분간에서 NaCl을 
2M으로 하는 직선구배, 유속 0.5㎖/분으로 용출을 하여 0.5㎖/프랙션으로 분취를 했다.

얻어진 프랙션 각 4㎖를 써서 실시예 4의 방법에 따라 환원 및 비환원 조건 하에서 SDS-폴리아크<152>
릴아미드겔 전기영동을 했다. 그 결과, 프랙션 30∼32에는 환원 조건하에서 약 60kD, 비환원 조건하에서 
약 60kD와 약 120kD의 OCIF 밴드만이 검출됐으므로, 프랙션 30∼32를 모아 순화 293/EBNA 세포유래 조환
형 OCIF[rOCIF(E)]획분으로 했다. BSA를 스탠다드로 하여 쓴 로리법에 의한 단백정량의 결과 535㎍/㎖의 
rOCIF(E) 1.5㎖가 얻어진 것이 밝혀졌다.

실시예 14<153>

CHO 세포에 의한 조환형 OCIF의 생산<154>

i) OCIF의 발현 플라스미드의 작제<155>

실시예 11에서 얻어진 약 1.6kb의 OCIFcDNA가 삽입된 플라스미드 pBKOCIF를 제한효소 SaII 및 <156>
EcoRV로 소화하여, 약 1.4kb의 OCIFcDNA 단편을 잘라내, 아가로오스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 후, QIAEX 겔 
익스트랙션  키트(키아겐사)를  써서  정제했다.  또,  발현벡터  pcDL-SRα296(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Vol.8, pp466-472, 1988)를 제한효소 PstI 및 KpnI로 소화하여, 약 3.4kb의 발현벡터 DNA 단편
을 아가로오스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후, QIAEX 겔 익스트랙션 키트(키아겐사)를 써서 정제했다. DNA 플랜
팅키트(다카라주조사)를 써서 이들의 정제한 OCIFcDNA 단편과 발현벡터 DNA 단편의 말단을 평활화했다. 
다음에 라이게이션키트 Ver.2(다카라주조사)를 써서, 평활화한 발현벡터 DNA 단편에 OCIFcDNA 단편을 삽
입하고, 대장균 DH5α(기브코 BRL사)의 형질 전환을 하여 OCIF 발현 플라스미드 pSRα OCIF를 갖는 형질 
전환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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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발현 플라스미드의 조제<157>

실시예 13-i) 에서 얻어진 OCIF 발현 플라스미드 pSRα OCIF를 갖는 형질 전환주 및 WO92/01053<158>
호 공보에 나타낸 마우스 DHFR 유전자 발현 플라스미드 pBAdDSV를 갖는 형질 전환주를 각각 통상법을 써
서 증식시켜 Maniatis 등 (Molecular cloning, 2nd edition)의 방법에 따라 알칼리법 및 폴리에틸렌글리
콜법으로 처리하여 염화세슘 밀도 구배 원심법에 의해 정제했다.

ⅲ) CHOdhFr
-
세포의 단백질 불함배지로의 순화(v化)<159>

10% 소태아 혈청(기브코 BRL사)을 포함하는 IMDM 배지(기브코 BRL사)로 계대되어 있던 CHOdhFr
-
 <160>

세포(ATCC-CRL9096)은,  무혈청배지 EX-CELL301(JRH  바이오사이언스사)로  순화후,  다시 단백질 불함배지 
EX-CELL PF CHO(JRH 바이오사이언스사)로 순화시켰다.

iv) OCIF 발현 플라스미드 및 DHFR 발현 플라스미드의 CHOdhFr
-
세포의 도입<161>

실시예 14-ii) 에서 조제한 OCIF발현 플라스미드 pSRαOCIF 및 DHFR 발현 플라스미드 pBAdDSV를 <162>

써서 실시예 14-ⅲ) 으로 조제한 CHOdhFr
-
 세포를 아래에 나타내는 엘렉트로포레이션법에 의해 형질 전환

했다. pSR  αOCIF  플라스미드 200㎍와 pBAdDSV  플라스미드 20㎍을 무균적으로 10%  소태아 혈청(기브코 

BRL사)를 포함하는 IMDM배지(기브코 BRL사) 0.8㎖에 용해후, 이 0.8㎖를 써서 2×10
7
개의 CHOdhFr

-
 세포를 

부유시켰다. 이 세포 부유액을 큐배트(바이오랫드사)에 넣고 진 팔사(바이오랫드사)를 써서 360V, 960㎌
의 조건하에서 엘렉트로포레이션법에 의해 형질 전환을 했다. 10㎖의 EX-CELL PF CHO 배지가 들어있는 부
유 세포용 T플라스코(수미도모 베이크라이트사)에 엘렉트로포레이션 끝난 세포 부유액을 옮기고, CO2 인큐

베이터 중에서 2일간 배양했다. EX-CELL PF CHO 배지를 써서 5000cells/well의 농도로 96 웰 마이크로 플
레이트에 뿌리고, 약 2주간 배양했다. EX-CELL PF CHO 배지를 핵산은 포함하지 않고, 이 배지에서는 어미

주의 CHOdhFr
-
는 증식되지 않으므로 DHFR을 발현하는 세포주만이 선택돼 온다. OCIF 발현 플라스미드를 

DHFR 발현 플라스미드의 10배량 쓰고 있으므로, DHFR를 발현하는 세포주의 대부분은 OCIF를 발현한다. 얻
어진 DHFR을 발현하는 세포주에서 배양 상청중의 OCIF 활성이 높은 세포주를 실시예 2에 나타낸 측정법에 
의해 스크리닝했다. 얻어진 OCIF 고생산주에 대해 EX-CELL PF CHO 배지를 써서 한계 희석법에 의해 세포
의 클로닝하고, 얻어진 클론에 대해서 배양 상청중의 OCIF 활성이 높은 세포주를 스크리닝하여 OCIF 고생
산 클론 5561을 얻었다.

v) 조환형 OCIF의 생산<163>

다시짠 OCIF(rOCIF)를 생산하기 위해, EX-CELL 301 배지 31에 형질전환 CHO 세포(5561)을 1×<164>

10
5
cells/㎖로 되도록 접종하고, 스피너 플라스크를 써서 37℃에서 4, 5일 배양했다. 세포의 농도가 약 1

×10
6
cells/㎖로 되었을 때, 약 2.7ℓ의 배지를 회수했다. 약 2.7ℓ의 EX-CELL 301 배지를 가하여 배양을 

되풀이 했다. 3기의 스피너플라스크를 써서 약 20ℓ의 배양액을 채취했다.

vi) CHO세포 유래 조환형 OCIF의 정제<165>

실시예 14-(v)에서 얻어진 배양액 1ℓ에 0.1%로 되도록 CHAPS를 가하여, 0.22㎛의 필터(스테리벡<166>
크스 GS, 미리포아사)로 여과한 후, 10mM Tris-HCl pH7.5에서 평형화시킨 50㎖의 헤파린·세파로오스 FF 
컬럼(2.6×10cm, 팔마시아사)에 걸었다. 0.1% CHAPS를 포함하는 10mM Tris-HCl, pH7.5로 세정한 후, 100
분간에서 NaCl을 2M으로 하는 직선구배, 유속 4㎖/분으로 용출을 하여 8㎖/프랙션으로 분취했다. 각 프랙
션 150㎕를 써서 실시예 2의 방법에 따라 OCIF활성을 측정하여 약 0.6∼1.2M에서 용출되는 OCIF활성 획분 
112㎖를 얻었다.

얻어진 OCIF활성 획분 112㎖를 0.1% CHAPS를 포함하는 10mM Tris-HCl, pH7.5에서 1200㎖에 희석<167>
한 후, 0.1% CHAPS를 포함하는 10mM Tris-HCl, pH7.5에서 평형화시킨 어피니티컬럼(블루-5PW, 0.5×5cm, 
토오소오사)에 걸었다. 0.1% CHAPS 를 포함하는 10mM Tris-HCl, pH7.5에서 세정한 후 90분간에서 NaCl을 
3M으로 하는 직선구배, 유속 0.5㎖/분으로 용출을 하여 0.5㎖/프랙션으로 분취했다.

얻어진 프랙션 각 4㎕를 써서 실시예 4의 방법에 따라 환원 및 비환원 조건 하에서 SDS-폴리아크<168>
릴아미드겔 전기영동을 했다. 그 결과, 프랙션 30∼38에는 환원 조건하에서 약 60kD, 비환원 조건하에서 
약 60kD와 약 120kD의 OCIF 밴드만이 검출되었으므로 프랙션 30∼38을 모아 정제 CHO 세포유래 조환형 
OCIF[rOCIF  (C)]  획분으로  했다.  BSA를  스탠다드로한  로리법에  의한  단백정량의  결과  113mg/㎖의 
rOCIF(C) 4.5㎖가 얻어진 것이 밝혀졌다.

실시예 15<169>

조환형 OCIF의 N말단 구조해석<170>

3㎍의 정제 rOCIF(E) 및 rOCIF(C)를, 프로스핀(ProSpin, 퍼킨엘머사)를 써서 폴리비닐리덴디플우<171>
오리드(PVDF) 막에 고정하고, 20% 메탄올로 세정한 후 프로테인 시퀀서(프로사이스, 492형, 퍼킨엘머사)
를 써서 N말단 아미노산 배열 분석을 했다. 결과를 배열표 배열번호 7에 나타낸다.

rOCIF(E)와 rOCIF(C)의 N말단 아미노산은, 배열표 배열번호 5에 기재한 아미노산 배열의 번역개<172>
시점 Met에서 22번째의 Glu에서, Met에서 Gln 까지의 21아미노산은 시그날 펩티드인 것이 밝혀졌다. 또, 
IMR-90 배양액에서 정제하여 얻어진 천연형 OCIF의 N말단 아미노산 배열이 분석 불능이었던 것은, N말단
의 Glu가 배양중 또는 정제중에 피로글루타민산으로 변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됐다.

실시예 16<173>

조환형 (r)OCIF 및 천연형 (n)OCIF의 생물활성<174>

145-11

1019970705767



i) 마우스 골수 세포계에서의, 비타민 D3로 유도되는 파골세포형성의 억제 <175>

96웰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2×10
-8
M 활성형 비타민 D3 및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α-MEM배지<176>

(기브코 BRL사)에서 250ng/㎖에서 연속적으로 2분의 1 희석한 정제 rOCIF(E) 및 nOCIF 100㎕를 넣었다. 

이 웰에 생후 약 17일의 마우스 골수 세포 3×10
5
개를 100㎕의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α-MEM 배지에 

현탁시켜서 파종하고, 5% CO2, 37℃, 습도 100%에서 1주간 배양했다. 배양 7일 후에, 실시예 2의 방법에 

따라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측정키트(Acid Phosphatase, Leucocyte, 카탈로그 No. 387-A, 시그마사)를 
쓴 염색을 하여 파골세포형성을 검출했다. 주석산 존재하에서의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양성 세포의 감
소를 OCIF활성으로 했다.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양성 세포의 감소율은 염색한 세포의 색소를 가용화하
여 그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산출했다. 곧, 세포를 고정하여 염색한 각 웰에 0.1N 수산화나트륨-디메
틸술폭시드혼합액(1:1) 100㎕를 가하고 잘 진탕했다. 색소를 충분히 용해시킨 후, 마이크로 플레이트리더
(이뮤노리더 NJ-2000, 인터멧드사)를 써서, 측정파장 590nm, 대조파장 49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했다. 또, 
흡광도를 측정할 때의 블랜크웰로서는, 비타민 D3 미첨가의 웰을 썼다. 결과는 OCIF 미첨가의 웰에서의 흡

광도치를 100으로한 백분률치로 표시하여 표 5에 나타낸다.

표 5. 마우스 골수 세포계에서의 OCIF에 의한 파골세포형성 억제(비타민 D3)<177>

nOCIF와 같이 rOCIF(E)에도, 16ng/㎖ 이상의 농도에서 용량 의존적인 파골세포형성 억제 활성이 <179>
보였다.

ⅱ) 스트로머 세포와 마우스 비장세포의 공(共)배양계에서의 비타민 D3로 유도되는 파골세포형성<180>
의 억제

비타민 D3로 유도되는 스트로머 세포와 마우스 비장세포의 공배양계에서의 파골세포형성의 시험<181>
은 우다가와들의 방법(Endocrinology, Vol. 125, p1805-1813, 1989)에 따라 했다. 곧, 96 웰 마이크로 플

레이트에 2×10
-8
M 활성형 비타민 D3, 2× 10

-7
 덱사 메사존 및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α-MEM 배지

(기브코 BRL사)에서 연속적으로 희석한 정제 rOCIF(E), rOCIF(C) 및 nOCIF 100㎕를 넣었다. 이 웰에 마우

스 골수 유래의 스트로머 세포주 ST2세포(RIKEN Cell Bank-RCB0224) 5×10
3
개와 생후 약 8주간의 ddy 마우

스 비장세포 1×10
5
개를 100㎕의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α-MEM  배지에 현탁시켜서 파종하고, 5% 

CO2, 37℃, 습도 100%에서 5일간 배양했다. 배양 5일후에 인산염 완충 생리식염수로 세정한 후, 에탄올/아

세톤(1:1) 용액으로 세포를 실온에서 1분간 고정하고, 파골세포형성을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측정키트
(Acid Phosphatase, Leucocyte, 카달로그 No.387-A, 시그마사)를 쓴 염색으로 검출했다. 주석산 존재하에
서의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양성세포의 감소를 OCIF 활성으로 했다. 또,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양성 
세포수의 감소율은 실시예 16-i)  에  기재한 방법에 따라 염색된 세포의 색소를 용해시켜서 산출했다. 
rOCIF(E)와 rOCIF(C)를 써서 시험한 결과를 표 6에, rOCIF(E)와 nOCIF를 써서 시험한 결과를 표 7에 각각 
나타낸다.

표 6. 스트로머 세포와 마우스 비장세포의 공배양계에서의 OCIF에 의한 파골세포형성 억제<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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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스트로머 세포와 마우스 비장세포의 공배양계에서의 OCIF에 의한 파골세포형성 억제<184>

nOCIF와 같이 rOCIF(E) 및 rOCIF(C)에 대해서도 6∼16ng/㎖ 이상의 농도에서 용량 의존적인 파골<186>
세포형성 억제 활성이 보였다.

ⅲ) PTH로 유도되는 파골세포형성의 억제<187>

PTH로  유도되는 파골세포형성의 시험은,  다카하시들의 방법(Endocrinology,  Vol.  122, p1373-<188>

1382, 1988)에 따라 했다. 곧, 96웰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2×10
-8
 MPTH 및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α

-MEM배지(기브코사)에서, 125ng/㎖에서 연속적으로 희석한 nOCIF 및 정제 rOCIF(E) 100㎕를 넣었다. 이 

웰에 생후 약 17일의 마우스 골수세포 3×10
5
개를 100㎕의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α-MEM 배지에 현

탁시켜서 파종하고, 5% CO2, 37℃, 습도 100%에서 5일간 배양했다. 배양 5일후에 인산염 완충 생리식염수

로 세정한 후 에탄올/아세톤(1:1) 용액으로 세포를 실온에서 1분간 고정하고, 파골세포형성을 산성 포스
파타아제 활성 측정키트(Acid Phosphatase, Leucocyte, 카달로그 No.387-A, 시그마사)를 쓴 염색으로 검
출했다. 주석산 존재하에서의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양성 세포의 감소를 OCIF 활성으로 했다. 또,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양성 세포수의 감소율은 실시예 16-i) 에 기재한 방법에 따라 염색된 세포의 색소를 
용해시켜서 산출했다. 결과를 표 8에 나타낸다.

표 8. 마우스 골수 세포계에서의 OCIF에 의한 파골세포형성 억제(PTH)<189>

nOCIF와 같이 rOCIF(E)에 대해서도 16ng/㎖ 이상의 농도에서 용량 의존적인 파골세포형성 억제 <191>
활성이 보였다.

iv) IL-11로 유도되는 파골세포형성의 억제<192>

IL-11로 유도되는 파골세포형성의 시험은, 다무라들의 방법(Proc. Natl. Acad. Sci. USA, Vol. <193>
90, p11924-11928, 1993)에 따라서 했다. 곧, 96웰 마이크로 플레이트에 20ng/㎖ IL-11 및 10% 소태아 혈
청을 포함하는 α-MEM 배지(기브코 BRL사)로 희석한 nOCIF 및 정제 rOCIF(E) 100㎕를 넣었다. 이 웰에 마

우스 신생아 두 개골 유래 전지방 세포주 MC3T3-G2/PA6 세포(RIKEN Cell Bank-RCB1127) 5×10
3
개와 생후 

약 8주간의 ddy 마우스 비장 세포 1×10
5
개를 100㎕의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α-MEM 배지에 현탁시

켜서 파종하고, 5% CO2, 37℃, 습도 100%에서 5일간 배양했다. 배양 5일후에 인산염 완충 생리식염수로 세

정한 후 에탄올/아세톤(1:1) 용액으로 세포를 실온에서 1분간 고정하고, 파골세포형성을 산성 포스파타아
제  활성  측정키트(Acid  Phosphatase,  Leucocyte,  카달로그  No.  387-A,  시그마사)를  쓴  염색으로 
검출했다. 주석산 존재하에서의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양성 세포수를 계측하여 그 감소를 OCIF 활성으
로 했다. 결과를 표9에 나타낸다.

표 9. IL-11로 유도되는 주석산 존재하에서의 산성 포스파타아제 활성 양성 세포수<194>

nOCIF 및 rOCIF(E) 모두 2ng/㎖ 이상의 농도에서 용량 의존적으로 IL-11로 유도되는 파골세포형<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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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억제하는 활성이 보였다.

이와같이 여러 가지 표적세포를 쓴 파골세포형성의 시험계에서, OCIF는 비타민 D3, PTH 및 IL-11<197>
등의 파골세포형성 유도인자에 의한 파골세포의 형성을 거의 같은 농도로 억제하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
서 OCIF는 이와같은 여러 가지의 골흡수 촉진물질로 유도되는 다른 타입의 골량 감소증의 치료에 효과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실시예 17<198>

모노머형 및 다이머형 OCIF 샘플의 조제<199>

rOCIF(E) 및 rOCIF(C) 각각 100㎍을 포함하는 샘플에 1/100 용량의 25% TFA(트리플로로초산)을 <200>
가한 후, 0.1% TFA를 포함하는 30% 아세트니트릴로 평형화한 역상컬럼(PROTEIN-RP, 2.0×250mm, 와이엠시 
사)에 걸고, 50분간에서 아세트 니트릴을 55%로 하는 직선구배, 유속 0.2㎖/분으로 용출을 하여 각 OCIF 
피크를 분취했다. 얻어진 피크 획분을 동결 건조하는 것으로 모노머형 OCIF 및 다이머형 OCIF를 얻었다.

실시예 18<201>

조환형 OCIF의 분자량 측정<202>

실시예 3-vi) 의 방법으로 역상컬럼을 써서 정제한 모노머형 및 다이머형 nOCIF와 실시예 17 기<203>
재의 방법으로 정제한 모노머형 및 다이머형 rOCIF 약 1㎍을 포함하는 샘플을 감압 농축했다. 이들의 샘
플에 대해 실시예 4의 방법으로 SDS처리, SDS-폴리아크릴아미드 전기영동 및 은염색을 했다. 비환원 조건
하 및 환원 조건하에서 전기영동한 결과를 도6 및 도7에 각각 나타낸다.

그 결과 비환원 조건하에서는 어느 모노머형 샘플에서도 60kD의 단백질 밴드가 검출되고, 또, 어<204>
느 다이머형 샘플에서도 120kD의 단백질 밴드가 검출되었다. 또, 환원 조건하에서는 어느 샘플에서도 약 
60kD의 단백질 밴드만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IMR-90세포 유래 nOCIF, 293/EBNA 세포유래 조환형 OCIF 및 
CHO세포 유래 조환형 OCIF의 각각의 모노머형과 다이머형의 분자량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나타났다.

실시예 19<205>

IMR-90 세포유래 천연형 OCIF와 조환형 OCIF의 N-결합형 당쇄의 제거와 분자량 측정<206>

실시예 3-vi)의 방법으로 역상컬럼을 써서 정제한 모노머형 및 다이머형 nOCIF와 실시예 17 기재<207>
의 방법으로 정제한 모노머형 및 다이머형 rOCIF의 각각을 약 5㎍ 포함하는 샘플을 감압 농축했다. 이들
의 샘플에 100mM 2-머캅토 에탄올을 가한 50mM 인산염 완충액, pH8.6, 9.5㎕를 가하여 용해시키고, 또한 
250U/㎖ N-글리카나아제용액(생화학공업사) 0.5㎕를 가하여 37℃에서 1일간 방치했다. 이들의 샘플에 2mM 
MEDTA, 5% SDS 및 0.02% 브로모페놀블루를 포함하는 20mM Tris-HCl, pH8.0, 10㎕을 가하여 100℃에서 5분
간 가열했다. 이들의 샘플의 1㎕을 실시예 4의 방법으로 SDS-폴리아크릴아미드 전기영동한 후 
은염색했다. 결과를 도8에 나타낸다.

그 결과, N-글리카나아제 처리에 의해 N-결합 당쇄를 제거한 OCIF 단백질의 환원 조건하에서의 <208>
분자량은,  어느  것이나  약  40kD인  것이  나타났다.  당쇄  제거의  처리를  하지  않은  IMR-90  세포  유래 
nOCIF, 293/EBNA 세포유래 rOCIF 및 CHO 세포 유래 rOCIF의 각각의 환원 조건하에서의 분자량은 어느 것
이나  약  60kD인  것에서  이들의  OCIF는  그  각  분자내에  N-결합  당쇄를  함유하는  당단백질인  것이 
밝혀졌다.

실시예 20<209>

OCIF 유연체(바리언트) cDNA의 클로닝 및 염기 배열의 결정<210>

실시예 10 및 11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순화한 몇 개의 양성 파지의 하나에서 pBKCMV(스트라타<211>
진사)에 OCIFcDNA가 삽입된 플라스미드 pBKOCIF를 갖는 형질 전환주를 얻었으나, 그때, 다른 몇개의 양성 
파지에서도 길이가 다른 인서트가 삽입된 플라스미드를 갖는 형질 전환주가 얻어졌다. 이들의 플라스미드
가 갖는 형질 전환주를 증식시켜 통상법에 의해 플라스미드를 정제했다. 이들 인서트 DNA의 염기 배열을 
탁 다이 데옥시 터미네이터 사이클 시퀀싱 키트(퍼킨엘머사)를 써서 결정했다. 사용한 프라이머는 T3, T7
프라이머(스트라진사) 및 OCIFcDNA의 염기 배열에 의거하여 설계된 합성 프라이머를 썼다. 오리지날 타입
의 OCIF 이외에, OCIF 바리언트는 전부해서 4종류(OCIF2, 3, 4, 5)존재했다. 결정된 OCIF2cDNA의 염기 배
열을 배열번호 8에 그 배열에서 추정되는 아미노산 배열을 배열번호 9에 나타낸다. 결정된 OCIF3cDNA의 
염기  배열을  배열번호  10에  그  배열에서  추정되는  아미노산  배열을  배열번호  11에  나타낸다.  결정된 
OCIF4cDNA의 염기배열을 배열번호 12에 그 배열에서 추정되는 아미노산 배열을 배열번호 13에 나타낸다. 
결정된 OCIF5cDNA의 염기 배열을 배열번호 14에 그 배열에서 추정되는 아미노산 배열을 배열번호 15에 나
타낸다. 이들의 OCIF바리언트의 구조의 특징을 도9∼12 및 아래의 기재로써 간단히 설명한다.

OCIF2<212>

OCIFcDNA의 염기 배열(배열번호 6)의 265번째의 구아닌에서 285번째의 구아닌까지의 21bp의 결실<213>
이 있고, 아미노산 배열에서는 OCIF의 아미노산 배열(배열표 배열번호 5)의 68번째의 글루타민산(Glu)에
서 74번째의 글루타민(Gln) 까지의 7아미노산 결실이 있다.

OCIF3<214>

OCIFcDNA의 염기배열(배열번호 6)의 9번째의 시티딘이 구아닌으로 변환하고 있어, 아미노산 배열<215>
에서는 OCIF의 아미노 배열(배열표 배열번호5)의-19번째의 아스파라긴(Asn)이 리딘(Lys)으로 변해 있다. 
단, 이것은 시그널 배열중의 아미노산 치환이며, 분비되는 OCIF3에는 영향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OCIFcDNA의 염기배열(배열번호 6)의 872번째의 구아닌에서 989번째의 구아닌까지의 117bp의 결실<216>
이 있고, 아미노산 배열에서는 OCIF의 아미노산 배열(배열표 배열번호 5)의 270번째의 스레오닌(Th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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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번째의 로이신(Leu) 까지의 39아미노산의 결실이 있다.

OCIF4<217>

OCIFcDNA의 염기배열(배열번호 6)의 9번째의 시티딘이 구아닌으로 변환해 있어, 아미노산 배열에<218>
서는 OCIF의 아미노산 배열(배열표 배열번호 5)의-19번째의 아스파라긴(Asn)이 리딘(Lys)으로 변해있다. 
또, 22번째의 구아닌이 티미딘으로 변환해 있어, 아미노산 배열에서는 OCIF의 아미노산 배열(배열표 배열
번호 5)의-14번째의 알라닌(Ala)이 세린(Ser)으로 변해있다. 단, 이들은 시그널 배열중의 아미노산 치환
이며, 분비되는 OCIF4에는 영향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OCIFcDNA의 염기배열(배열번호 6)의 400번째와 401번째의 사이에 약 4kb의 인트론2의 삽입이 있<219>
고, 오픈리링프레임이 그 안에 멈춘다. 아미노산 배열에서는 OCIF의 아미노산 배열(배열표 배열번호 5)의 
112번째의 알라닌(Ala)의 뒤에 21아미노산으로 되는 신규의 아미노산 배열이 부가돼 있다.

OCIF5<220>

OCIFcDNA의 염기배열(배열번호 6)의 9번째의 시티딘이 구아닌으로 변환해 있어, 아미노산 배열에<221>
서는 OCIF의 아미노산 배열(배열표 배열번호 5)의-19번째의 아스파라긴(Asn)이 리딘(Lys)으로 변해있다. 
단, 이것은 시그널배열 중의 아미노산 치환이며 분비되는 OCIF5에는 영향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OCIFcDNA의 염기배열(배열번호 6)의 400번째와 401번째의 사이에 약 1.8kb의 인트론2의 후반 부<222>
분의 삽입이 있고, 오픈리링프레임이 그 안에서 멈춘다. 아미노산 배열에서는 OCIF의 아미노산 배열(배열
표 배열번호 5)의 112번째의 알라닌(Ala)의 뒤에 12아미노산에서 되는 신규의 아미노산 배열이 부가돼 있
다.

실시예 21<223>

OCIF 유연체(바리언트)의 생산<224>

i) OCIF 바리언트 cDNA의 발현 플라스미드의 작제<225>

실시예  20에서  얻어진  OCIF  바리언트  cDNA  중,  OCIF2,  3의  cDNA가  각각  삽입된  플라스미드 <226>
pBKOCIF2, pBKOCIF3을 제한효소 XhoI 및 BamHI(다카라주조사)로 소화하여, OCIF2 및 3의 cDNA를 각각 잘
라내 아가로오스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 후, QIAEX 겔 익스트랙션키트(키아겐사)를 써서 정제했다. 이들의 
OCIF2 및 3의 cDNA를 미리 제한효소 XhoI 및 BamHI(다카라주조사)로 소화해둔 발현 플라스미드 pCEP4(인
비트로젠사)에, 라이게이션키트 Ver.2(다카라주조사)를 써서 삽입하고 대장균 DH5α(기브코 BRL사)의 형
질 전환을 했다.

또, 실시예 20에서 얻어진 OCIF 바리언트 cDNA중, OCIF4의 cDNA를 삽입된 플라스미드 pBKOCIF4를 <227>
제한효소 SpeI 및 XhoI(다카라주조사)로 소화하여, 아가로오스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 후, QIAEX 겔 익스
트랙션키트(키아겐사)를 써서 정제했다. 이 OCIF의 cDNA를 미리 제한효소 NheI 및 XhoI(다카라주조사)로 
소화해둔 발현 플라스미드 pCEP4(인비트로젠사)에 라이게이션키트 Ver.2(다카라주조사)를 써서 삽입하여 
대장균 DH5α(기브코 BRL사)의 형질 전환을 했다.

또, 실시예 20에서 얻어진 OCIF 바리언트 cDNA중, OCIF5의 cDNA가 삽입된 플라스미드 pBKOCIF5를 <228>
제한효소 Hind III(다카라주조사)으로 소화하여 OCIF5cDNA의 코딩 영역의 5' 영역을 잘라내고 아가로오스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 후, QIAEX 겔 익스트랙션키트(키아겐사)를 써서 정제했다. 실시예 13-i) 에서 얻어
진 OCIF 발현 플라스미드 pCEPOCIF를 제한효소 Hind III(다카라주조사)로 소화하여, OCIFcDNA의 코디 영
역의 5'영역을 없애고, pCEP 플라스미드와 OCIFcDNA의 3'영역을 포함한 DNA 단편 pCEPOCIF-3'를 아가로오
스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 후, QIAEX 겔 익스트랙션키트(키아겐사)를 써서 정제했다. 이 OCIF5cDNA의 Hind 
III  단편을  pCEPOCIF-3'에  라이게이션키트  Ver.2(다카라주조사)를  써서  삽입하여  대장균  DH5α(기브코 
BRL사)의 형질 전환을 했다.

얻어진 형질 전환주를 증식시켜, OCIF2, 3, 4, 5의 cDNA가 삽입된 발현 플라스미드 pCEPOCIF2, <229>
3, 4, 5를, 키아겐컬럼(키아겐사)를 써 정제했다. OCIF 바리언트 발현 플라스미드를 에탄올에 의해 침전
시킨 후, 무균증류수에 용해하여 아래의 조작에 썼다.

ii) OCIF 바리언트 cDNA의 트랜젠트한 발현 및 그 활성의 측정<230>

실시예 21-i) 에서 얻어진 OCIF 바리언트 발현 플라스미드 pCEPOCIF2, 3, 4, 5를 써서 실시예 <231>
13-ii) 에 기술한 방법으로 OCIF 바리언트를 트랜젠트하게 발현시켜 그들의 활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
들의 OCIF 바리언트에 약한 활성을 인정했다.

실시예 22<232>

OCIF 변이체의 작제<233>

i) OCIF 변이체 cDNA 서브클로닝용 플라스미드 벡터의 작제<234>

실시예 11 기재의 플라스미드 벡터 5㎍을 제한효소 BamHI 및 XhoI(다카라주 조사)로 절단했다. <235>
절단한 DNA를 조제용 아가로오스 겔 전기영동에 제공했다. OCIFcDNA 전장을 포함하는 약 11.6키로베이스
페어(kb)의 DNA 단편을 단리하고, QIAEX 겔 익스트랙션 키트(키아겐사)에 의해 정제하여, 20㎕의 멸균증

류수에 용해한 DNA 용액 1ℓ를 얻었다. 다음에 pBluescript IISK
+
(스트라타젠사) 3㎍을 제한효소 BamHI 및 

XhoI(다카라주조사)로 절단했다. 절단한 DNA를 조제용 아가로오스 겔 전기 영동에 제공했다. 약 3.0kb의 
DNA 단편을 단리하고, QIAEX 겔 익스트랙션 키트(키아겐사)에 의해 정제하고,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
한 DNA 용액 2를 얻었다. 1㎕의 DNA용액 2와 4㎕의 DNA용액 1ℓ을 혼합하고, 5㎕의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 I액(다카라주조사)을 첨가하여 혼합 후, 16℃에서 30분간 보온하여 라이게이션 반응을 했다. 또 아
래의 라이게이션 반응은 모두 16℃ 30분의 보온조건에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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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이게이션 반응액을 써서, 아래의 조건에서 대장균의 형질 전환을 했다. 또 이 이후 대장균<236>
의 형질 전환은 아래 조건에서 했다. 이 라이게이션 반응액 5㎕와 대장균 DH5α 콘피텐트세포(기브코 BRL
사) 100㎕를 15㎖용 멸균튜브(이와키유리사) 중에서 혼합하여 빙수중 30분 방치했다. 42℃ 45초 보온 후, 
250㎕의 L배지(1% 트립프톤, 0.5% 이스트 익스트랙트, 1% NaCl)를 첨가하여 교반하면서 37℃에서 배양했
다. 50㎕의 균액을 50㎍/㎖ 안피시린을 포함하는 2㎖의 L한천 배지상에 스프레트했다. 37℃에서 하룻밤 
배양하고 생육하여온 코로니 6종을 2㎖의 L안피실린 액체 배지에서 다시 하룻밤 배양하고, 각 주가 갖는 

플라스미드의 구조를 조사했다. pBluescript IISK
+
의 BamHI XhoI 절단 부위에 OCIFcDNA 전장을 포함하는 

약 1.6kb의 DNA 단편이 삽입된 구조를 갖는 플라스미드(이후 pSK
+
-OCIF라고 부른다)를 얻었다.

ii) Cys를 Ser에 치환한 변이체의 작제<237>

(1)변이의 도입<238>

배열표 배열번호 4에 기재한 아미노산 배열 중, 174, 181, 256, 298 및 379번의 Cys 잔기를 Ser <239>
잔기에 치환한 변이체를 작제했다. 174 Cys를 Ser로 치환한 변이체를 OCIF-C19S, 181Cys를 Ser로 치환한 
변이체를  OCIF-C20S,  256  Cys를  Ser로  치환한  변이체를  OCIF-C21S,  298Cys를  Ser로  치환한  변이체를 
OCIF-C22S, 379Cys를 Ser로 치환한 변이체를 OCIF-C23S2라고 각각 명명했다. 변이체 작제를 위해 우선 각 
Cys  잔기를  코드하는  염기  배열을  Ser  잔기를  코드하는  염기  배열에  치환했다.  변이  도입은  2단계의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에 의해 하였다. 이후, 2단계 PCR 반응이라고 부른다. 제 1단계는 2개의 
PCR반응에서 된다(PCR 1 및 PCR 2).

PCR1 반응액<240>

PCR2 반응액<242>

각 변이 도입시에는, 프라이머의 종류만을 바꾸고 다른 반응조성은 동일하게 했다. 각 반응에서 <244>
쓴 프라이머를 표 10에, 그 배열을 배열표 배열번호 20,  23,  27,  30∼40에 나타낸다. PCR1  반응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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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2 반응액을 각각 다른 미량 원심튜브에 넣어 혼합 후 아래의 조건에서 PCR을 했다. 97℃에서 3분 처리 
후, 95℃ 1분, 55℃ 1분, 72℃ 3분의 3단계의 반응을 25회 되풀이한 후 70℃ 5분 보온했다. 반응액의 일
부를 아가로오스 전기영동에 제공하고, 목적의 길이의 DNA 단편이 합성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제1단계 
PCR 반응 종료 후, 아미콘 마이크로콘(아미콘사)에 의해 반응액에서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멸균증류수에 
의해 최종 액량을 50㎕로 조제하여 얻어진 DNA 단편을 써서 다시 제2단계 PCR반응(PCR3)을 했다.

PCR3 반응액<245>

표 10<247>

상기의 용액을 미량 원심튜브에 넣고 혼합 후 PCR1, PCR2와 동일의 조건에서 PCR를 했다. 반응액<249>
의 일부를 아가로오스(1% 또는 1.5%) 전기영동에 제공하고, 목적의 길이의 DNA 단편이 합성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PCR에서 얻어진 DNA를 에탄올에 의해 침전시켜, 진공중에서 건조시켜 40㎕의 멸균증류수에 용
해했다. C19S변이 DNA 단편을 포함하는 용액을 용액 A, C20S변이 DNA 단편을 포함하는 용액을 용액 B, 
C21S변이 DNA 단편을 포함하는 용액을 용액 C, C22S변이 DNA 단편을 포함하는 용액을 용액 D, C23S변이 
DNA 단편을 포함하는 용액을 용액 E라고 명명했다.

용액 A 20㎕ 중의 DNA 단편을 제한효소 NdeI 및 Sph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했다. 조제용 전<250>
기영동에 의해 약 400bp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증류수에 용해했다.(DNA 용액 3) 다음에 2

㎍의 pSK
+
-OCIF를  제한효소 NdcI  및  Sph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하고,  조제용 전기영동에 의해 약 

4.2kb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4). 2㎕의 DNA용액 3과 3㎕
의 DNA용액 4를 혼합하고, 또한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 2 I액 5㎕를 첨가하여 라이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후의 라이게이션 용액 5㎕를 써서, 대장균 DH5α를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DNA구조의 해석에 의해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를 골라냈다. DNA구조는 제한효소 절
단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미
드 DNA를 pSK-OCIF-C19S라고 명명했다.

용액 B 20㎕ 중의 C20S변이 DNA 단편을 제한효소 NdeI 및 Sph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했다. <251>
조제용 전기영동에 의해 약 400bp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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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DNA용액 5와 3㎕의 DNA용액 4를 혼합하고, 또한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 I액 5㎕를 첨가하여 라이
케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후의 라이게이션용액 5㎕를 써서 대장균 DH5α를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
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DNA 구조의 해석에 의해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를 골라냈다. DNA 
구조는 제한효소 절단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
진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pSK-OCIF-C20S라고 명명했다.

용액 C 20㎕중의 DNA단편을 제한효소 NdeI 및 Sph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했다. 조제용 전기<252>
영동에 의해 약 400bp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6). 2㎕의 DNA용
액 6과 3㎕의 DNA용액 4를 혼합하고, 또한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 I액 5㎕를 첨가하여 라이게이션 반
응을 했다. 반응후의 라이게이션 용액 5㎕를 써서 대장균 DH5α를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DNA 구조의 해석에 의해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를 골라냈다. DNA 구조는 제
한효소 절단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pSK-OCIF-C21S로 명명했다.

용액 D 20㎕ 중의 DNA 단편을 제한효소 NdeI 및 BstP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했다. 조제용 <253>
전기영동에 의해 약 600bp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7). 다음에 2

㎍의 pSK
+
-OCIF를 제한효소 NdeI 및 Bstp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하고, 조제용 전기영동에 의해 약 

4.0kb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8).  2㎕의 DNA용액 7과 3㎕의 
DNA용액 8을 혼합하고, 다시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 2 I액 5㎕을 첨가하여 라이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
응 후의 라이게이션 용액 5㎕를 써서, 대장균 DH5α를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
포에서, DNA 구조의 해석에 의해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를 골라냈다. DNA 구조는, 제한효소 절
단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미
드 DNA를 pSK-OCIF-C22S라고 명명했다.

용액 E 20㎕중의 DNA 단편을 제한효소 BstPI 및 EcoRV(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했다. 조제용 <254>
전기영동에 의해 약 120bp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 (DNA용액 9). 다

음에 2㎍의 pSK
+
-OCIF를 제한효소 BstEII 및 EcoRV(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하고, 조제용 전기영동에 의

해 약 4.5kb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10). 2㎕의 DNA용액 9와 3
㎕의 DNA용액 10을 혼합하고, 다시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 I액 5㎕를 첨가하여 라이게이션 반응을 했
다. 반응후의 라이게이션 용액 5㎕를 써서 대장균 DH5α를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전
환 세포에서 DNA 구조의 해석에 의해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를 골라냈다. DNA 구조는 제한효소 
절단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
미드 DNA를 pSK-OCIF-C23S로 명명했다.

(2)변이체 발현 벡터의 구축<255>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pSK-OCIF-C19S,  pSK-OCIF-C20S,  pSK-OCIF-C21S,  pSK-OCIF-C22S, <256>
pSK-OCIF-C23S)를  제한효소  BamHI  및  XhoI(다카라주조사)로  절단하고,  OCIFcDNA  전장을  포함하는  약 
1.6kb의 DNA단편(목적의 변이도 포함한다)을 분리·정제하여, 멸균증류수 20㎕에 용해했다. 각각 C19SDNA
용액, C20SDNA용액, C21SDNA용액, C22SDNA용액, C23SDNA용액으로 명명했다. 다음에 발현벡터 pCEP4(인비
트로젠사) 5㎍을 제한효소 BamHI 및 XhoI(다카라주조사)로 절단하고, 약 10kb의 DNA를 분리·정제하여 멸
균증류수  40㎕에  용해했다(pCEP4DNA용액).  pCEP4DNA용액  1㎕와  각  6㎕의  C19SDNA용액,  C20SDNA용액, 
C21SDNA용액,  C22SDNA용액,  C23SDNA용액을 따로따로 혼합하고,  각  혼합액에 7㎕의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 I액을 첨가하여 라이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 종료 후 7㎕의 반응액을 써서 대장균 DH5α 콘피텐
트 세포액 100mℓ를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pCEP4의 XhoI, BamHI 부위
에 약 1.6kb의 각 DNA 단편이 삽입된 목적의 구조의 플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합계 5종을 골라내서, 각각 
pCEP4-OCIF-C19S, pCEP4-OCIF-C20S, pCEP4-OCIF-C21S, pCEP4-OCIF-C22S, pCEP4-OCIF-C23S로 명명했다.

ii) 도메인 결실 변이체의 작제<257>

(1)도메인 결실 변이의 도입<258>

배열번호  4에  기재한  아미노산중  2번의  Thr에서  42번의  Ala까지,  43번의  Pro에서  84번의 <259>
Cys까지, 85번의 Glu에서 122번의 Lys까지, 123번의 Arg에서 164번의 Cys까지, 177번의 Asp에서 251번의 
Gln까지, 253번의 Ile에서 326번의 His까지를 각각 결실시킨 변이체를 작제했다. 2번의 Thr에서 42번의 
Ala까지를  결실시킨  변이체를  OCIF-DCR1,  43번의  Pro에서  84번의  Cys까지를  결실시킨  변이체를 OCIF-
DCR2, 85번의 Glu에서 122번의 Lys까지를 결실시킨 변이체를 OCIF-DCR3, 123번의 Arg에서 164번의 Cys까
지를 결실시킨 변이체를 OCIF-DCR4, 177번의 Asp에서 251번의 Gln까지를 결실시킨 변이체를 OCIF-DDD1, 
253번의 Ile에서 326번의 His까지를 결실시킨 변이체를 OCIF-DDD2로 각각 명명했다. 도메인 결실 변이의 
도입도 실시예 22-ii) 에 기재한 2단계의 PCR법에 의해 했다. 각 변이 도입 반응시에 쓴 프라이머를 표 
11에 그 배열을 배열표 배열번호 19, 25, 40∼53 및 54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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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60>

PCR에서 얻어진 DNA를 에탄올에 의해 침전시켜 진공중에서 건조시켜 4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262>
다. DCR1변이 DNA 단편을 포함하는 용액을 용액 F, DCR2변이 DNA 단편을 포함하는 용액을 용액 G, DCR3변
이 DNA 단편을 포함하는 용액을 용액 H, DCR4변이 DNA 단편을 포함하는 용액을 용액I, DDD1변이 DNA 단편
을 포함하는 용액을 용액 J, DDD2변이 DNA 단편을 포함하는 용액을 용액 K로 명명했다.

용액 F 20㎕ 중의 DNA 단편을 제한효소 NdeI 및 Xho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했다. 조제용 전<263>
기영동에 의해 약 500bp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11). 다음

에 2㎍의 pSK
+
-OCIF를 제한효소 NdeI 및 Xho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하고, 조제용 전기영동에 의해 약 

4.0kb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12). 2㎕의 DNA용액 11과 3㎕
의 DNA용액 12를 혼합하고, 다시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 I액 5㎕를 첨가하여 라이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 후의 라이게이션 용액 5㎕를 써서 대장균 DH5α 를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DNA구조의  해석에  의해  OCIFcDNA에  목적의  변이가  도입된  플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를 
골라냈다. DNA 구조는 제한효소 절단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pSK-OCIF-DCR1이라 명명했다. 용액 G 20㎕ 중의 DNA 단편을 
제한효소 NdeI 및 Xho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했다. 조제용 전기영동에 의해 약 500bp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13). 2㎕의 DNA용액 13과 3㎕의 DNA용액 12를 혼
합하고, 다시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 I액을 5㎕ 첨가하여 라이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후의 라이게이
션 용액 5㎕를 써서 대장균 DH5α를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DNA 구조
의 해석에 의해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를 골라냈다. DNA 구조는 제한효소 절단에 의해 얻어지
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pSK-
OCIF-DCR2라 명명했다.

용액 H 20㎕ 중의 DNA 단편을 제한효소 NdeI 및 Xho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했다. 조제용 전<264>
기영동에 의해 약 500bp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14). 2㎕
의 DNA용액 14와 3㎕의 DNA용액 12를 혼합하고, 다시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 I액을 5㎕ 첨가하고, 라
이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 후의 라이게이션 용액 5㎕를 써서 대장균 DH5α를 형질 변환했다. 얻어진 안
피실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DNA구조의 해석에 의해 OCIFcDNA에 목적의 변이가 도입된 플라스미드 DNA
를 갖는 주를 골라 냈다. DNA 구조는 제한효소 절단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pSK-OCIF-DCR3라 명명했다.

용액I 20㎕ 중의 DNA단편을 제한효소 XhoI 및 Sph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했다. 조제용 전기<265>
영동에 의해 약 900bp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15). 다음에 

2㎍의 pSK
+
- OCIF를 제한효소 XhoI 및 Sph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하고, 조제용 전기영동에 의해 약 

3.6kb의 DNA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16). 2㎕의 DNA용액 15와 3㎕
의  DNA용액  16을  혼합하고,  다시  DNA  라이게이션  키트  Ver.2  I액  5㎕을  첨가하여  라이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후의 라이게이션 용액 5㎕를 써서, 대장균 DH5α을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
전환 세포에서 DNA구조의 해석에 의해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을 갖는 주를 골라냈다. DNA구조는 제한효소 
절단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
미드 DNA를 pSK-OCIF-DCR4라고 명명했다.

용액 J 20㎕ 중의 DNA 단편을 제한효소 BstPI 및 Nde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했다. 조제용 <266>
전기영동에 의해 약 400bp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17). 2㎕
의 DNA용액 17과 3㎕의 DNA용액 8을 혼합하고, 다시 DNA 라이게이션 키트 Ver.2 I액을 5㎕ 첨가하여 라이
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후의 라이게이션 용액 5㎕를 써서 대장균 HD5α을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
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DNA 구조의 해석에 의해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를 골라냈다. DNA 
구조는 제한효소 절단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
진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pSK-OCIF-DDD1으로 명명했다.

용액 K 20㎕ 중의 DNA 단편을 제한효소 BstPI 및 NdeI(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했다. 조제용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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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동에 의해 약 400bp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18). 2㎕
의 DNA용액 18과 3㎕의 DNA용액 8을 혼합하고, 다시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 I액을 5㎕ 첨가하여 라이
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후의 라이게이션 용액 5㎕를 써서 대장균 DH5α를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
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DNA 구조의 해석에 의해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를 골라냈다. 
DNA 구조는, 제한효소 절단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pSK-OCIF-DDD2로 명명했다.

(2)변이체 발현벡터의 구축<268>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pSK-OCIF-DCR1,  pSK-OCIF-DCR2,  pSK-OCIF  DCR3,  pSK-OCIF-DCR4, <269>
pSK-OCIF-DDD1, pSK-OCIF-DDD2)을 제한효소 BamHI 및 XhoI(다카라주조사)으로 절단하여 OCIFcDNA 전장을 
포함하는 약 1.4∼1.5kb의 DNA단편(목적의 변이도 포함한다)를 분리·정제하고, 멸균증류수 20㎕에 용해
했다. 각각을 DCR1DNA용액, DCR2DNA용액, DCR3DNA용액, DCR4DNA용액, DDD1DNA용액, DDD2DNA용액이라 명명
했다. 실시예 22-ii) 에 기재한 pCEP4DNA용액 1㎕와 각 6㎕의 DCR1DNA용액, DCR2DNA용액, DCR3DNA용액, 
DCR4DNA용액, DDD1DNA용액, DDD2DNA용액을 따로따로 혼합하고, 각 혼합액에 7㎕의 DNA 라이게이션 바퍼를 
첨가하여 라이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 종료후 7㎕의 반응액을 써서 대장균 DH5α를 형질 전환했다. 얻
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pCEP4 BamHI XhoI 부위에 각 1.4∼1.5kb 단편이 삽입된 구조의 플
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합계 6종을 골라냈다. 목적의 구조를 갖는 플라스미드를 각각 pCEP4-OCIF-DCR1, 
pCEP4-OCIF-DCR2, pCEP4-OCIF-DCR3, pCEP4-OCIF-DCR4, pCEP4-OCIF-DDD1, pCEP4-OCIF-DDD2로 명명했다.

ⅲ) C말단 도메인 결실 변이체의 작제<270>

(1)C말단 도메인 결실 변이의 도입<271>

배열번호  4에  기재한  아미노산중,  379번의  Cys와  380번의  Leu,  331번의  Ser에서  380번의 <272>
Leu까지, 252번의 Asp에서 380번의 Leu까지, 117번의 Asp에서 380번의 Leu까지, 123번의 Arg에서 380번의 
Leu까지, 86번의 Cys에서 380번의 Leu까지를, 각각 결실시킨 변이체를 작제했다. 379번의 Cys와 380번의 
Leu를 결실시킨 변이체를 OCIF-CL, 331번의 Ser에서 380번의 Leu까지를 결실시킨 변이체를 OCIF-CC, 252
번의 Asp에서 380번의 Leu까지를 결실시킨 변이체를 OCIF-CDD2, 177번의 Asp에서 380번의 Leu까지를 결실
시킨 변이체를 OCIF-CDD1,  123번의 Arg에서 380번의 Leu  까지를 결실시킨 변이체를 OCIF-CCR4,  86번의 
Cys에서 380번의 Leu까지를 결실시킨 변이체를 OCIF-CCR3로 각각 명명했다.

변이체 OCIF-CL의 작제용의 변이 도입은, 실시예 22-ii)에 기재한 2단계 PCR법에 의해 행하였다. <273>
변이 도입 반응시에 쓴 프라이머를 표 12에, 그 염기 배열을 배열표 배열번호 23, 40, 55 및 56에 나타낸
다. PCR에서 얻어진 DNA를 에탄올에 의해 침전시켜 진공중에서 건조시켜 4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
(용액 L).

용액 L 20㎕ 중의 DNA 단편을 제한효소 BstPI 및 EcoRV(다카라주조사)에 의해 절단했다. 조제용 <274>
전기영동에 의해 약 100bp의 DNA 단편을 분리·정제하여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DNA용액 19). 다
음에 2㎕의 DNA용액 9와 3㎕의 실시예 22-ii) 기재의 DNA용액 10을 혼합하고, 또한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 I액을 5㎕ 첨가하여 라이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후의 라이게이션 용액 5㎕를 써서 대장균 DH5α 
를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DNA구조의 해석에 의해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를 골라냈다. DNA 구조는 제한효소 절단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
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pSK-OCIF-CL로 명명했다. 변이체 OCIF-CC, 변
이체 OCIF-CDD2, 변이체 OCIF-CDD1, 변이체 OCIF-CCR4, 변이체 OCIF-CCR3 작제용의 변이 도입에는 일단계
의 PCR법을 썼다. 아래에 반응 조건을 나타낸다.

C 말단 도메인 결실 변이 도입용 PCR 반응액<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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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77>

각 변이 도입시에는 프라이머의 종류만을 바꾸고 다른 반응 조성은 동일로 했다. 각 반응에서의 <279>
변이 도입용 프라이머를 표 13에, 그 배열을 배열표 배열번호 57∼61에 나타낸다. PCR 반응액을 미량원심 
튜브에 넣고 혼합 후, 아래의 조건에서 PCR을 했다. 97℃에서 3분 처리 후, 95℃ 30초, 50℃ 30초, 70℃ 
3분의 3단계의 반응을 25회 되풀이 한 후 70℃ 5분 보온했다. 반응액의 일부를 아가로오스 전기영동에 제
공하고 목적의 길이의 DNA 단편이 합성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반응액에서 아미콘·마이크론에 의해 프라
이머를 제거하고, DNA를 에탄올에 의해 침전시켜 진공중에서 건조시켜 4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 각 
변이 DNA 단편을 포함하는 용액 20㎕중의 DNA단편을 제한효소 XhoI 및 BamHI에 의해 DNA를 절단했다. 효
소절단 종료후 DNA를 에탄올에 의해 침전시켜 진공중에서 건조시켜 2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 용액
을 각각 CCDNA용액, CDD2DNA용액, CDD1DNA용액, CCR4DNA용액, CCR3DNA용액으로 명명했다.

표 13<280>

(2) 변이체 발현 벡터의 구축<282>

pSK-OCIF-CL를  제한효소  BamHI  및  XhoI(다카라주조사)로  절단하고,  OCIFcDNA를  포함하는  약 <283>
1.5kb의 DNA단편(목적의 변이도 포함한다)을 분리·정제하여 멸균 증류수 2㎕에 용해했다(CLDNA용액). 실
시예 22-ii)에 기재한 pCEP4DNA용액 1㎕와 각 6㎕의 CLDNA용액, CCDNA용액, CDD2DNA용액, CDD1DNA용액, 
CCR4DNA용액, CCR3DNA 용액을 따로따로 혼합하고, 7㎕의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 I액을 첨가하여 라이
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 종료후 7㎕의 반응액을 써서 대장균 DH5α를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목적의 변이를 갖는 OCIFcDNA 단편이 pCEP4의 XhoI-BamHI 부위에 삽입된 구조의 
플라스미드 DNA를 갖는 주 합계 6종을 골라냈다. 목적의 구조를 갖는 플라스미드를 각각 pCEP4-OCIF-CL, 
pCEP4-OCIF-CC, pCEPP4-OCIF-CDD2, pCEP4-OCIF-CDD1, pCEP4-OCIF-CCR4, pCEP4-OCIF-CCR3로 명명했다.

iv) C말단 결실 변이체의 작제<284>

(1) C말단 결실 변이의 도입<285>

배열번호 4에 기재한 아미노산중 371번 Gln에서 380번 Leu까지를 결실시켜 Leu-Val의 2잔기를 부<286>
가한 이성체(OCIF-CBst), 298번 Cys에서 380번 Leu까지를 결실시켜 Ser-Leu-Asp의 잔기를 부가한 변이체
(OCIF-CSph), 167번 Asn에서 380번 Leu까지를 결실시킨 변이체(OCIF-CBsp), 62번 Cys에서 380번 Leu까지
를 결실시켜 Leu-Val의 2잔기를 부가한 변이체(OCIF-CPst)를 작제했다.

각 2㎍의 pSK
+
-OCIF을 제한효소 BstpI, SphI, PstI(다카라주조사) 및 BspEI(뉴인글랜드바이오라<287>

보사)로 절단하고 페놀처리, 에탄올 침전에 의해 DNA를 정제하여 10㎕의 멸균증류수에 용해했다. 각 2㎕
의 용액을 써서 DNA 블랜팅키트(다카라주조사)에 의해 각 DNA의 말단을 평활화했다(최종용량 5㎕). 이 반
응액에 안바코돈을 포함하는 XbaI  린커(5'-CTAGTCTAGACTAG-3')  1㎍(1㎕)와  6㎕의  DNA  라이게이션 키트 
Ver.2 I액을 첨가하여 라이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후의 라이게이션 용액 6㎕을 써서 대장균 DH5α을 형
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DNA 구조의 해석에 의해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
를 갖는 주를 골라 냈다. DNA 구조는 제한효소 절단에 의해 얻어지는 단편의 길이의 측정 및 염기 배열의 
결정에 의해 해석했다. 얻어진 목적의 플라스미드 DNA를 pSK-OCIF-CBst, pSK-OCIF-CSph, pSK-OCIF-CBsp, 
pSK-OCIF-CPst로 명명했다.

(2)변이체 발현 벡터의 구축<288>

얻어진 플라스미드 DNA(pSK-OCIF-CBst, pSK-OCIF-CSph, pSK-OCIF-CBsp, pSK-OCIF-CPst)를 제한효<289>
소 BamHI  및  XhoI(다카라주조사)로 절단하고,  OCIFcDNA  전장을 포함하는 약 1.5  킬로베이스페어(kb)의 
DNA단편(목적의  변이도  포함한다)를  분리·정제하여  멸균증류수  20㎕에  용해했다(각각  CBst  DNA용액, 
CSph DNA용액, CBsp DNA 용액, CPst DNA용액이라고 명명했다). 실시예 22-ii)에 기재한 pCEP4 DNA 용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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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각 6㎕의 CBstDNA용액, CSphDNA용액, CBspDNA용액, CPstDNA용액을 따로 따로 혼합하고, 각 혼합액에 
7㎕의 DNA 라이게이션키트 Ver.2 I액을 첨가하여 라이게이션 반응을 했다. 반응 종료후 7㎕의 반응액을 
써서  대장균  DH5α를  형질  전환했다.  얻어진  안피시린  내성  형질전환  세포에서  목적의  변이를  갖는 
OCIFcDNA 단편의 pCEP4의 XhoI BamHI 부위간에 삽입된 구조의 플리스미드 DNA를 갖는 주 합계 5종을 골라
냈다.  목적의  구조를  갖는  플라스미드를  각각,  pCEP4-OCIF-CBst,  pCEP4-OCIF-CSph,  pCEP4-OCIF-CBsp, 
pCEP4-OCIF-CPst로 명명했다.

v) 변이체 발현 벡터의 조제<290>

변이체 발현 벡터를 갖는 대장균(계 21종류)를 증식시켜 각종 변이체 발현 벡터를 키아겐컬럼(키<291>
아겐사)를 써서 정제했다. 각 발현 벡터는 에탄올에 의해 침전시킨후 멸균증류수에 용해하여 아래의 조작
에 썼다.

vi)변이체 cDNA의 트랜젠트한 발현 및 그 활성의 측정<292>

실시예 22-v)에서 정제한 각종 OCIF변이체 발현 플라스미드를 써서 실시예 13의  방법에 따라 <293>

OCIF 변이체를 발현시켰다. 아래에 변경한 점만을 기술한다. DNA 도입에는 24웰 플레이트를 썼다. 2×10
5

개의 293/EBNA 세포를 10% 소태아 혈청을 포함하는 IMD배지를 써서 각 웰에 심어넣었다. DNA도입 할 때 
쓴 변이체 발현 벡터와 리포펙타민의 양은 각각 1㎍ 및 4㎕이었다. OPTI-MEM배지(기브코 BRL사)로 희석하
여 최종 용량을 0.5㎖로 했다. 변이체 발현 벡터와 리포펙타민의 혼합액을 세포에 첨가하여, 24시간 37℃
에서 CO2 인큐베이터 중에서 배양한 후 혼합액을 제거하고, 0.5㎖의 Ex-cell 301배지(JSR사)를 가하고, 다

시 48시간 37℃에서 CO2 인큐베이터 중에서 배양했다. 배지를 회수하고 이것을 변이체 활성 측정용 샘플로 

했다. 얻어진 각 변이체의 염기 배열을 배열표 배열번호 83∼103에, 그 배열에서 추정되는 아미노산 배열
을 배열표 배열번호 62-82에 각각 나타낸다. OCIF의 활성 측정은 실시예 13에 따랐다. 또, 실시예 24에 
기재한 EIA법에 의해 OCIF의 항원량을 정량했다. 표 14에 미개변 OCIF와 비교한 항원량 당의 활성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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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294>

(표중, ++는 항원량 당의 활성이 미개변 OCIF의 활성의 50% 넘는다, +는 10%∼50%, ±는 10% 미<296>
만 또는 항원량이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 것을 각각 나타낸다.)

vi)웨스턴 블롯팅 해석<297>

활성 측정에 쓴 샘플의 10㎕를 웨스턴 블로트 해석에 제공했다. 샘플 10㎕에 10㎕의 SDS-PAGE용 <298>
샘플바퍼(0.5M Tris-HCl, 20% 글리세롤, 4% SDS, 20㎍/㎖ 브롬 페놀블루(pH6.8)를 가하고, 100℃에서 3분
간 끓여서 비환원 상태에서 10% SDS 폴리아크릴아미드 전기영동을 했다. 영동 종료후 세미 드라이 블로팅 

장치(바이오랏드사)에 의해 PVDF 멘브렌(ProBlott
?
, 퍼킨엘머사)에 단백질을 블로팅했다. 그 멘브렌을 블

록킹 후 실시예 24에 기재한 EIA용 서양 고추냉이 퍼옥시타아제 표지항(標識抗) OCIF 항체와 더불어 37℃
에서 2시간 보온했다. 세정후 ECL시스템(아마샴사)에 의해 항OCIF 항체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검출했다. 
OCIF에서는 약 120킬로달톤(kD) 및 64kD의 밴드가 검출됐다. 한편, OCIF-C23S, OCIF-CL, OCIF-CC에서는 
거의 60kD의 밴드만이 검출됐다. 또, OCIF-CDD2 및 OCIF-CDD1에서는 각각 약 40-50kD 및 30-40kD의 밴드
가 주요한 밴드로 검출됐다. 이상이 결과에서 OCIF에서는 배열표 배열번호 4의 아미노산 배열에서의 379
번째의 Cys 잔기가 2량체 형성에 관련하고 있는 것, 단량체에서도 활성을 보지하고 있는 것 및 177번 Asp
에서 380번 Leu까지의 잔기를 결실시켜도 활성을 보지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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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3<299>

사람 OCIF 게놈 DNA의 분리<300>

I)사람 게놈 DNA 라이브라리의 스크리닝<301>

사람 태반의 염색체 DNA와 λ FIXII 벡터를 써서 작제된 게놈·라이브라리를 스트라타젠사에서 <302>
구입하고, 이것을 OCIFcDNA를 프로브로서 스크리닝 했다. 스크리닝은 기본적으로는 게놈·라이브라리에 
첨부돼  있는  프로토콜에  따라  실시했으나  파지,  대장균,  DNA을  취급하는  일반적  방법은  Molerular 
Cloning : A Laboratory Manual에 따라 했다.

구입한 게놈 DNA 라이브라리의 타이터를 검정한 후, 1×10
6
 pfu의 파지를 대장균 XL1-BLue MRA에 <303>

감염시켜 20매의 플레이트(9×13cm)에 플레이트 당 9㎖의 톱·아가로오스와 같이 뿌렸다. 플레이트를 하
룻밤 37℃에서 인큐베이트 한후 Hybond-N 나이론막(아마샴사)을 아가플레이트상에 올려서 파지를 전사했
다.  파지의 전사한 나이론막을 1.5M  NaCl  0.5M  NaOH  용액으로 적신 여지상에 1분간 올리고,  그후 1M 
Tris-HCl(pH7.5)와 1.5M NaCl/0.5M Tris-HCl(pH7.5)로 각각 1분씩 처리하여 중화한후 최후에 2XSSC로 적
신 여지위에 옮겼다. 그후 나이론막에 스트라타링커(스트라타젠사)를 써서 1200마이크로 쥴의 UV를 조사
하는 것으로서 파지 DNA를 막에 고정했다. 다음에 이 나이론막을 래비트하이브리다이제이션·바퍼(아마샴

사)에  침지하여  프레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했다.  1시간의  프레하이브리다이제이션의  후, 
32
P  표지한 

OCIFcDNA를 가하고 65℃에서 하룻밤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했다. 이 cDNA 프로브는 실시예 11에서 얻어진 
1.6kb의 OCIFcDNA를 갖는 플라스미드 pBKOCIF를, 제한효소 BamHI 및 XhoI을 써서 절단하고, OCIFcDNA를 
아가로오스 겔 전기영동에 의해 단리한 후, 이 OCIFcDNA를 메가프라임 DNA라베링시스템(아마샴사)를 써서 
32
P에서 표지하는 것으로서 작제했다. 표지는 라베링시스템에 첨부된 프로토콜에 따라 했다. 하이브리다이

제이션에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바퍼 1㎖ 당 대략 5×10
5
cpm의 프로브를 사용했다. 하이브리다이제이션후 

나이론막을 실온에서 2XSSC로 5분간 세정하고 그후 65℃에서 0.5XSSC/0.1%SDS로 4회 각각 20분씩 세정했
다. 4회째의 세정후 나이론막을 건조시켜 후지필름사제 X선 필름, 수퍼 HR-H와 증감 스크린을 써서 -80℃
에서 오토라디오그래피를 했다. 오토라디오그램상에 6개의 시그널이 검출되었으므로 각각의 시그널에 상
당하는 아가 플레이트상의 위치에서 톱·아가로오스를 잘라내고 1%의 클로로포름을 첨가한 0.5㎖의 SM바
퍼에 각각 침지하여 하룻밤 방치하여 파지를 추출했다. 각각의 파지 주출액을 SM바퍼로 1000배로 희석하
여 그중에서 1㎕와 20㎕을 취하고 다시 상기 대장균에 감염시켜 톱·아가로오스와 함께 상기의 방법으로 
아가플레이트에 뿌렸다. 파지를 나이론막에 전사후 상기의 방법으로 프레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이브리다
이제이션, 세정, 건조, 오토라디오그래피를 했다. 이 파지 순화의 조작을 당초 오토라디오그래피에서 검
출된 6개의 시그널 전부에 대해서 하고, 아가플레이트상의 모든 파지프라그가 cDNA 프로브와 하이브리다
이즈 하기 까지 되풀이했다. 순화된 파지의 프라그를 잘라내고, 1% 클로로포름을 포함하는 SM바퍼 0.5㎖
에 침지하여 4℃에 보존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6종의 순화 파지를, 각각 λOIF3, λOIF8, λOIF9, λ
OIF11, λOIF12, λOIF17로 명명했다.

II)제한효소 소화 및 사잔블로트·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의한 OCIF 게놈 DNA클론의 분석<304>

순화된 6종의 파지의 DNA를 Molecular Cloning : A Laboratory Manual에 쓰여진 방법에 따라 플<305>
레이트 시스템법에 의해 정제했다. 이들의 DNA을 제한효소에 의해 소화하고, 얻어진 프래그먼트를 아가로
오스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했다. 또, 아가로오스·겔로 분리된 프래그먼트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이론막
에 전이시킨 다음, OCIFcDNA를 프로브로서 사잔블로트·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했다. 이들의 분석의 결과 
각각 순화된 6종의 파지는 다른 클론인 것이 판명됐다. 제한효소 소화에 의해 얻어진 DNA 프래그먼트 중 
OCIFcDNA와 하이브리다이즈하는 것에 대해서는 플라스미드 벡터에 서브클론 한 후 하기의 방법으로 염기 
배열의 분석을 했다.

III)게놈 DNA 클론에서 제한효소 소화에 의해 얻어진 DNA 프래그먼트의 플라스미드·벡터에의 서<306>
브클로닝과 염기 배열의 결정

λOIF8 DNA를 제한효소 EcoRI와 NotI에 의해 소화하여 생긴 프래그먼트를 0.7% 아가로오스겔에 <307>
공여하여 분리했다. 5.8kb의 FcoRI/NotI 프래그먼트를 QIAEX II Gel Extraction Kit(키아겐사)를 써서 첨
부된  프로토콜에  따라  겔에서  추출했다.  이  프래그먼트를  사전에  EcoRI와  NotI에  의해  절단해둔 

pBluescriptIISK
+
 벡터(스트라타진사)와 Ready-To-Go T4 Ligase(팔마시아사)를 써서 첨부의 프로토콜에 따

라  라이게이션  했다.  얻어진  리콤비넌트·플라스미드를,  콘피덴트  DH5α  대장균(아마시암사)에  도입한 
후, 50㎍/㎖의 안피시린을 함유하는 아가로오스 플레이트상에 뿌려서 플라스미드를 갖는 대장균을 선택했
다. 이상과 같이 하여 작제된 5.8kb EcoRI/NotI 프래그먼트를 갖는 리콤비넌트·플라스미드를, pBSG8-5.8
로 명명했다. 다음에 pBSG8-5.8을 제한효소 HindIII으로 소화하여 생기는 0.9kb의 DNA프래그먼트를 아가
로오스 겔로 분리하여 상기의 방법에 따라 추출한 후, HindIII로서 미리 절단해둔 pBluescriptII SK-(스
트라타진사)에 삽입하여, 상기의 방법에 따라 클로닝 했다. 이 0.9kb의 HindIII 프래그먼트를 갖는 리콤
비넌트·플라스미드를 pBS8H0.9로 명명했다. 한편, λOIF1의 DNA를 EcoRI를 써서 소화하여 생기는 6kb, 

3.6kb 및 2.6kb의 프래그먼트를 각각 단리한 후, 상기와 같은 방법에 따라 pBluescriptII SK
+
벡터에 삽입

하여 클로닝했다. 이와같이 작제한 6kb, 3.6kb 및 2.6kb의 EcoRI 프래그먼트를 갖는 리콤비넌트·플라스
미드를 각각 pBSG11-6, pBSG11-3.6, pBSG11-2.6으로 명명했다. 또한 pBSG11-6을 제한효소 HindIII에 의해 
소화하는 것으로서 생기는 2.2kb, 1.1kb, 1.05kb의 3종의 프래그먼트를 아가로오스 겔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하여,  각각  pBluescriptII  SK-의  HindIII  사이트에  삽입하여  클로닝  했다.  이들  2.2kb,  1.1kb, 
1.05kb의 HindIII  프래그먼트를 갖는 리콤비넌트·플라스미드를 각각 pBS6H2.2,  pBS6H1.1,  pBS6H1.05로 
명명했다. 게놈 DNA의 염기배열의 분석에는 ASI Dyedeoxy Terminator Cycle Sequencing Ready Reaction 
Kit(퍼킨엘머사)와  373  DNA  Sequencing  System(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즈사)를  사용했다.  Molecular 
Coloning  ;  A  Laboratory  Manual에  쓰여진  방법에  따라  pBSG8-5.8,  pBS8H0.9,  pBSG11-6,  pBSG11-3.6, 
pBSG11-2.6, pBS6H2.2, pBS6H1.1, pBS6H1.05를 조제하여 염기배열 결정용의 주형으로서 썼다. 사람 OCIF 
게놈 DNA의 염기 배열을 배열표 배열 번호 104 및 105에 나타낸다. 엑손 1과 엑손 2의 사이에 개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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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의 배열은 반드시 전부 결정돼 있지 않고, 배열표 배열번호 104 및 105에 나타낸 염기 배열의 사이에 
대략 17kb의 누클레오티드가 개재하는 것이 확인돼 있다.

실시예 24<308>

EIA에 의한 OCIF의 정량<309>

i)토끼 항 OCIF 항체의 조제<310>

웅성(수컷) 일본 백색토끼(체중 2.5∼3.0kg, 기타야마라베수사에서 입수) 3마리에 rOCIF 200㎍/<311>
㎖를 프로인트 완전 어듀밴드(DIFCO사)와 등량 혼합하여 에멀션으로 한 것을 1회 1㎖씩 피하 면역했다. 
면역은 1주 간격으로 합계 6회하여 최종 면역후 10일째에 전채혈을 했다. 분리한 혈청에서 항체를 아래와 
같이 정제했다. 곧 PBS로써 2배 희석한 혈청에 최종농도 40w/v%로 되도록 황산암모늄을 첨가하여 4℃ 1시
간 방치 후, 8000×g로 20분간 원심 분리를 하여 침전을 얻었다. 침전을 소량의 PBS에 용해하고, PBS에 
대하여 4℃에서 투석한 후 Protein G-Sepharose 컬럼(펠마시아사)에 부하했다. PBS로 세정 후, 0.1M 글리
신염산완충액(pH3.0)으로 협착한 면역글로브린 G를 용출하고, 바로 1.5M 트리스 염산 완충액(pH8.7)으로 
중성 pH로 했다. 용출 단백질 획분을 PBS에 대해서 투석 후. 280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그 농도를 

결정했다(E
1%
13.5). 서양 고추냉이 퍼옥시다아제 표지한 항OCIF 항체는 말레이미드 활성화 퍼옥시다제키트

(피아스사)를 써서 작제했다. 곧, 1mg의 정제 항체에 80㎍의 N-석신이미드-S-아세틸티오 초산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5mg의 히드록실아민을 첨가하여 탈아세틸화한 후 수식된 항체를 폴
리아크릴아미드탈염 컬럼으로 분획했다. 단백질 획분을 1mg의 말레이미드 활성화 퍼옥시다제와 혼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켜 효소표지 항체를 얻었다.

ii) 샌드위치 EIA에 의한 OCIF의 정량<312>

96웰의 마이크로타이터플레이트(MaxiSorp lmmunoplate, Nunc사)의 각 웰에, 10㎕의 토끼 항OCIF <313>
항체 [2㎍/㎖, 50mM 탄산완충액(pH9.6)] 을 첨가하여 4℃에서 하룻밤 정치하여 항체를 고상화했다. PBS로 
조제한 25% 블록에이스(유끼지루시유업사)를 300㎕씩 각 웰에 첨가하고 37℃에서 1시간 방치하여 블록킹 
한 후 검체(100㎕/웰)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0.05% Tween 20을 포함하는 PBS(PBST)로 3
회 세정한 후, 10000배 희석한 서양 고추냉이 퍼옥시다제 표지 항 OCIF 항체를 100㎕씩 첨가하고 실온에
서 2시간 인큐베이트했다. PBST로 3회 세정한 후, 100㎕의 효소기질용액(TMB, ScyTek사)을 가하여 실온에
서 발색시킨 후 반응을 정지했다. 450nm에서의 흡광도를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이뮤노리더 NJ2000, 닛뽄
인터멧드사)를 써서 측정하고, 정제한 다시짠 OCIF를 표준으로 한 검량선에서 검체의 OCIF 농도를 정량했
다. OCIF의 검량선을 도13에 나타낸다.

실시예 25<314>

항OCIF 모노클로날항체<315>

i)사람 OCIF항체 산생(産生) 하이브리도머의 조제<316>

사람 선유아 세포 IMR-90을 배양하고, 그 배양액에서 실시예 11 기재의 방법으로서 OCIF를 정제<317>
했다. 정제 OCIF를 10㎍/100㎕의 농도로 되도록 PBS에 용해하고, 이 용액을 2주간 간격으로 BALB/c 마우
스에 복강내 투여하여 면역했다. 첫번째 및 2회째의 면역에서는, 등량의 프로인드 완전 아듀밴드의 혼합
물을  투여했다.  최종의  면역에서  3일째에  비장을  적출하여  B임파구를  분리하고,  마우스  미에로머세포 
P3x63-AG8.653 과를 통상 쓰이고 있는 폴리에틸렌글리콜법에 의해 세포 융합시켰다. 이어서 융합세포를 
선택하기 위해 HAT 배지에서 배양하는 것으로서 하이브리도머 세포를 셀렉션했다. 다음에 셀렉션된 세포
가 OCIF 특이적 항체를 산생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 0.1M 중조용액에 용해한 OCIF용액(10㎍/㎖) 
100㎕를, 96혈(穴) 마이크로플레이트(Nunc사)에 가하여 작제한 소리드페이즈 ELISA를 써서 하이브리도머 
배양액중의 OCIF 특이적 항체의 측정을 했다. 항체 산생이 인정된 하이브리도머를 한계 희석법에 의해 클
로닝을 3-5회 되풀이 하고, 그때마다 상기 ELISA에 의한 항체 산생량을 체크했다. 얻어진 항체 생산주 중
에서 항체 산생량이 높은 클론을 선별했다.

ii)모노클로날 항체의 산생<318>

실시예 25- i)에서 얻은 항체 산생주를 각각 1×10
6
을 미리 프리스탄(알드리치케미컬사)을 접종<319>

해둔 BALB/c계 마우스의 복강내에 이식했다. 이식 2주간후 축적한 복수를 채취하여 본 발명의 모노클로날 
항체를 포함하는 복수를 얻었다. 이 복수에서 어피겔프로테인A세파로오스(바이오랫드사제)를 쓴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 항체를 얻었다. 곧, 복수를 등량의 바인딩 바퍼(바이오랫드사)로 희석하여 
프로테인 A 컬럼에 부하한 후 충분량의 동 바퍼로 세정했다. IgC의 용출은 에류션 바퍼(바이오랫드사)로 
했다. 얻어진 용출액을 물로서 투석한 후 동결 건조를 했다. 얻어진 정제항체를 SDS-PAGE에 의해 순도검
정을 했던바, 분자량 약 150,000의 위치에 균일한 밴드를 인정했다.

ⅲ)OCIF에 대하여 고친화성을 갖는 모노크로날 항체의 선택<320>

실시예 25-ii)에서 얻은 항체를 PBS에 용해하고, 로리법에 의해 단백질 정량을 했다. 이어서, 각 <321>
항체를 단백 농도가 일정하게 되도록 PBS에 용해하고 이 용액을 단계 희석법에 의해 희석 했다. 실시예 
25-ii)에 기재한 솔리드페이즈 ELISA를 써서, 높은 희석 단계까지 OCIF와 반응하는 모노크로날 항체를 선
별했다. 그 결과 A1G5, E3H8, 및 D2F4의 3종의 항체가 얻어졌다.

iv)항체의 서브클라스의 검정<322>

실시예 25-ⅲ)에서 선택한 본 발명의 항체의 클라스 및 서브클라스를 이뮤노글로브린클라스 및 <323>
서브클라스  분석  키트(아마샴사)를  써서  검정했다.  검정은  키트에  지시돼  있는  프로토콜에  따라 
실시했다. 결과를 표 15에 나타낸다. E3H8, A1G5 및 D2F4는 각각 IgG1, IgG2a 및 IgG2b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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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324>

v)  OCIF의 ELISA에 의한 측정방법<326>

실시예 25-iv)에서 얻은 A1G5, E3H8 및 D2H4의 3종의 모노크로날 항체를 각각 고상 항체와 표지 <327>
항체로 했다. 각각의 조합에 의해 샌드위치 ELISA를 구축했다. 항체의 표지는, 말레이미드활성화 퍼옥시
다제키트(피아스사)를 써서 했다. 각각의 항체를 10㎍/㎖의 농도로 되도록 0.1M 중조용액에 용해하고, 96
혈 이뮤노플레이트(Nunc사)의 각 웰당 100㎕씩을 각각 분주하고 실온에서 하룻밤 방치했다. 다음에 각각
의 플레이트를 1/2농도의 블록에이스(유끼지루시유업사)로 블록하고, 0.1% Tween 20을 포함하는 PBS(세정
바퍼)로 3회 세정했다. 각 농도의 OCIF를 제1차 반응 바퍼(1/2.5 농도의 블록에이스 및 0.1% Tween 20을 
포함하는 0.2M 트리스염산 완충액, pH7.4)로 조제했다. 조제한 각 농도의 OCIF 용액 100㎕씩 각 웰에 가
하고, 37℃에서 3시간 방치하고 이어서 세정바퍼로 3회 세정했다. 표지 항체의 희석에는 제2차 반응바퍼
(1/4 농도의 블록에이스 및 0.1%의 Tween 20을 포함하는 0.1M 트리스염산 완충액, pH7.4)을 썼다. 각 표
지 항체를 제2차 반응 바퍼로 400배로 희석하고 그 각각 100㎕씩 각 웰에 각각 첨가했다. 각각 플레이트
를 37℃에서 2시간 방치하고 이어서 3회 세정한 후, 기질 용액(0.4mg/㎖의 올드페닐렌디아민염산, 0.006% 
과산화수소를 포함하는 0.1M 구연산-인산바퍼, pH4.5) 100㎕를 각 웰에 첨가했다. 37℃에서 15분간 암실
에 방치한 후, 6N 황산 50㎕를 각 웰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효소 반응을 정지시켜, 이뮤노리더(NJ2000, 닛
뽄인터멧드사)를 써서 492nm의 흡광도를 측정했다. 3종의 항체를 각각 고상 항체 또는 표지 항체로한 어
느 조합에서도 양호한 측정결과가 얻어져 3종의 항체는 각각 OCIF가 다른 에피로프를 인식하는 것을 확인
했다. 대표예로서, A1G5를 고상 항체로 하고 E3H8를 표지 항체로 했을 때의 검량선을 도 14에 나타낸다.

vi)사람 혈청중의 OCIF의 측정<328>

건강한 보통사람 5명의 혈청중의 OCIF를 실시예 25-(v)의 도 14의 ELISA계로 측정했다. 곧, A1G5<329>
를 실시예 25-(v)와 같이 이뮤노플레이트에 고상화하고, 각 웰에 제1차 반응 바퍼를 50㎕ 가하고, 이어서 
각 사람 혈청 50㎖를 가하여 37℃에서 3시간 방치했다. 세정 바퍼로 3회 세정한 후, 제2차 반응 바퍼로 
400배로 희석한 E3H8의 표지 항체 100㎕을 각 웰에 가하고, 37℃에서 2시간 방치했다. 플레이트를 세정 
바퍼로 3회 세정후, 상기 기질용액 100㎕를 각 웰에 첨가하여 37℃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각 웰에 6N 
황산 50㎕씩 첨가하여 효소 반응을 정지시켜 이뮤노 리더로 492nm의 흡광도를 측정했다. 기지량의 OCIF를 
포함하는 제 1차 반응 바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작하여 도 14에 나타내는 것 같은 OCIF의 검량선을 
작성하여 혈청 시료의 흡광도에서 혈청중의 OCIF량을 구했다. 결과를 표 16에 나타낸다.

표 16<330>

실시예 26db<332>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 효과<333>

신경 절제에 의한 부동성의 골 위축 모델에 대한 OCIF의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Fischer계 숫래<334>
트를 써서 6주령(체중 약  120g)으로서 좌상완신경총(左上脘神經叢)을  절제하는 것에 의해 좌전지(左前
肢)의  부동화를  야기하여  골위축  모델을  작성했다.  OCIF는  0.01%  Tween  80을  포함하는  PBS(-)로 
조정하고, 익일부터 5㎍/kg 및 50㎍/kg의 용량으로 12시간 간격으로 1일 2회, 2주간 연일 정맥내 투여했
다. 정상군에는 위수술(僞 x)을 시행하고, 대조군에는 0.01% Tween 80을 포함 PBS(-)를 마찬가지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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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 투여 종료 후, 좌상완을 적출하여 골강도를 측정했다. 결과를 도 15에 나타낸다.

이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에서는 골강도의 저하가 관찰됐으나, OCIF 50㎍/kg 투여군에서 <335>
개선이 확인됐다.

산업상이용가능성

본 발명에 의해 신규의 파골세포형성 억제 활성을 갖는 단백질 및 그 효율적인 제조방법이 제공<336>
된다. 본 발명의 단백질은 파골세포형성 억제 활성을 갖고, 골다공증 등 각종의 골량 감소성 질환의 치료
제로서 또는 이들의 질환의 면역학적 진단을 위한 항원등으로서 이용할 수가 있다.

기탁된 미생물로의 언급<337>

기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338>

명칭 ;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 생명공학공업기술연구소<339>

주소 ; 일본국 이바라끼껭 쯔구바시 히가시이쵸메 1방 3고(우편번호 305)<340>

기탁기관에 기탁한 날<341>

헤이세이 7년 6월 21일(원기탁일)<342>

(헤이세이 7년 6월 21일에 기탁된 미공연균기 제P-14998호에서 이관,<343>

이관일, 헤이세이 7년 10월 25일)<344>

수탁번호 FERM BP-52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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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표<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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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배열표 배열번호4의 아미노산배열을 가지는 파골세포의 분화 및/또는 성숙억제활성이 있는 단백
질.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N말단 배열이 배열표, 배열번호 7의 아미노산 배열로 나타낸 단백질.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사람 선유아 세포가 산생하는 단백질

청구항 4 

사람 선유아 세포를 세포배양하고, 배양액을 이온교환컬럼, 어피니티컬럼 및 역상컬럼의 흡착 및 
용출을 하여 정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항의 단백질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청구항 4항에 있어서, 알루미나 세라믹 편을 담체로서 사용하여 세포 배양을 하는 단백질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배열표 배열번호 4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7 

배열표 배열번호 6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8 

배열표 배열번호 4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가 발현된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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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배열표 배열번호 4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과 80% 이상의 상동성(相同性)을 갖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가 발현되는 것으로 얻어지는 파골세포 분화 및 / 또는 성숙억제 활성이 있는 단백
질.

청구항 10 

배열표 배열번호 4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을 유전자로써서, 다음의 물리화
학적 성질을 갖고, 파골세포의 분화 및 / 또는 성숙억제 활성이 있는 단백질을 유전자 공학적으로 제조하
는 방법.

(a) 분자량(SDS-PAGE에 의함); 약 60kD(환원조건하), 약 60kD 및 약 120kD(비환원 조건하)

(b) 친화성: 양이온 교환체 및 헤파린에 친화성을 갖는다.

(c) 열안정성, 70℃, 10분간 또는 56℃, 30분간의 가열 처리에 의해 파골세포의 분화·성숙억제 
활성이 저하하여, 90℃, 10분간의 가열처리에 의해 파골세포의 분화·성숙억제 활성이 상실된다.

(d) 아미노산 배열; 내부 아미노산 배열로서 배열표 배열번호 1∼3의 아미노산 배열을 갖는다.

청구항 11 

청구항 8항에 있어서, 숙주(T主) 세포로서 포유동물 세포를 써서 단백질을 유전자 공학적으로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2 

청구항 11항에 있어서, 숙주세포가 293/EBNA세포 또는 CHO세포인 단백질을 유전 공학적으로 제조
하는 방법.

청구항 13 

배열표 배열번호 8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4 

배열표 배열번호 8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을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15 

배열표 배열번호 9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16 

배열표 배열번호 10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7 

배열표 배열번호 10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18 

배열표 배열번호 11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19 

배열표 배열번호 12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20 

배열표 배열번호 12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21 

배열표 배열번호 13으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22 

배열로 배열번호 14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23 

배열표 배열번호 14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을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24 

배열표 배열번호 15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25 

배열표 배열번호 83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145-129

1019970705767



청구항 26 

배열표 배열번호 83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을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27 

배열표 배열번호 62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28 

배열표 배열번호 84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29 

배열표 배열번호 84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30 

배열표 배열번호 63으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31 

배열표 배열번호 85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32 

배열표 배열번호 85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33 

배열표 배열번호 64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34 

배열표 배열번호 86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35 

배열표 배열번호 86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36 

배열표 배열번호 65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37 

배열표 배열번호 87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38 

배열표 배열번호 87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39 

배열표 배열번호 66으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40 

배열표 배열번호 88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41 

배열표 배열번호 88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을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42 

배열표 배열번호 67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43 

배열표 배열번호 89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44 

배열표 배열번호 89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을 발현하는 것으로 얻이지는 단백질.

청구항 45 

배열표 배열번호 68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46 

배열표 배열번호 90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145-130

1019970705767



청구항 47 

배열표 배열번호 90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을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48 

배열표 배열번호 69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49 

배열표 배열번호 91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50 

배열표 배열번호 91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을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51 

배열표 배열번호 70으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52 

배열표 배열번호 92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53 

배열표 배열번호 92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을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54 

배열표 배열번호 71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55 

배열표 배열번호 93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56 

배열표 배열번호 93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을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57 

배열표 배열번호 72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58 

배열표 배열번호 94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59 

배열표 배열번호 94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60 

배열표 배열번호 73으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 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61 

배열표 배열번호 95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62 

배열표 배열번호 95의 염기 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을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63 

배열표 배열번호74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64 

배열표 배열번호96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65 

배열표 배열번호96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66 

배열표 배열번호75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67 

배열표 배열번호97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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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8 

배열표 배열번호97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69 

배열표 배열번호76으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70 

배열표 배열번호98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71 

배열표 배열번호98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72 

배열표 배열번호77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73 

배열표 배열번호99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74 

배열표 배열번호99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75 

배열표 배열번호78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76 

배열표 배열번호100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77 

배열표 배열번호100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78 

배열표 배열번호79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79 

배열표 배열번호101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80 

배열표 배열번호101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81 

배열표 배열번호80으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82 

배열표 배열번호102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83 

배열표 배열번호102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84 

배열표 배열번호81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85 

배열표 배열번호103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86 

배열표 배열번호103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를 발현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단백질.

청구항 87 

배열표 배열번호82로 나타내지는 아미노산배열을 코드하는 cDNA.

청구항 88 

배열표 배열번호4의 아미노산배열을 코드하는 게놈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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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9 

청구항 88항에 있어서, 배열표 배열번호104 및 105의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게놈 DNA.

청구항 90 

사람 파골세포형성 억제인자에 대하여 특이적 친화성을 나타내는 항체.

청구항 91 

청구항 90항에 있어서, 항체가 폴리클로날 항체인 항체.

청구항 92 

청구항 90항에 있어서, 항체가 모노클로날 항체인 항체.

청구항 93 

청구항  93항에  있어서,  분자량  약150,000,  서브클래스 IgG1 , IgG 2a  또는 IgG2b 인  모노클로날 

항체.

청구항 94 

청구항 90항∼93항기재의 항체를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람 파골세포형성 억제인자의 측
정방법.

청구항 95 

배열번호9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73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96 

배열번호8의 염기번호 제64번∼1185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97 

배열번호11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 ∼제341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98 

배열번호10의 염기번호 제64번∼1089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99 

배열번호13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133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00 

배열번호12의 염기번호 제64번∼465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01 

배열번호15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124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02 

배열번호14의 염기번호 제64번∼438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03 

배열번호62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80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04 

배열번호83의 염기번호 제64번∼1206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05 

배열번호63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80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06 

배열번호84의 염기번호 제64번∼1206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07 

배열번호64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80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08 

배열번호85의 염기번호 제64번∼1206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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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번호65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80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10 

배열번호86의 염기번호 제64번∼1206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11 

배열번호66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80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12 

배열번호87의 염기번호 제64번∼1206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13 

배열번호67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39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14 

배열번호88의 염기번호 제64번∼1083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15 

배열번호68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38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16 

배열번호89의 염기번호 제64번∼1080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17 

배열번호69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42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18 

배열번호90의 염기번호 제64번∼1092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19 

배열번호70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38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20 

배열번호91의 염기번호 제64번∼1080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21 

배열번호71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05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22 

배열번호92의 염기번호 제64번∼981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23 

배열번호72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06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24 

배열번호93의 염기번호 제64번∼984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25 

배열번호73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78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26 

배열번호94의 염기번호 제64번∼1200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27 

배열번호74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30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28 

배열번호95의 염기번호 제64번∼1056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29 

배열번호75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251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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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번호96의 염기번호 제64번∼819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31 

배열번호76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176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32 

배열번호97의 염기번호 제64번∼594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33 

배열번호77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122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34 

배열번호98의 염기번호 제64번∼432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35 

배열번호78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85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36 

배열번호99의 염기번호 제64번∼321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37 

배열번호79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72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38 

배열번호100의 염기번호 제64번∼1182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39 

배열번호80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300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40 

배열번호101의 염기번호 제64번∼966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41 

배열번호81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166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42 

배열번호102의 염기번호 제64번∼564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43 

배열번호82의 아미노산번호 제1번∼제63번으로 이루어진 아미노산배열로 나타내지는 단백질.

청구항 144 

배열번호103의 염기번호 제64번∼255번으로 이루어진 염기배열로 나타내지는 cDNA.

청구항 145 

배열번호4에 있어서, 1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치환 또는 결실된 아미노산배열로 이루어진 파골세
포 억제인자 변이체.

청구항 146 

천연 OCIF, 그의 유연체, 유전자조환에 의해 얻어지는 OCIF 또는 그의 변이체를 함유하는 골다공
증의 예방 또는 치료제.

청구항 147 

천연 OCIF, 그의 유연체, 유전자조환에 의해 얻어지는 OCIF 또는 그의 변이체를 함유하는 골량감
소증의 예방 또는 치료제.

청구항 148 

천연 OCIF, 그의 유연체, 유전자조환에 의해 얻어지는 OCIF 또는 그의 변이체를 함유하는 골대사
이상증의 예방 또는 치료제.

요약

파골세포의 분화 및 / 또는 성숙억제 활성이 있는 단백질 및 그 제조법. 이 단백질은 사람 태아 
폐선 유아 세포에서 산생되는 환원조건하 약 60kD, 미환원조건하 약 120kD의 분자량을 갖는다. 이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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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세포의 배양액에서 단리 정제할 수가 있다. 또, 유전자 공학적으로 제조할 수가 있다.

본 발명에서는 유전자 공학적으로 제조하기 위한 cDNA또는 이 단백질과 특이적 친화성을 나타내
는 항체, 이 항체를 쓰는 단백질의 측정 방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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