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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파구항원CD2및종양항원을인식하는이특이적트리거분자

요약

본 발명은 임파구 CD2 항원 및 기타 변이 종양 항원을 인식하는 매우 효과적인 신규한 이특이적(bispecific) 항체 단
편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본 발명은 AICD2.M1 및 AICD2.M2 로 명명된 2 개의 신규한 단일클론 항체에 관한 것이다. 
최소한 하나가 이특이적 항체 단편인 이들 항체의 결합물은 종양 치료 및 진단 분야에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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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이특이적(bispecific) 항체(BAb) 의 합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제 2 도는 BAb 및 항체 단편의 SDS-PAGE 를 나타낸다.

제 3 도는 하이드록실아파타이트상에서의 BAb＜425, AICD2.M1.＞F(ab')2 의 크로마토그래피 프로필을 나타낸다.

제 4 도는 표피 성장 인자-수용체(EGF-R) 에 대한 BAb/MAb 의 경쟁적 결합을 나타낸다.

제 5 도는 인간 말초혈액 임파구(PBL) 의 증식을 도시한다.

제 6 A 도는 BAb 유도된 종양 용해(이펙터(effector) 세포로서 동종 TIL)를 나타낸다.

제 6 B 도는 BAb 유도된 종양 용해(이펙터 세포로서 자가유래 TIL)를 나타낸다.

제 7 A 도 및 제 7 B 도는 각각 BAb 매개되지 않은 T 세포 표적화 및 종양 세포 용해와 BAb 매개된 T 세포 표적화 및 
종양 세포 용해를 나타내는 현미경 사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임파구 CD2 항원 및 기타 변이 종양 항원을 인식하는 신규한 이특이적 항체 단편에 관한 것이다. 바람직하게
는 표피 성장 인자-수용체(EGF-R)의 항원성 결정기는 종양 항원으로서 사용된다. 더욱이, 본 발명은 AICD2.M1 및 
AICD2.M2 로 명명된 2 개의 신규한 단일클론 항체 및 이들이 종양 용해에 미치는 복합적 양성 효과(이들중의 적어도 
하나는 이특이적 항체 단편이다)에 관한 것이다. 항체 및 항체 단편은 종양의 치료 및 진단에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
다.

    
T 임파구는 종양 세포가 제거되어야 할 경우 면역 시스템의 가장 효율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암 환자는 종양 
세포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상당수의 세포독성 T 임파구(CTL)를 가지지 않는다[Knuth 등, 1984, Proc. Natl. Aca
d. Sci. (USA), 81, 3511]. CTL 의 완전한 용해 효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들 세포는 모두 종양 세포(CTL 은 
종양 세포에 대해 자연적 특이성을 갖지 않는다)로 지향되어야 한다. T 세포는 그의 표면상에서 단일클론 항체가 특정 
막 항원에 결합함으로써 증식, 사이토킨 분비 및 세포용해에 대해 활성화될 수 있다. 하나의 결합 아암(arm)으로 종양
-관련 항원을 인식하고 다른 하나의 아암으로 T 세포 표지를 인식하는 이특이적 항체(BAb)는 일특이적 CTL과 악성 
세포를 가교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Staerz 등, 1985, Nature, 314, 628]. 이들 인공 항체에 의한 T 세포의 활성
화는 T 세포 수용체(TCR)/CD3 복합체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복합체에서 TCR 은 항원 인식을 담당하고 CD
3 에피토프는 TCR-항성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신호의 변환을 담당한다[H. Nelson, Cancer Cells, 19931년 5월, 
163의 리뷰(review) 문헌 및 본 명세서에서 언급한 참고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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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펙터 세포의 활성화는 CD2 항원, T 임파구상에 존재하는 당단백질 및 자연 킬러(NK; natural killer)세포를 
통하여 일어날수 있다[Hunig 등, 1987, Nature, 326, 298]. CD2 는 표적 세포에서 이펙터 세포와 자연적 리간드 L
FA3(CD58) 의 상호작용을 뒷받침한다. CD2 상에서 3 개의 기능적으로 중요한 에피토프(T11.1, T11.2 및 T11.3)
가 밝혀졌다. 항체 결합에 대해 조절되어 온 CD3 항원과는 대조적으로, 항체로 CD2 를 표적한 후의 CD2의 조절화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활성화를 위한 항-CD2 항체를 이용한 초기 연구 결과는 CD2 항원을 통하여 2 단계 활성화가 실
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활성화에 사용되는 상승적 작용을 하는 항-CD2 특이성은 항 T11.2 + 항 T11.1 또는 T
11.2 + 항 T11.3 과 같은 항체를 특징으로 한다. T11.3 은 항T11.2에 의해 활성화된후 이용가능하게 되는 숨겨진 에
피토프이다. 사용된 항체의 대부분은 결합시 자연적 CD2 리간드 LFA-3 와 경쟁한다[Bolhius 등, 1991, Cancer Im
munol. Immunther., 34, 1 및 본 명세서에서 언급된 참고 문헌 참조].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CD2/LFA3 를 통한 세포의 정상적인 교차 연락(cross-talk)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2-단계 활성화 후 세포독성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쌍의 상승적 작용의 항-CD2 항체, 및 항-종양 항체로부터 유도된 
신규한 이특이적 항체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신규한 이특이적 항체는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성질을 가진다: 종양 세포에 대한 강한 반응성, T 세포 
및 NK 세포에 대한 강한 반응성, LFA3 에 대한 비-경쟁성, LFA3 와의 비-상승작용성, 수용체 조절작용의 부재, 높
은 NK 세포 및 T 세포 특이성, 2-단계 활성화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효율성(즉 하나의 BAb 만으로는 T 세포 활성화 
및 종양 세포 용해 각각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함).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BAb＜X, AICD2.M1＞Y 또는 BAb＜X, AICD2.M2＞Y 로 표시되는, 종양 세포의 에피토
프에 대한 제 1 결합 부위 및 CD2 항원의 에피토프에 대한 제 2 결합 부위를 포함하는, 종양 세포 용해에 유용한 이특
이적 분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상기 표식에서, BAb 는 이특이적 항체를 의미하고, X 는 종양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 결
정기이고, AICD2.M1 및 AICD2.M2 는 CD2 항원을 인식하는 단일클론 항체이고, Y 는 전체 항체의 일부이다.

AICD2.M1 및 AICD2.M2 는 유전공학적으로 처리된 CD2 항원으로 마우스를 면역화시키고 적당한 마우스 하이브리도
마 세포로부터 항체를 단리 및 정제하여 얻어지는(자세한 사항은 실시예 참조), T 세포 및 NK 세포의 CD2 항원에 매
우 특이적인 신규한 단일클론 항체이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세포주 1 H 10 (국제 기탁 번호 DSM ACC 2118)으로부터 단리하여 얻어질 수 있는, CD
2 항원을 인식하는 AICD2.M1로 명명된 단일클론 항체이다.

또한 본 발명의 목적은 세포주 7 D 3(국제 기탁 번호 DSM ACC 2119)으로부터 단리하여 얻어질 수 있는, CD2 항원
을 인식하는 AICD2.M2로 명명된 단일클론 항체이다.

이들 항체를 생산하는 신규 세포주는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라 국제 기탁 기관인 DSM(Deutsche Sammlung fur Mik
roorganismen; 독일연방공화국 브라운슈바이그 소재)에 1993년 2월 23일자로 기탁되었다.

또한 본 발명은 유전적으로 변화된 또는 유전공학적으로 처리된, 바람직하게는 인간화된 키메라 형태를 포함하는, AIC
D2.M1 및 AICD2.M2 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변이 또는 돌연변이체인 단일클론 항체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이특이적 분자는 AICD2.M1 또는 AICD2.M2의 결합 아암 및 종양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의 결합 아암
을 포함한다. 항-종양 항원의 선택은 T 세포 활성화 및 종양 세포 용해와 관련한 이특이적 항체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상기 제 2 결합 아암은 단일클론 항-종양 항체 MAb 425, MAb 
361 또는 MAb 15 의 결합 아암으로 표시된다: 이에 의해 본 발명에 따라서, 변형된, 바람직하게는 인간화되거나 또는 
키메라 형태이고 유전공학적으로 처리된 최소 단편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 정의한 바와 같고 하기 특허 청구 범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이특이적 항체 단편(X 
는 단일클론 항체 MAb 425, MAb 361 또는 MAb 15 로부터 유도된 항체 결정기이다)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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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b 425 는 공지된 인간 A431 암종 세포주(ATCC CRL 1555)에 대해 형성된 뮤린 단일클론 항체로서, 인간 EGF-
R 의 외부 도메인의 폴리펩티드 에피토프에 결합하여 EGF 의 결합을 억제한다. MAb 425(ATCC HB 9629) 는 시험
관내에서 종양 세포독성을 매개하고 시험관내에서 결장암종-유래 세포주 및 유표피종의 종양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
으로 발견되었다[Rodeck 등, 1987, Cancer Res., 47, 3692]. MAb 425 의 인간화된 키메라 형태는 국제 특허출원 
공개 제 WO 92/15683 호에 개시되어 있다.
    

MAb 361 은 강글리오사이드 GD2 항원 및 GD3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IgG2a 뮤린 단일클론 항체(ATCC HB 
9325)이다. 이들 강글리오사이드는 흑색종 종양에 매우 풍부하다(유럽특허 출원 제 0 280 209 호 및 미국 특허출원 
제 016902 호) MAb 361은 GD2 항원을 발현하는 종양 세포에 대해 시험관내에서 상당한 수준의 세포 독성을 나타낸
다[Thurin 등, 1987, Cancer Res., 47, 1229].

MAb 15 는 인간 소세포(small cell) 폐암 세포 TKB-2 로 면역시켜 형성된 IgG1 뮤린 단일클론 항체이다[Endo 등, 
1986, Cancer Res., 46, 6369]. 이 항체는 초기 분화 항원을 인식한다.

본 발명에 따른 이특이적 항체는, 예컨대 F(ab')2 분자 또는 미니항체(Fv 분자)와 같은 전체 항체의 단편이고, 바람직
하게는 F(ab')2 분자이다. 전체 항체와는 대조적으로 F(ab')2 및 미니항체와 같은 단편은 충실성 종양의 종괴(tumor 
mass)내로 더욱 용이하게 투과하며 종양내에서 세포 용해력 및 세포독성을 나타낸다. 더욱이 뮤린으로부터 유도된 F
(ab')2 분자 및 미니항체는 일반적으로 감소된 인간 항-마우스 항체 반응(HAMA)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이특이적 항체 단편(Y 는 F(ab')2 분자이다)을 제공하는 것이
다. 특히 바람직하게는 하기 군으로부터 선택된다:

완전한 항체 또는 단편에 기초한 이특이적 항체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은 문헌에 기술되어 있다[Brissinck 등, 1992, 
Drugs of the Fufure, 17(11), 1003 의 관련 부분 참조]. 이특이적 항체 단편을 제조하는 한 방법은 전체 항체를 단
백질 분해하여 (일특이적) F(ab')2 분자로 전환시킨 후, 분해 단편을 Fab' 분자로 절단하고, 다른 특이성을 가지는 F
ab' 분자와 재조합시켜 이특이적 F(ab')2 분자를 제조하는 것이다[예컨대 유럽 특허출원 제 0 179 872 B1 호 참조].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각각 2 개의 동일한 L(경쇄)-H(중쇄) 절반 분자를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이황화 결합에 의
해 연결된 2 개의 다른 단일클론 항체를 2개의 F(ab')2 분자로 효소적 방법에 의해 전환시키는 단계, 환원 조건하에서 
각 F(ab')2 분자를 Fab' 티올로 절단시키는 단계, 이러한 각 항체의 Fab' 분자중의 하나를 티올 활성화제로 유도체화
하는 단계, 및 종양 특이성을 가지는 활성화된 Fab' 분자를 임파구 특이성을 가지는 비-활성화된 Fab' 분자와 결합시
키거나 또는 그 역으로 결합시켜 원하는 이특이적 항체 F(ab')2 단편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고, 이때 단일클론 항체 A
ICD2.M1 및 AICD2.M2 를 임파구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로서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종양 세포의 에피토프에 대한 
제 1 결합 부위 및 CD2 항원의 에피토프에 대한 제 2 결합 부위를 포함하는, 종양 세포 용해에 유용한 이특이적 항체 
F(ab')2 단편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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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를 그의 F(ab')2 분자로 전환시키는데 적합한 효소로는 펩신 및 파파인이 사용될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트립신 
또는 브로멜린이 적당하다. 그러나 펩신이 본 발명의 방법에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이황화 결합을 자유 SH-그룹(Fab' 
분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디티오트레이톨(DTT), 메르캅토에탄올 및 메르캅토에틸아민과 같은 환원성 화합물에 의
해 이루어 질 수 있다. 티올 절반-분자의 재조합을 방지하는 본 발명에 따른 티올 활성화제는 5,5'-디티오비스(2-니
트로벤조산)(DTNB), 2,2'-디피리딘 디설파이드, 4,4'-디피리딘 디설파이드, 또는 테트라티오네이트/아황산 나트륨
이다(Raso 등, 1982, Cancer Res., 42, 457 및 본 명세서에 인용된 참고문헌 참조).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는 DTN
B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티올-활성화제에 의한 처리는 두 Fab' 단편중의 하나만으로 실시한다. 원칙적으로는 두 Fab' 분자중의 어느 것이 활성
화된 Fab' 단편(예컨대 Fab'-TNB)으로 전환되는 가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더욱 불안정한 Fab' 
단편이 티올-활성화제에 의해 변성된다. 본 발명의 경우 항-종양 특이성을 가지는 단편이 약간 더 불안정하므로 본 방
법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성화된 Fab' 유도체를 제 2 Fab' 분자의 자유 힌지(hinge)-SH 그룹과 접합시켜 
2가 F(ab')2 항체를 형성하는 것은 0 내지 30℃ 의 온도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정제된 F(ab')2 항체의 수율
은 20 내지 40%(전체 항체로부터 출발하여)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또한 본 발명은 이특이적 미니항체를 포함한다. 미니항체는 2 개의 단일-쇄 Fv 단편(scFv 단편은 
일반적으로 VH -링커(linker)-V L 또는 VL -링커-VH 로서 유전공학적으로 연결된다)을 포함하는 항체 단편이다(이들 
두 단편은 자가응집에 의하여 연결되거나 또는 이들 각각이 힌지 영역(임의적)의 C-말단에서 융합되어 유연성 및/또는 
양친매성 나선을 제공하여 이량화를 달성한다). 나선은 4-나선-번들(bundle) 형태 또는 류신 지퍼(leucine zipper) 
형태를 취할 수 있다[예컨대, Pack 및 Pluckthun, 1992, Biochem., 31, 1579) 참조]. 상기한 바와 같은 미니항체의 
제조는, 예컨대 국제 특허출원 공개 제 WO 93/00082 호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이특이적 항체 단편은 다음과 같은 성질에 대해 시험관내/생체외에서 실험되었다: 특이적 종양 세포 및 
T 세포에 대한 결합능, 면역조절(T 세포 증식) 및 세포특성(종양 세포 용해). 이 실험은 표준 문헌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다. 세부 사항 및 결과는 실시예에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이특이적 항체 단편은 치료를 위하여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하나 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 부형제 또는 희석제와 함께, 활성 성분으로서 상기 정의한 바와 같고 하기 특허 청구 범위
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하나 이상의 이특이적 항체 단편을 함유하는 약학 제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본 발명의 항체 단편은 정맥내 또는 비경구 투여된다. 일반적으로 이특이적 항체 단편의 투여량은 원하는 
종양 억제 및 종양 용해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양이다. 투여량은 환자의 연령, 상태, 성별 및 질병의 정도에 좌우되
며, 하루 또는 수일간 매일 1회 이상의 투여 회수에서 0.1 내지 200 mg/kg,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100 mg/kg 범위
로 다양할 수 있다.

    
비경구 투여 제제는 멸균 수용액 또는 비-수용액, 현탁액 및 유화액이다. 비-수용성 용매의 예로는 프로필렌 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올리브유와 같은 식물유, 에틸 올리에이트와 같은 주사가능한 유기 에스테르 및 기타 이들 목적에 
적당한 공지의 용매 등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이특이적 항체는 생리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조성물에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적당한 담체의 예로는 식염수, PBS, 링거(Ringer) 용액 또는 락테이트 첨가된 링거 용액 등
을 들 수 있다. 또한 항생제, 산화방지제 및 킬레이트화제와 같은 보존제 및 기타 첨가제도 약학 제제에 포함될 수 있다. 
이특이적 항체 단편은 또한 세포독성을 지지하기 위하여 IL-2 와 같은 사이토킨에 공지 방법으로 접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약학 제제는 순환계의 종양 및 충실성 종양뿐만 아니라 흑색종, 신경교종 및 암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종양
의 치료에 적합하다. 바람직한 제제는 하나의 결합 아암이 단일클론 항체 MAb 425, MAb 426 및 MAb 15 의 결합 부
위를 가지는 이특이적 항체 단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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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각각 2 개의 다른 항체 또는 이특이적 항체 단편의 투여에 의한 매우 효과적인 임파구의 2-단계 활성화를 
개시한다.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이특이적 항체 단편 BAb＜X, AICD2.M2＞Y 를 포함하는, 상기에서 정의한 바와 같고 하기 
특허 청구 범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제 1 약학 제제 (I), 및 MAb AICD2.M1 또는 MAb＜AICD2.M1＞Y 또는 BAb
＜X, AICD2.M1＞Y(여기서, X 및 Y 는 상기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를 포함하는 별도의 제 2 약학 제제 (II) 를 포함
하는 파트 (A) 의 약학적 킷트를 제공한다. 약학적 킷트에서, 제제 (I) 은 MAb AICD2.M2에 근거하고 제제 (II) 는 
MAb AICD2.M1에 근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 발명은 제제 (II) 가 MAb AICD2.M2에 근거하는 한편 제제 (I) 이 MAb AICD2.M1 에 근거하는 
파트 (B) 의 킷트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특이적 항체 단편 BAb＜X, AICD2.M1＞Y 를 포
함하는 제 1 약학 제제 (I) 및 MAb AICD2.M2 또는 BAb＜AICD2.M2＞Y 또는 BAb＜X, AICD2.M2＞Y(여기서, X 
및 Y 는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를 포함하는 별도의 제 2 약학 제제 (II) 를 포함하는 약학적 킷트를 제공한다.

조성물 (A) 와 (B) 의 차이는 통상적으로 그리 중요하지 않다. MAb 425 의 경우에, 제제 (I) 이 MAb AICD2.M1 에 
근거하는 조성물 (B) 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성물 ((A) 또는 (B))내에서 종양 결합 부위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결합능, 면역-조절(임파구 증식) 
및 세포독성과 관련한 본 발명에 따른 약학적 킷트의 효율성은 항체 AICD2.M1 및 AICD2.M2 로부터 유도된 이특이적 
항체 단편의 결합 부위의 영향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는 유사한 성질을 나타낸다.

또한 제제 (II)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항체, 일특이적 항체 단편 또는 BAb)와 관련한 치료 효과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적당한 일특이적 항체 단편을 포함하는 제제 (II)가 바람직하다.

    
약학적 킷트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의학적 치료는 본 발명에 따른 약학적 킷트중 어느 하나의 제제 (I) 을 환자에게 
주사함으로써 개시된다. 이특이적 항체는 그 특이성에 따라 종양의 표면뿐만이 아니라 그 크기의 작용으로 인하여 또한 
충실성 종양괴로 침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이특이적 항체 단편의 투여는 종양의 국소 면적에서 주입된 면역글로
불린을 증가시키지만. 현저한 면역 반응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제제 (II) 투여후 수시간 내지 수일의 개별적인 기간(질
병의 정도, 종양의 유형, 상태, 환자의 연령 및 성별에 좌우됨)이 지난 다음 바로 면역 반응이 유도된다. 제제 (I) 및 (
II) 는 동몰량으로 투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체외 실험 결과, 정상적으로는 종양에 대한 현저한 세포독성(세포 용
해)을 유도할 수 없는 자가유래 및 동종 종양-침윤성 임파구(TIL)는 상기 처리에 의해 매우 활성화될 수 있음이 밝혀
졌다(제 6 A 도, 제 6 B 도 및 제 7 도).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약학적 킷트를 이용하여 생체외에서 골수 제제물로부터 종양 세포를 제거(purging)하는 것이 가
능하다. 세포독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인성 T 임파구를 첨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선택적으로 부가적인 T-임파구의 존재하에 상기 정의되고 하기 특허 청구 범
위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약학적 킷트를 이용하여 종양 세포를 제제 (I) 로 처리한 후 제제 (II) 로 처리한 다음 임의적
으로 통상적인 정제 단계를 수행하는, 자가유래 골수 이식물에서의 생체외 종양 세포의 제거 방법을 제공한다. 생체외 
골수의 제거 기술은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제 1 도는 BAb 의 합성을 도식적으로 나타낸다.

제 2 도는 BAb 및 항체 단편의 SDS-PAGE 를 나타낸다:

1 레인은 분자량 마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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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인은 DTT 에 의해 환원되기전의 MAb＜AICD2.M1＞

F(ab')2 이고,

3 레인은 DTT 에 의해 환원되기전의 MAb＜425＞F(ab')2 이고,

4 레인은 DTT 에 의해 환원되고 DTNB 에 의해 유도체화된 후의 MAb＜AICD2.M1＞F(ab')2 이고,

5 레인은 DTT 에 의해 환원되고 DTNB 에 의해 유도체화된 후의 MAb＜425＞F(ab')2 이고,

6 레인은 정제전의 BAb 이고,

7 레인은 정제후의 BAb 이다.

제 3 도는 하이드록실아파타이트상에서의 BAb＜425, AICD2.M1＞F(ab')2 의 크로마토그래피 프로필을 나타낸다.

좌측 세로축: 280 nm 에서의 OD 광학 밀도,

우측 세로축: 인산염 완충 용액 농도(pH=7.0),

가로축: 용출 시간(min).

이특이적 항체 단편은 피크(peak) II 로 나타난다. 피크 I 및 III 는 소량의 오염물이다.

제 4 도는 EGF-R 에 대한 BAb/MAb 의 경쟁적 결합을 나타낸다:

세로축 490 nm 에서의 흡광도 %, 가로축: 항체 단편의 농도, mol/ℓ (로그 단위), 바이오틴-표지된 MAb 425 는 E
GF-R 에의 결합에 대해 비표지된 MAb＜425＞F(ab')2 또는 BAb 와 경쟁적으로 사용된다;

ㆍ BAb＜425, AICD2.M1＞F(ab')2

▽ BAb＜425, AICD2.M2＞F(ab')2

□ MAb＜425＞F(ab')2.

제 5 도는 인간 말초혈액 임파구(PBL) 의 증식을 도시한다:

세로축: 3H-티미딘의 혼입율%, 가로축: 항체 단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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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A 도는 BAb 유도된 종양 용해(이펙터 세포로서 동종 TIL)를 나타낸다.

제 6 B 도는 BAb 유도된 종양 용해(이펙터 세포로서 자가유래 TIL)를 나타낸다.

막대 상단의 세로선: 평균 편차.

제 7 A 도 및 제 7 B 도는 각각 BAb 매개되지 않은 T 세포 표적화 및 종양 세포 용해와 BAb 매개된 T 세포 표적화 및 
종양 세포 용해를 나타내는 현미경 사진이다.

    
제 7 A 및 B' 도는 40:1 의 이펙터: 표적 비로 자가유래 악성 세포와 함께 종양 침윤성 임파구(TIL) 의 공동배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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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공동 배양물은 BAb＜425, AICD2.M1＞F(ab')2 + MAb＜AICD2.M2＞F(ab')2 의 존재(각각 20 ㎍/㎖, 
제 7 B 도) 및 부재(제 7 A 도, 대조)하에 4 시간동안 항온 배양하였다. CD2 BAb 의 존재하에 많은 T 임파구가 들러
붙어 자가유래 종양 세포에 응집하고 이에 흑색종 세포를 파괴한다. 제 7 B 도에서 화살표는 파괴된 흑색종 세포와 T
IL 의 접합체를 나타낸다. TIL 과 흑색종 세포의 공동배양은 10 % FCS 를 함유하는 배양 배지내에서 24 웰 플레이트
에서 실시하였다. 현미경 사진은 역상 현미경으로 얻었다(변형된 상 콘트라스트, 100배 배율).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실시예 1: MAb AICD2.M1 및 AICD2.M2 의 제조

Balb/C 마우스를 유전공학적으로 처리된 CD2 로 2 주내에 4 회 면역화시켰다. 인간 CD2 의 DNA 서열 및 그의 클로
닝은 문헌에 기술되어 있다[Sayre 등, 1987, Proc. Natl. Acad. USA, 84, 2941]. CD2 유전자 발현은 문헌의 공지 
방법에 따라 바큘로바이러스 시스템에서 실시하였다[Fraser, 1992, Current Topics in Microbiol. Immunol., 158, 
131 및 본 명세서에 언급된 참조 문헌 참고].

    
면역화된 마우스의 췌장 세포를 단리하고 골수종 세포주(Ag8.653, ATCC CRL 1580)와 융합하였다. 형광-활성화 세
포 분류기(FACS)를 이용하여 인간 T 임파구(CD2 양성)상에서 성장하는 하이브리도마의 상청액을 시험함으로써 특이
적 단일클론 항체 생산에 대해 하이브리도마를 스크리닝하였다. " 한정된 희석 클로닝" 의 방법으로 양성 하이브리도마
를 회수하였다. 선택된 하이브리도마의 상청액을 면역 침전법 및 웨스턴 블롯팅(western blotting) 분석법으로 분석하
였다. 선택된 단일클론 항체는 문헌에 따라 상청액의 배양액을 정제함으로써 단리하였다[Ey 등, 1978, Immunochem
istry, 15, 429].
    

항체에 대한 CD2 항원의 기능적 분석은 증식 실험(3 H-티미딘의 혼입)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CD2 항원과 반응하는 
일련의 단일클론 항체로부터 선택된 두 항체는 T 세포의 증식을 강력하게 유도하였다. 이들 단일클론 항체는 AICD2.
M1 및 AICD2.M2 로 명명하고 DSM 국제 기탁 기관에 기탁하였다.

이용한 모든 방법은 표준 과정에 따라 실시하였다. 이들 방법의 대부분은 문헌에 개시되어 있다[예컨대, " Antibodies, 
a Laboratory Manual" , Harlow and Lane, 1988, Cold Spring Harbor 및 본 명세서에 언급된 참고 문헌].

실시예 2: Bab＜425, AICD2.M1＞F(ab')2 의 합성

    
합성은 항체 AICD2.M1 10 mg 및 항체 MAb 425 10 mg 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사용된 항체는 시트르산 완충 용액(3 
mM EDTA, pH 5.5)중의 예비-활성화된 파파인 처리액(10 mg/㎖)으로 처리하였다. 단백질 분해후, F(ab')2 는 A 
세파로스 컬럼을 통해 단백질 용출물로부터 회수하였다. F(ab')2의 회수는 일반적으로 100%에 가깝다. 두 F(ab')2 
단편 모두는 개별적으로 30℃ 에서 40 분간 0.5 mM DTT 로 처리하여 Fab' 단편으로 전환시켰다. 환원 단계후 과량
의 DTT 를 제거하고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수퍼덱스(Superdex, 등록상표) 200)를 통해 Fab' 를 회수하였다. 진행
중인 공정에서 Mab 425 단편을 4℃ 에서 60 분간 0.5 mM 엘만 시약[Ellman' reagent; 5,5'-디티오-비스-(2-니
트로벤조산) DTNB]으로 처리함으로써 Fab'-TNB 유도체를 형성하였다. 과량의 DTNB 를 겔 투과 공정으로 제거하
였다. 각 접합 짝(Fab'-AICD2.M1 및 Fab'-TNB MAb 425) 6 mg 을 최종 접합 단계에서 사용하여, 4℃ 에서 18 시
간 동안 이들 접합 짝의 혼합물을 교반하였다. 이특이적 항체는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수퍼덱스 200)에 의해 반응 
혼합물로부터 회수하였다. 합성 F(ab')2 제조물의 수율은 3 내지 4 mg범위이었다(약 30%). Bab 합성에 관련되는 처
리 순서는 제 1 도에 요약하였다.
    

실시예 3: BAb＜361. AICD2.M1＞F(ab')2 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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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의 방법에 따라 MAb AICD2.M1 및 MAb 361 로부터 출발하여 이특이적 항체를 제조하였다. BAb 의 수출
은 약 34% 이었다.

실시예 4: BAb＜15, AICD2.M1＞F(ab')2 의 합성

실시예 2 의 방법에 따라 MAb AICD2.M1 및 MAb 15 로부터 출발하여 이특이적 항체를 제조하였다. BAb 의 수율은 
약 23% 이었다.

실시예 5: BAb＜425, AICD2.M2＞F(ab')2 의 합성

실시예 2 의 방법에 따라 MAb AICD2.M2 및 MAb 425 로부터 출발하여 이특이적 항체를 제조하였다. BAb 의 수율
은 약 30% 이었다.

실시예 6: BAb＜425, AICD2.M1＞(scFv)2 의 합성

    
AICD2.M1 및 MAb 425 의 VL 및 VH 도메인으로 구성되는 2 개의 단일쇄 단백질을 분자 공학적 방법으로 제조하였
다[Winter 등, 1991, Nature, 349, 293-299]. 발현 플라스미드는 항-EGF-R 뮤린하이브리도마(MAb 425) 또는 
항-CD2 뮤린 하이브리도마(AICD2.M1) 로부터 유도된 VH 및 VL 도메인에 대한 구조 유전자를 포함하는 pHEN1(H
oogenboom 등, Nucleic Acid Res., 19, 4133-4137)로부터 유도하였다. pelB 선두 서열을 사용하여 이. 콜라이(E. 
coli)에서의 원형질내 분비를 조절하였다. scFV 는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고 이를 사용하여 이특이적 scFv 
를 제조하는데 사용하였다. EGF-R 과 CD2-특이적 scFv 의 화학적 가교 결합은 시약 2-이미노티올란 및 헤테로이작
용성 가교결합제 SPDP의 보조하에 실시하였다. MAb＜425＞scFv 10 mg 으로부터 출발하여, 본 발명자들은 scFv 분
자당 2-피리딜-이황화결합 1 분자의 통계적 혼입을 SPDP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유도체의 정제는 겔 투과 크로마
토그래피로 실시하였다. 반응성-SH 그룹의 MAb＜ AICD2.M1＞scFv 로의 도입은 scFv 10 mg 을 2-이미노티올란
으로 유도체화시켜 얻었다. 유도체를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하였다. 2-피리딜-이황화 활성화된 MAb＜
425＞scFv 와 2-이미노티올란 변형된 MAb＜AICD2.M1＞scFv 의 동몰량을 중성 pH 에서 함께 결합시켰다. 커플링 
반응후 피리딘 2-티온의 방출을 관측하였다. 최종적인 이특이적 생성물은 겔 투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약 5% 수율
로 회수하였다.
    

실시예 7: 이특이적 항체의 분류

    
BAb 합성의 개개 단계를 통상의 공지 기술에 따라 SDS-PAGE 로 관측하였다. 화학 합성의 중간 생성물 및 최종 이특
이적 생성물을 제 2 도에 도시하였다. SDS-PAGE 분석 순도이외에 BAb의 균질성을 하이드록실아파타이드 컬럼 크로
마토그래피로 평가하였다. BAb 의 용출은 인산염 완충액(pH=7.0, 0 - 0.3 mol/ℓ) 구배로 실시하였다. 제 3 도는 B
Ab＜425, AICD2.M1＞F(ab')2 의 크로마토그래피 프로필을 도시한다. BAb 는 주 피크 II 로 표시되며 보다 작은 피
크 I 및 III 는 소량의 오염물질이다.
    

실시예 8: BAb＜425, AICD2.M1＞F(ab')2 의 EGF-R 에 대한 결합성

    
이특이적 항체의 결합성은 경쟁적 ELISA 분석법으로 비교하였다. 요약하면, 비오틴-표지된 MAb 425 를 사용하여 E
GF-R 에의 결합에 대해 표지되지 않은 항체 또는 BAb 와 경쟁시켰다. EGF-R 은 공지 방법에 따라 A 431 세포(AT
CC CRL 1555) 로부터 단리하였다. A 431 세포는 CD2 음성이다. POD-접합된 스트렙트아비딘 및 기질과 함께 배양
한후 검출을 실시하였다. 자료로부터, 저해 곡선을 작성하였다(제 4 도). 우측으로 이동된, 두 BAb 모두에 대한 저해 
곡선은 2가 결합에서 1가 결합으로의 변화에 기인한 친화력의 소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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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9: BAb＜MAb 425, MAb AICD2.M2＞F(ab')2 의 EGF-R 에 대한 결정성

실시예 8 에 따라 이특이적 항체의 결합성을 조사하였다(제 4도). 두 BAb 모두는 그들의 항원 표적에 대해 필적할 만
한 반응성을 나타냈다.

실시예 10: 이특이적 및 일특이적 항체 단편의 CD2 항원에 대한 결합성

쥬르켓(Jurkat) 세포(인간 급성 T 세포 임파구, CD2, CD3 양성, EGF-R 음성; ATCC TIB 152)를 약 4℃ 에서 15 
분간 대수적 희석비의 이특이적/일특이적 항체 단편으로 배양하였다(1 ×106 세포수/시료). 그 다음 세포를 세척하고 
2 단계 항혈청으로서 염소-항-마우스-카파-FITC 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다시 세포를 세척하고 팩스타 플러스(F
ACStar plus, 등록상표) 로 면역형광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일 레이저 방출 및 리스트 모드(list mode) 자료 획득 방
식의 팩스타 플러스를 사용하여 살아있는 세포의 염색 항체를 분석하였다. 전체 세포 군집의 특이적 형광 세기 및 항체 
반응성 세포의 백분율을 측정하였다. 2 단계 항혈청으로 염색된 세포의 형광 분포만을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하기 표에서 쥬르켓 세포상의 다른 이특이적/일특이적 항체 단편의 결합 세기 측정치로서 절반 포화 농도(conc. 1/2 s

at ) 를 표시하였다. conc. 1/2 sat 에 대한 수치는 적정 곡선(항체 농도 대 형광 세기(선형 형태))으로부터 구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대략적인 추정값이다.

실시예 11: 임파구의 증식

말초혈액 단핵 임파구를 II-2 (20 U/㎖) 및 II-4 (100 U/㎖)가 보강된 배지(RPMI 1640) 에서 방사선 조사(30 G
y)된 자가유래 종양 세포와 공동배양하였다. 레스폰더(Responder) 세포를 자가유래 종양 세포로 약하게 재차 자극하
였다.

건강한 혈액 제공자 또는 흑색종 환자로부터 새로이 제조된 인간 말초혈액 임파구(huPBL)를 1 ×10 5 세포수/웰 밀도
로 최종 부피 200 ㎕ 에서 96 웰 평판 미세적정 플레이트에서 배양하였다. 표시된 농도의 일특이적 + 이특이적 항체 
단편으로 세포를 배양하였다. 72 시간 후 세포에 0.5 μCi 3 H-티미딘을 가하고 하룻밤 배양한 다음 세포를 수거하였다.
3 H-티미딘의 혼입을 액체 섬광 β-플레이트 계수기로 측정하고 그 결과는 평균 cpm 으로 표시하였다. MAb 425 로
부터 유래된 항체 단편에 대한 결과는 제 5 도에 상세히 도시하였다. MAb 361 및 MAb 15 로부터 유도된 항체 단편을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항체 단편의 결합적 투여는 이들 각 경우에서 상당한 증식 감소를 초래하였다.

실시예 12: BAb 유도된 종양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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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의 자가유래 종양 침윤성 T 임파구(TIL) 에 의한 EGF-R 의존성 표적화를 위한 표적으로서 침투성이 매우 강한 
자발적 전이성 EGF-R 양성 인간 흑색종 세포주인 세포주 C8161(Welch 등, 1991, Int. J. Cancer, 47, 227, 및 본 
명세서에 언급된 참고문헌 참조)을 사용하였다. 또한 다른 EGF-R 양성 인간 흑색종 세포주도 사용할 수 있다. TIL 대
량 배양은 흑색종 표본으로부터 형성하였다. 종양 세포 및 TIL 의 배양 조건은 상기한 바와 같다(예컨대 Shimizu 등. 
1991, Cancer Res., 51, 6152 참조).
    

안정한 CTL 클론의 생산은 한계 희석 조건하에서 MTLC 레스폰더 세포로 실시하였다. MTLC 레스폰더 T 세포는 주
입 세포로서 자가유래 자극성 세포 및 자가유래 EBV-트랜스(trans)-형성된 B 세포와 함께 II-2 및 II-4 가 보강된 
배지에서 96-웰 플레이트의 각 웰당 1 세포를 종배양하였다. 콜로니를 자가유래 종양 세포 및 주입 세포로 약하게 재
차 자극하였다.

신선한 종양 조직 절편의 T 임파구를 면역화된 항-CD3 항체로 활성화시키고 II-2 및 IL-4 로 보강된 RPMI 에서 팽
창시켰다.

51 Cr-표지된 종양 세포를 이용하여 시험관내 세포독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적 세포를 1 시간동안51 Cr(100 mCi/1
07 세포수)로 표지하고 3 회 세척하였다. 표지된 세포의 일정한 수(2 ×10 3 /웰)를 7/1 의 이펙터/표적 비에서 이펙터 
TIL 과 함께 일특이적 또는 이특이적 항체 또는 이들의 혼합물과 공동배양하였다. CTL 은 96-웰 미세적정 플레이트
에서 배지 100㎖ 에 3배수로 연속적으로 희석하였다. 표지된 표적 세포를 첨가한 후 플레이트를 10% CO 2 하의 37℃ 
에서 4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원심분리하여 분석을 종결하였다. 상청액을 모으고 g-계수기로 방사활성을 측정하였다.
51 Cr-비방출율(specific release) %는 하기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51 Cr-비방출율 % = 100 ×(실험적 방출 - 자발적 방출)/(최대 방출 - 자발적 방출)

MAb 425 로부터 유도된 항체 단편의 결과는 제 6 A 도, 제 6 B도 및 제 7 도에 상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MAb 361 
및 MAb 15 로부터 유도된 항체 단편을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항체 단편들을 조합하여 투여하면, 이들 각 경
우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종양 용해가 유도되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BAb＜X, AICD2.M1＞Y 또는 BAb＜X, AICD2.M2＞Y 로 표시되는, 종양 세포의 에피토프에 대한 제 1 결합 부위 및 
CD2 항원의 에피토프에 대한 제 2 결합 부위를 포함하는, 종양 세포 용해에 유용한 이특이적(bispecific) 항체 단편:

상기 표식에서,

BAb 는 이특이적 항체를 의미하고;

X 는 종양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 결정기이고;

AICD2.M1 및 AICD2.M2 는 CD2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이고;

Y 는 전체 항체의 일부이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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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가 단일클론 항체 MAb 425, MAb 361 또는 MAb 15 로부터 유도된 항체 결정기인

이특이적 항체 단편.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Y 가 F(ab')2 분자인

이특이적 항체 단편.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이특이적 항체 단편.

청구항 5.

    
각각 2 개의 동일한 L(경쇄)-H(중쇄) 절반 분자를 포함하고 하나 이상의 이황화 결합에 의해 연결된 2 개의 다른 단
일클론 항체를 2 개의 F(ab')2 분자로 효소적 방법에 의해 전환시키는 단계, 환원 조건하에서 각 F(ab')2 분자를 Fab' 
티올로 절단시키는 단계, 이러한 각 항체의 Fab' 분자중의 하나를 티올 활성화제로 유도체화하는 단계, 및 종양 특이성
을 가지는 활성화된 Fab' 분자를 임파구 특이성을 가지는 비-활성화된 Fab' 분자와 결합시키거나 또는 그 역으로 결합
시켜 원하는 이특이적 항체 F(ab')2 단편을 얻는 단계를 포함하고, 이때 단일클론 항체 AICD2.M1 및 AICD2.M2 를 
임파구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로서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종양 세포의 에피토프에 대한 제 1 결합 부위 및 CD2 항원의 에피토프에 대한 제 2 결합 부위를 포함하는, 종양 세포 
용해에 유용한 이특이적 항체 F(ab')2 단편의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MAb 425, MAb 361 또는 MAb 15 를 종양 세포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로서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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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특이적 항체 F(ab')2 단편의 제조 방법.

청구항 7.

세포주 1 H 10(국제 기탁번호 DSM ACC2118)으로부터 단리하여 얻어질 수 있는, 항원 CD2 를 인식하는 단일클론 
항체 AICD2.M1.

청구항 8.

세포주 7 D 3(국제 기탁번호 DSM ACC2119)으로부터 단리하여 얻어질 수 있는, 항원 CD2 를 인식하는 단일클론 항
체 AICD2.M2.

청구항 9.

하나 이상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 부형제 또는 희석제와 함께 활성 성분으로서 제 1 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하
나 이상의 이특이적 항체 단편 포함하는, 인체 종양을 치료하기 위한 약학 제제.

청구항 10.

이특이적 항체 단편 BAb＜X, AICD2.M2＞Y 를 포함하는 제 9 항에 따른 제 1 약학 제제 (I) 및 MAb AICD2.M1 또
는 MAb＜AICD2.M1＞Y 또는 BA＜X, AICD2.M1＞Y(여기서, X 및 Y는 각각 제 1 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를 포함
하는 별도의 제 2 약학 제제 (II) 를 포함하는 약학적 킷트.

청구항 11.

이특이적 항체 단편 BAb＜X, AICD2.M1＞Y 를 포함하는 제 9 항에 따른 제 1 약학 제제 (I) 및 MAb AICD2.M2 또
는 MAb＜AICD2.M2＞Y 또는 BAb＜X, AICD2.M2＞Y(여기서, X 및 Y 는 각각 제 1 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를 포
함하는 별도의 제 2 약학 제제 (II) 를 포함하는 약학적 킷트.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제제 (I) 이 이특이적 항체 단편 BAb＜425, AICD2.M1＞F(ab')2 또는 BAb＜361, AICD2.M1＞F(ab')2 또는 BAb
＜15, AICD2.M1＞F(ab')2 를 포함하고,

제제 (II) 가 MAb＜AICD2.M2＞F(ab')2 를 포함하는

약학적 킷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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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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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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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

도면 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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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b

도면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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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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