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3-0074693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C07K 16/0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3-0074693

2003년09월19일

(21) 출원번호 10-2003-7008836

(22) 출원일자 2003년06월28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3년06월28일

(86) 국제출원번호 PCT/US2001/49628 (87) 국제공개번호 WO 2002/72636

(86) 국제출원출원일자 2001년12월26일 (87) 국제공개일자 2002년09월19일

(30) 우선권주장 60/258,704 2000년12월28일 미국(US)

(71) 출원인 알투스 바이올로직스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매사츄세츠주 02139-4807 캠브리지 푸트남 애버뉴 625

(72) 발명자 셰노이바미

미국메사츄세츠01801워번티-6웨스트게이트드라이브16

고바르단챈드리카피

미국메사츄세츠02420렉싱톤스코틀랜드로드9

양마크엑스

미국메사츄세츠02458뉴톤브리지스트리트59

마골린알렉시엘.

미국메사츄세츠02161뉴톤업랜드애비뉴193

(74) 대리인 김성기

심사청구 : 없음

(54) 전항체 및 이의 단편의 결정과 이의 제조 및 사용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약학적 성분 또는 부형제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중합체 담체중 결정 또는 결정 제제를 캡슐화시켜 

조성물을 제조하고, 치료 단백질 및 백신의 전달을 비롯한 생물의학적 용도의 단백질 결정을 사용하여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의 안정화된 제제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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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출원은 그 전문을 참고로 인용한, 2000년 12월 28일에 출원된 미국 가명세서 출원 제60/258,704호의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발명은 전항체(whole antibody) 및 이의 단편의 결정과,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및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대규모 회분식으로 전항체 및 이의 단편을 고 농도로 결정화시키는 방법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무수형 또는 슬러리형 제제나 조성물로 사용하기 위한 안정화된 전항체 결정을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본 발명은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전항체 결정의 안정화, 저장 및 전달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전항체 결정, 항체 단편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조성물 또는 제제를 인간과 동물에게 생

물학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비롯하여 생물의학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고도로 농축된

전항체 또는 항체 단편 결정 제제 또는 조성물은 다량의 항체를, 필요한 시기 및 장소에, 그 용적을 작게 하여 개체에

게 전달하는 데 유용하다. 본 발명의 하나의 구체예에 따르면,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은, 필요한 장소와 시

기에 따라, 개체에서 활성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을 서서히 방출할 수 있는 무담체(carrier-free) 전달 시스템으로서 

사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예에 따르면,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 또는 이의 결정 제제는 조성물을 형

성하기 위해 중합체 담체를 포함하는 매트릭스 내에서 캡슐화된다.

또한, 약학 성분 또는 부형제를 사용하여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의 안정화된 제제를 제조하고, 필요에 따라

조성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합체 담체 중에서 결정 또는 결정 제제를 캡슐화하는 방법과, 치료용 단백질 및 백신의 

투여를 비롯하여 생물의학 용도로 이러한 결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배경기술

항체는, 특정 항원을 내인성 세포,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독소에 특이적으로 표적화하는 뛰어난 능력을 매개로 하

여 부작용이 최소화된 강력한 치료제를 구성한다. 지난 수 년간 시판되고 있는 일부 항체는 각종 질병, 예컨대 암 및 

염증, 심혈관, 호흡기 및 감염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놀랄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480건의 항체 

프로그램이 착수 및 개발 중에 있으며, 이중 83%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미국 약학 연구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임상 시험에서 평가되고 있는 모든 생물약제 중 20% 이상이 항체이다. 미국 항체 시장은 향후 10년간 약 10배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1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The Genesis Report: 25+ Business Development a

mp; Innovation Opportunities in Monoclonal Antibodies-Emerging Opportunities in 2010, The Genesis Group,

Montclair, NJ]. 항체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항체의 정제, 안정화 또는 차후의 전달 기술은 종

종 제한된다.

개개의 항체 분자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기가 될 때까지 항체의 3차원 이상의 고 차수 구조 또는 3차

구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특히 치료법에서 항체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자는 전달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화학적 및 물리적 변성에 대한 항체 구조의 감수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종종 단백질 활성의 손실을 일으키거나 또는 단백질 안정화 담체 또는 제제의 추가 비용을 

초래한다.

소분자의 결정질 약물의 안정성은, 이들 약물이 제조 과정에서 극단의 힘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예컨대 미국 특허 5,

510,118호 참조). 이러한 힘은 비교적 불용성인 약물의 결정질 물질의 나노입자를 분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힘의 예로는 전단 응력, 난류, 고충격 충돌, 캐비테이션(cavitation) 및 분쇄 등이 있다. 소분자의 결정질 화합

물은 상응하는 비결정질 고체보다 화학적 분해에 대해 더욱 안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Pical, M. J., Lukes, A. L.,

Lang, J. E. and Gaines, J. Pharm. Sci. 67: 767 (1978)].

지금까지, 당업자들은 소분자에 대해 관찰되는 결정질 상태의 상당히 증가된 안정성은 전항체와 같은 생물학적 고분

자는 보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Pical, M. J. and Rigsbee, D. R., Pharm. Res. 14: 1379 (1997)]. 예를 들

어, 결정질 인슐린의 수성 현탁액은 상응하는 비결정질 상의 현탁액보다 약간만 더 (2배 정도로) 안정하다[Brange, J.

, Langkjaer, L., Havelund, S. and Volund, A., Pharm. Res. 9: 715 (1992)]. 고체 상태에서, 동결건조된 비결정질 

인 슐린은 지금까지 조사된 모든 조건 하에서 동결건조된 결정질 인슐린보다 더욱 안정하다[Pical, M. J. and Rigsbe

e, D. R., Pharm. Res. 14: 1379 (1997)]. 그러나, Shenoy 등은, 2가지 모델의 단백질, 글루코스, 옥시다제 및 리파

제를 사용하여 무수 결정질 제제가 대응하는 비결정질 제제보다 상당히 더 안정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Sheno

y, B. et al., Biotechnol Bioeng. 73 (5): 358-69 (2001)]. 놀랍게도, 본 발명은 가용성 항체 또는 항체 단편 대응부

보다 더욱 안정한 전항체의 결정과 1본쇄 Fv(scFv) 항체 단편 또는 Fab('ab'는 '항원 결합'을 나타낸다) 항체 단편의 

결정을 제공한다.

최근에 단백질 기술이 대체적으로 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및 의약 부문에서 생물학적 고분자 사용을 제한하

는 2가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첫번째 문제는 제조 및 저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및 물리적 변성에 대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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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고차 구조물의 분자 안정성 및 감수성과 관련된 것이다. 두번 째 문제는, 치료 단백질의 생물학적 전달 분야에

서는 특정 환자의 요구와 질병 진행에 부합하는 속도로 천연 단백질(예, 전항체)을 방출하는 비히클이 제공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전항체의 결정화가 지난 30년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연구 하에서라도 전항체가 결정화된 

것은 거의 없었다[Harris L. J., Skaletsky, E., and McPherson, A., J. Mol. Biol. 275: 861-72 (1998); Harris L. J.,

Larson, S. B., Skaletsky, E., and McPherson, A., Immunological Reviews 163: 35-43 (1998)]. 이들 모든 결정

은 구조 분석을 위해 소량의 결정만을 산출하는 증기 확산 기법으로 얻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한 수율은 약학용, 진

단용 또는 기타 상업용으로 필요한 수율에 휠씬 못 미친다. 또한, 이렇게 수율이 낮은 원인은 주로 항체의 크기가 비교

적 크고, 그 표면에 올리고당이 존재하며, 고도의 분절 가요성(segmental flexibility)이 있어 항체 결정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Fab 항체 단편은 결정화되었지만, X-선 결정 구조 연구에만 사용되어 왔다[예컨대, Ito et al., Acta Crystallogr. D. 

Biol. Crystallogr. 57: 1700-02 (2001); Covaceuszach et al., Acta Crystallogr. D. Biol. Crystallogr. 57: 1307-

09 (2001); Saul et al., Bioorg. Khim. 25: 247-52 (1999); Pichla et al., J. Struct. Biol. 119: 6-16 (1997); Mani

nder et al., J. Mol. Biol. 242: 706-08 (1994) 참고].

다음 표는 X-선 결정 구조 연구용 결정화와 본 발명에 따른 대규모 결정화를 일반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매개변수 X-선 결정 연구 대규모 결정화

결정 크기(최장 치수) > 500 ㎛ 0.1∼100 ㎛

결정 품질 매우 중요함 덜 중요함

성장 속도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수율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함

침전물 일반적으로 존재함 거의 존재하지 않음

치료 항체를 전달하는 대체 경로를 생성 가능하게 하는 공정인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대규모 결정화 공정에 관하

여는 이전에는 연구된 바가 없었다.

항체와 이의 단편은 약학, 진단 및 조사 분야에서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신속하고 저렴한 대안적인 안정화 방법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전항체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부형제의 과도한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안정화 방법

이 필요 하다.

본 발명은 대규모로 전항체 및 이의 단편을 결정화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치료 및 기타 생물의학 용도로 항체를 널리 

사용하는 데에 대한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가장 안정한 형태, 즉 결정형의 활성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을 사용하여 전술한 장애를 극복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구체예에서,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결정은 각종 생물의학용으로서 그 자체로 이용되거나 또는 제제나 조성

물로서 이용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예들에 따르면,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결정이나,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제

제 또는 조성물은 (1) 성분 또는 부형제를 결정에 첨가하여 안정화되거나, 또는 (2) 개체에게 전달하고 차후에 활성의

전항체를 방출시키기 위하여 각 결정을 포함하는 조성물을 생성하기 위해서 중합체 담체 내에서 캡슐화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서 임의의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을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화 및/또는 안정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각종 측면은 특히 유리하다.

첫째, 치료제 및 백신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과 같은 임상적인 제조 공정에서 정제 단계 및/또는 농축 단계로서 대규모

결정화 단계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된 물질의 결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규모 결정화 단계는 제조 공정

중 일부 정제 단계들을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항체 결정화는 항체 제제 및 조 성물을 능률적으로 제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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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절차를 더욱 효율적이고 실시가능하게 한다.

둘째, 결정질 상태에서는 모든 반응 속도가 상당히 감소되기 때문에, 용액 중에서 발생하는 고분자 상호작용이 억제

되거나 또는 상당히 감소된다. 따라서, 결정질 상태는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혼합물을 보관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세째, 고체 결정질 제제는 쉽게 재구성되어 항체를 고농도로 포함하는 즉시 사용가능한(ready-to-use) 비경구 제제

를 형성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피하 투여의 경우 1.5 ㎖ 이하의 주사 부피가 관용된다. 따라서, 주 단위로 1 ㎎/kg으

로 투여되는 단백질의 경우, 50 ㎎/㎖ 이상의 단백질 농도가 필요하며 100∼200 ㎎/㎖가 바람직하다. 액상 샘플에서

는 응집 및 점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액상 제제에서 이러한 농도를 얻는 것은 어렵다. 대조적으로, 본 발명에 따

른 결정질 제제, 또는 이의 제제 또는 조성물 중에서는 이러한 농도를 얻을 수 있다.

네째,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의 결정은 약학 제형을 위한 특히 유리한 형태를 구성한다. 결정은 생체내 서방을 

위한 기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당업자는, 결정의 용해 및 활성의 방출에 결정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또

한 당업자라면, 결정의 입자 크기가 실질적으로 균일하고 비결정질 침전물을 함유하지 않는 경우 항체 방출 속도가 

한층 예측 가능해질 것임을 알 것이다. 따라서,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은, PCT 특허 출원 WO96/40049호

에 개시된 것과 같은 이식가능한 장치에 사용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식 저장소는 일반적으로 25∼250 ㎕ 용적 

범위내에 있다. 이렇게 용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탁액 비히클의 양을 최소로 한 고농도(10% 이상) 제제가 바람

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의 결정은 고 농도에서는 비수성 현탁액으로 쉽게 제형화될 수 있

다.

다섯째, 목적하는 위치에 항체를 전달한 후에 이를 서서히 방출시키기 위해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의 결정, 및 

이를 포함하는 제제 및 조성물을 사용하면 생체내에서 전항체 또는 항체 단편의 유효 생물학적 반감기(effective biol

ogical half-life)를 증가시킬 수 있어 유리하다.

여섯째,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의 또 다른 장점은, 일부 변수를 조작하여 경시적으로 고분자의 방출을 조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용해시키기 위한 결정 크기, 형상 및 부형제와의 제형화와, 중합체 매트릭스로의 캡

슐화를 모두 조작하여 항체용 전달 비히클을 생산할 수 있다.

전항체의 결정화 공정은 강력한 단백질 정제 또는 안정화 도구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가능한 가장 농축된 단백질 형

태를 제공한다. 이러한 효과는 고 용량의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을 목적하는 전달 부위로 전달하는 데 상당히 유효하

다. 또한, 개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항체 또는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결정 제제 또는 조성물을 사용하여 특정 개체

의 필요에 부합하거나 또는 질병 진행에 따른 속도로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조절된 방출을 실시할 수 있다. 결정 

용해 속도는 결정 형태, 결정 크기 및 부형제의 존재와 사용된 특정 캡슐화 기술 또는 중합체 제제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결정질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은 무담체의 서방형 제형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상온 또는 고온에서 용액으로 유지되는 경우 안정하지 않은 전항체 또는 이 의 단편도,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결정화

된 경우 무수 결정질 형태로 상기 온도에서 장기간 성공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시예 6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제조된 리턱시맵(Rituximab)(Rituxan TM ) 결정의 형태를 도시한다. 리턱시맵 

결정은 침상 클러스터로 형성된다.

도 2는 실시예 34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제조된 인플릭시맵(Infliximab)(Remicade TM ) 결정의 형태를 도시한다. 인플

릭시맵 결정은 막대형 클러스터로 형성된다.

도 3은 실시예 28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제조된 리턱시맵(Rituxan TM ) 결정의 형태를 도시한다. 리턱시맵은 입방체형

결정으로 형성된다.

도 4는 실시예 26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제조된 리턱시맵(Rituxan TM ) 결정의 형태를 도시한다. 리턱시맵은 작은 침

상형 결정으로 형성된다.

도 5는 실시예 31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제조된 트라스투즈맵(Trastuzumab)(Herceptin TM ) 결정의 형태를 도시한다

. 트라스투즈맵은 단(短) 침상 결정으로 형성된다.

도 6은 실시예 32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제조된 트라스투즈맵(Herceptin TM ) 결 정의 형태를 도시한다. 트라스투즈맵

은 장(長) 침상 결정으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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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실시예 37에 개시된 바와 같이 제조된 인플릭시맵(Remicade TM ) 결정의 형태를 도시한다. 트라스투즈맵은 

성상형 결정으로 형성된다.

도 8은 결정화된 리턱시맵이 RAJI 림프종 세포주에 대한 직접적인 세포독성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도시한다. 실시

예 55 참조.

도 9는 결정화된 리턱시맵이 RAJI 림프종 세포에 대한 보체 의존성 세포독성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도시한다. 실

시예 56 참조.

도 10은 PEG, 에탄올 또는 PEG와 에탄올의 혼합물의 존재 하에 결정질 리턱시맵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도시하

는 플롯이다. 실시예 68 참조.

도 11은 PEG, 에탄올 또는 PEG와 에탄올의 혼합물의 존재 하에 결정질 트라스투즈맵(Herceptin TM )의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도시하는 플롯이다. 실시예 69 참조.

도 12는 용해 전에 1 개월간 실온에서 저장한 리턱시맵 결정(실시예 1에서 제조)을 용해시켜 얻은 리턱시맵 전항체에

대한 SDS-PAGE 겔을 도시한다. 실시예 64 참조.

도 13은 결정질 트라스투즈맵(Herceptin TM )을 아세톤으로 3시간 처리한 결과를 도시하는 크로마토그램이다. 트라

스투즈맵은 전항체였으며 그 구조를 유지하였다. 실시예 65 참조.

도 14는 천연(가용성) 트라스투즈맵(Herceptin TM )을 아세톤으로 20분 처리한 결과를 도시하는 크로마토그램이다.

아세톤 처리 후에 천연/가용성 트라스투즈맵이 침전되었으며, 이는 천연 트라스투즈맵의 구조적 완전성(structural in

tegrity)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시예 65 참조.

도 15는 트라스투즈맵을 정맥내 투여했을 때(i.v.) 결정질 트라스투즈맵의 혈중 생체이용율을, 트라스투즈맵을 피하(

s.c.) 주사한 경우 혈중 생체이용율과 비교한 플롯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기에 상세한 설명을 개시한다. 설명 중에 다음과 같은 용어가 사용된다.

전항체 또는 항체 단편

본 발명에 따른 전항체 또는 항체 단편, 예컨대 1본쇄 Fv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은 작용성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이다

. 즉, 시험관내 또는 생체내에서 특이적 항원을 인식하여 결합할 수 있고 항체 결합과 관련된 임의의 후속 작용, 예컨

대 직접 세포독성, 보체 의존성 세포독성(CDC), 항체-의존성 세포독성(ADCC)을 개시할 수 있는 항체 또는 항체 단

편을 말한다.

비결정질 고체

때로는 '비결정질 침전물'이라고도 불리우는 단백질의 비결정질 고체 형태로서, 결정질 고체 상태의 분자 격자 구조 

특성을 갖지 않는 고체 형태이다.

항체

척추동물 면역계의 체액성 부분이 체내에서의 외래 분자의 존재에 대해 반응하여 생성하는 MW 약 150 kD의 당단백

질을 말한다. 항체는 미생물, 예컨대 기생체,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예방 및 제거하는 데 필수적이다. 

항체는, 항원(또는 에피토프)이라 불리우는 단백질(또는 때로는 다당류, 당단백질, 지질 또는 핵산을 비롯한 다른 유

기 분자) 구조, 예컨대 침입성 미생물 및 이의 생성물 상에 있는 것을 고도의 특이적인 방식으로 인식하여 결합함으로

써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항체는, 항체 상의 항원 결합 부위라고 불리우는 초가변 영역과 이의 에피토프 사이의 고

도의 특이적 상호작용을 통해 표적 항원에 결합한다. 항체가 항원에 결합하면, 감염성 미생물 또는 기타 항원을 함유

하는 실체, 예컨대 암세포를 무력화, 파괴 및 제거하는 면역계의 여러 효과기 시스템 중 1 이상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항체는 질병 상태와 연루된 세포성 표적에의 특이적 결합과 그 후의 무력화에 의해 암, 염증, 심혈관 질병 및 이

식 거부반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모노클로날 항체인 인플릭시맵은 종양 괴사 인자에 결합하여 세포 

표면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염증과 연루된 이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반면, 리턱시맵은 세포 표면 CD20

항원에 결합하여 악성 B 림프구를 표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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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항체 분자는 서로 공유 결합된 2개의 동일한 중쇄(각각은 MW 약 50 kD)와 각각이 하나의 중쇄에 공유 결합된 

2개의 동일한 경쇄(각각은 MW 약 25 kD)로 구성된 구조를 갖는다. 4개의 쇄는 고전적인 'Y' 모티프로 배열된다. 'Y'

의 하부 '다리(leg)'를 Fc 영역('c'는 '결정화가능함(crystallizable)' 또는 '보체 결합(complement-binding)'을 의미함

)이라고 하고, 세포막 내에 항체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며, 또한 대식세포를 결합시키고 보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

된다. 'Y'의 상부의 '팔'은 Fab 영역('ab'는 '항원 결합'을 의미함)이라 부른다. 각 Fab 영역은 (Fab와 Fc 영역의 이음

부에서) 불변 영역과 ('Y'의 선단으로 연장되는) 가변 영역을 포함한다. 각각의 가변 영역은 'Y'의 각 선단에서 ('초가

변' 영역으로 불리우는 가변 영역 내의 영역에서) 동일한 항원 결합 부위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각 Fab 영역은 1개의 

항원 결합 부위를 포함하고, 따라서 완전한 항체 분자는 2개의 항원 결합 부위를 포함한다(즉, '2가'임). 자연 발생 항

체 상의 2개의 항원 결합 부위는 서로 동일하므로, 항체는 1개의 항원에 대해 특이적이다(즉, '1가'임). 지금까지 항체 

분자의 분자 단편이 많이 분리되어 왔다. 이들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지만, 1 이상의 완전 항체 분자로부터 조작된다

. 이들 단편은 Fab 단편(효소 파페인으로 분해하여 완전한 항체로부터 분리된 단일 Fab)과 F(ab') 2 단편(효소 펩신

으로 항체를 분해하여 생성된 서로 공유 결합된 2개의 Fab)을 포함한다. Fab 단편은 단일특이성을 나타내는 반면, F(

ab') 2 단편은 이중특이성을 나타낸다. 최근에, 다수의 조작된 항체 단편이 도입되었다. 이들의 예로는 2본쇄 Fv(dsF

v) 단편과 1본쇄 Fv(scFv) 단편 등이 있다(각각의 경우에 'v'는 '가변성'을 의미한다). dsFv 단편은 Fab 단편에서 불

변 영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서로 공유 결합된 중쇄 및 경쇄의 가변 영역만으로 구성된 것이다. scFv 단

편은 펩티드 링커를 통하여 경쇄의 가변 영역에 결합된 중쇄의 가변 영역로 구성된 1본쇄 폴리펩티드이다. 고전적으

로, dsFv 및 scFv 단편은 1가이다(따라서 단일 특이적(monospecific)이다). 그러나, 2개의 dsFv 단편 또는 2개의 sc

Fv 단편은 그 자체가 결합되어 이중특이적 단편(불변 영역을 포함하지 않고 F(ab') 2 단편과 유사함)을 형성할 수 있

다. 또한, 상이한 항원 결합 부위(즉, 상이한 특이성)를 갖는 2개의 dsFv 단편 또는 scFv 단편을 연결시켜 이중 특이

적(bispecific) 단편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단편은 조사 도구로서 또는 치료 또는 진단 시약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인간의 (면역글로불린이라고도 불리우는) 항체는 5개의 클래스, 즉 IgG, IgM, IgA, IgD, 및 IgE가 있으며, 각각은 고

유의 특성과 기능을 갖는다. IgG, IgD, 및 IgE는 모두 1개의 항체 분자로 구성되지만, IgA는 1, 2 또는 3개의 분자로 

구성될 수 있으며, IgM은 5개의 분자로 구성된다. 또한, 인간에게는 IgG의 4가지 하위클래스(IgGl, IgG2, IgG3, 또는 

IgG4)와 IgM 및 IgA의 각각에 대해 2개의 서브클래스(각각 1 및 2)가 있다. 예를 들어, 모노클로날 항체인 리턱시맵(

Rituxan TM )은 IgG1 항체이다.

자연 발생적 항체가 단일 종에서 유래된 것일지라도, 조작된 항체 및 항체 단편은 1 이상의 동물 종으로부터 유래된 

것, 즉 키메라일 수 있다. 현재까지, 마우스(쥐)/인간 키메라 항체가 제조되었지만, 기타 종의 조합도 가능하다. 키메라

항체는 2가지 아형, 즉 키메라 항체와 인간화된 항체로 추가 분류된다. 키메라 쥐/인간 항체는 각각 대략적으로 75%

의 인간 및 25%의 마우스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다. 인간 서열은 항체의 불변 영역을 제공하고 마우스 서열은 항체

의 가변 영역(따라서 항원 결합 부위를 포함함)를 제공한다. 이러한 키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마우스 항체의 항원 특

이성을 보유하지만 마우스 항체의 면역원성(쥐 항체는 마우스 이외의 종에서 항체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발함)을 감

소시켜 인간 치료법에 키메라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메라 항체로는 상이한 인간 항체로부터 유래한 CDR 영

역을 포함하는 것 등이 있다. 초가변 영역라고도 불리우는 CDR 영역은 항원 결합 부위를 형성하는 항체 분자의 가변 

영역 내의 서열이다. CDR 영역이라는 이름은, 그 결합 부위가 항원 상에서 인식되는 에피토프에 대해 형상 및 전하 

분포가 상보적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대안적으로, 키메라 항체는 1개의 항체로부터 유래한 프레임워크 영역과 또 다른 항체로부터 유래한 CDR 영역을 포

함한다. 키메라 항체로는, 또한 2 이상의 상이한 인간 항체로부터 유래한 CDR 영역을 포함하는 것들이 있다. 인간화

된 항체는 약 90%(또는 그 이상)의 인간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다. 제공되는 유일한 쥐 서열은 초가변 영역(가변 영

역 내에 포함되는 실제 항원 결합 부위)에 대한 서열이다. 인간화된 항체는 키메라 항체와 비교하여 최소한의 마우스 

면역원성을 갖는다.

특이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 항체에는 일반적으로 2가지 유형, 즉 폴리클로날 항체 및 모노클로날 항체가 있다. 폴리클

로날 항체는 혈액 중 면역글로불린 분획으로서 발견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개체가 노출된 상이한 항원에 대해 특이

적인 여러가지 상이한 종류의 항체의 폴리클론 혼합물이다(즉, 폴리클로날 항체는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인 B 림프구(

또는 B 세포)의 여러가지 상이한 클론에서 유래한다).

모노클로날 항체는 단일 특이성을 갖는 항체이다. 즉 B 림프구(B 세포)의 단일 클론에서 유래된다. 이들 항체는 표적 

항원에 대해 탁월한 특이성을 가지며, 다량(즉, 고 역가)으로 생산될 수 있다. 모노클로날 항체는 특정 항원(예, 암 항

원)에 대한 마커로서, 진단제(예컨대 HIV-1과 같은 바이러스 검출 분석에서의 진단제)로서, 그리고 치료제로서 유용

하다. 모노클론 전항체는 2개의 완전 중쇄와 2개의 완전 경쇄를 포함하는 고전적인 분자 구조를 갖는 것들이다. 이것

은 Fab, F(ab') 2 , Fc 단편, dsFv 단편, 및 scFv 단편과 같은 항체 단편과 구별된다.

전통적으로, 불사의 하이브리도마 세포와 항체 생산 B 세포를 융합시켜 세포 배양물 중에 모노클로날 항체를 연속 생

산하는 B 세포 하이브리도마를 형성함으로써 모노클로날 항체를 생성한다. 모노클로날 항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전통

적으로 이용되는 또 다른 방법은 파지 디스플레이 기법을 이용하여 박테리아 세포 배양물 중에서 모노클로날 항체를 

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재 모노클로날 항체는 유전자 변형 동물, 예컨대 소 및 염소(겐자임 트랜스제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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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및 토끼(메다렉스, PPL 테라퓨틱스)와, 닭(트랜제노겐), 그리고 식물, 예컨대 담배 및 옥수수(에피사이트, 인

테그레이티드 프로테인 테크놀로지, 메리스템 크롭테크 등)에서 다량으로 생체내에서 생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

전자 변형 염소(겐자임 트랜스제닉)의 젖에서 다량의 모노클로날 항체가 발견될 수 있다. 모든 공급원으로부터 얻은 

항체를 본 발명에 따라 결정화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이식으로 마우스가 (인간 항체를 암호화하는) 완전한 인간 B 

세포 게놈을 포함하여 발현하도록 마 우스를 변형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트랜스게닉 마우스(아브게닉스)는 본 발명

에 따른 결정화용 인간 항체의 공급원이다. 글리코실화는 항체를 생산하는 동물에 특이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 이외의 공급원으로부터 얻은 인간 항체는 글리코실화 프로필에 미묘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전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은 변형된 글리코실화를 나타내거나 또는 탈글리코실화

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라 결정화될 수 있는 항체는 유도체화된 항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항체로는 폴리에틸렌 글리

콜 또는 1 이상의 탄수화물 부분 또는 1 이상의 메틸 또는 에틸기로 유도체화된 것 등이 있다. 임상적 관련 항체는, 이

들 항체가 사용되는 치료 분야에 따라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항체로는, 예컨대 암(예, 췌장암), 염증 질병(예, 자

가면역 질병, 관절염), 심혈관 질병(예, 발작), 감염성 질병(예, HIV/AIDS), 호흡계 질병(예, 천식), 조직 이식 거부반응

및 기관 이식 거부반응 치료용 항체 등이 있다. 이러한 항체는 방사성면역요법용 항체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라 결

정화될 수 있는 항체의 예로는 앱사익시맵(Abciximab), 팔리비즈맵(Palivizumab), 뮤루모냅(Muromonab)-CD3, 겜

트즈맵(Gemtuzumab), 트라스투즈맵, 바실릭시맵(Basiliximab), 다클리즈맵(Daclizumab), 에타네르셉트(Etanercep

t) 및 이브리투모맵 티욱세탄(Ibritumomab tiuxetan) 등이 있다.

항체 활성 방출 속도

단위 시간당 용해되는 전항체,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양을 의미한다.

항원

항체가 특이적으로 인식하여 결합하는 임의의 실체 또는 물질을 의미한다. 항원은 통상적으로 세포 또는 침입성 미생

물의 표면 상에서 발견되는 작은 조각의 단백질(펩티드)이다. 항체는 4 아미노산 길이의 작은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아미노산 1개만 치환되어도 특이적인 특정 항원을 항체가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항원성

항체가 특이적으로 인식하여 결합하고자 하는 항원의 능력을 의미한다. 항원에 특이적인 항체가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식하여 결합할 때 그 항원 구조의 항원을 말한다. 항원성은, 항원에 특이적인 항체 생산을 유발하는 항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면역원성과는 다르다.

항-이디오타입 항체

다른 항체 분자의 항원 결합 부위에 특이적인 항체를 의미한다. 항-이디오타입 항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다: 항원이 이에 대해 특이적인 항체(Ab-1 또는 이디오타입)의 생성을 유발한다. 그 다음 이들 항체(이디오타입)를 

면역원으로서 사용하여 Ab-1에 대해 특이적인 항체의 2차 생성을 유발한다. 이들 2차 생성 항체(Ab-2)를 항-이디오

타입 항체(또는 항-이디오타입)라고 부르며, 이는 Ab-1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초기 항원의 모의체이거나 또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반응은 항원 자극에 반응하여 항체-항체 상호작용에 의해 생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며, 면역계는 본질적으로 그 자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능 력을 이용하여, 특정 감염을 예방하고 몇몇 

종류의 암과 각종 면역 및 자가면역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항-이디오타입 항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항체 반감기

생체내에서, 소정량의 전항체,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이 초기 농도의 50%로 감소되는 데 필요한 시

간을 의미한다. IgG는 통상적으로 반감기가 약 21일이고(IgG3의 반감기는 7일에 불과함), IgM, A, D, 및 E의 통상적

인 반감기는 각각 10일, 6일, 3일 및 2일이다.

항체 적재량

무수 제제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항체,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중량%로 계산시 제제 또는 조성

물 중의 항체 함량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항체 적재량 범위는 1∼80%이다.

항체 방출

하기 (1) 내지 (5)의 인자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조절될 때, 중합체 담체로부터의 활성 단백질의 방출: (1) 중합체 매트

릭스의 분해; (2) 중합체 매트릭스 내의 결정 용해 속도; (3) 중합체 매트릭스를 통한 용해된 단백질의 확산; (4)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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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적재량; 및 (5) 항체 결정/중합체 매트릭스 내로의 생물학적 매질의 확산.

수성-유기 용매 혼합물

n% 유기 용매[이 때 n은 1∼99임]와 m% 수성 용매[이 때 m은 100-n임]를 포함하는 혼합물.

생체이용율

물질, 예컨대 활성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이 표적화되는 조직에서 생체내 투여된 상기 물질이 이용되는 정도를 의미한

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생체이용율은 또한 생체 내에서 결정 또는 이의 조성물 또는 제제로서 투여되는 전항체 또는 이

의 단편이 혈액에서 이용가능하게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생체이용율은 또한 물질(예, 활성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이 전달된 표적 조직에서 상기 물질이 기능(예, 직접 세포독성)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생체이

용율은 각종 방법, 예컨대 혈류 중 시간의 함수로서 측정되는 물질(예, 활성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의 농도로서 측정될 

수 있다.

생체적합성 중합체

비항원성(보조제로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비발암성, 비독성이고, 다른 경우에는 생유기체와 고유의 비적합성을 나

타내지 않는 중합체이다. 그 예로는 폴리(아크릴산), 폴리(시아노아크릴레이트), 폴리(아미노산), 폴리(무수물), 폴리(

뎁시펩티드), 폴리(에스테르), 예컨대 폴리(락트산), 즉 PLA, 폴리(락트산-코-글리콜산), 즉 PLGA, 폴리(β-히드록

시부티레이트), 폴리(카프로락톤) 및 폴리(디옥사논);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히드록시프로필)메타크릴아미드, 

폴리[(오르가노)포스파젠], 폴리(오르토 에스테르),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비닐피롤리돈), 말레산 무수물-알킬 비

닐 에테르 공중합체, 플루론산 폴리올, 알부민, 알기네이트, 셀룰로즈 및 셀룰로즈 유도체, 콜라겐, 피브린, 젤라틴, 히

알루론산, 올리고당류, 글리카미노글리칸, 황산화된 다당류, 이의 배합물 또는 공중합체.

생분해성 중합체

가수분해 또는 가용화에 의해 분해되는 중합체. 분해는 입자 표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균질성이거나 또는 중합체 매

트릭스를 통해 고르게 분해되는 균질성일 수 있다.

생물학적 고분자

단백질, 데옥시리보핵산(DNA) 및 리보핵산(RNA)과 같은 생물학적 중합체. 본 출원에서, 생물학적 거대 분자를 고분

자로서 언급하기도 한다.

조성물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의 제제로서, 중합체 담체 내로 캡슐화되

어 코팅된 입자를 형성한다.

제어형 용해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의 표면적; 상기 결정의 크기; 상기 결정의 형상; 

제제 또는 조성물 중 부형제 성분의 농도; 제제 또는 조성물 중 부형제 성분의 수와 특성; 제제 또는 조성물 중 부형제

성분의 분자량; 중합체 담체의 특성, 및 이의 조합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인자에 의해 제어되는,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들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의 용해나, 또

는 상기 결정 또는 제제 또는 조성물의 결정질 구성성분의 방출.

공중합체

1 이상의 단량체 종으로 구성된 중합체

결정

결정이란 물질의 고체 상태의 한 형태로서, 비조직형의 불균질한 고체로서 주로 존재하는 제2의 형태(비결정질 고체 

상태)와 구별된다. 결정은 원자, 이온, 분자(예, 항체와 같은 단백질) 또는 분자 조합체(예, 항원/항체 복합체)의 규칙

적인 입체 배열이다. 결정은, 명확히 구분되는 대칭축을 따라 3차원으로 반복되는 단위 셀로 배열되는 (결정화하고자 

하는 물질로 구성된) 비대칭 단위라고 불리우는 빌딩 블록의 격자 배열이다. Giege, R. and Ducruix, A. Barrett,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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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llization of Nucleic Acids and Proteins, a Practical Approach, 2nd ed., pp. 1-16,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New York, (1999) 참조.

결정의 용해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을 가용성 항체 또는 항체 단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결정을 용해시

키는 것을 말한다.

전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건조

N 2 ,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이용한 건조, 진공 오븐 건조, 동결건조, 휘발성 유기 용매를 이용한 세척 후 용매의 

증발, 가스 후드에서의 증발, 트레이 건조, 유체상 건조, 분무 건조, 진공 건조 또는 롤러 건조 등의 수단으로 물, 유기 

용매 또는 액상 중합체를 제거하는 것. 통상적으로, 결정이 자유 유동하는 분말이 되면 건조가 달성된다. 기체 스트림

을 젖은 결정 위로 통과시켜 건조시킬 수 있다. 질소,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 공기 또는 이의 조합으로 구성된 군에

서 기체를 선택할 수 있다.

유효량

본 발명의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결정 제제 또는 조성물이 일정 

시간 동안 투여되는 검체 또는 부위를 치료, 면역화, 추가 자극, 보호, 수복 또는 해독하는 데 효과적인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본 발명의 결정 제제 또는 조성물의 양.

유화제

중합체 코팅된 결정과 용액 간의 계면 장력을 낮추는 표면 활성제.

제제

당 및 생체적합성 중합체를 비롯한 1 이상의 성분 또는 부형제와, 전항체의 결정과의 조합물, 또는 1본쇄 Fv 항체 단

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과의 조합물. 부형제의 예는 미국 약학 협회와 영국 약학회가 공동 출판한 Handbook o

f Pharmaceutical Excipients에 개시되어 있다. 본 출원에서, '제제'은 '결정 제제'을 포함한다. 또한, '제제'은 '전항체 

결정 제제'과 '1본쇄 Fv 항체 단편 결정 제제' 및 'Fab 항체 결정 제제'을 포함한다.

당단백질

탄수화물에 공유 결합된 단백질 또는 펩티드. 탄수화물은 단량체이거나, 또는 올리고당류로 구성될 수 있다.

단독중합체

단일의 단량체 종으로 만들어진 중합체.

면역치료제

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이 종양 세포,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에 대한 보호성 면역을 유도

하거나 또는 종양 세포,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를 감소 또는 제거하는 면역계를 자극하는 활성을 갖는 경우, 이를 면

역치료제라고 한다.

성분

약학 성분 또는 부형제를 비롯한 임의의 부형제(들).

부형제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산성화제

아세트산, 빙초산, 시트르산, 푸마르산, 염산, 묽은 염산, 말산, 질산, 인산, 묽은 인산, 황산, 타르타르산

에어로졸 압축 불활성 가스(Aeroosol propel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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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디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 디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 이소부탄, 프로판, 트리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

공기 대용물

이산화탄소, 질소

알코올 변성제

데나토늄 벤조에이트, 메틸 이소부틸 케톤, 수크로즈 옥트아세테이트

알칼리화제

진한 암모니아 용액, 탄산암모늄, 디에탄올아민, 디이소프로판올아민, 수산 화칼륨, 중탄산나트륨, 붕산나트륨, 탄산

나트륨, 수산화나트륨, 트롤라민

균열방지제

( 활주제(glidant) 부분 참조 )

소포제

디메티콘, 시메티콘

항균성 보존제

염화벤즈알코늄, 염화벤즈알코늄 용액, 염화벤젤토늄, 벤조산, 벤질 알코올, 부틸파라벤, 염화세틸피리디늄, 클로로부

탄올, 클로로크레졸, 크레졸, 데히드로아세트산, 에틸파라벤, 메틸파라벤, 메틸파라벤 나트륨, 페놀, 페닐에틸 알코올,

페닐머큐르산 아세테이트, 페닐머큐르산 니트레이트, 벤조산칼륨, 소르브산칼륨, 프로필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나트륨

, 벤조산나트륨, 데히드로아세트산나트륨, 프로피온산나트륨, 소르브산, 티메로살, 티몰

산화방지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빌 팔미테이트, 부틸화된 히드록시아니솔, 부틸화된 히드록시톨루엔, 차아인산, 모노티오글리

세롤, 프로필 갈레이트, 나트륨 포름알데히드 설폭실레이트, 나트륨 메타비설피트, 나트륨 티오설페이트, 이산화황, 

토코페롤, 토코페롤 부형제

완충제

아세트산, 탄산암모늄, 인산암모늄, 붕산, 시트르산, 락트산, 인산, 시트르산칼륨, 메타인산칼륨, 1가염기성 인산칼륨, 

아세트산나트륨, 시트르산나트륨, 락 트산나트륨 용액, 이가염기성 인산나트륨, 1가염기성 인산나트륨, 히스티딘

캡슐 윤활제

( 정제 및 캡슐 윤활제 부분 참조 )

킬레이트화제

에데테이트산 2나트륨,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및 염, 에데트산

코팅제

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즈, 셀룰로즈 아세테이트, 셀룰로즈 아세테이트 프탈레이트, 에틸셀룰로즈, 젤라틴, 약학

적 글레이즈,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즈,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즈,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즈 프탈레이트, 메

타크릴산 공중합체, 메틸셀룰로즈,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프탈레이트, 쉘락, 수크로즈, 이산화티탄

, 카나우바 왁스, 미정질 왁스, 제인

착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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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멜, 적색, 황색, 흑색 또는 배합물, 산화제2철

착화제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및 염(EDTA), 에데트산, 젠티스산 에탄올아미드, 옥시퀴놀린 설페이트

건조제

염화칼슘, 황산칼슘, 이산화규소

유화제 및/또는 용해제

아카시아, 콜레스테롤, 디에탄올아민(보조약),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라놀린 알코올, 레시틴, 모노글리세라이드

, 디글리세라이드, 모노에탄올아민(보조약), 올레산(보조약), 올레일 알코올(안정화제), 폴록사머, 폴리옥시에틸렌 50 

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실 35 피마자유, 폴리옥실 40 경화 피마자유, 폴리옥실 10 올레일 에테르, 폴리옥실 20 세토스

테아릴 에테르, 폴리옥실 40 스테아레이트, 폴리소르베이트 20, 폴리소르베이트 40, 폴리소르베이트 60, 폴리소르베

이트 80, 프로필렌 글리콜 디아세테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모노스테아레이트, 나트륨 라우릴 설페이트, 나트륨 스테

아레이트,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 소르비탄 모노올레이트, 소르비탄 모노팔미테이트,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스테아르산, 트롤아민, 유화 왁스

여과 조제

분말형 셀룰로즈, 정제형 규조토.

풍미제 및 향료

아네톨, 벤즈알데히드, 에틸 바닐린, 멘톨, 메틸 살리실레이트, 글루탐산1나트륨, 오렌지 플라워 오일, 페퍼민트, 페퍼

민트 오일, 페퍼민트 에센스(spirit), 장미유, 농축 장미수, 티몰, 톨루 발삼 팅크제, 바닐라, 바닐라 팅크제, 바닐린

활주제 및/또는 균열방지제

규산칼슘, 규산마그네슘, 콜로이드 이산화규소, 탈크

습윤제

글리세린, 헥실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소르비톨

연고 기제

라놀린, 무수 라놀린, 친수성 연고, 백색 연고, 황색 연고, 폴리에틸렌 글리콜 연고, 바셀린, 친수성 바셀린, 백색 바셀

린, 장미수 연고, 스쿠알렌

가소제

피마자유, 라놀린, 광유, 바셀린, 벤질 벤질 포르메이트, 클로로부탄올, 디에틸 프탈레이트, 소르비톨, 디아세틸화된 

모노글리세라이드, 디에틸 프탈레이트, 글리세린, 글리세롤, 모노- 및 디-아세틸화된 모노글리세라이드, 폴리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글리콜, 트리아세틴, 트리에틸 시트레이트, 에탄올

중합체 막

셀룰로즈 아세테이트

용매

아세톤, 알코올, 희석 알코올, 아밀렌 수화물, 벤질 벤조에이트, 부틸 알코올, 4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옥수수유, 면실

유, 에틸 아세테이트, 글리세린, 헥실렌 글리콜, 이소프로필 알코올, 메틸 알코올, 메틸렌 클로라이드, 메틸 이소부틸 

케톤, 광유, 피넛유, 폴리에틸렌 글리콜, 프로필렌 카보네이트, 프로필렌 글리콜, 참기름, 주사용 물, 주사용 멸균수, 

관주용 멸균수, 정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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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제

분말형 셀룰로즈, 활성탄, 정제된 규조토

이산화탄소 흡착제

수산화바륨 석회, 소다 석회

강화제

경화 피마자유, 세토스테아릴 알코올, 세틸 알코올, 세틸 에스테르 왁스, 경질 지방, 파라핀, 폴리에틸렌 부형제, 스테

아릴 알코올, 유화 왁스, 백색 왁스, 황색 왁스

보충 기제

코코아 버터, 경질 지방, 폴리에틸렌 글리콜

현탁제 및/또는 점도 증진제

아카시아, 아가, 알긴산, 알루미늄 모노스테아레이트, 벤토나이트, 정제 벤토나이트, 마그마 벤토나이트, 카르보머 93

4p, 카르복시메틸셀룰로즈 칼슘, 카르복시메틸셀룰로즈 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즈 나트륨 12, 카라기난, 미세결

정질 및 카르복시메틸셀룰로즈 나트륨 셀룰로즈, 덱스트린, 젤라틴, 구아검, 히드록시에틸 셀룰로즈, 히드록시프로필 

셀룰로즈,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즈,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메틸셀룰로즈, 펙틴, 산화폴리에틸렌, 폴리

비닐 알코올, 포비돈, 프로필렌 글리콜 알기네이트, 이산화실리콘, 콜로이드성 이산화실리콘, 나트륨 알기네이트, 트

라가칸트, 잔탄 검.

감미제

아스파탐, 덱스트레이트, 덱스트로즈, 덱스트로즈 첨가제, 푸라노즈, 만니톨, 사카린, 칼슘 사카린, 나트륨 사카린, 소

르비톨, 소르비톨 용액, 수크로즈, 압착 설탕, 제과용 설탕, 시럽.

정제 결합제

아카시아, 알긴산, 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즈, 미세결정질 셀룰로즈, 덱 스트린, 에틸셀룰로즈, 젤라틴, 액상 글루

코즈, 구아 검,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즈, 메틸셀룰로즈, 산화폴리에틸렌, 포비돈, 예비 겔화 전분, 시럽.

정제 및/또는 캡슐 희석제

탄산칼슘, 이염기성 칼슘 포스페이트, 삼염기성 칼슘 포스페이트, 황산 칼슘, 미세결정질 셀룰로즈, 분말형 셀룰로즈, 

덱스트레이트, 덱스트린, 덱스트로즈 첨가제, 프럭토즈, 카올린, 락토즈, 만니톨, 소르비톨, 전분, 예비 겔화된 전분, 

수크로즈, 압착 설탕, 제과용 설탕.

정제 붕괴제

알긴산, 미세결정질 셀룰로즈, 크로스카멜로즈 나트륨, 크로스포비돈, 폴라크릴린 칼륨, 나트륨 전분 글리콜레이트, 

전분, 예비 겔화된 전분.

정제 및/또는 캡슐 윤활제

칼슘 스테아레이트, 글리세릴 베헤네이트,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경질 미네랄 오일, 폴리에틸렌 글리콜, 나트륨 스

테아릴 푸마레이트, 스테아르산, 정제 스테아르산, 활석, 경화 식물성 오일, 아연 스테아레이트.

강장제(Tonicity agent)

덱스트로즈, 글리세린, 만니톨,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비히클 : 풍미 비히클 및/또는 감미 비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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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엘릭시르, 화합 벤즈알데히드 엘릭시르, 이소-알코올 엘릭시르, 페퍼민트 수, 소르비톨 용액, 시럽, 톨루 발삼 

시럽.

비히클 : 유질 비히클

아몬드 오일, 옥수수유, 면실유, 에틸 올레이트,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광유, 경질 광유, 

미리스틸 알코올, 옥틸도데칸올, 올리브유, 피넛유, 감유, 참기름, 대두유, 스쿠알렌.

비히클 : 고형 담체

구형 설탕.

비히클 : 살균 비히클

주사용 정균수, 주사용 정균 염화나트륨.

점성-증진제

상기 현탁제 참조.

발수제

시클로메티콘, 디메티콘, 시메티콘.

습윤제 및/또는 용해제

염화벤즈알코늄, 염화벤제토늄, 염화세틸피리디늄, 도큐세이트 나트륨, 노녹시놀 9, 노녹시놀 10, 옥톡시놀 9, 폴록사

머, 폴리옥실 35, 피마자유, 폴리옥실 40, 경화 피마자유, 폴리옥실 50 스테아레이트, 폴리옥실 10 올레일 에테르, 폴

리옥실 20, 세토스테아릴 에테르, 폴리옥실 40 스테아레이트, 폴리소르베이트 20, 폴리소르베이트 40, 폴리소르베이

트 60, 폴리소르베이트 80, 나트륨 라우릴 설페이트,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 소르비탄 모노올레이트, 소르비탄 모

노팔미테이트, 소르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틸록사폴.

바람직한 성분 또는 첨가제로서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1) 아미노산 예컨대, 글리신, 아르기닌,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리신,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프롤린, 히스티딘의 염 

;

2) 탄수화물 예를 들어, 단당류 예컨대, 글루코즈, 프럭토즈, 갈락토즈, 만노즈, 아라비노즈, 자일로즈, 리보즈 ;

3) 이당류 예컨대, 락토즈, 트레할로즈, 말토즈, 수크로즈 ;

4) 다당류 예컨대, 말토덱스트린, 덱스트란, 전분, 글리코겐 ;

5) 알디톨 예컨대, 만니톨, 자일리톨, 락티톨, 소르비톨 ;

6) 글루쿠론산, 갈락투론산 ;

7) 시클로덱스트린 예컨대, 메틸 시클로덱스트린, 히드록시프로필-β-시클로덱스트린 등 ;

8) 무기염 예컨대,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마그네슘, 나트륨 및 칼륨의 포스페이트, 붕산 암모늄 카르보네이트 및 

암모늄 포스페이트 ;

9) 유기염 예컨대, 아세테이트, 시트레이트, 아스코르베이트, 락테이트 ;

10) 유화제 또는 용해제 예컨대, 아카시아, 디에탄올아민,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레시틴, 모노에탄올아민, 올레

산, 올레일 알코올, 폴록사머, 폴리소르베이트, 나트륨 라우릴 설페이트, 스테아르산, 소르비탄 모노라우레이트, 소르

비탄 모노스테아레이트 및 기타 소르비탄 유도체, 폴리옥실 유도체, 왁스, 폴리옥시에틸렌 유도체, 소르비탄 유도체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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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점도 증진 시약 예컨대, 아가, 알긴산 및 이의 염, 구아 검, 펙틴, 폴리비닐 알코올, 산화폴리에틸렌, 셀룰로즈 및 

이의 유도체, 프로필렌 카르보네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헥실렌 글리콜 및 틸록사폴.

첨가제 또는 성분의 추가의 바람직한 군은 수크로즈, 트레할로즈, 락토즈, 소르비톨, 락티톨, 이노시톨, 나트륨 및 칼

륨의 염 예컨대, 아세테이트, 포스페이트, 시트레이트, 보레이트, 글리신, 아르기닌, 산화폴리에틸렌,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에틸렌 글리콜, 헥실렌 글리콜, 메톡시 폴리에틸렌 글리콜, 젤라틴, 히드록시프로필-β-시클로덱스트린을 포함

한다.

불용성 및 안정한 형태 : 수성 용매, 유기 용매 또는 수성-유기 용매 혼합물중에 불용성이고, 대응부(counterpart) 항

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가용성 형태보다 안정성이 더 큰, 전항체(whole antibody)의 결정

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결정형 또는 Fab 항체 단편 결정형. 본 발명의 하나의 구체예에 따르면, '불용성 및 안정

한 형태'란 어구는 무수 제제중에서는 불용성이지만 함수 제제중에서는 가용성인 결정형을 의미할 수 있다. 임의의 구

체예에서,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은 불용성 형태일때 활성이 있다. 

또한 하나의 구체예에서,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은 불용성 형태일

때 활성일 수 있으므로, 일단 이의 활성이 소실되면 용해되거나, 제거 또는 분해된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 따르면

,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결정은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교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 따르면, 금

속 이온 예컨대, Ca ++ 은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결정에 첨가되어, 이 결정을 더욱 불용성이고 더욱 안정하게 만

들수 있다.

표지 : 전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에의 표지의 혼입. 표지는 방사능 표지, 효소 표지,

독소, 자성 제제(magnetic agent) 또는 약물 접합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 있다.

액상 중합체 : 수성 또는 유기 용매의 부재하에서의 순수한 액상 합성 중합체 예컨대,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저장 안정성의 손실 : 상응하는 조건하에 항온처리 하였을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가용성(즉, 비결정화된, 천연의) 

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 대응부에 대한 결정질 전항체 또는 결정질 단일쇄 항체 Fv 단편 

또는 결정질 Fab 항체 단편의 2차 구조에 있어서 특이 활성의 손실 및/또는 변화.

안정성의 손실 : 상응하는 조건하에 용액의 형태로 존재할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가용성(즉, 비결정화된) 항체 또

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 대응부에 비하여 결정질 전항체 또는 결정질 단일쇄 항체 Fv 단편 또는 

결정질 Fab 항체 단편의 2차 구조에 있어서 특이 활성의 손실 및/또는 변화.

고분자 : 단백질, 당단백질, 펩티드, 치료 단백질, DNA 또는 RNA 분자, 다당류, 리포 단백질, 리포 다당류.

투여 방법 :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 결정, 또는 결정 제제 또는 이의 조성물

은 다양한 투여 방식에 적합할 수 있다. 이러한 투여 방식으로서는 경구 투여 및 비경구 투여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

명에 따른 비경구 투여의 예로서는 피하, 정맥내, 경피, 근내, 폐흡입, 병소내, 국소 투여, 바늘을 사용한 주사, 무수 분

말 흡입, 피부 전기천공, 에어로졸 전달 및 바늘 을 사용하지 않는(needle-free) 주사 기법 예컨대,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피하 투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미소구 : 직경 약 1㎚ ∼ 약 1 ㎜인, 구형이거나 또는 거의 구형인 캡슐화된 결정질의 물질.

미립자 : 직경 약 1㎚ ∼ 약 1 ㎜이되 무정형인 캡슐화된 결정질의 물질.

모액 : 고분자 예컨대, 단백질, 핵산의 결정화에 사용되는 완충액.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약물 전달 장치 및 분사 주입 : 주사에 예리한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물질 전달 방법으로서, 포

유 동물 또는 다른 적당한 수용체의 체내에 전달하는 장치. 이 장치는 압력 매개 방식으로 물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장치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전항체 또는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결정 제제 또는 조성물을 

투여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으며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주입 장치 또는 시스템의 예로서는 인트라젯(상표명)(Weston 

Medical, Ltd.), 바이오젝터 2000(등록상표명)(Bioject, Inc.), 마다젯(상표명)(MADA Medical Products, Inc.) 및 J-

팁(등록상표명)(National Medical Products, Inc.), 렉트라젯(상표명)(DCI, Inc.), 메소플래쉬(등록상표명)(이소젯(상

표명)이라고도 칭함)(Prolitec), VACCI JET 일렉트리크(상표명)(ENDOS Pharma) 및 2상 유체 약물 분사 주입기(Av

ant Drug Delivery Systems, Inc.)를 포함하며, 이들은 현재 시판중에 있다.

유기 용매 : 액상 중합체 및 이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비수성 공급원으로부터 유래된 임의의 용매. 본 발명에 적합한 

유기 용매로서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 다. 아세톤, 메틸 알코올, 메틸 이소부틸 케톤, 클로로포름, 1-프로판올, 이소

프로판올, 2-프로판올, 아세토니트릴, 1-부탄올, 2-부탄올, 에틸 알코올, 시클로헥산, N-메틸피롤리디논(NMP),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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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 에틸 아세테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디클로로에탄, 헥산, 이소옥탄, 염화메틸렌, tert-부틸 알코올, 톨루엔, 사

염화탄소 또는 이들의 조합.

약학적 유효량 : 일정 시간 동안 생유기체의 증상을 치료하는데에 효과적인, 전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

ab 항체 단편 결정, 또는 이들의 제제 또는 조성물의 양.

가소화 :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을 용액의 형태로 포함하는 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가소제 예를 들어, 라

놀린, 에탄올을 사용하면 피하 주사후 점성을 띠게 되어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생성된 고점도 매트릭스는 접착성이고,

생분해성이며 생체적합성이다.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은 이후 매트릭스로부터 제어 가능한 방식으로 방출된다.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크기 : 본 발명에 사용된 PEG 부분(예, PEG 200, PEG 400, PEG 10,000, PEG 80,000)의 

크기란, 사슬의 길이 즉, PEG 사슬중 에틸렌 글리콜 잔기의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PEG 200은 PEG 중합체중 20

0개의 에틸렌 글리콜 잔기를 보유하는 것이고, PEG 80,000은 PEG 중합체중 80,000개의 에틸렌 글리콜 잔기를 보유

하는 것이다.

중합체 : 작고 간단한 화학 단위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거대 분자. 이러한 반복 단위는 선형이거나 분자형으로서, 상호

연결된 그물망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 단위는 일반적으로 단량체와 동등한 것이거나 또는 거의 동등한 

것이다.

중합체 담체 : 전항체 또는 항체 단편의 전달(생물학적 전달 포함)을 위하여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단편의 결정을 캡슐화시키는데에 사용되는 중합체. 이러한 중합체는 생체적합성 및 생분해성 중합체

를 포함한다. 중합체 담체는 단일의 중합체 유형이거나 또는 여러 유형의 중합체의 혼합물일 수 있다. 중합체 담체로

서 유용한 중합체는 예를 들어, 폴리(아크릴산), 폴리(시아노아크릴레이트), 폴리(아미노산), 폴리(무수물), 폴리(뎁시

펩티드), 폴리(에스테르) 예컨대, 폴리(락트산) 또는 PLA, 폴리(락트산-코-글리콜산) 또는 PLGA, 폴리(β-히드록시

부티레이트), 폴리(카프로락톤) 및 폴리(디옥사논) ;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히드록시프로필)메타크릴아미드, 폴

리(오르가노)포스파젠, 폴리(오르토 에스테르),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비닐피롤리돈), 말레산 무수물-알킬 비닐 에

스테르의 공중합체, 플루론계 폴리올, 알부민, 천연 및 합성 폴리펩티드, 알기네이트, 셀룰로즈 및 셀룰로즈 유도체, 

콜라겐, 피브린, 젤라틴, 히알루론산, 올리고당, 글리카미노글리칸, 황산 다당류, 개질 전분 예컨대, 아밀로즈 전분, 아

밀로펙틴 전분, 히드록시에틸 전분, 메타크릴레이트 전분 및 기타 전분, 및 단백질 결정으로 캡슐화될 임의의 통상적

인 재료를 포함한다.

예방학적 유효량 : 일정시간 동안 생유기체내에게 투여되어 이의 증상의 발병을 막는데에 효과적인, 전항체 또는 1본

쇄 Fv 항체 단편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 결정, 또는 이들의 결정 제제 또는 조성물의 양.

단백질 : 탄소, 수소, 산소, 질소와 보통 황을 함유하며, 펩티드 결합에 의하여 연결된 아미노산 사슬을 이루는 복합 중

합체. 단백질의 분자량 범위는 1000 달톤의 펩티드에서 600∼1000 킬로달톤의 당단백질을 포함한다.

단백질 전달 시스템 : 1 이상의 단백질 예컨대, 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 결정, Fab 항체 단편 결정, 또는 이러

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을 생물학적 개체에 투여하는 방법 또는 수단.

방사능 표지 : 단백질 예컨대, 전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 결정으로의 방사능 표지의 혼입. 

예컨대, 131 I 또는 90 Y와 같이 방사능 표지의 반감기가 짧은 경우, 방사능 표지는 또한 예를 들어, 암의 방사능 면역

치료법에 사용될 때 치료 효능이 있을 수 있다. 폴리펩티드 및 당단백질의 다양한 표지 방법은 당 업계에 공지되어 있

으며 사용될 수 있다. 표지의 예로서는 3 H, 14 C, 15 N, 35 S, 90 Y, 99 Tc, 111 In, 125 I 및 131 I와 같은 방사능 동

위원소 또는 방사능 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구성 :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

성물의 적당한 완충액 또는 약학적 제제중에서의 용해.

실온 : 본 발명에 있어서, 당 업자는 실온은 약 20∼약 26℃ 사이의 임의의 온도일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안정화 : 중합체 담체를 포함하는 첨가제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항체 또는 1 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 

결정의 제제 또는 조성물을 제조함으로써, 가용성 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대응부 또는 Fab 항체 단편 대응부

에 비하여, 결정질 전항체 또는 결정질 단일쇄 항체 Fv 단편 또는 결정질 Fab 항체 단편의 2차 구조에 있어서의 특이

적 활성의 손실 및/또는 변화를 억제하는 방법.

치료적 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 : 본 발명에 따른 전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

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의 결정 조성물 또는 제제로서, 생유기체에 투여되어 이 유기체의 특정 질병 또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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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료한다.

백신 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 : (1) 천연 항원 예컨대, 바이러스, 기생체, 박테리아 또는 종

양 세포와 같은 병원체상에서 발견되거나, 또는 종양에서 발견되는 항원, 또는 (2) 알레르기 항원에 의하여 생성되는, 

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 이러한 백신 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

의 단백질 활성은 병원체, 종양 또는 알레르기원 또는 기타 항원에 특이적인 보호성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항체 및 이의 단편의 결정성 및 이들의 이점

고분자 예컨대,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결정성은 이들의 생체내 저장 및 전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모액의 외부에서 안정한 이러한 결정질 고분자를 다량으로 제조하는 기법은 얼마 존재하지 않는다. 단백질 예컨대, 

전항체 및 이의 단편의 결정은 매우 파괴되기 쉽고 용매를 다량 함유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

X 선 결정분석법을 통하여 고분자 결정으로부터 얻어 진 회절 패턴은 공기중에서 탈수됨에 따라서 급속하게 분해된

다는 것은 널리 공지된 사실이다. 보통, 결정은 그 모액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분리되어 모세관으로 삽입된다. 탈수 상

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소량의 모액을 함유하는 관은 치과용 왁스 또는 실리콘 그리즈를 사용하여 공기로부터 

차단된다[McPherson, A.,Preparation and Analysis of Protein Crystals, Robert E. Krieger Publishing, Malabar,

p. 214(1989)]. 다른 기법으로는 냉동 온도에서의 고분자 결정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법이 있다. 결정은

생성된 후 급속히 냉각되어 수성 매질중 얼음 격자가 형성되는 것이 억제된다. 얼음 대신에, 결정이 최소한으로 손상

되도록 감싸는 견고한 유리 형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후 결정은 100°K로 유지되어 결정이 붕괴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Rodgers, D.W., Methods in Enzymology(Carter, C.W. 및 Sweet, R.M. 편저), Academic Press, v.276, p.

183(1997)]. 이 기법은 모액의 외부에서 결정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으나, 100°K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될 수는 없

다.

원칙적으로, 건조된 결정은 동결건조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물질을 신속히 냉각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안정한 생성물을 동결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결정질 전항체 또는 결정질 단일쇄 항체 Fv 단편 또

는 결정질 Fab 항체 단편을 함유하는 수용액은 맨처음 -40∼-50℃ 사이의 온도로 동결된다. 이후 진공상태하에서 

얼음을 제거한다. 얼음이 형성되면 일반적으로 단백질 결정 격자에 유해하므로, 결정 및 비결정 침전물의 혼합물이 

생성된다.

상온의 저장 조건하에서 순수하고 안정한 결정질 상태의 전항체를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결정은 치료제 

및 백신의 투여용 제제의 제조에 특히 유리한 형태를 구성한다. 본 발명은 유리하게는 전항체의 제제 및 조성물을 제

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고체 입자형 또는 비수성 용매중에 분산된 형태인 전항체 결정의 저장용 제제 및 조성물을 제

공한다. 더욱이, 본 발명은 단일 유형의 생물학적 활성 전항체 또는, 각각 상호 작용하지 않는 상이한 유형의 전항체의

혼합물의 저장에 사용될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항체의 1본쇄 Fv(scFv) 단편을 결정화시키는 방법 및 이러한 결정의 다양한 생물 의학적

분야에서의 용도를 제공한다. 이러한 scFv 단편은 링커 펩티드를 사용하여 항체 중쇄의 가변 영역을 항체 경쇄의 가

변 영역에 결합시킴으로써 구성된다. 이들의 크기는 작기 때문에, scFv 단편은 조직으로의 침투가 전항체보다는 더욱

용이하며, 따라서 특정 증상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적 용도를 보유할 수 있다. 결정, scFv 단편을 함유하는 결정 제

제 또는 결정 조성물은 제조되어 본 발명의 다양한 구체예에서 전항체의 결정이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

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항체의 Fab 단편을 결정화하는 방법 및 이러한 결정의 다양한 생물 의학적 분야에서의 

용도를 제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Fab 단편은 효소 파페인으로 완전한 항체를 분해하여, 하나의 항원 결합 

부위를 보유하는 항체 단편 분자를 생성함으로써 제조된다. 또는 Fab 단편은 유전 공학 기법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단편의 크기는 작기 때문에, Fab 단편은 전항체의 경우보다 조직으로의 침투가 용이하며, 이로써 이 단편은 특

정 증상에 대해서 효과 적인 치료적 용도를 보유할 수 있다. 결정, Fab 단편을 함유하는 결정 제제 또는 결정 조성물

은 제조되어 본 발명의 다양한 구체예에서 전항체의 결정이 사용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본 발명은 모든 면역글로불린 클래스 및 하위클래스로부터 유래된, 모든 면역글로불린 클래스 IgG, IgM, IgA, IgD, Ig

E 및 혈청 IgA(sIgA), 그리고 이의 하위 클래스인 IgG1, IgG2, IgG3 및 IgG4, IgM1 및 IgM2, IgA1 및 IgA2, 그리고 

scFv 단편 및 Fab 항체 단편의 결정화, 및 이들의 용도에 관한 것이다.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모액과 비수성 용매를 교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현탁액으로서 저장하는 것에 적합한 전

항체의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결정을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결정질 슬러리는 제1 용매를 스

핀시키고,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2 용매를 사용하여 잔류하는 결정질 고체를 세척한후, 비수성 용매를 증발시킴으

로써, 고체로 제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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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질 전항체 또는 scFv 단편 또는 Fab 단편의 비수성 슬러리는 피하 전달, 근육내 전달에 특히 유용한 반면, 고체 

제제는 폐 투여에 가장 적합하다. 당업자에 의하여 이해되는 바와 같이, 폐 전달 방법은 다른 투여 경로에 의하여는 전

달이 어려운 생물학적 고분자에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에 의한 전항체의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및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은 진단 방법 및 키트에 유용하다

. 예를 들어, 이러한 결정은 환자 또는 다른 표본으로부터 얻은 샘플내 표적 항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키트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키트는 용기를 포함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는 이의 사용 지침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 키트중 결정은 검출 가능한 표지로 표지될 수 있다. 샘플 예컨대, 혈액, 종양, 세포 또는 조직 샘플중 표적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은, 샘플을 본 발명에 의한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과 

혼합하고, 이 샘플이 상기 항체 또는 단편과 결합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사용

된 결정은 검출 가능한 표지로 표지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본 발명에 의한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및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은 크로마토그래

피 및 정제 방법 예컨대,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단백질의 친화성 매트릭스 정제 방법은 다음

의 단계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

(a)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및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을 결합 완충액과 혼합하는 단계로서, 상기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은 정제될 단백질과의 친화성을 보유하는 것인 단계 ;

(b) 정제될 단백질을 함유하는 단백질 용액을 결정/완충액 혼합물에 첨가하는 단계 ;

(c) 단백질이 항체 또는 항체 단편에 결합할 수 있는데에 충분한 시간 및 온도에서 전체 혼합물을 항온처리하는 단계 

;

(d) 상기 혼합물을 세척 완충액으로 세척하는 단계 ; 및

(e) 상기 단백질을 용리 완충액으로 용리시키는 단계.

전항체의 캡슐화된 결정의 안정성

당업자들은 단백질 안정성이 단백질 방출을 조절하는 중합체 미립자 전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제조하는데에 가장 

심각한 장애물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다. 중합체 담체에 캡슐화된 결정질 단백질 예컨대, 전항체의 결정, 

또는 항체 단편의 결정의 안정성은 3개의 개별 단계 즉, 1) 항체 결정 조성물의 제조 단계, 2) 생성된 조성물로부터의 

항체 방출 단계, 및 3) 항체 방출 이후의 생체내 저장 단계에서 요청될 수 있다. 가용성 또는 비결정질 단백질을 함유

하는 미립자 또는 미소구의 제조시, 유기 용매의 사용 및 동결 건조 수행은 단백질 안정성에 특히 유해하다. 결과적으

로, 방출된 단백질들은 수분-유도성 응집에 영향받기 쉬워서, 영구적인 불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전항체 결정,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제제 및 조성물의 제조시 단백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각의 전항체 분자의 이동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결정질의 고체 상태일 경우 최선으로 이루어진다. 본원의 

목적에 있어서, 고체 상태는 비결정질 및 결정질의 2 가지 범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보통 결정질 물질로 존재하는 3

차원 길이 범위는 비결정질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분자의 위치는 매우 질서정연한 결

정질 상태에 비하여, 비결정질 또는 액체 상태에서 더욱 무작위적이다. 그러므로, 항체를 포함하는 비결정질 단백질은

이의 결정질 대응부보다 덜 안정적일 수 있다.

결절성의 유지

본 발명에 의한 항체 제제 및 조성물 제조용 항체 공급원으로서 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의 결정을 사용하기 위하여,

결정화 용액(모액) 외부에서 단백질 결 정이 용해되는 문제점은 극복되어야 한다. 본 발명에 의한 단백질의 결정성, 

그리고 이로 인한 전항체의 결정, 또는 항체 단편의 결정, 및 제제 및 조성물의 제조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소가 적용될 수 있다.

1. 중합체 담체에 의하여 캡슐화된 항체 결정의 제조시 결정은 모액중에서 유지된다. 단백질 결정화에 사용된 다수의 

화합물 예컨대, 염, PEG 및 유기 용매는 중합체 가공 조건과 부합된다.

2. 용해의 동력학. 모액 외부에서의 결정 용해 속도는 조건 예컨대 pH, 온도, 금속 예컨대 Zn, Cu 및 Ca의 이온의 존

재 및 침전물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한 조건을 변화시켜 결정의 용해를 몇시간 늦출수 있다. 이와 동시에 미

립자 형성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완결하는데에 보통 수 초에서 수 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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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된 항체 결정. 모액은 여과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고, 잔류하는 결정질 페이스트는 진공하에서 수혼화성 유기 

용매를 사용한 세척 및/또는 동결건조 또는 분무 건조에 의하여, 공기에 의해 건조될 수 있다.

4. 결정 크기 및 모양은 결정화시 조작되어 조절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결정 형태(각 형태는 용해 동력학이 상

이하므로, 비결정질 단백질에 비하여 상이한 지속 방출 프로필을 보유함)를 얻을 수 있다.

5. 모액을 약학적 허용 용매 또는 용액으로 대체하여 생체내 조절 전달용 피하 비히클을 형성함으로 인한 결정 제제의

제조 방법 : 모액은 원심분리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으며, 잔류하는 결정질 물질은 피하 주입을 위하여 약학적 허용 

용매( 예, 에탄올)중에 현탁될 수 있다. 결정질 물질은 또한 N-메틸피롤리디논(NMP)중 수크로즈 아세테이트 이소부

티레이트(SAIB) 또는 폴리(락트산-코-글리콜산)(PLGA)중에 현탁될 수 있으며, 이는 수성 체액과 일단 접촉하게 되

면 피하에서 겔을 형성하게 된다. 이후 상기 겔은 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조절 방출을 촉진한다.

투여 및 생물학적 전달

현재, 치료적 단백질 예컨대, 항체는 경구 생체적합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혈장내 수명이 짧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잦은

주사 또는 주입에 의하여 투여된다. 본 발명에 의한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의 결정, 그리고 이를 함유하는 결정 

제제 및 조성물(전항체용 미립자계 지속 방출형 시스템 포함)은 환자의 적응성 및 투여 편리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정질 상태의 단백질의 생체적합성 및 안정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투여된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의 혈

중 농도는 더욱 낮은 투여량에 대하여 잠재적으로 더욱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는 느

리고 일정한 방출능은 활성 항체의 전달 효율이 더욱 높아짐으로 인하여 항체의 투여량을 유리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본원에 기술된 결정화된 항체 및 항체 제제 및 조성물을 사용하여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항체 결정, 결정 제제 및 조성물은 전항체의 천연의 생물학적 활성인 3차 구조의 보존성을 강화시키고 전

항체 또는 이의 단편을 이것을 필요로하는 개체에 서서히 방출시킬 수 있는 저장체를 제조할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은 특정 캡슐화 기법, 중합체 구성, 결정 형태, 결정 크기, 결정 용해성 및 사용된 임의의

첨가제의 존재 및 성질에 의하여 측정되는 바와 같 이, 일정 시간에 걸쳐서 조절된 방식으로 추후 방출된다. 생물학적

활성인 전항체 또는 항체 단편을 비경구 투여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결정, 결정 제제 및 조성물을 희석제로 재구성시

킬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중합체 전달 담체중에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및 조성물은 또한 백신, 약제, 

신체 보호용(personal care) 제제 및 조성물, 수의학적 제제, 또는 경구 효소 보충제제에 사용되는 임의의 통상적인 

담체 또는 보조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담체 및 보조제는 예를 들어, 프룬트 보조제, 이온 교환제, 알루미나, 알

루미늄 스테아레이트, 레시틴, 완충 물질 예컨대, 포스페이트, 글리신, 소르브산, 소르브산칼륨, 포화된 식물성 지방산

의 부분 글리세리드 혼합물, 물, 염 또는 전해질 예컨대, 황산칼륨, 이나트륨 수소 포스페이트, 염화나트륨, 아연 염, 

콜로이드성 실리카, 마그네슘, 트리실리케이트, 셀룰로즈계 물질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포함한다. 국소 투여용 또는

겔계 형태 형성용 보조제로서는 예를 들어, 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즈, 폴리아크릴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폴리

옥시프로필렌-블록 중합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나무 왁스 알코올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구체예에 의하면,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은 약학

적 조절 방출 투여를 포함하는 조절 방출 투여에 사용할 수 있는 임의의 통상적인 물질과 배합될 수 있다. 이러한 물

질로서는 예를 들어, 코팅, 외피 및 필름 예컨대, 장용 외피 및 중합체 코팅 및 필름을 포함한다.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본 발명에 의한 전달에 바람직한 위치에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전달에는 장치 예컨대, 임플란트 가능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거나, 또는 다른 미립자 단백질 전달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구체예에서, 전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은 약 0.01∼약 500 ㎛ 사

이에서 가장 긴 치수를 가질 수 있거나, 또는 약 0.1∼약 200 ㎛ 사이에서 가장 긴 치수를 가질 수 있다. 가장 바람직

한 구체예는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의 결정의 가장 긴 치수가 약 1∼약 100 ㎛ 사이인 경우이다. 이러한 결정은 

침상형, 침 다발형, 디스크형, 입방체형, 막대형, 유사 결정형, 구형, 플레이트형 예컨대, 육각형 및 정사각형, 장사방

형, 이중피라미드형 및 프리즘형 등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형태를 보유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구체예에서, 제제 또는 조성물은 전항체 농도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농도, 또는 Fab 항체 단편 

농도가 각각 약 0.1㎎/㎖ 이상이다. 이와는 달리, 제제 또는 조성물은 전항체 농도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농도, 또

는 Fab 항체 단편 농도가 각각 약 1㎎/㎖ 이상이다. 이와는 달리, 본 발명의 제제 또는 조성물은 전항체 농도 또는 1본

쇄 Fv 항체 단편 농도, 또는 Fab 항체 단편 농도가 약 10㎎/㎖ 이상이다. 이와는 달리, 본 발명의 제제 또는 조성물은 

전항체 농도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농도, 또는 Fab 항체 단편 농도가 각각 약 20㎎/㎖ 이상이다. 이와는 달리, 본 

발명의 제제 또는 조성물은 전항체 농도 또는 1본쇄 Fv 항 체 단편 농도, 또는 Fab 항체 단편 농도가 각각 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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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다. 이와는 달리, 본 발명의 제제 또는 조성물은 전항체 농도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농도, 또는 Fab 항체 단

편 농도가 각각 약 100㎎/㎖ 이상이다. 이와는 달리, 본 발명의 제제 또는 조성물은 전항체 농도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농도, 또는 Fab 항체 단편 농도가 각각 약 120㎎/㎖ 이상이다. 이와는 달리, 본 발명의 제제 또는 조성물은 전항

체 농도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농도, 또는 Fab 항체 단편 농도가 각각 약 200㎎/㎖ 이상이다.

본 발명에 의하면, 인간, 동물 및 식물을 포함하는 임의의 개체는 약학적 유효량의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을 사용하여, 일정 시간 경과

함에 따라서 이것이 투여된 개체의 증상을 치료하는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약학적 허용 방식으로 치료될 수 있다. 이

와는 달리, 개체는 일정 시간 경과함에 따라서 이것이 투여된 개체의 증상을 억제하는데에 유효한 본 발명의 전항체 

결정 또는 Fv 항체 단편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을 예방힉적

유효량으로 수용할 수 있다.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

물은 보조제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약학적 제제, 신체 보호용 또는 수의학적 제제의 일부로서, 또는 예방

학적 제제의 일부로서 단독으로 투여될 수 있다. 이는 비경구 또는 경구 투여 경로에 의하여 투여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이들은 경구, 폐내, 코, 귀, 항문, 피부, 안 구, 정맥내, 근육내, 동맥내, 복막내, 점막내, 설하, 피하, 경피, 국소 또는

두개골내, 또는 구강내 투여될 수 있다. 또 다른 약학적 제제, 신체 보호용 또는 수의학적 제제의 경우, 전항체 또는 이

의 단편의 결정, 또는 결정 제제 또는 이의 조성물은 임의의 상피 표면에 국소 투여될 수 있다.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결정 제제 또는 이의 조성물을 투여함으로써 치료, 보호, 수복 또

는 해독될 수 있는, 이러한 상피 표면의 예로서는 구강, 안구, 귀, 항문 및 코의 상피 표면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결정 제제 또는 이의 조성물을 포함하는 약학적 제제, 수의학적 또는 예방학적 제제는 또한 정제, 리포좀, 입자, 구, 미

립자, 미소구 및 캡슐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이러한 용도 및 다른 용도에 있어서,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

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은 정제의 형태로 제조될 수 있다. 이러한 정제는 용이하게 

취급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의 활성 또는 효능을 보유하는 전항체 결정,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결정 제제 또는 조성물

의 저장용인 액체 제거형, 분말 제거형을 구성한다.

이와는 달리,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은, 반응성 전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을 이것의 투여가 필요한 부위에 제

공하기 위한 투여에 사용되는 다양한 통상적 형태일 수 있다. 이에는 예를 들어 고체, 반고체 및 액체 투여형 예컨대, 

용액 또는 현탁액, 슬러리, 겔, 크림, 향유, 유액, 로션, 분말, 스프레이, 소포, 페이스트, 연고, 고약, 향유 소적을 포함

한다.

본 발명에 의한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

는 제제 또는 조성물은 또한 약제, 신체 보호용 제제 또는 수의학적 제제에 사용되는 임의의 통상적인 담체 또는 보조

제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담체 및 보조제로서는 예를 들어, 프룬트 보조제, 이온 교환제, 알루미나, 알루미늄 스

테아레이트, 레시틴, 완충 물질 예컨대, 포스페이트, 글리신, 소르브산, 소르브산칼륨, 포화 식물성 지방산의 부분 글

리세리드 혼합물, 물, 염 또는 전해질 예컨대, 황산프로타민, 이나트륨 수소 포스페이트, 염화나트륨, 아연 염, 콜로이

드성 실리카, 마그네슘, 트리실리케이트, 셀룰로즈계 물질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포함한다. 국소 제형 또는 겔계 제

형에 사용되는 보조제로서는 예를 들어, 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즈, 폴리아크릴레이트, 폴리옥시에틸렌-폴리옥시

프로필렌-블록 중합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나무 왁스 알코올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의 가장 효과적인 투여 방식 및 투여 형태는 원하는 효과, 이전의 치료법(행하여진 경우), 개체의 건

강 상태, 증상의 상태,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 결정, 또는 이의 결정 제제 또

는 조성물, 및 치료의 또는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 결정, Fab 항체 

단편 결정 또는 결정 제제 또는 이의 조성물은 약학 제제, 면역치료제, 또는 수의학적 제제에 허용 가능한 임의의 투여

형으로 한번에 또는 연속적 치료 기간에 걸쳐서 투여될 수 있다.

단일 투여를 제공하는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의 양은 특정 투여 방식, 특이적 결정 제제, 제제 또는 조성물, 투여 농도 및 투여 횟수에 따

라서 달라질 것이다. 통상적인 제제는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의 제제 또는 조성물을 약 0.01∼약 99%(w/w), 바람직하게는 약 1∼약 50%(w/w)로 함유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제제는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의 제제 또는 조성물을 약 

0.01∼약 80%(w/w), 바람직하게는 약 1∼약 50%(w/w)로 함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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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서, 개체의 증상의 개선 정도에 따라서,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

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의 유지량이 투여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투여량 또는 투여 

횟수, 또는 이 모두는 징후의 작용에 따라서 증상이 개선되는 수준으로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원하는 수준으

로 감경되었을때, 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체는 증상 또는 이의 징후가 재발할때 장기간에 걸친 간혈성 치

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결정화된 전항체, 1본쇄 Fv 항체 단편 및 Fab 항체 단편, 및 이의 조성물 및 제제는 항체 단독으로 또

는 다른 약물과 함께, 또는 다른 화학 물질 예컨대, 독소 또는 방사성 뉴클레오티드와의 복합체 또는 접합체의 형태로 

임의의 인간 질병을 비롯한, 다양한 인간 및 기타 동물의 질병, 감염 및 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한

, 결정화 전항체, scFv 항체 단편 및 Fab 항체 단편, 및 이의 조성물 및 제제를 사용하여 치료 또는 진단될 수 있는 질

병, 감염 및 질환으로는 AIDS/HIV 감염 또는 관련 증상 ; 자가면역 질환 예컨대, 류마티스성 관절염, 전신성 루프스 

홍반증,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 혈액 관련 질환 예컨대, 혈소판 응집 ; 결장암, 폐암 및 전립선암을 비롯한 암 ;

소화기 질환 예컨대, 결장 병, 크롬씨 병 및 염증성 장 질병 ; 눈 관련 증상 예컨대, 포도막염, 백내장 ; 심장병 예컨대, 

급성 심근 혈전증, 심혈관 혈전증 ; 감염성 질환 예컨대, 폐혈증, 골수염 ; 신경성 질환 예컨대, 다발성 경화증, 졸중 ; 

호흡기 질환 예컨대,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 피부 질환 예컨대, 건선 ; 조직 이식 문제 예컨대, 조직-대-

숙주간 질환, 기관 이식 거부 ; 알레르기 항원 예컨대, 땅콩에 대한 감작성 감소증, 및 외상으로 인한 손상 등을 포함한

다.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에 의한 결정화 전항체, scFv 항체 단편 및 Fab 항체 단편, 및 이의 조성물 및 제제는 골수

염, 살모넬라증, 쉬겔라증 및 암 예컨대, 비호지킨 림프종 및 백혈병으로 진행될 부위 및 병의 진행 정도를 비롯한, 질

병 또는 감염을 진단하기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시험 키트중에서 사용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에 의한 결정화된 전항체, scFv 항체 단편 및 Fab 항체 단편, 그리고 이의 조성물 및 제

제는 질병 예컨대,. 심혈관 혈전증의 검 출용인 생체내 이미지 형성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여 결정화되어 사용될 수 있는 항체로서는 항시토킨 항체, 항CD 항원 항체(항CD3, 항CD20(예, 리턱

시맵), 항CD25, 항CD52, 항CD33, 항CD11a), 항TNF-α(예, 인플릭시맵), 항방울뱀 독, 항ICAM(예, 항ICAM-1, 항I

CAM-3), 항성장 인자 항체(예, 항VEGF), 항성장인자 수용체 항체(예, 항HER2/neu(예, 트라스츠즈맵), 항EGFR), 항

면역글로불린 항체(예, 항IgE), 항폴리클로날 Ab 항체, 항바이러스 항체(예, 항CMV, 항HIV(예, 항gp120), 항HBV, 

항RSV(예, 항F 단백질) 등), 항보체 항체(예, 항C5), 항응고인자 항체(예, 항gpⅡb/Ⅲa, 항인자 Ⅶ), 항인터루킨 항체(

예, 항IL-5, 항IL-4, 항IL-8), 주요 조직적합성 복합체에 표적화된 항체(예, 항HLA), 항이디오타입 항체, 항인테그린 

항체(예, 항β-2 인테그린), 항-17-ⅠA 세포 표면 항원, 항-α4β7, 항-VLA-4 및 항CBL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

는 것은 아니다.

당업자는 전술한 전항체의 Fv 및 Fab 항체 단편을 포함하는 항체 단편들이 본 발명에 의하여 결정화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의 제조

본 발명의 하나의 구체예에 따르면,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

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다.

첫째, 전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을 결정화시킨다. 다음에는, 당, 당 알코올, 점도 증진제, 

습윤제 또는 용해제, 완충염, 유화제, 항미생물제, 항산화제 및 코팅제로부터 선택된 첨가제 또는 기타 성분을 모액에 

직접 첨가한다. 이와는 달리, 최소 1 시간에서 최대 24 시간 동안 결정을 첨가제 용액중에 현탁시킨 후에 상기 모액을

제거한다. 상기 첨가제의 농도는 통상적으로 약 0.01∼약 10%(w/w)이다. 성분의 농도는 약 0.01∼약 90%(w/w)이

다. 결정의 농도는 약 0.01∼약 99%(w/w)이다.

이후 모액을 결정 슬러리로부터 여과 또는 원심분리에 의하여 제거한다. 이후, 결정을 약 50∼약 100%(w/w)의 1 이

상의 유기 용매 예컨대, 에탄올, 메탄올, 이소프로판올 또는 에틸 아세테이트의 용액으로, 실온 또는 -20∼25℃의 온

도에서 선택적으로 세척한다.

그 다음 결정에 질소, 공기 또는 비활성 기체 스트림을 통과시켜 상기 결정을 건조시킨다.

대안으로, 결정은 공기 건조, 분무 건조, 동결 건조 또는 진공 건조시킴으로써 건조시킨다. 최종 산물의 습기 함량이 

약 10 중량% 미만, 가장 바람직하게는 5 중량% 미만이 될 때까지, 세척 후 최소 1 시간 내지 최대 72 시간 동안 건조

시킨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결정의 미세화(크기를 감소시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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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 따라,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

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을 제조하는 경우, 계면활성제와 같은 증강제는 결정화 동안 첨가되지 않는다. 

부형제 또는 성분을 결정화 후 모액에 약 1 내지 약 10%(w/w)의 농도, 대안으로는 약 0.1 내지 약 25%(w/w)의 농도,

대안으로는 약 0.1 내지 약 50%(w/w)의 농도로 첨가한다. 부형제 또는 성분은 약 0.1 내지 약 3 시간 동안 모액 중의

결정으로 항온처리하고, 대안으로는 약 0.1 내지 약 12 시간 동안 항온 처리를 수행하며, 대안으로는 약 0.1 내지 약 

24 시간 동안 항온처리를 수행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서, 성분 또는 부형제를 모액 이외의 용액에 용해시키고, 결정을 모액으로부터 제거하며, 부

형제 또는 성분 용액에 현탁시킨다. 성분 또는 부형제 농도와 항온 처리 시간은 전술한 바와 같다.

또한, 본 발명은 기타 서방형 방법, 예컨대 전항체의 캡슐화된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로 예비 로딩되는 실리콘계 고리 또는 로드(rod)를 사용할 수 있

으므로, 전달용 이식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의 일정 수치

를 혈류에 제공한다. 이러한 이식물은 피내 삽입할 수 있고,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거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다른 제제 및 조성물은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을

포함하는 백신 제제 및 조성물, 및 보조제 및/또는 캡슐화 중합체(들)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전체 항

유전자형 항체는 그 자체로 면역원이다. 이 구체예에서, 전항체 결정 및 결정 제제 또는 조성물은 항유전자형이 의태

하거나 또는 이에 매우 관련이 있는 항원에 대한 반응을 유도해 낸다. 따라서, 항유전자형 항체는 암 및 자가 면역 질

환, 예컨대 알레르기뿐 아니라, 바이러스, 예컨대 간염 B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또는 치료제의 형 태로서 작용할 수 있

다.

이러한 백신 제제 또는 조성물의 한 구체예는 결정형 전항체, 또는 이의 scFv 단편 또는 이의 Fab 단편을 포함하는 

미소구를 함유하는 단일 백신 주사를 수반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미소구는 세가지 이상의 상이한 방출 프로필에 의

해 특징화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항원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전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결정은 지속 면역을 발생

시키기에 충분한 지속된 기간에 걸쳐서 방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제 또는 조성물에 의해, 다항원 추가면역은 단일 단

위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한 이점은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을 사용함으로써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의 천연 

3차원 구조를 유지시키고, 이들의 천연 형태의 면역 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천연 항체에 의해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면역 시스템을 프라이밍하는 경우, 보조제 효과에 대한 필요성이 적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느린 분해 접종에서, 보

다 적은 면역 보조제를 포함할 수 있고, 가능하게는 제제 및 조성물의 가장 낮은 분해 미소구에서 보조제가 전혀 필요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거리 지역에서의 환자 집단은 감염 질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번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다른 이점은 중합체 담체 내에서 캡슐화되어 미소구를 포함하는 조성물을 형성하는 전항체의 결정 또는 1

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의 제제는 동결 건조함으로써 건조시킬 수 있다. 동결 

건조 또 는 냉동 건조시켜서 물을 조성물로부터 분리한다. 항체 결정 조성물을 먼저 냉각시킨 후, 고 진공에 둔다. 진

공에서, 결정형 H 2 O를 승화시켜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 조성물이 단지 밀접하게 결합된 물만을 함유한 

채로 남아 있게 한다. 이러한 가공은 조성물을 추가로 안정화시키고, 통상적으로 계수한 상온에서 보다 쉽게 저장 및 

이송할 수 있게 한다.

분무 건조는 결정 제제로부터 물을 분리하게 한다. 이 분무 건조는 용액, 에멀션 및 펌핑 가능한 현탁액과 같은 액상 

공급 원료로부터의 분말, 과립 또는 집괴의 형태에서 건조 고형물의 연속 제조에 매우 적합한다. 분무 건조는 액상 공

급 원료를 액적 분무로 분무시키는 것과, 액적을 건조 챔버 내의 더운 공기와 접촉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이 분무는 회

전(선회) 또는 노즐 분무기에 의해 생성된다. 제어된 온도 및 기류 조건 하에서 액적으로부터의 습기를 제거하고, 건

조 입자를 형성시킨다. 분무 건조 조작에서 비교적 고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임계 건조 기간 동안 증발 냉동 효과로 

인해, 그 다음, 건조 물질을 고온에 노출시키는 시간이 매우 짧음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산물에 대한 열 손상은 단지 작

아진다. 분말은 건조 챔버로부터 연속 방출시킨다. 조작 조건 및 건조기 설계는 산물의 건조 특성과 분말 명세 내용에 

따라 선택한다. 분무 건조는 말단 산물이 입도 분포, 잔여 습기 함량, 벌크 밀도 및 입자 모양에 관한 정확한 성질 표준

에 부합해야하는 이상적인 공정이다.

이 양태는 단일 투여량 멸균 용기('앰플') 또는 대안으로는 제제 또는 조성 물에서 슬러리와 같은 임의의 바람직한 증

가분의 단일 투여량으로 분산될 수 있는 치료 항체 및 항유전자형 백신에 특히 바람직하다. 그 다음, 분산된 슬러리, 

제제 또는 조성물을 함유하는 앰플을 멸균 조건 하에서 캡핑, 회분식 냉각 및 동결 건조할 수 있다. 이러한 멸균 용기

는 전세계적으로 수송되어, 실온에 저장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멸균 백신 및 치료 항체를 세계의 원거리 및 미개

발된 지역에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 사용 시점에서, 앰플은 선택한 멸균 용매 또는 완충액을 사용하여 재수화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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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다. 이러한 제제의 경우, 냉장이 전혀 필요하지 않거나, 약간 필요하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에 따른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은 추가의 안정성을 위해 가교될 수 있다. 이것은 극한 pH의 부위, 예컨대 인간 및 동물의 위장관에서 이러한 결

정, 결정 제제 및 조성물의 용도에 대해 유익하다. 예를 들면, 항체 결정, 예컨대 모노클로날 항체 결정은 다수의 가교

제 중 하나를 사용하여 가교될 수 있으며, 이 가교제로는 디메틸 3,3'-디티오비스프로피온이미데이트ㆍHCl(DTBP), 

디티오비스(숙신이미딜프로피오네이트(DSP), 비스말레이미도-헥산(BMH), 비스[술포숙신이미딜]수베레이트(BS), 

1,5-디플루오로-2,4-디니트로벤젠(DFDNB), 디메틸수베르이미데이트ㆍ2HCl(DMS), 디숙신이미딜 글루타레이트(D

SG), 디술포숙신이미딜 타르타레이트(술포-DST), 1-에틸-3-[3-디메틸아미노프로필]카르보디이미드 염산염(EDC)

, 에틸렌 글리콜비스[술포숙신이미딜숙시네이트](술포-EGS), N-[g-말레이미도부티릴옥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G

MBS), N-히드록시술포숙신이미딜-4-아지도 벤조에이트(술포-HSAB), 술포숙신이미딜-6-[a-메틸-a-(2-피리딜

디티오)톨루아미도]헥사노에이트(술포-LC-SMPT), 비스[b-(4-아지도살리실아미도)에틸]디술피드(BASED) 및 글

루타르알데히드(GA)가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에서, 전항체 또는 항체의 scFv 단편 또는 항체의 Fab 단편의 결정은 항체 방사선 치료에 사

용하기 위하여 방사선 표지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에서, 예를 들면, 방사선 표지된 항암 항체 결정 또는 scFv 단편 결

정 또는 Fab 항체 단편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을 포함하는 제제 또는 조성물은 본 발명에 따라 암 부위로 전달할 수 

있다. 전달 후, 방출되는 항체 또는 scFv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은 표적된 암 항원에 결합하고, 방사선 동위 원소를 

직접 암세포 또는 종양에 수송한다. 항체의 방출은 본 발명에 따라 시간 조절할 수 있다. 대안으로, 방사선 치료에서 

가교된 결정을 사용하는 경우, 가교제 그 자체는 방사선 표지될 수 있다. 이 구체예에서, 가교된 결정에 있는 전항체,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은 방사선 동위 원소를 암세포 또는 종양에 표적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한다. 방사선 

동위 원소 그 자체는 가교제에 의해 이송 및 방출된다. 이론적으로, 유용한 방사선 표지로는 다음의 방사선 동위 원소 

또는 방사선뉴클레오티드: 3 H, 14 C, 15 N, 35 S, 90 Y, 99 Tc, 111 In, 125 I, 131 I가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히 방사선 치료에서의 생체내 용도는 방사선 표지를 131 I, 90 Y 또는 짧은 반감기로 정의되는 임

의의 다른 방사선 표지로 한정할 것이다. 예를 들면, 모노클로날 항체 리턱시맵(실시예 1 참조)는 비-호지킨 림프종의

환자에서 방사선 면역 치료에 사용 하기 위하여 90 이트륨( 90 Y)으로 표지되어 왔다. 이 화합물은 이브리투모마브 

티욱세탄(Zevalin TM ; IDEC 파마슈티칼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디에고 소재)으로서 시중 구입 가능하다.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의 회분 결정화

단백질 결정은 수용액, 또는 유기 용매를 함유하는 수용액으로부터 제어된 단백질의 결정화에 의해 성장한다. 조절될

수 있는 용액 조건의 예로는, 용매의 증발율, 유기 용매, 적절한 공용질 및 완충액의 존재, pH 및 온도가 있다. 단백질

의 결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인자의 포괄적인 개관은 문헌(McPherson, A., Methods Enzymol. 114:112-20(19

85))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통상적으로, 대형 회분(공업 규모) 결정화는 고전적인 '현가 액적(hanging drop)' 방법에 의한 투여량 결정화 보다 매

우 더 큰 범위의 조건을 수반한다. 초기 단백질 농도는 약 1 내지 약 200 mg/㎖(또는 가능하게는 그 이상), 보다 바람

직하게는 약 0.01 mg/㎖ 내지 약 500 mg/㎖ 범위인 반면, 대형 회분 결정화의 경우, 현가 액적 방법에 대한 단백질의

농도는 약 4 내지 약 10 mg/㎖(드문 경우, 약 25 mg/㎖ 이하)로 한정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0.01 mg/㎖ 내지 3.9 mg/㎖ 이하 범위 내에 있는 단백질 

농도를 사용하여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

기 결정은 약 4 mg/㎖ 내지 10 mg/㎖ 이하 범위 내에 있는 단백질 농도를 사용하여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

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10.1 mg/㎖ 내지 25 mg/㎖ 이하 범

위 내에 있는 단백질 농도를 사용하여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25.1 mg/㎖ 내지 200 mg/㎖ 이하 범위 내에 있는 단백질 농도를 사용하여 결정화

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200.1 mg

/㎖ 내지 500 mg/㎖ 범위 내에 있는 단백질 농도를 사용하여 결정화된다.

대형 회분 결정화에 사용되는 결정화 완충액은 pH 범위가 약 3 내지 약 10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pH 범위가 약 pH

1.9 내지 약 pH 11.1이지만, 현가 액적 방법은 (보통, 이것이 pH 7.0 또는 이 주위에서 달성될지라도) 약 5.0 내지 약 

9.0 pH 범위로 수행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이며, 상기 결정은 

약 pH 1.9 초과 약 pH 2.9 이하인 pH 범위에서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

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pH 2.9 초과 약 pH 3.9 이하인 pH 범위에서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

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pH 3.9 초과 약 pH 4.9 이하인 

pH 범위에서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pH 4.9 초과 약 pH 5.9 이하인 pH 범위에서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

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 정은 약 pH 5.9 초과 약 pH 7.9 이하인 pH 범위에서 결정화된다. 본 발

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pH 7.9 초과 약 pH 8.

9 이하인 pH 범위에서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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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상기 결정은 약 pH 8.9 초과 약 pH 9.9 이하인 pH 범위에서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pH 9.9 초과 약 pH 11.1 이하인 pH 범위에서 결정화된다

.

대형 회분 결정화는 약 4℃ 내지 약 37℃ 범위 온도,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21℃ 내지 약 61℃ 온도 범위에서 달성

되지만, 대부분의 현가 액적 결정화는 약 4℃ 내지 실온(약 22℃)의 온도에서 수행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21℃ 내지 약 4℃ 미만의 온도 범위 내에서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4℃

내지 실온(약 22℃) 이하의 온도 범위 내에서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

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실온(약 22℃) 내지 약 37℃ 미만의 온도 범위 내에서 결정화된다. 본 발명

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37℃ 내지 약 61℃의 온

도 범위 내에서 결정화된다.

PEG 농도가 약 5% 내지 약 40%,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2% 내지 약 80%이고 PEG 크기(쇄 길이, 즉 PEG 쇄 내의 에

틸렌 글리콜 잔류물의 수)가 약 200 내지 약 20,000,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200 내지 약 40,000,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200 내지 약 8,000인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을 대형 회분 결정화를 위한 결정화 완충액에 사용할 수 있다. 이론

적으로, 또한 현가 액적 방법은 이러한 크기 및 농도의 PEG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5% 내지 약 20%의 P

EG 400(크기(쇄 길이)) 내지 PEG 10,000(크기(쇄 길이)) 범위 외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

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2% 내지 약 4.9% 이하의 범위의 PEG 농

도를 사용하여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5% 내지 약 20% 이하의 범위의 PEG 농도를 사용하여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

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20.1% 내지 약 80% 이하의 범위의 PEG 농도를 사용

하여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200 내지 약 400 범위의 PEG 크기를 사용하여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

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400 내지 약 10,000 이하의 범위의 PEG 크기(쇄 길이)를 사용하여 

결정화된다. 본 발명의 추가의 구체예는 전항체, 또는 이의 Fab 또는 scFv 항체 단편의 결정이며, 상기 결정은 약 10,

000 내지 약 80,000 범위의 PEG 크기(쇄 길이)를 사용하여 결정화된다.

대형 회분 결정화는 0 mM(완충액 없음) 내지 약 4 M 범위의 완충 농도에서 달성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현가 액적 

결정화는 약 2 mM 내지 약 1 M의 완충액 농 도에서 수행된다.

대형 회분 결정화는 약 0 mM(완충액 없음) 내지 약 4 M 범위의 금속 또는 비금속 이온 농도에서 달성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속 및 비금속 이온의 예로는 칼슘, 마그네슘, 망간, 구리, 아연, 리튬, 암모늄, 철, 코발트, 세슘, 카드

뮴, 니켈, 나트륨 및 칼륨이 있다.

대형 회분 결정화는 약 0 mM(완충액 없음) 내지 약 4 M 범위의 염 농도에서 달성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적합

한 염의 예로는 염화물, 아세트산염, 황산염, 인산염, 질산염, 시트르산염, 트리스, HEPES, 카코딜레이트, 이미다졸, 

CHES, CAPS, MES, MOPS, 타르타르산염, 붕산염, 탄산염/중탄산염, 불화물, 요오드화물, 티오시안산염, 포름산염, 

말론산염, 숙신산, 비신 및 EDTA가 있다.

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기에 것들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결정화 조건 하에서 광범위한 시약을 사용하여 본 발명에 

따른 결정화 방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업자는 이해할 것이다:

각종 2가 또는 1가 이온의 존재 하에서의 결정화; 약 5 mM 내지 약 500 mM 범위의 농도의 2가 금속이온의 존재 하

에서의 결정화; 아세트산염, 붕산염, 탄산염, 숙신산염, 이미다졸, 트리스, HEPES, MOP, 인산염, CHES 및 시그마 카

탈로그에서 언급한 기타 생물학적 완충액을 포함하지만, 이제 한정되는 것은 아닌 각종 완충 염을 사용하는 결정화; 

그 중에서도 특히 PEG 모노메틸 에테르, MPD, 에톡시에탄올, 프로판디올, 유기 용매, 나트륨염 또는 칼륨염 형 아황

산염(다른 나트륨염을 포함함), 암모늄염, 리튬염, PEG 유도체, 또는 임의의 다른 유기 화합물을 비롯한 시약을 사용

하는 결정화; 고정되거나 텀블링(tumbling) 또는 혼합을 수반하는 결정화 방법; 세제 또는 킬레이트화제의 존재 또는 

부재 하에서의 결정화.

결정은 대형 회분 결정화에서 약 3 시간 내지 최대 약 72 시간,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5 분 내지 약 48 시간 내에서 얻

어지지만, 현가 액적 방법은 결정을 얻는데 수일,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또한, 대형 회분 결정화는 현가 액

적 프로토콜과 같지 않은 교반 단계를 사용한다.

대형 회분 결정화는 하기와 같이 수행된다; 결정화하고자 하는 적합한 부피의 항체 또는 scFv 단편 또는 Fab 항체 단

편(이의 저장 완충액 내)을 동일한 부피의 결정화 용액 또는 결정화 완충액(전술한 pH에서)과 혼합시킨다. 혼합물은 

이전에 얻은 분쇄된 결정(다른 실험을 통함)으로 시딩(seeding)하거나 시딩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 혼합물을, 



공개특허 특2003-0074693

- 24 -

예컨대 혈액학/화학 혼합기에서 약 3 내지 약 48 시간 동안 소정 온도(통상적으로 약 실온)에서 텀블링한다.

대형 회분 결정화는 '시드(seed)' 결정, 즉 결정화 조건을 측정하기 위한 소규모의 결정화 스크린 동안 얻은 결정의 사

용을 수반할 수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시드 결정은 시중 구입할 수 있는 결정화 스크리닝 키트(예

컨대, Wizard I 및 Wizard II와 Cryo I 및 cryo II 키트(에머랄드 바이오스트럭쳐스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원싱톤주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에 소재), 또는 Crystal Screen 및 Crystal Screen II 키트(햄튼 리서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

나 니구엘에 소재)를 사용하여 현가 액적 방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대안으로, 전항체 또는 scFv 단편 또는 Fab 항

체 단편의 결정들은 실제로 전술한 대형 회분 결정화 방 법의 축소형인 소량 회분(microbatch) 스크리닝으로 불리는 

스크리닝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전항체의 결정화가 대략 최근 25년 동안 중요 관심의 대상이었을지라도, 결정화된 것들은 거의 없다[Harris L. J., Sk

aletsky, E., and McPherson, A., J. Mol. Biol. 275:861-72 (1998); Harris L. J., Larson, S.B., Skaletsky, E., and

McPherson, A., Immunoloqical Reviews 163:35-43 (1998)]. 이러한 과거의 노력은 오직 현가 액적 또는 시드 액

적 프로토콜을 이용하였다. 두 방법은 결정의 극히 저수율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항체 결정의 대규모 제조에는 적

합하지 않았다. 이처럼 항체의 큰 크기, 표면 올리고당의 존재 및 이들의 고도의 분절 가요성으로 인한 항체 결정화에 

문제점이 있었다. 전항체를 대규모로 결정화하는 치료 항체의 전달의 대안 루트를 제공하는 가공은 이전에 개발된 적

이 없었다.

중합체 담체에서의 전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의 캡슐화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 따라, 조성물은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들을 포함하는 제제가 1 이상의 중합체 담체에서 캡슐화되어 중합체 담체의 매트릭스 내에서의 캡슐화에

의해 미소구를 형성하여 이들의 천연 및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3차 구조를 보존하는 경우에 생성된다. 결정은 상이한 

생물학적 환경으로의 전달하거나 특이적인 기능을 초래하는 데 적합한 독특한 특성을 갖는 다양한 생체적합성 및/또

는 생분해성 중합체를 사용하여 캡슐화할 수 있다. 용해율 및 이에 따른 활성 항체 또는 이의 단편의 전달율은 특정 

캡슐화 기법, 중합체 제조, 중합체 가교, 중합체 두께, 중합체 용해도 및 항체 결정 기하 구조에 의해서 측정한다.

캡슐화하고자 하는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이러한 결정들의

제제를 유기 용매 중에 용해된 중합체 담체에 현탁시킨다. 중합체 용액은 이들을 용액에 첨가하고 난 후, 항체 결정 

또는 제제를 완전 코팅하기에 충분하도록 농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양은 약 0.02 내지 약 20, 바람직하게는 약 0.1 내

지 약 2의 항체 결정 대 중합체의 중량비를 제공하는 양이다. 항체 결정을 약 0.5 분 내지 약 30 분, 바람직하게는 약 

1 분 내지 약 3 분의 시간 동안 용액 중의 중합체와 접촉시킨다. 결정은 현탁되고 이들이 중합체와 접촉함으로써 코팅

될 때 응집하지 않게 유지되어야 한다.

이 접촉 후, 결정은 코팅되고, 이는 발생기의 미소구로서 언급한다.

발생기의 미소구는 코팅 처리 동안 크기가 증가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중합체 담체 및 유기 용매와 함

께 현탁된 코팅 결정 또는 발생기의 미소구는 유화제로 알려진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큰 부피의 수용액으로 수송된

다. 이 수용액에서, 현탁된 발생기의 미소구는 수상에 침지되고, 여기서 유기 용매는 중합체로부터 증발하거나 확산한

다. 결국, 중합체가 더이상 용해되지 않고 항체 결정, 항체 단편 결정 또는 제제를 캡슐화하는 침전상을 형성하여 조성

물을 형성하는 점에 도달한다. 공정의 이 양태는 중합체 담체 또는 중합체의 경화 공정으로서 언급한다. 유화제는 상

을 경화하는 공정 동안 시스템 내에서 문제의 다양한 상들 사이의 계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돕는다. 대안으로, 코

팅 중합체가 몇몇 고유의 표 면 활성을 가지는 경우, 분리 계면활성제를 첨가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본 발명의 따른 캡슐화된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을 제조하는 데 

유용한 유화제로는 본 명세서에서 예시한 바와 같은 폴리(비닐 알콜), 예컨대 계면활성제 및, 중합체 코팅 전항체 결

정 또는 중합체 코팅된 결정 제제와 용액 사이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타의 계면활성제가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의 결정도

는 캡슐화 공정 동안 유지된다. 결정도는 결정이 용해되지 않는 유기 용매를 사용함으로써 코팅 공정 동안 유지된다. 

이 후에, 코팅 결정이 수성 용매로 이송된다면, 이전 단계에서의 중합체 담체의 빠른 경화와 결정의 충분한 코팅은 용

해로부터 결정형 물질을 보호한다.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을 코팅하기 위해 중합체 담체로서 사용되는

중합체는 단일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일 수 있다. 미소구의 가수분해율은 개별 중합체 종의 가수분해율에 의해 대량으

로 측정된다. 일반적으로, 가수분해율은 다음과 같이 감소한다: 폴리카르보네이트 > 폴리에스테르 > 폴리우레탄 > 폴

리오르토에스테르 > 폴리아미드. 생분해성 및 생체적합성 중합체를 개관하려면, 문헌[W.R Gombotz and D.K. Pettit

, 'Biodegradable polymers for protein and peptide drug delivery', Bioconjugate Chemistry, vol. 6, pp. 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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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5)]을 참조하라.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중합체 담체는 단일 중합체 유형, 예컨대 PLGA를 포함한다. 그 다음의 바람직한 구

체예에서, 중합체 담체는 50% PLGA 및 50% 알부민과 같은 중합체의 혼합물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캡슐화된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을 제조하기 위

해 중합체 담체로서 유용한 기타의 중합체로는 폴리(아크릴산), 폴리(시아노아크릴레이트), 폴리(아미노산), 폴리(무

수물), 폴리(뎁시펩티드), 폴리(에스테르), 예컨대 폴리(락트산) 또는 PLA, 폴리(b-히드록시부티레에이트), 폴리(카프

롤락톤) 및 폴리(디옥산온);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히드록시프로필)메타크릴아미드, 폴리[(오르가노)포스파젠], 

폴리(오르토 에스테르), 폴리(비닐 알콜), 폴리(비닐피롤리돈), 무수 말레산-알킬 비닐 에테르 공중합체, 플루로닉(plu

ronic) 폴리올, 알부민, 알긴산염, 셀룰로스 및 셀룰로스 유도체, 전분 및 이의 유도체, 콜라겐, 피브린, 젤라틴, 히알루

론산, 올리고당, 글리카미노글리칸, 황산화 다당류, 배합물 및 이의 공중합체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생체적합

성/생분해성 중합체가 있다. 다른 유용한 중합체는 문헌(J. Heller and R.W. Balar, 'Theory and Practice of Control

led Drug Delivery from Biodegradable Polymers, 'Academic Press, New York, NY(1980); K.O.R. Lehman and

D.K. Dreher, Pharmaceutical Technology, vol. 3(1979); E.M. Ramadan, A. El-Helw and Y. El-Said, Journal of

Microencapsulation, vol. 4, pp. 125-132(1987); O. Phillai and R. Panchagnula, Current Opinion in Chemical B

iology, vol. 5, pp 447-451(2001))에 기재되어 있다. 바람직한 중합체는 사용되는 특정 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과 캡슐화된 결정 또는 결정 제제의 의도된 사용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대안으로, 용매 증발 기법은 전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을 캡슐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D. Babay, A. Hoffmann and S. Benita, Biomaterials vol. 9

, pp. 482-488(1988) 참조).

본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전항체의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은 본 명

세서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중합체, 예컨대 폴리락트산과 글리콜리산의 공중합체를 사용하여 이중 유액 방법을 사용

하여 1 이상의 중합체 담체에서 캡슐화된다.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중합체는 폴리락트산과 글리콜리

산의 공중합체('PLGA')이다. PLGA는 락트산('L') 및 글리콜산('G')과의 축중합 반응에 의해 제조된 공중합체이다. L 

및 G의 다양한 비를 사용하여 PLGA 중합체의 결정도 및 소수성을 조절할 수 있다. 중합체의 고 결정도는 보다 느린 

용해를 초래한다. 20 내지 70% G 함량을 갖는 PLGA 중합체는 비정질 고체인 경향이 있지만, G 또는 L의 고수치는 

우수한 중합체 결정도를 초래한다. 문헌[D.K. Gilding and A.M. Reed, 'Biodegradable polymers for use in surger

y-poly(glycolic)/poly(lactic acid) homo and copolymers: 1., Polymer vol. 20, pp. 1459-1464(1981)]을 참조하

라. PLGA는 에스테르 결합 가교의 가수분해에 의해 물에 노출된 후 분해되어 락트산 및 글리콜산의 비독성 단량체를

생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구체예로는 이중벽 중합체 코팅된 미소구가 있다. 이중벽 중합체 코팅된 미소구는 염화메틸렌 또는 

중합체를 용해시킬 수 있는 다른 용매 중에 2가지 분리 중합체 용액을 제조함으로써 생성시킬 수 있다. 전항체 결정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은 용액들 중 하나에 첨가되고, 분산된다. 여기서, 결정은

제1 중합체로 코팅된다. 그 다음, 제1 중합체 코팅 결정을 함유하는 용액을 제2 중합체 용액과 합한다[Pekarek, K.J.;

Jacob, J.S. and Mathiowitz, E. Double-walled polymer microspheres for controlled drug release, Nature, 367,

258-260 참조]. 그 결과, 제2 중합체는 결정을 캡슐화하는 제1 중합체를 캡슐화한다. 이상적으로, 그 다음 이 용액은

계면활성제 또는 유화제를 함유하는 큰 부피의 수용액에 점적한다. 이 수용액에서, 용매는 2가지 중합체 용액으로부

터 증발하고, 중합체들이 침전된다.

본 발명의 결정, 제제 또는 조성물을 용해함으로써 회수된 전항체 및 1본쇄 Fv 항체 단편 및 Fab 항체 단편은 2차 구

조를 특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항체 결정 또는 단소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은 약

0.8 내지 약 1.0 인 푸리에 변환 적외선(FTIR) 스펙트럼에 의해 측정된 가용성 항체 또는 항체 단편 대응물의 스펙트

럼을 비교하는 상관 관계 스펙트럼에 의해 표시되는 바와 같이 β-시트 구조 함량을 특징으로 할 수 있다. 약 0.8 미

만의 상관 관계 공계계수는 분자간 β-시트 2차 구조 함량이 증가하는 크기로 중수소화되어 단백질 응집 및 침전을 

초래하는 단백질 샘플을 나타낸다.

본 발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의 실시예를 제시한다. 이러한 실시예들은 단지 예시의 목적이고, 임의의 방법

으로 본 발명의 영역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실시예

다음의 실시예에서, 사용된 결정 스크리닝 키트(현가 액적으로부터 시딩하는 경우)는 다음의 것 중 1 이상이다: Wiza

rd I 및 Wizard II와 Cryo I 및 cryo II 키트(에머랄드 바이오스트럭쳐스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워싱톤주 베인브리지 

아일랜드에 소재), 또는 Crystal Screen and Crystal Screen II 키트(햄튼 리서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니구엘

소재). 전항체의 회분 결정화 또는 소량 회분 스크리닝은 적절한 결정화 완충액과 항체를 혼합한 후, 텀블링 또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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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처리(적시한 바와 같이 진탕하거나 하지 않음)함으로써 수행하였다. 예비 스크리닝에서 증발 확산 현가 액적 또는 

소량 회분 스크리닝으로부터 얻은 항체 결정을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하여 결정화 과정을 촉진하였다. 항체 결정은 이

들의 복굴절을 측정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실시예 1

리턱시맵

리턱시맵은 Rituxan TM (제네테크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으로서 시중 구

입 가능한 키메라 쥐과/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이다. 이 모노클로날 항체는 비 호지킨 림프종을 처리하는 데 넓게 사용

되어 왔다. 리턱시맵은 정상 및 악성 B-림프구의 표면 상에서 CD20 항원에 결합하는 키메라 IgG1 카파 면역 글로불

린이다. 이것은 쥐과 경쇄 및 중쇄 가변 영역 서열 및 인간 일정 영역 서열로 구성된다. 리턱시맵 항체는 분자량(MW)

이 약 145 kD이다.

리턱시맵 결정화, 회분 1:

물질:

A - 리턱시맵 항체(9.0 mg/㎖ 염화나트륨, 7.35 mg/㎖ 무수 시트르산나트륨, 0.7 mg/㎖ 폴리소르베이트 80 및 멸균

수, pH 6.5 중에서 10 mg/㎖로 4℃에서 사용할 때까지 저장됨)

B - Wizard I 결정 스크리닝 키트(에머랄드 바이오스트럭쳐스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워싱톤주 베인브리지 아일랜드

에 소재)

C - 폴리에틸렌 글리콜-1000(PEG-1000)

D - 이미다졸

E - 아세트산칼슘 완충액 pH 8.0

절차

리턱시맵 시드 결정은 Wizard I 스크리닝 키트를 사용하여 예비 스크리닝에서 증발 확산 액적으로부터 얻었다. 소량 

회분 결정화는 20%(w/v) PEG-1000, 100 mM 이미다졸 및 200 mM 아세트산 칼슘, pH 8.0을 함유하는 결정화 완

충액 500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현가 액적으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 미국 팬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소재)에서 50 rpm으로 실온에서 밤새도록 텀블링

하였다. 이 단계로부터 얻은 항체 결정은 본질적으로 규모 확대 소량 회분 절차인 대형 회분 결정화를 위한 시드로서 

사용하였다. 대형 회분 결정화는 리턱시맵 용액 8 ㎖를 20%(w/v) PEG-1000, 100 mM 이미다졸 및 200 mM 아세트

산 칼슘, pH 8.0을 함유하는 결정화 완충액 8 ㎖와 혼합함으로써 개시하였다. 용액 중의 리턱시맵의 최종 농도는 5 m

g/㎖였다.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 한 후,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합기( 모델 346, 피셔 사이

언티픽)에서 실온에서 50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밤새도록 텀블링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주입한 리턱시맵 중 85%가 이 예에서 결정화되었다.

실시예 2

리턱시맵 결정화, 회분 2:

리턱시맵 결정은 결정화가 리턱시맵(10 mg/㎖) 500 ㎕를 20%(w/v) PEG-1000, 100 mM 이미다졸 및 200 mM 아

세트산칼슘을 함유하는 동일한 부피의 결정화 완충액과 혼합함으로써 개시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얻

었다.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

에서 실온에서 50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밤새도록 텀블링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

다. 이 프로토콜을 pH 4.0, 5.0, 6.0 및 8.0에서 반복하였으며,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실시예 3

리턱시맵의 소량 회분 결정화 스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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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턱시맵 결정은 결정화가 리턱시맵(10 mg/㎖) 60 ㎕를 20%(w/v) PEG-600, 100 mM 아세트산칼슘 및 50 mM 2-

[N-시클로헥실아미노]에탄술폰산(CHES), pH 9.5를 함유하는 동일한 부피의 결정화 완충액과 혼합함으로써 개시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얻었다. 용액 중의 리턱시맵의 최종 농도는 5 mg/㎖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

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혼합물을 벤치탑(benchtop) 진탕기/항온 처리기(뉴 런즈윅 사이언티픽, 

모델 C25)에서 25℃ 에서 650 rpm으로 항온 처리하였다. 밤새도록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도 1)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주입한 리턱시맵 중 80%는 이 실시예에서 결정화되었다.

실시예 4

리턱시맵의 소량 회분 결정화 스크리닝:

리턱시맵 결정은 결정화가 리턱시맵(10 mg/㎖) 50 ㎕를 20%(w/v) PEG-1000 및 100 mM 아세트산칼슘을 함유하

는 동일한 부피의 결정화 용액과 혼합함으로써 개시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얻었다. 혼합물을 실온에

서 12 시간 동안 두었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혼합물을 에펜도르프(Epp

endorf) 원심분리관에서 실온으로 연속 항온처리하였다. 밤새도록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아세트산 칼슘 농도는 10, 20, 40, 60, 80, 200 또는 400 mM으로 조절하면서 이 스크린을 반복

하였으며, 결정은 테스트한 모든 조건 하에서 얻어졌다.

실시예 5

리턱시맵의 소량 회분 결정화 스크리닝:

리턱시맵 결정은 결정화가 리턱시맵(10 mg/㎖) 50 ㎕를 20%(w/v) PEG-1000 및 100 mM 아세트산칼슘을 함유하

는 동일한 부피의 결정화 용액과 혼합함으로써 개시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와 같이 얻었다. 혼합물을 실온에

서 12 시간 동안 두었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혼합물을 원심분리관에서 

실온으로 연속 항온처리하였다. 밤새도록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PEG

-1000 농도를 5, 10, 15, 20 또는 40%(w/v)로 조절하면서 이 스크린을 반복하였으며, 테스트한 모든 조건 하에서 결

정이 얻어졌다.

실시예 6

리턱시맵의 소량 회분 결정화 스크리닝:

리턱시맵 결정은 결정화가 리턱시맵(10 mg/㎖) 50 ㎕를 20%(w/v) PEG-6000, 100 mM 아세트산칼슘 및 100 mM 

트리스, pH 8.0을 함유하는 동일한 부피의 결정화 완충액과 혼합함으로써 개시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와 같

이 얻었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혼합물을 벤치탑 진탕기/항온 처리기(뉴

런즈윅 사이언티픽, 모델 C25)에서 25℃에서 225 rpm으로 항온 처리하였다. 밤새도록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

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PEG-6000(PEG 농도를 20%를 유지함)을 PEG-2000, PEG-4000 또는 

PEG-8000으로 대체하여 이 실시예를 반복하였으며, 테스트한 모든 조건 하에서 결정이 얻어졌다. 도 1을 참고하라.

실시예 7

리턱시맵의 소량 회분 결정화 스크리닝:

리턱시맵 결정은 결정화가 리턱시맵(10 mg/㎖) 60 ㎕를 20%(w/v) PEG-6000, 100 mM 아세트산칼슘 및 100 mM 

트리스, pH 8.0을 함유하는 동일한 부피의 결정화 완충액과 혼합함으로써 개시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와 같

이 얻었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혼합물을 벤치탑 진탕기/항온 처리기(뉴

런즈윅 사이언티픽, 모델 C25)에서 25℃에서 650 rpm으로 항온 처리하였다. 밤새도록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

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PEG-6000(PEG 농도를 20%를 유지함)을 PEG-200, PEG-300 또는 PE

G-20000으로 대체하여 이 스크린을 반복하였다. 140 mM(100 mM 대신) 트리스는 PEG-200을 사용하는 스크린을

위해 사용하였다. 테스트한 모든 조건 하에서 결정이 얻어졌다.

실시예 8

리턱시맵의 소량 회분 결정화 스크리닝:

리턱시맵 결정은 결정화가 리턱시맵(10 mg/㎖) 50 ㎕를 20%(w/v) PEG-1000 및 200 mM CuSO 4 , 및 100 mM 

이미다졸, pH 8.0을 함유하는 동일한 부피의 결정화 완충액과 혼합함으로써 개시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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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얻었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14 시간 동안 두고, 혼합물을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실온에서 항온처리하였다. 밤새도록 항온 처리한 후, 막대형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이어서, 200 

mM CuSO 4 을 다른 2가 양이온, 예컨대 200 mM CaCl 2 , MnCl 2 또는 ZnCl 2 로 대체하여 이 스크린을 반복하였

으며 침상 클러스터, 디스크 및 반 결정의 형태의 결정을 얻었다.

실시예 9

투석된 리턱시맵을 사용하는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 4 ㎖ 분액을 4℃에서 밤새도록 탈이온수를 2회 교체하면 서 탈이온수 2 ℓ에 대해 투석하고, 원

심 분리 필터 장치(밀리포어, 30 kD 컷-오프)로 1 ㎖로 농축시켰다. 결정화는 유기 커버 슬라이드 상에서 진한 리턱

시맵 6 ㎕를 20%(w/v) PEG-1000 및 100 mM 이미다졸, 200 mM 아세트산칼슘, pH 8.0을 함유하는 결정화 완충액

2 ㎕와 혼합시킴으로써 현가 액적으로 수행하였다. 커버 슬라이드는 웰 상에 플립(flip)하고, 두었으며, 이 웰은 24-웰

플레이트에서 동일한 완충액 450 ㎕를 함유하였다. 약 1 주 동안 실온에서 플레이트를 항온 처리 한 후, 입방체의 형

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10

투석된 리턱시맵을 사용하는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 5 ㎖ 분액을 4℃에서 밤새도록 10 mM Hepes 완충액 2 ℓ에 대해 투석하고, 원심 분리 필터 장

치(밀리포어, 10 kD 컷-오프)로 54 mg/㎖로 농축시켰다. 회분 결정화는 진한 리턱시맵 20 ㎕를 완충액 및 첨가제와 

혼합함으로써 수행하였는데, 최종 혼합물은 36 mg/㎖ 항체, 133 mM Hepes, pH 7.50, 66 mM CaCl 2 및 13% 2-메

틸-2,4-펜탄디올을 함유하였다. 혼합물은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50 rpm으

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48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이 

실시예에서, 주입한 리턱시맵 중 84%가 결정화되었다.

실시예 11

투석된 리턱시맵을 사용하는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 5 ㎖ 분액을 4℃에서 밤새도록 10 mM Hepes 완충액, pH 7.0, 2 ℓ에 대해 투석하고, 원심 분리

필터 장치(밀리포어, 10 kD 컷-오프)로 54 mg/㎖로 농축시켰다. 회분 결정화는 진한 리턱시맵 20 ㎕를 완충액 및 첨

가제와 혼합함으로써 수행하였는데, 최종 혼합물은 18 mg/㎖ 항체, 200 mM Hepes, pH 7.50, 200 mM CaCl 2 및 3

3% PEG-400을 함유하였다. 혼합물은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50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48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12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는 항체 80 ㎕를 0.02 M CaCl 2 , 0.1 M 아세트산나트륨, pH 4.6, 30% 2-메틸-2,4-펜탄디올과

혼합하고, 이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50 rpm으로 텀블링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실온에서 48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13

세제의 존재 하에서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은 리턱시맵 450 ㎕를, 20%(w/v) PEG-1000, 100 mM 이미다졸, 200 mM 아세트산칼슘, pH 8.0 및 0.1% 

Tween(등록 상표) 80(세제; 시그마-알드리치)를 함유하는 동일한 부피의 결정화 완충액과 혼합함으로써 결정화하

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50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밤새도록 텀블링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결정이 형성되

었다. 또한, 리턱시맵은 50 ㎕ 내지 1.0 ㎖ 범위의 출발 부피를 사용하여 결정화시켰다. 동일한 유형의 결정이 형성되

었다.

실시예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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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는 항체 50 ㎕를 0.2 M 아세트산칼슘, 0.1 M 아세트산나트륨, pH 4.6, 30% PEG 400의 50 ㎕와

혼합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학/

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225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

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15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는 항체 50 ㎕를 0.2 M 아세트산칼슘, 0.1 M 이미다졸, pH 8.0, 10% PEG 8000의 50 ㎕와 혼합

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225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16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는 항체 50 ㎕를 0.2 M 아세트산칼슘, 0.1 M 트리스, pH 7.0, 20% PEG 3000의 50 ㎕와 혼합함

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

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225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17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는 항체 50 ㎕를 0.2 M 아세트산칼슘, 0.1 M MES, pH 6.0, 20% PEG 8000의 50 ㎕와 혼합함

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

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225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18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는 항체 50 ㎕를 0.2 M 아세트산칼슘, 0.1 M 이미다졸, pH 8.0, 35% 2-에톡시에탄올의 50 ㎕와

혼합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학/

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225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 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

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19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는 항체 50 ㎕를 0.5 M 아세트산칼슘, 0.1 M 아세테이트, pH 4.5, 40% 1,2-프로판디올의 50 ㎕

와 혼합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

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225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20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는 항체 50 ㎕를 0.2 M 아세트산칼슘, 0.1 M HEPES, pH 7.5, 40% PEG 400의 50 ㎕와 혼합함

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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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225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21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는 항체 4 ㎖를 0.2 M 아세트산칼슘, 0.1 M 트리스, pH 7.0, 20% PEG 6000 및 0.1% Tween(

등록 상표) 80(시그마-알드리치)을 함유하는 시약 4 ㎖와 혼합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50 r

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이 방법에 의한 수율은 93%였다.

실시예 22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는 항체 1 ㎖를 0.2 M 아세트산칼슘, 0.1 M MES, pH 6.0, 20% PEG 6000 및 0.1% Tween(등

록 상표) 80(시그마-알드리치)을 함유하는 시약 1 ㎖와 혼합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

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50 rpm

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이

방법에 의한 수율은 80%였다.

실시예 23

리턱시맵 결정화:

리턱시맵(10 mg/㎖)는 항체 10 ㎕를 0.2 M 아세트산칼슘, 0.1 M 아세트산나트륨, pH 4.6, 30% 2-프로판올의 10 ㎕

와 혼합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

학/화학 혼 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225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24

리턱시맵 결정화:

투석된 리턱시맵(10 mg/㎖)는 항체 10 ㎕를 0.02 M CaCl 2 , 0.1 M 아세트산나트륨, pH 4.6, 30% 2-메틸-2,4-펜

탄디올의 20 ㎕와 혼합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225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25

리턱시맵 결정화:

투석된 리턱시맵(10 mg/㎖)는 항체 10 ㎕를 0.2 M CaCl 2 , 0.1 M HEPES, pH 7.5, 28% PEG-400의 20 ㎕와 혼합

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225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26

리턱시맵 결정화 - 상이한 결정 형태:

리턱시맵(20 mg/㎖)는 항체 10 ㎕를 15% PEG 400, 0.51 M 황산나트륨, 0.1 M EDTA를 함유하는 용액 10 ㎕와 혼

합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현가 액적으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학/

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225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

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이 실시예에서, 주입한 리턱시맵 중 85%가 결정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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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도 4를 참고하라.

실시예 27

리턱시맵 결정화 - 상이한 결정 형태:

리턱시맵(20 mg/㎖)는 항체 10 ㎕를 12% PEG 400, 1.36 M 황산나트륨 및 0.1 M 트리스, pH 7.5를 함유하는 용액 

10 ㎕와 혼합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전에 얻은 소량 회분로부터 리턱시맵 시드 결정으로 시딩한 후, 이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225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침상 클러스터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

실시예 28

리턱시맵 결정화 - 상이한 결정 형태:

투석된 리턱시맵(66 mg/㎖)는 항체 10 ㎕를 0.2 M CaCl 2 , 0.1 M HEPES, pH 7.5, 28% PEG 400을 함유하는 용

액 20 ㎕와 혼합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20 일 후, PEG 400(100% PEG 400 30 ㎕) 및 1 M 황산리튬 10 ㎕를 더 첨

가하였다. 실온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한 후, 입방체의 형태의 리턱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도 3).

실시예 29

결정 #1의 형태학

리턱시맵의 상이한 형태는 상이한 결정화 조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었다. 예를 들면, 도 1 및 도 3으로부터의 리턱시맵 

결정을 참고하라.

실시예 30

결정 #2의 형태학

결정화:

완충액: 100 mM Hepes, pH 7.7, 12% PEG 400, 1.17 M 황산나트륨.

방법: 1 부피 리턱시맵을 2 부피 결정화 완충액과 혼합하였다. 이 혼합물을 결정이 형성될 때까지 실온에서 교반없이 

유지하였다.

결과: 소형(길이≤10 ㎛) 침상 등의 결정이 형성되었다(도 4).

실시예 31

트라스투즈맵

트라스투즈맵은 Herceptin TM (제네테크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로서 시중 구입할 수 

있는 재조합 DNA-유도 인간 모노클로날 항체이다. 이 모노 클로날 항체는 상피 성장 인자 수용체 2 단백질, HER2의

세포외 영역 을 과발현시키는 유방암을 치료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 트라스투즈맵은 HER2에 결합하는 쥐

과 항체(4D5)의 상보성 결정 영역을 갖는 인간 골격 영역을 포함하는 IgG1 카파이다.

트라스투즈맵 소량 회분 결정화,

회분 1:

트라스투즈맵 항체를 멸균 동결 건조된 분말로서 초기 440 mg 바이알 내에 저장한 후, 멸균수 20 ㎖ 중에 용해시켰

다. 용해된 트라스투즈맵 용액은 22 mg/㎖ 트라스투즈맵, L-히스티딘 HCl 9.9 mg, 6.4 mg L-히스티딘, α,α-트레

할로스 이수화물 400 mg 및 폴리소르베이트 20 1.8 mg, USP를 포함하였다.

0.495 mg/㎖ L-히스티딘 HCl, 0.32 mg/㎖ L-히스티딘, 20 mg/㎖ α,α-트레할로스 이수화물 및 0.09 mg/㎖ 폴리

소르베이트 20, USP를 함유하는 완충액 중의 트라스투즈맵(22 mg/㎖)의 분액 210 ㎕를 25% PEG 400, 5% PE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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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100 mM 트리스, pH 8.5, 10% 프로필렌 글리콜 및 0.1% Tween(등록상표) 80(시그마-알드리치)을 함유하는 

결정화 완충액 210 ㎕와 혼합하고, 실온에서 밤새도록 항온 처리하였다. 용액 중의 트라스투즈맵의 최종 농도는 11 

mg/㎖였다. 그 다음, 이 혼합물을 현가 액적으로부터 얻은 트라스투즈맵 결정으로 시딩하고, 프로필렌 글리콜 20 ㎕

를 보충한 후,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50 rpm으로 텀블링하였다. 트라스투즈맵 결정은 

다음날에 얻었다(도 5). 주입한 트라스투즈맵 중 85%가 이 방법에 의해 결정화되었다.

실시예 32

트라스투즈맵 소량 회분 결정화, 회분 2:

0.495 mg/㎖ L-히스티딘 HCl, 0.32 mg/㎖ L-히스티딘, 20 mg/㎖ α,α-트레할로스 이수화물 및 0.09 mg/㎖ 폴리

소르베이트 20, USP를 함유하는 완충 용액 중의 트라스투즈맵(22 mg/㎖)의 분액 50 ㎕를 25% PEG 300, 10% 글리

세롤, 0.1 M 트리스, pH 7, 10% PEG 8000을 함유하는 결정화 완충액 50 ㎕와 혼합하고, 소량 회분로부터 얻은 틀스

투주마브 결정으로 시딩한 후 실온에서 밤새도록 항온 처리하였다. 크기가 50 내지 120 ㎛ 범위인 트라스투즈맵 결

정을 다음날 얻었다(도 6).

실시예 33

트라스투즈맵 소량 회분 결정화, 회분 3

0.495 mg/㎖ L-히스티딘 HCl, 0.32 mg/㎖ L-히스티딘, 20 mg/㎖ α,α-트레할로스 이수화물 및 0.09 mg/㎖ 폴리

소르베이트 20, USP를 함유하는 완충액 중의 트라스투즈맵(22 mg/㎖)의 분액 50 ㎕를 25% PEG 300, 10% 글리세

롤, 0.1 M 트리스, pH 7, 10% PEG 8000을 함유하는 결정화 완충액 50 ㎕와 혼합하고, 소량 회분로부터 얻은 트라스

투즈맵 결정으로 시딩한 후 실온에서 밤새도록 항온 처리하였다. 크기가 약 20 ㎛인 트라스투즈맵 결정을 다음날 얻

었다.

실시예 34

인플릭시맵

인플릭시맵은 Remicade TM (센토코르; 네덜란드 레이덴에 소재)으로서 시중 구입할 수 있는 키메라 쥐과/인간 모노

클로날 항체이다. 이 모노클로날 항체는 류마 티즘성 관절염 및 콘 질환(Crohn's disease)을 처리하는 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플릭시마브는 TNF-α 항원에 결합하는 키메라 IgG1 카파 면역 글로불린이다. 이것은 쥐과 경쇄 

및 중쇄 가변 영역 서열과 인간 일정 영역 서열로 구성된다. 인플릭시맵 항체는 분자량(MW)이 약 149 kD이다.

인플릭시맵 소량 회분 결정화, 회분 1

인플릭시맵 항체는 멸균 동결 건조 분말로서 초기 100 mg 바이알에 저장한 후, 멸균수 2 ㎖ 중에 용해시켰다. 인플릭

시맵 100 mg, 수크로스 500 mg, 폴리소르베이트 80 0.5 mg, 일염기 인산나트륨 2.2 mg 및 이염기 인산나트륨 6.1 

mg을 함유하는 용해된 용액을 결정화를 위해 사용하였다.

인플릭시맵은 항체(50 mg/㎖) 50 ㎕를 35% 에톡시에탄올, 0.2 M 황산리튬, 0.1 M 트리스, pH 8.6의 100 ㎕와 혼합

함으로써 결정화하였다. 이 혼합물을 혈액학/화학 혼합기(모델 346, 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실온에서 50 rpm으로 텀

블링하였다. 밤새도록 항온 처리한 후, 막대형 클러스터의 형태의 인플릭시맵 결정이 형성되었다(도 2).

실시예 35

인플릭시맵 소량 회분 결정화, 회분 2:

또한, 실시예 34의 것과 유사한 막대형 결정은 인플릭시맵을 동일한 조건 하에서 40%(w/v) PEG-400, 0.1 M 트리스

완충액, 200 mM 황산리튬, pH 8.5로 항온 처리(교반 없음)하는 때 얻었다.

실시예 36

인플릭시맵 소량 회분 결정화 회분 3:

인플릭시맵(0.1 M 트리스 HCl 완충액, pH 7.0 중의 50 mg/㎖)의 분액 25 ㎕를 1 M 염화칼슘 3 ㎕ 및 100% 폴리에

틸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550(PEG MME 550) 5 ㎕과 혼합하고, 실온에서 밤새도록 항온 처리(교반 없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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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릭시맵의 입방형 결정이 밤새도록 형성되었다.

실시예 37

인플릭시맵 소량 회분 결정화

인플릭시맵(물 중의 20 mg/㎖)의 분액 25 ㎕를 20% PEG 300, 0.1 M 트리스, pH 8.5, 5% PEG 8000 및 10% 글리

세롤을 함유하는 결정화 완충액 50 ㎕로 혼합하였다. 용액 중의 인플릭시맵의 최종 농도는 6.7 mg/㎖였다. 그 다음, 

이 혼합물을 실온에서 밤새도록 항온 처리(교반 없음)하였다. 인플릭시맵의 별모양 결정이 일주일 후에 형성되었다(

도 7).

실시예 38

상기 예시한 결정화 조건은 임의의 바람직한 임상적으로 적절한 항체의 결정화를 위해 유용하다. 임상적으로 적절한 

항체는 이들을 사용하는 치료 분야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항체로는 다음에 것을 비롯한(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시중 구입 가능한 항체가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앱사익시맵(ReoPro TM ) (항-GPIIB/IIIa 수용체; 심혈관 질환의 치료용) (센토코르; 네덜란드 라이덴 소재);

(2) 팔리비즈맵(Synagis TM ) (RSV 상의 항-F 단백질; 호흡기 질환) (MedImmune 제조; 미국 메릴랜드주 게이터스

버그 소재);

(3) 뮤로모냅-CD3(Orthoclone TM ) (항-CD3 항체; 조직 이식 거부용) (오르토바이오테크; 미국 뉴저지주 라리탄 

소재);

(4) 겜트즈맵 오조가마이신(Mylotarg TM )(암(항-CD33 항체)) (예쓰 랩스; 미국 팬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5) 트라스투즈맵(Herceptin TM )(암(항-HER2 항체)) (제네테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소재);

(6) 바실릭시맵(Simulect TM ) (항-CD25 항체; 조직 이식 거부용) (노바티스, 스위스 바젤 소재);

(7) 다클리즈맵(Zenapax TM ) (항-CD25 항체; 조직 이식 거부용) (프로틴 디자인 랩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몬

트 소재);

(8) 에타네르셉트(ENBREL TM ) (염증성 질환) (이뮤넥스, 미국 워싱톤주 시애틀 소재);

(9) 이브리투모맵 티욱세탄(Zevalin TM ) (암에 대한 방사선 면역 치료) (IDEC 파마슈티칼즈, 미국 캘리포이나주 샌

디에고 소재).

실시예 39

상기 예시한 결정화 조건은 항체의 1본쇄 Fv (scFv) 단편의 결정화 또는 항체의 Fab 단편의 결정화에 유용하다.

실시예 40

면역글로불린의 기타 클래스

본 발명의 모든 구체예는 모든 면역글로불린 부류 IgG, IgM, IgA, IgD, IgE 및 혈청 IgA(sIgA)뿐만 아니라 하위클래

스 IgG1, IgG2, IgG3 및 IgG4, IgM1 및 IgM2, 그리고 IgA1 및 IgA2의 결정화 및 결정의 사용에 유용하다.

실시예 41

모노클론 항체 정제에 대한 도구로서의 결정화

그 중에서도 특히 리턱시맵, 인플릭시맵 및 트라스투즈맵을 포함하는 모노클로날 항체는 포유류 세포 배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모노클로날 항체의 결정화는 배양 배지 또는 세포 추출물로부터 직접 또는 부분 또는 완전 정제

후에 수행할 수 있다. 결정화는 이러한 단계 중의 정제 방법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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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양태에서, 모노클로날 항체는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것을 비롯한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결정화를 사용하여 

정제할 수 있다: 곤충 세포 배양물; 박테리아 세포 배양물; 그 중에서도 특히 트랜스게닉 옥수수(maize), 담배, 감자 

및 옥수수(corn)를 비롯한 트랜스게닉 식물 부분, 그 중에서도 특히 종자, 꽃, 잎 및 뿌리/괴경을 비롯한 식물 부분; 및

그 중에서도 특히 트랜스게닉 소, 말, 돼지, 닭, 염소 및 양을 비롯한 트랜스게닉 동물의 우유, 혈청, 혈장, 난 및 기타 

부위.

항체의 결정화는 정제 전에 세포 추출물로부터 직접 또는 부분 또는 완전 정 제 후에, 즉 우유로부터 직접 또는 공정

의 임의 단계에서 관심 대상의 단백질의 정화 또는 부분 정제 후에 수행할 수 있다.

방법:

예컨대 트라스투즈맵(22 mg/㎖) 1 ℓ를 비이커에서 25% PEG400, 5% PEG8000, 100 mM 트리스, pH 8.5, 10% 프

로필렌 글리콜 및 0.1% Tween(등록 상표) 80(시그마-알드리치)을 함유하는 결정화 완충액 1 ℓ와 혼합하였다. 그 

다음, 혼합물을 실온에서 오버헤드 교반기를 사용하여 교반하면서 밤새도록 항온처리하였다. 그 다음, 용액을 현가 액

적 또는 소량 회분로부터 얻은 트라스투즈맵 결정으로 시딩하였다. 프로필렌 글리콜 100 ㎖를 가하고, 결정이 형성될

때까지(대략 24 시간 동안) 혼합물을 교반하였다.

실시예 42

우유로부터의 결정화에 의한 항체의 정제

우유를 37℃에서 해동하고, 7000 x g로 15 분 동안 4℃에서 원심분리함으로써 탈지하였다. 그 다음, 크림색 층을 예

리한 피펫 끝을 사용하여 천공하고, 탈지 우유를 개구를 통하여 깨끗한 튜브로 경사분리하였다. 그 다음, 탈지 우유를 

동일 부피의 250 mM EDTA로 희석하였다. 유백색 외관을 처리하였는데, 이는 미셀 구조 및 응집물의 분해를 가리키

는 것이다. EDTA 정화 탈지 우유를 PBS에 대하여 투석하여 EDTA를 제거하였다. 그 다음, 정화된 우유를 대략 5 내

지 10 mg/㎖의 최종 농도로 모노클로날 항체 용액에 첨가하였다. 그 다음, 첨가된 우유로부터의 모노클로날 항체를 

폴리에틸렌 글리콜 단독 또는 염, 예컨대 황산암모늄과의 조합을 사용하여, 또는 다양한 염, 완충제, 유기 용매 등을 

사용하는 전술한 임의의 결정화 조건을 사용하여 결정화하였다.

실시예 43

트랜스게닉 동물, 트랜스게닉 동물 산물 및 트랜스게닉 식물로부터의 모노클로날 항체의 결정화

당업자라면, 실시예 41 및 42에 나타낸 방법을 사용하여 트랜스게닉 동물(세포, 조직 추출물 등으로부터), 트랜스게

닉 동물 산물(예컨대, 난 등) 및 트랜스게닉 식물(식물 세포 및 조직 추출물 등)로부터 결정화에 의하여 모노클로날 항

체를 정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실시예 44 및 45에서, 결정화된 리턱시맵의 순도 및 구조는 환원 및 비환원 조건 하에서 HPLC 및 SDS-PAGE 상의 

용해된 리턱시맵을 분석함으로써 평가하였다.

실시예 44

실시예 1에서 얻은 결정으로부터 용해된 리턱시맵을 β-메르캅토에탄올의 존재없이, 4-20% 구배 SDS-PAGE 겔 상

에서 분석하였다. 겔 전기영동으로부터 β-메르캅토에탄올의 누락은 이황화 결합에 의해 함께 유지되는 중쇄 및 경

쇄의 해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천연 리턱시맵을 대조군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천연 및 용해된 리턱시맵 둘 다는 비환원 조건 하에서 단일 단백질 밴드를 나타내었으며, 분자량은 전체 리턱시맵 모

노클로날 항체에 대한 정확한 크기인 대략 150 kD와 동일하였다.

이 프로토콜은 환원 조건을 사용하여(β-메르캅토에탄올을 사용함) 반복하였다. 천연 리턱시맵을 대조군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환원 조건 하에서 천연 및 용해된 리턱시맵 둘 다에 대하여, 겔은 각기 모노클로날 항체 중쇄 및 경쇄에 대한 정확한 

크기인 약 60 kD 및 약 25kD에서 두 개의 밴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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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5

HPLC에 의한 리턱시맵 결정의 순도 및 크기 분석

실시예 1로부터 얻은 결정으로부터 천연 리턱시맵 및 용해된 리턱시맵의 순도 및 크기는 HPLC(시마즈, LC-10AD) 

시스템 상의 크기 배제 칼럼(BIOSEP-SEC S3000, 페노메넥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소재)으로 실행 완충액으

로서 100 mM 인산칼륨, pH 7.5 및 일정 유속 0.5 ㎖/분으로 분석하였다. 천연 및 용해된 리턱시맵 둘 다를 단일 단백

질 피크로서 칼럼으로부터 용출시켰는데, 이는 결정화 과정이 리턱시맵 항체의 구조적 일체성을 변경시키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실시예 46

천연(가용성) 및 용해된 리턱시맵의 동력학적 광 산란 특성화

실시예 21에서와 같이 제조된 리턱시맵 결정으로부터 가용성 리턱시맵 및 용해된 리턱시맵을 25 mM 트리스, pH 7.

0, 150 mM 염화나트륨 및 0.1% Tween(등록 상표) 80(시그마-알드리치)(최종 단백질 농도는 대략 1 mg/㎖과 같음)

에 용해시키고, Precision/Acquire 및 Precision/Analyze가 장착된 PD2000 동력학적 광 산란 검출 기(프리시젼 디

텍터즈,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랭클린 소재) 상에서 분석하였다. 천연(가용성) 리턱시맵(10 mg/㎖)를 비교를 위해 탈

이온수로 20 배 희석시켰다.

결과:

가용성 및 용해된 리턱시맵에 대한 유체역학적 반경이 동일하였으며, 이는 결정화 과정이 리턱시맵 항체의 이러한 특

징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또한, 이 실시예는 유체역학적 반경의 측정으로부터 판단한 바와 같이, 단백질 응

집이 결정화 중에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47

천연(가용성) 및 용해된 트라스투즈맵의 동력학적 광 산란 특성화

실시예 31에서와 같이 제조한 트라스투즈맵 결정은 25 mM Tris, pH 7.0, 150 mM 염화나트륨 및 0.1% Tween(등

록 상표) 80(시그마-알드리치)에 용해시켰다. 최종 단백질 농도를 대략 1 mg/㎖로 조정하였다. 그 다음, 용해된 트라

스투즈맵 결정을 Precision/Acquire 및 Precision/Analyze가 장착된 PD2000 동력학적 광 산란 검출기(프리시젼 디

텍터즈, 미국 매사추세츠주 프랭클린 소재) 상에서 분석하였다. 천연(가용성) 트라스투즈맵(22 mg/㎖)를 비교를 위해

탈이온수로 20 배 희석시켰다.

결과:

가용성 및 용해된 트라스투즈맵에 대한 유체역학적 반경 및 분자량이 동일하였으며, 이는 결정화 과정이 리턱시맵 항

체의 이러한 특징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또한, 이 실시예는 유체역학적 반경의 측정으로부터 판단한 바와 

같이, 단백질 응집이 결정화 중에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48

실시예 1에서 20%(w/v), PEG-1000, 100 mM 이미다졸 및 200 mM 아세트산칼슘, pH 7.0으로 결정화시킨 침상 클

러스터 리턱시맵 결정은 Coulter LS 입도 분석기로 특성화한 바, 중선이 72 ㎛이고, 크기 범위가 50 내지 150 ㎛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실시예 49

천연(가용성) 및 용해된 리턱시맵의 펩티드 맵핑 비교

25 mM Tris, pH 7.0 및 Tween(등록 상표) 80(시그마-알드리치) 중의 리턱시맵(가용성 또는 실시예 1로부터의 결

정) 10 mg/㎖의 500 ㎕ 분액을 트립신 167 ㎍과 혼합하고, 37℃에서 24 시간 동안 항온처리하였다. 각각의 분해된 

샘플을 0.22 ㎛ 필터에 통과시켜 여과하고, 200 ㎕ 분액을 Shimazu LC10AD 시스템 상에서 0.1% 트리플루오로아세

트산으로 수분 보충하여 평형화시킨 C-8 역상(Vydac, 미국 캘리포니아주 헤스페리아 소재) HPLC 칼럼에 로딩하였

다. 결합된 펩티드를 0-70% 아세토니트릴 구배로 70 분에 걸쳐서 0.9 ㎖/분으로 용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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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유사한 프로필이 가용성 및 재용해된 리턱시맵에 대하여 얻어졌는데, 이는 결정화 과정으로 인한 리턱시맵의 형태, 

구조 또는 크기 변화가 없음을 가리킨다.

실시예 50

천연(가용성) 및 용해된 리턱시맵 및 트라스투즈맵의 N-말단 서열 결정

항체, 예컨대 리턱시맵 및 트라스투즈맵이 결정 상태에서 말단 분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각기 실

시예 21 및 31에 따라 제조된 리턱시맵 및 트라스투즈맵 결정 및 이들의 가용성 대응부에 대하여 다음을 수행하였다.

N-말단 서열화는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즈 인코포레이티드(ABI) 447A 자동 단백질 서열 결정기를 사용하여 수행

하였다. 각각의 샘플을 서열 결정기에 놓여 있는 유리 섬유 디스크에 로딩하고, 1회 예비 순환시켰다. 예비 순환 단계 

후, 다수의 에드만 분해 사이클을, ABI로부터의 표준 단백질 서열 결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결과는 각

각의 사이클에 대하여 검출된 주 페닐티오히단토닌(PTH)-아미노산으로서 기록하였다(20 개의 통상 발생하는 아미

노산에 대한 표준 1 문자 기호를 사용하여 생성된 서열을 기록하였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A = 알라닌; C = 시스테인

; D = 아스파르트산; E = 글루탐산; F = 페닐알라닌; G = 글리신; H = 히스티딘; I = 이소루신; K = 리신; L = 루신; 

M = 메티오닌; N = 아스파라긴; P = 프롤린; Q = 글루타민; R = 아르기닌; S = 세린; T = 트레오닌; V = 발린; W = 

트립토판; Y = 티로신).

결과:

트라스투즈맵:

트라스투즈맵 형태 항체 사슬 N-말단 서열

결정 중쇄 E-V-Q-L-V-G-S

결정 경쇄 D-I-Q-M-T-Q-S

가용성 중쇄 E-V-Q-L-V-G-S

가용성 경쇄 D-I-Q-M-T-Q-S

리턱시맵:

리턱시맵 형태 항체 사슬 N-말단 서열

결정 중쇄 차단됨

결정 경쇄 Q-I-V-L-S-Q-S

가용성 중쇄 차단됨

가용성 경쇄 Q-I-V-L-S-Q-S

결과는 결정화 과정이 트라스투즈맵 또는 리턱시맵 항체의 N-말단 아미노산 분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51

천연(가용성) 및 용해된 트라스투즈맵의 PAS(과요오드산 - 쉬프 시약) 총 탄수화물 염색

방법:

실시예 31에 따라 제조된 결정화 트라스투즈맵뿐만 아니라, 그 가용성 대응부(제조자에 의해 공급됨)의 투석 샘플 2 

㎍(둘 다 10% β-메르캅토에탄올로 환원시킨 것 및 환원시키지 않은 것)을 SDS-PAGE 겔 상에서 실행하였다. 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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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 블롯에 의하여 니트로셀룰로스 멤브레인으로 옮겼다. 바이오라드 면역-블롯 염색 키트를 사용하여, 항체(및 

환원된 샘플의 경우 항체의 중쇄)에 부착된 탄수화물 부분을 염색하고, 시각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겔을 40% 메탄올,

7% 아세트산으로 30 분 동안 고정하고, 이 용액으로 4회 세척한 다음, 새로운 용액에 밤새도록 방치하였다. 다음 날, 

겔을 1% 과요오드산, 3% 아세트산으로 산화시키고, 이어서 이중 증류(dd) H 2 O로 각기 10 분 동안 10 회 세척하여

과요오드산을 제거하였다. 겔을 암소 에서 쉬프 시약으로 약 1 시간 동안 항온처리하여 염색을 현상한 다음, 스캐닝하

였다.

결과:

가용성 및 결정 트라스투즈맵 둘 다는 결정 항체의 비환원 샘플 내 경쇄 고분자량 밴드를 제외하고는 겔 상에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원된 샘플에서, 탄수화물은 예상한대로 항체의 중쇄와 관련있었다.

실시예 52

천연(가용성) 및 용해된 리턱시맵의 PAS(과요오드산 - 쉬프 시약) 총 탄수화물 염색

방법:

이 방법은 실시예 51에서와 같이 수행하였다.

결과:

리턱시맵의 가용성 및 결정화 샘플은 겔 슬래브 상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수화물은 환원된 샘플 내 항체

의 중쇄와 관련있었다.

실시예 53

천연(가용성) 및 용해된 트라스투즈맵 및 리턱시맵의 N-결합 올리고당 프로필링(Profiling)

N-결합된 올리고당 프로필링은 바이오라드 N-결합된 올리고당 프로필링 키트(카탈로그 # 170-6501)를 사용하여 

달성하였다. 트라스투즈맵 및 리턱시맵의 결정화 샘플(각기 실시예 31 및 21로부터)을 세척하고, 용해시켰으며, ddH 

2 O에 대하여 투석하고, 가용성 트라스투즈맵 및 리턱시맵의 샘플(제조자에 의해 공급됨)을 ddH 2 O에 대하여 투석

하였다. 각각의 샘플의 200 ㎍ 분액을 동일 부피의 방출 완충액과 혼합하고, 5% 나트륨 도데실 술페이트(SDS) 1 ㎕, 

10% β-ME 1.5 ㎕ 및 NP-40(Tergitol) 4 ㎕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변성시켰다. 이어서, PNGase(아스파라긴 결합 

올리고당을 개열하는 효소) 2 ㎕를 각각의 샘플에 가하고, 샘플을 37℃에서 밤새도록 항온처리하였다. 그 다음, 단백

질을 3 부피의 냉각 에탄올로 침전시키고, 샘플을 스피닝하였으며, 상청액(올리고당을 함유함)를 회수하고, 동결 건조

시켰다. 샘플을 재구성하고, 8-아미노나프탈렌-1,3,6-트리술폰산으로 37℃에서 밤새도록 형광 표지하였다. 샘플을 

다시 동결 건조시키고, H 2 O 및 2X 샘플 완충액으로 재구성하였다. 올리고당은 N-결합 올리고당 프로필링 겔과 바

이오라드로부터의 완충액을 사용하여 겔 전기 영동으로 실행하고, 겔은 장파장 UV 투시기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N-결합 올리고당

N-결합 올리고당을 항체로부터 개열하고, 바이오라드 N-결합 올리고당 프로필링 키트를 사용하여 형광 염색하였다.

샘플의 좌측에 대한 글루코스 래더 표준 실행으로 올리고당의 상대 위치를 밝혀내었다.

결과:

결정 및 가용성 리턱시맵 및 트라스투즈맵에 대한 밴드는 동일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결정화가 출발 물질과 관

련된 올리고당기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시예 54

천연(가용성) 및 용해된 리턱시맵 및 트라스투즈맵의 단당류 구성성분

천연(가용성) 리턱시맵 및 트라스투즈맵의 단당류 구성성분을 Bio-Rad 단당류 조성 분석 키트(카탈로그 # 170-681

1)를 사용하여 각기 실시예 1 및 31에서 제조한 바와 같은 재구성된 리턱시맵 및 트라스투즈맵 결정의 것과 비교하였

다. 트라스투즈맵 및 리턱시맵 결정을 모액으로 3회 세척하고, ddH 2 O에 대하여 밤새도록 투석하였다. 재구성된 천

연(가용성) 트라스투즈맵 및 리턱시맵을 ddH 2 O에 대하여 투석하고, 비교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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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천연 및 용해된 항체의 샘플을 그 당 함량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천연 및 용해된 항체를, 항체 40 ㎍

을 함유하는 3 개의 50 ㎕ 분액으로 분할하였으며, 한 분액은 각기 3회의 가수분해 반응을 위한 것이다. 중성 당 분석

을 위하여, 100℃에서 5 시간에 걸쳐서 2 N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 중에서 반응시켰다. 아민 당의 경우, 100℃

에서 3 시간에 걸쳐서 4 N HCl 중에서 가수분해시키고, 80℃에서 1 시간 동안 0.1 N TFA를 사용하여 시알산 가수분

해를 수행하였다. 가수분해 후, 모든 샘플을 동결 건조시키고, 아민 당을 무수아세트산과 완충액으로 재아세틸화시켰

으며, 다시 동결 건조시켰다. 그 다음, 샘플을 재구성하고, 2-아미노아크리딘(AMAC)으로 형광 표지한 다음, 45℃에

서 3.5 시간 동안 항온 처리하였 다. 샘플을 다시 동결 건조시키고, 희석하였으며, 전기 영동을 위해 2X 샘플 완충액과

혼합하였다. 샘플의 전기 영동은 Bio-Rad 단당류 조성물 겔 및 완충액을 사용하여 달성하였으며, 결과는 장파장 UV 

투시기를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결과:

리턱시맵: 천연(가용성) 및 용해된 리턱시맵은 동일한 단당류 구성성분을 가졌다. 겔 상에 나타나는 중성 단당류는 만

노스, 작은 밴드의 푸코스, 작은 밴드의 글루코스(블랭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단지 오염물일 수 있다) 및 작은 밴

드의 갈락토스였다. N-글루코사민은 아민 가수분해 후 나타나는 유일한 밴드가었다. 시알산 가수분해로 밴드를 얻지

못하였다.

트라스투즈맵: 천연(가용성) 및 용해된 트라스투즈맵은 동일한 단당류 구성성분을 가졌다. 겔 상에 나타나는 중성 단

당류는 만노스, 작은 밴드의 푸코스 및 작은 밴드의 글루코스(블랭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단지 오염물일 수 있다

) 였다. N-글루코사민은 아민 가수분해 후 나타나는 유일한 밴드가었다. 시알산 가수분해로 밴드를 얻지 못하였다.

리턱시맵와 트라스투즈맵에 대한 결과는 결정화 과정이 항체의 단당류 함량을 변화시키지 않았음을 설명한다.

실시예 55 및 56

항체의 생체분석

그 중에서도 특히 본 명세서에서 언급된 것들을 비롯한 종양 관련 항원을 인식하는 다양한 모노클로날 항체는 암 치

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항원을 가 진 표적 세포에 대한 항체의 세포독성은 세 가지 분석, 예컨대 직접 세포독

성, 보체 의존성 세포독성(CDC) 및 항체 의존성 세포독성(ADCC)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특성 규명할 수 있다. 리턱시

맵에 대한 표적 세포는 Raji, Daudi, JOK1 및 WT100을 포함하는, 그 표면 상에 CD-20 항원을 과발현하는 세포이다.

트라스투즈맵에 대해 특이적인 항원은 HER2(사람 상피 성장 인자 수용체 2 단백질)이고, 이는 SK-BR-3, BT474 및

MCF/HER2를 비롯한 사람 유방 선암 세포주에서 과발현된다.

1. 직접 세포독성:

그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직접 세포독성은 상이한 농도의 항체로 표적 세포를 동시 항온 처리함으로써 표적 세

포에 대한 항체의 고유 독성 효과를 측정한다. 세포 생존률은 항체와의 동시 항온 처리 후에 계수한다.

2. 보체 의존성 세포독성(CDC)

항체가 그 세포 표면 항원에 결합할 때, 이것은 보체 시스템(세포를 용해시키고, 국소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는 일련의

상호작용 단백질)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표적 세포 파괴를 유발한다. 이 분석은 희석된 사람 혈청(보체 시스템의 공급

원으로서)과 항체로 고정수의 표적 세포를 동시 항온 처리함으로써 수행한다. 세포 생존률은 항온 처리의 말미에 결

정한다. 대조 플레이트(표적 세포 + 항체 단독)와 비교하여, 보체(사람 혈청)을 함유하는 플레이트 내 세포 사멸이 유

의적으로 상승하였다.

3. 항체 의존성 세포독성(ADCC):

CDC와 유사하게, ADCC는 모노클로날 항체의 세포독성에 원인이 되는 주요 기 전 중 하나이다. CDC와는 대조적으

로, ADCC에 의해 야기되는 표적 세포 파괴는 항체가 표적 세포 상에 특이적인 항원에 결합한 후에 특이적으로 종양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를 모집함으로써 개시하였다. ADCC 분석은 항체와 효과기 면역 세포로 동시 항온 처리하

기 전에, 고정량의 표적 세포로 웰/플레이트를 먼저 시딩함으로써 수행하였다(통상적으로, 분리된 말초 혈액 단핵 세

포를 사용한다). 세포 생존률은 동시 항온처리의 말미에 결정하였다. 세포 사멸은 대조군(표적 세포 + 항체 단독)과 

비교하였을 때, 효과기 면역 세포의 존재로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실시예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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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턱시맵 결정은 RAJI 림프종 세포주에 대한 직접 세포독성을 유발한다

RAJI 림프종 세포(ATCC, 미국 버지니아주 마나사스 소재, ATCC # CCL 86)를 배양 배지에서 배양하고, 0.5 x 10 5

세포/㎖로 희석하였다. 그 배양물의 100 ㎕ 분액을 96 웰 플레이트 중 한 웰로 옮기고, 천연(가용성) 및 용해된 리턱

시맵(실시예 21에 따라 제조된 결정으로부터)의 존재 하에 3 일 동안 배양하였다. 3 일 항온 처리 후 잔존하는 생존 

세포의 수는 CellTiter 96(등록 상표) 수성 일 용액 세포 증식 분석(프로메가 코포레이션,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소

재)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도 8).

결과:

용해된 리턱시맵은 동일 조건 하에서 천연 리턱시맵만큼 유능하게 직접 세포독성을 유발하였다.

실시예 56

리턱시맵 결정의 RAJI 림프종 세포에 대한 보체 의존성 세포독성의 유도

RAJI 림프종 세포(ATCC; 미국 버지니아주 마나사스 소재)를 성장 배지 중에서 배양하고 0.5×10 5 세포/㎖로 희석

하였다. 상기 배양액 중 100 ㎕ 분취량을 96웰 평판의 한 웰로 옮기고 천연 또는 용해시킨 리턱시맵(실시예 21에 따

라 제조된 결정으로부터의 것) 25 ㎍/㎖와 각종 농도의 인간 혈청의 존재 하에 3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3일 후에 남아

있는 생존 세포의 수를 CellTiter 96(등록상표) 수성 일용액 세포 증식 분석(Promega Corp.;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

슨 소재)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도 9 참조.

결과:

용해된 리턱시맵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천연 리턱시맵와 유사한 보체 의존성 세포독성을 유도하였다.

실시예 57

천연(가용성) 리턱시맵 및 결정질 리턱시맵을 비교하는 누적 분석

하기 표는 실시예 44-46, 49, 50, 54, 53, 55 및 56을 각각 요약하고, 천연(가용성) 리턱시맵 및 결정질 리턱시맵의 

특성을 비교한다.

분석방법 가용성 결정질 결과

SDS-PAGE

비환원 조건

전항체

MW = ∼150 kD

전항체

MW = ∼150 kD

리턱시맵의 가용성 및 

결정형임.

환원 조건
H쇄 MW = ∼50 kD

L쇄 MW = ∼25 kD

H쇄 MW = ∼50 kD

L쇄 MW = ∼25 kD

동일.

결정화는 리턱시맵의 

구조적 완전성(structu

ral integrity)을 변화

시키지 않았음.

HPLC 겔 여과 단일 피크 단일 피크

결정화는 리턱시맵의 

구조적 완전성을 변화

시키지 않았음.

동적 광산란 MW = ∼150 kD MW = ∼150 kD

결정화는 리턱시맵의 

구조적 완전성을 변화

시키지 않거나 유체역

학적 반경을 변화시켰

음.

펩티드 맵핑 트립신 분해 트립신 분해

가용성 및 재용해된 리

턱시맵와 유사한 프로

파일이 얻어졌는데, 이

것은 리턱시맵 분자의 

배열, 구조 또는 크기

에 변화가 없음을 나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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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 경쇄(L쇄)의 

N-말단 서열화
Gln-Ile-Val-Leu-Ser-Gln-Ser Gln-Ile-Val-Leu-Ser-Gln-Ser

천연(가용성) 및 용해

된 리턱시맵은 N-말단

서열과 동일하였는데, 

이것은 N-말단측에서 

아미노산의 가수분해

가 없었음을 나타냄.

모노사카라이드 구

성

푸코스, 만노스, N-아세틸 글루코

사민, 갈락토스

푸코스, 만노스, N-아세틸 글루코

사민, 갈락토스

천연(가용성) 및 용해

된 결정질 리턱시맵은 

모노사카라이드 성분

과 동일하였는데, 이것

은 결정화 중에 모노클

로날 항체로부터 모노

사카라이드가 분해되

지 않았음을 나타냄.

올리고사카라이드 

프로파일링

8-, 9- 및 10-잔기 당에 해당하는 

G8, G9 및 G10에 해당하는 3개의 

밴드

8-, 9- 및 10-잔기 당에 해당하는 

G8, G9 및 G10에 해당하는 3개의 

밴드

천연(가용성) 및 용해

된 결정질 리턱시맵은 

올리고사카라이드 프

로파일과 동일하였는

데, 이것은 결정화가 

항체의 올리고사카라

이드 구성을 변화시키

지 않았음을 나타냄.

생분석

직접 세포독성
예 예

천연 및 용해된 리턱시

맵 모두 각 기능을 유

도하였음.

유도 보체 의존성 

세포독성
예 예

결정화는 면역 기능에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

음.

실시예 58

FTIR에 의한 2차 구조 특성 규명

푸리에(Fourier) 변환 적외선(FTIR) 스펙트럼을 동(Dong) 등의 문헌[Dong, A., Caughey, B., Caughey, W.S., Bhat

, K.S. 및 Coe, J.E. Biochemistry , 1992; 31:9364-9370; Dong, A. Prestrelski, S.J., Allison, S.D. 및 Carpenter, 

J.F. J. Pharm. Sci. , 1995; 84: 415-424]에 개시된 니콜릿(Nicolet) 모델 550 Magna 시리즈 분광계로 수집하였다.

고체 샘플의 경우, 항체 또는 항체 단편 1 내지 2 ㎎을 KBr 분말 350 ㎎을 사용하여 약간 분쇄하고 확산 반사율 부속

품용으로 사용된 작은 컵에 채웠다. 스펙트럼을 수집한 다음, 제2 유도체를 사용하는 2차 구조의 개별 성분들의 상대 

면적을 결정하기 위한 Grams 32(Galactic Software)와 아미드 I 영역(1600∼1700 ㎝ -1 ) 하에 커브-핏팅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사전 저장된 기준 스펙트럼과 시험 단백질 스펙트럼과의 상관계수를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는 니콜릿(Nicolet)으로부

터의 단백질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Garland, B, FT-IR Studies of Protein Secondar
y Structure in Aqueous and Dried States. Nicolet application note # AN 9479). 천연의 수성 단백질의 제2 유도

체 스펙트럼을 기준 스펙트럼으로서 사용하고 건조된 결정 및 동결건조된 고체 단백질은 샘플로서 사용할 수 있다. 

상관계수가 단일성에 접근할수록 단백질은 더 유사한 2차 배열 구조를 가질 것이다.

결과:

슬러리 형태 또는 건조된 결정형의 주어진 결정질 모노클로날 항체의 상관계수는, 가용성 형태(기준 스펙트럼이 1과 

동일)와 비교할 때, 0.8 이상이지만 1 또는 그보다 작다.

실시예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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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전항체 샘플

제조

실시예 1에서 제조한 리턱시맵 항체 결정과 비교하기 위해서, 전항체 결정을 pH 7.0 및 37℃의 0.1% 트윈(등록상표)

80(시그마-알드리치), 150 mM 염화나트륨 및 25 mM Tris-HCl에 20 ㎎/㎖로 용해(재현탁)시켜서 가용성 전항체 

샘플을 제조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예 44, 45, 46, 49, 50, 52, 53, 54, 55 및 56의 리턱시맵 결정을 용해시

켰다. 역시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예 47, 50, 51, 53 및 54의 리턱시맵 결정을 용해시켰다. 또 이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예 63의 인플릭시맵 결정을 용해시켰다.

실시예 60

결정질

정량적 현미경 관찰에 의해 본 발명의 결정 및 그 결정의 제제 및 조성물의 결정 완전성을 측정하였다. 결정이 건조 

후 그 형태를 보존하는지 여부를 육안관찰하기 위해서, DXC-970MD 3CCD 칼라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 어댑터(CM

A D2) 및 Image ProPlus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올림푸스 BX60 현미경 하에서 건조된 결정을 검사할 수 있다. 건조된

결정 샘플을 유리 커버슬립으로 덮고, 탑재한 다음 올림푸스 UPLAN F1 대물 렌즈 10X/0.30 PH1(상 콘트라스트)를

구비한 올림푸스 현미경으로 10X 배율로 검사하였다.

실시예 61

트라스투즈맵 동물 모델

트라스투즈맵은 유방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Pietras R.J., Poen J.C., Gallardo, D., Wongvopat P.N., Lee H.J. 및

Slamon D.J., Cancer Res, 59권, pp. 1347-55(1999); Baselga, J., Norton L., Albanell J., Kim Y.M., Mendelsohn

J., Cancer Research, 58권, pp. 2825-31(1998)].

누드 마우스에서의 종양 형성 절차

인간 유방암 SK-BR3 또는 BT-474 세포(ATCC; 미국 버지니아주 마나사스 소재)를 10% 태아 소 혈청(FBS), 2 mM

글루타민 및 1% 페니실린 G/스트렙토마이신/펀지존 용액이 보충된 BRMI 1640 배지 중에서 배양하였다. 수회 계대

배양한 후에, 인간 유방암 세포를 흉선이 제거된 3월령의 암컷 마우스의 뒤 넓적다리에 피하(s.c.; 5×10 7 세포/동물)

접종시켰다.

접종 전에, 마우스를 10 내지 14일간 생분해성 담체-결합제 중의 17β-에스트라디올(펠릿당 에스트라디올 1.7 ㎎)

을 투여하여 전처리함으로써 에스트로겐 의존성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그 크기(㎜ 단위)를 측정하여 종

양 결절을 검사하였다. 각 처리군은 5 내지 6마리의 동물로 구성시켰다. 각 처리 초기에 있어서 동물은 동물의 체중 

및 종양 결절의 크기 면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종양의 크기가 일개의 동물군에서 50 ㎣ 이상으로 또는 2개의 동

물군에서 350 ㎣ 이상으로 성장했을 때 항체 처리를 개시하였다. 모노클로날 항체 및 대조 용액을 복강내(i.p.) 주사로

투여하였다. 재조합 인간(rhu) Mab HER-2 항체(트라스투즈맵) 는 4일 간격으로 3회(12일에 걸쳐) 동물 체중(㎏) 당

5 또는 10 ㎎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대조용 주사는 동일한 투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인간 IgG1(5 또는 10 ㎎/㎏)을 

복강내 주사하였다. 이어서 병리검사를 위해 마우스를 죽였다.

결정질 및 가용성 트라스투즈맵은 BT 474 세포를 마우스에 주사하여 형성시킨 대부분 또는 모든 종양을 근절시켰고,

염수(세포 전달 매질로서 사용되었던 것) 또는 비특이성 IgG로 구성되는 대조군과 비교할 때, 결정질 트라스투즈맵은

유방암의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마우스에서의 트라스투즈맵의 약물동력학(PK) 연구

트라스투즈맵의 PK 연구를 위해, 트라스투즈맵을 Balb/C 마우스에 피하 또는 정맥 주사로 접종하였다. 체중이 각각 

20 내지 25 g인 동성의 Balb/C 마우스 25 내지 30 마리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1일째에, 마우스를 평량한 다음, 트라

스투즈맵을 1회 피하 또는 정맥 주사하였다(마우스 체중 ㎏당 트라스투즈맵 30 ㎎). 트라스투즈맵 용액/현탁액의 농

도를, 전술한 용량이 마우스 체중 ㎏당 5 ㎖의 부피로 투여되도록 조절하였다. 투여 후 0.5, 1, 2, 4, 6, 8, 24 및 48 시

간째에, 마우스 3마리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다. 각 시점에서 마우스 세 마리를 마취시키고 심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혈액을 빼낸 다음(말단 출혈), Microtainer 혈청 분리기 튜브로 옮겼다. 각 마우스에서 약 300 ㎕의 혈액을 채취하였

다. 수집된 혈액을 응고시키고 튜브를 원심분리하였다. 혈액 세포를 제거하고, 상청액(혈청)을 저온 용기로 경사 분리

해 넣은 다음, -70℃에서 동결시켰다. 이어서, ELISA(프로토콜은 하기 참조)에 의해 트라스투즈맵의 농도를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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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결과를 혈청 ㎖당 트라스투즈맵의 ㎍수 를 접종 후 경과시간에 대해 플롯팅하였다.

트라스투즈맵 ELISA 프로토콜

시그마(Costar 브랜드)에서 입수한 96웰 고결합 폴리스티렌 평판의 웰을 4℃에서 하룻밤동안 Pierce에서 입수한 항

인간 항체 10 ㎍/㎖로 피복하였다(50 ㎕/웰). 항인간 항체를 제거하고 50 mM Tris, pH 8.0, 0.138 M 염화나트륨, 0.

0027 M 염화칼륨 및 0.05% 트윈(등록상표) 20(시그마-알드리치)를 함유하는 완충액(TBST)으로 상기 평판을 3회 

세정하였다. 이어서 각 웰을 실온에서 2 시간동안 TBST 중의 3% 탈지 건조유(시그마) 200 ㎕로 차단 처리하였다. 

평판을 비우고 TBST로 3회 세정하였다. 트라스투즈맵을 함유하는 혈청 샘플을 TBST 중의 탈지 건조유에 희석하였

다. 100 ㎕ 분취량을 적당한 각 웰에 첨가하였다. 대조 샘플(염수 또는 IgG) 100 ㎕ 분취량을 적당한 웰에 첨가하고 

평판을 실온에서 2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평판을 비우고 TBST로 3회 세정하였다. 항인간 항체(TBST 중의 탈지 건

조유 중에 함유)에 접합된 양고추냉이 퍼옥시다제(시그마)(1/25,000 희석액)의 100 ㎕ 분취량을 각 웰에 첨가하고 평

판을 실온에서 1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이어서, 평판을 비우고 TBST로 3회 세정하였다. 각 웰에 3,3',5,5'-테트라메

틸-벤지딘(TBM) 기질(시그마) 100 ㎕를 첨가하고 평판을 암실에서 실온 하에 30분간 배양하여 색 반응을 진행시켰

다. 각 웰에 1N 황산 100 ㎕를 첨가하여 색 반응을 중지시켰다. 자동 마이크로평판 판독기로 파장 450 nm에서 흡광

도(OD 450 )를 판독하였다. 이어서, 시험 혈액 샘플 중의 트라스투즈맵의 양에 해당하는 OD 450 값을 플롯팅하였다. 

플롯팅 결과는 도 15에 도시한다.

결과:

결정질 트라스투즈맵을 혈류에 직접 정맥 투여하였고(제1 시점, 즉 30분째에 대략 최대 혈청 농도에 도달함), 그 혈청

농도는 약 480분간 유지된 다음 혈청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도 15 참조. 피하 주사된 결정질 트라스투즈맵은 

정맥 주사된 트라스투즈맵보다 혈류에 유입되는 데 더 오래 걸렸다(약 480분 내에 대략 최대 혈청 농도에 도달함). 그

러나, 피하 투여된 트라스투즈맵의 대략 최대 혈청 농도는 적어도 최종 시점, 즉 48 시간까지 유지되었는데, 이것은 

피하 투여된 트라스투즈맵 결정은 연장된 시간 주기에 걸쳐 항체의 높은 혈청 농도를 유리하게 유지하고 제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 15 참조.

실시예 62

리턱시맵 동물 모델

리턱시맵은 비호지킨 림프종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Bertolini, F., Fusetti, L., Mancuso, P., Gobbi, A., Corsini, 

C., Ferruccu, P.F., Blood, 96권, pp. 282-87(2000)].

누드 마우스에서의 종양의 형성 절차

6주령 내지 8주령의 NOD/SCID 마우스에 10×10 6 Raji 세포(ATCC)를 복강내 주사하여 높은 수준의 인간 등급 비

호지킨 림프종 모델을 발생시켰다. 매일 마우스의 종양 성장을 평가하였다. 캘리퍼스로 종양 부피를 측정하고, 식(폭

×길이×0.52)을 적용하여 구형 종양의 부피를 개략적으로 산출하였다. 실시예 21에서 제조된 것과 같은 결정형의 키

메라성 항-CD20 모노클로날 항체 리턱시맵을 25 내지 75 ㎎/㎖ 범위의 농도로 3, 5 및 7일째에 마우스에 복강내(i.p.

) 투여하였다. 대조 마우스에는 인산염 완충 염수(PBS)를 복강내 또는 피하 주사하였다. 종양을 보유하는 마우스를 

이산화탄소로 질식시켜 죽이고, 조직학, 면역조직화학(IHC) 및 유세포측정학(FC) 연구에 의해 종양 생착을 확인하였

다.

실시예 63

인플릭시맵 동물 모델

인플릭시맵은 관절염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Kim, S. H., Evans, C.H., Kim, S., Oligino, T., Ghivizzani, S.C. 및 

Robbins, P.D., Arthritis Res., 2권, pp. 293-302(2000); Yoshino, S., The Journal of Immunology, vol. 160, pp. 

3067-71(1998); Malfait, A.M., Williams, R.O., Malik, A.S., Maini, R.N. 및 Feldmann, M., Arthritis Rheum., 44

권, pp. 1215-24(2001)].

누드 마우스에서의 종양의 형성 절차

7-8주령의 숫컷 DBA/1 lacJ(H-2q) 마우스를 잭슨 레보러토리(Jackson Laboratory; 미국 메인주 바 하버 소재)에서

구입하였다. 꼬리 기부에 소 II형 콜라겐 100 ㎍을 경피(i.d.) 투여하여 마우스를 면역시켰다. 면역 후 21일째에, 프로

인드 불완전 보조제 중의 II형 콜라겐 100 ㎍을 마우스에 일시 주사(i.d.)하였다. 관절염을 동시 발병시키기 위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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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째에 리포폴리사카라이드(시그마;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40 ㎍을 복강내 주사하였다.

임상적 관절염의 발병 시, 마우스를 4주간 항종양 괴사인자(anti-TNF; 인플릭시맵)로 처치하였다. 실시예 37에서 제

조한 것과 같은 인플릭시맵 2 ㎎을 PBS 0.5 ㎖에 용해시키고 매일 복강내 주사하였다. 대조군 처치의 경우에는, PBS

만 0.5 ㎖와, 그리고 비특이성 IgG 2 ㎎을 함유하는 PBS 0.5 ㎖를 마우스에 투여하였다. 처치 4주 후, 마우스를 죽이

고 뒷다리의 관절 손상을 조직학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시예 64

결정형 리턱시맵의 안정성

분석 1

실시예 21에서 제조한 바와 같은 리턱시맵(10 mg/ml) 결정 슬러리의 분취물(0.35 ml)은 실온에서 모액 내에 저장하

였다. 분취물 5 ㎕는 1 개월의 기간에 걸쳐 상이한 시점에서 제거하였다. 이어서, 상기 항체의 완전성은 비환원 4-20

% 트리스-글리신 구배 겔 상에서 분석하였다. 단일 단백질 밴드는 쿠마시 블루 염색후에 상기 겔 상에서 관찰되었다.

분석 2

실시예 21에서 제조한 바와 같은 리턱시맵 결정 슬러리의 분취물 100 mg/ml는 결정 슬러리 1.1 ml를 원심분리하여 

제조하였으며, 펠릿은 150 mM 염화나트륨, 25 mM 시트르산 나트륨, 0.09% 트윈(등록상표) 80(시그마-알드리치, p

H 6.5)을 함유하는 완충액 50 ㎕ 내에 재현탁시켰다. 이어서, 현탁된 슬러리는 실온에서 1개월 동안 저장하고, 비환원

4-20% 트리스-글리신 구배 겔 상에서 분석하였다. 상기 겔 상에서 단일 단백질 밴드가 관찰되었다(도 12).

실시예 65

유기 용매 존재 하에서 결정성 및 천연(가용성) 트라스투즈맵의 안정성

결정질 트라스투즈맵

트라스투즈맵은 실시예 31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결정화하였다. 트라스투즈맵 결정(단백질 농도 22 mg/ml로)의 슬러

리 분취물 50 ㎕를 원심분리하여 모액을 제거하였다. 상청액(모액)은 폐기하였다. 트라스투즈맵 결정은 아세톤 200 

㎕ 내에 재현탁시켰다. 결정/아세톤 혼합물은 4℃에서 3 시간 동안 항온처리하였다. 아세톤은 원심분리로 제거하고, 

트라스투즈맵 결정은 50 mM 트리스(pH 7.0), 100 mM 염화나트륨을 함유하는 용액 100 ㎕에 용해시켰다. 이어서, 

용해된 (가용성) 트라스투즈맵은 HPLC 상에서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SEC-HPLC)로 분석하였다. SEC-HPLC 

수행시, Phenomenex 2000 SEC 컬럼 및 50 mM 트리스(pH 7.0) 및 100 mM 염화나트륨을 포함하는 완충액을 이용

하였으며, 유속은 0.5 ml/분으로 하였다.

천연 트라스투즈맵

가용성 트라스투즈맵(제조사에 의해 제공됨, 22 mg/ml)의 분취물 50 ㎕를 아세톤 200 ㎕에 첨가하였다. 결정/아세톤

혼합물은 4℃에서 20분 동안 항온처리하였다. 아세톤은 원심분리로 제거하고, 가용성 트라스투즈맵은 SEC-HPLC로

분석하였으며, SEC-HPLC 수행시, Phenomenex 2000 SEC 컬럼 및 50 mM 트리스(pH 7.0) 및 100 mM 염화나트

륨을 포함하는 완충액을 이용하였으며, 유속은 0.5 ml/분으로 하였다.

결과:

용해된 트라스투즈맵은 전부 잔류하고 그의 천연 구조를 유지한 반면(도 13), 천연/가용성 트라스투즈맵은 아세톤 처

리후에 침전되었는데(도 14), 이는 천연 트라스투즈맵의 구조적 완전성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실시예는 천연 트라스투즈맵의 안정성과 비교하여 본 발명에 따른 결정 상태의 트라스투즈맵의 안정성이 증가되

었음을 입증한다.

입증된 바와 같이, 모노클로날 항체, 특히 트라스투즈맵을 포함하는 모노클로날 항체의 결정화는 항체의 안정성을 증

가시키며, 항체의 구조적 완정성을 보존한다. 유기 용매 내에서의 안정성은, 폴리락트산과 글리콜산의 공중합체('PLG

A')-캡슐화된 미소구를 생성하기 위한 다양한 중합체, 예를 들어 PLGA를 이용하여 용해를 조절하는 경우, 매우 유용

하다. 이러한 방법은, 캡슐화하려는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이 유기 용매 내에서 변성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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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스투즈맵을 다른 유기 용매, 예를 들어 아세토니트릴,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콜(IPA) 및 2-메틸-2,4-펜탄디올('

MPD')에 노출시키는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다.

실시예 66

제형화된 결정성 및 천연(가용성) 트라스투즈맵의 안정성

결정성 트라스투즈맵:

트라스투즈맵 결정은 실시예 31의 절차에 따라 제조하였다.

트라스투즈맵(22 mg/ml)의 결정을 함유하는 슬러리 50 ㎕를 원심분리하고, 상청액은 폐기하였다. 상기 트라스투즈

맵 결정은 제1 완충액(5% PEG 3350, 25% 에탄올, 0.1% 트윈(등록상표) 80(시그마-알드리치), 50 mM 트레할로즈,

50 mM 나트륨 포스페이트, pH 7.6) 또는 제2 완충액(25% PEG 3350, 5% 알콜(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0.1% 

트윈(등록상표) 80(시그마-알드리치), 50 mM 트레할로즈, 100 mM 트리스, pH 8.0)에 재현탁시켰다. 결정/완충액 

혼합물은 4℃에서 16 시간 동안 항온처리하고, 그후 완충 상청액은 원심분리로 제거하고, 결정은 50 mM 트리스, pH

7.0, 100 mM 염화나트륨 100 ㎕ 내에 용해시켰다. 이어서, 트라스투즈맵은 SEC-HPLC로 분석하였다(Phenomenex

2000 SEC 컬럼 및 50 mM 트리스(pH 7.0) 및 100 mM 염화나트륨을 포함하는 완충액을 이용하였으며, 유속은 0.5 

ml/분으로 함).

천연 트라스투즈맵:

가용성 트라스투즈맵(제조사에 의해 제공됨, 22 mg/ml) 50 ㎕를 제1 완충액 또는 제2 완충액에 첨가하였다. 결정/완

충액 혼합물은 4℃에서 2 시간 동안 항온처리하였다. 이어서, 완충 상청액은 침전으로부터 분리하고, 침전은 SEC-H

PLC(상기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이용함)로 분석하여 천연 트라스투즈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

제1 완충액 또는 제2 완충액과 함께 항온처리한 후, 용해된 결정성 트라스투즈맵은 전부 잔류하고 그의 천연 구조는 

유지된 반면, 천연/가용성 트라스투즈맵은 제1 완충액 또는 제2 완충액과의 항온처리 후 침전되었는데, 이는 천연 (가

용성) 트라스투즈맵의 구조적 완전성이 상실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실시예 67

수크로즈 아세테이트 이소부티레이트(SAIB)를 이용하는 제형화

수크로즈 아세테이트 이소부티레이트(SAIB)를 이용하는 제형화는 비경구 액상 비중합체성 약물 전달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수크로즈 아세테이트 이소부티레이트(SAIB) 및 '가소화' 용매, 예를 들어 라놀린, 광유, 에탄올 

내에 현탁된 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을 포함한다. 즉, 액체로 주입된다[참조: S.A. Sullivan, R.M. Gilley, J.W. 

Gibson and A.J. Tipton, Pharmaceutical Research, vol. 14, p. 291 (1997)]. 주입후, 상기 용액의 점도는 증가한다

. 생성된 고점도 매트릭스는 점착성이며, 생분해가능하며, 생체적합성이다. 상기 항체는 상기 매트릭스로부터 조절된 

방식으로 방출된다.

수크로즈 아세테이트 이소부티레이트(SAIB)를 이용하는 트라스투즈맵 제형화

개략적으로 상기한 SAIB 제형화 시스템은 트라스투즈맵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방법:

모액은 트라스투즈맵 결정을 함유하는 결정 슬러리 분취물 100 ㎕로부터 제거하였다. 이어서, 결정은 에탄올 중의 9

0% SAIB 용액으로 세척하였다(본 실시예에서 에탄올은 가소제로서 작용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여러 시점에서, SAI

B/에탄올 용액으로부터 분취물 10 ㎕를 50 mM 트리스(pH 7.0) 및 100 mM 염화나트륨 100 ㎕ 내에 현탁시켰다. 실

온에서 10분 동안 항온처리한 후, 결정을 용해하고, 생성된 물질을 SEC-HPLC로 분석하여 트라스투즈맵의 구조적 

완전성을 측정하였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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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노클로날 항체는 상기 조건 하에서 안정한 상태로 잔류하였다. 따라서, SAIB 제제는 트라스투즈맵을 피하 전

달하기 위한 비히클로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발명에 따른 SAIB 제제는 본 발명에 따른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의 임의 결정 또는 결정 제제 또는 조성물을 위한 조

절된 전달 시스템으로서 사용할 수 있음을 당업자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예 68

결정성 리턱시맵의 안정성

결정화를 위해, 염화나트륨 9 mg/ml, 시트르산 나트륨 2수화물 7.35 mg/ml, 폴리소르베이트 80(pH 6.5) 0.7 mg/ml

내의 리턱시맵 100 ㎕와 0.1 M Hepes(pH 7.7), 12% PEG 400, 1.17 M 황산 나트륨을 함유하는 결정화 완충액 200

㎕를 혼합하였다. 이어서, 튜브는 소량 회분에서 얻은 리툭시 모노크로날 항체 결정으로 시딩하고, 1.5 M 황산 나트륨

10 ㎕로 보충한 후, 실온에서 하룻밤 항온처리하였다. 에탄올 또는 PEG, 또는 이들의 배합물 내에서 결정의 안정성은

상기 결정 슬러리 20 ㎕를 취하고, 원심분리에 의해 결정을 분리한 후에 측정하였다. 이어서, 결정은 25 mM 트리스(

pH 7.0) 200 ㎕ 내에 현탁시켰는데, 현탁은 37℃에서 10% 에탄올 및 10% PEG 3350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수행하

였다. 샘플은 상청액 내에 용해된 단백질의 존재를 위해 24 시간까지 취했다. 단백질은 바이오라드 프로테인 어세이 

키트 I(바이오라드 래보러토리즈, 카탈로그 번호 500-0001)로 측정하였다.

결과:

결과는 결정이 25 mM 트리스(pH 7.0) 및 10% 에탄올에서 쉽게 용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PEG만을 함유하는

용액은 결정성을 유지시키지 않고 단백질을 침전시켰다. 그러나, 에탄올과 PEG를 병용하면, 결정성이 유지되었으며,

1500 분의 기간 동안에도 결정은 용해되지 않았다(도 10). 리턱시맵 결정을 위해 에탄올 및 PEG 제제의 병용이 가능

한데, 그 이유는 이들 모두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시약이기 때문이다.

실시예 69

결정성 트라스투즈맵의 안정성

트라스투즈맵은 다음과 같이 결정화하였다. 개략적으로, 트라스투즈맵(제조사에 의해 제공된 바와 같이 원 제제내 22

mg/ml) 200 ml는 25% PEG 400, 5% PEG 8000, 10% 프로피렌 글리콜, 100 mM 트리스(pH 8.0), 0.1% 트윈(등록

상표) 80(시그마 알드리치)를 함유하는 동일한 부피의 결정화 완충액과 함께 실온에서 하룻밤 항온처리하였다. 상기 

튜브에 시딩하고, 프로필렌 글리콜 20 ㎕로 보충하였다. 에탄올 또는 PEG, 또는 에탄올과 PEG의 배합물 내에서 결정

의 안정성은 상기 결정 슬러리 80 ㎕를 취하고 원심분리로 결정을 분리한 후 측정하였다. 이어서, 결정은 25 mM 트

리스(pH 7.0) 400 ㎕ 내에 현탁시켰는데, 현탁은 37℃에서 10% 에탄올 및 10% PEG 3350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수

행하였다. 샘플은 상청액 내에 용해된 단백질의 존재를 위해 140 시간까지 취했다. 단백질은 바이오라드 프로테인 어

세이 키트 I(바이오라드 래보러토리즈, 카탈로그 번호 500-0001)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결과는 결정이 25 mM 트리스(pH 7.0) 및 10% 에탄올에서 쉽게 용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PEG만을 함유하는

용액은 결정성을 유지시키지 않고 단백질을 침전시켰다. 그러나, 에탄올과 PEG를 병용하면, 결정성이 유지되었으며,

8400 분의 기간 동안에도 결정은 용해되지 않았다(도 11). 트라스투즈맵 결정을 위해 에탄올 및 PEG 제제의 병용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이들 모두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시약이기 때문이다.

실시예 70

부형제로서 폴리에틸렌 옥사이드(PEO)를 이용하는 완전 항체 결정의 제조

건조 및 저장 중에 본 발명에 따라 제조한 완전 항체 결정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결정은 부형제와 함께 제형화

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완전 항체 결정은 수중 0.1%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제형화할 수 

있다: 결정은 스윙 버킷 로터가 장착된 베크만 GS-6R 벤치 탑 원심분리기에서 1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모액으

로부터 분리하였다. 이어서, 결정은 0.1%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소재하는 시그마 케

미칼 컴퍼니) 내에서 3 시간 동안 현탁시키고, 이어서 원심분리로 분리하였다.

실시예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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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형제로서 수크로즈를 이용하는 완전 항체 결정의 제조

본 발명에 따른 완전 항체 결정은 건조 전에 모액의 존재 하에서 슬러리 형태로 제형화할 수 있다. 수크로즈(미국 미

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소재하는 시그마 케미칼 컴퍼니)는 모액 내의 완전 항체 결정에 부형제로서 첨가하였다. 충

분한 수 크로즈를 완전 항체 결정에 첨가하여 최종 수크로즈 농도를 10%(w/v)로 만들었다. 생성된 현탁액은 실온에

서 3시간 동안 텀블링하였다. 수크로즈로 처리한 후 결정은 실시예 70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심분리에 의해 액체로부

터 분리하였다.

실시예 72

부형제로서 트레할로즈를 이용하는 완전 항체 결정의 제형화

본 발명에 따른 완전 항체 결정은 실시예 7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형화할 수 있는데, 수크로즈 대신에 트레할로즈(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소재하는 시그마 케미칼 컴퍼니)를 첨가하였고, 모액내 최종 농도를 10%(w/v)로 하

였다. 이어서, 생성된 현탁액은 실온에서 3 시간 동안 텀블링하고, 결정은 실시예 70에 기술한 바와 같이 원심분리에 

의해 액체로부터 분리하였다.

실시예 73

부형제로서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MOPEG)를 이용하는 완전 항체 결정의 제형화

완전 항체 결정은 실시예 7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형화하였으나, 수크로즈 대신에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미국 미

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소재하는 시그마 케미칼 컴퍼니)을 첨가하여 모액내 최종 농도를 10%(w/v)로 하였으며, 3 

시간후 실시예 70에 기술된 바와 같이 원심분리에 의해 분리하였다.

실시예 74

결정 제제의 건조 방법

방법 1. 실온에서 N 2 가스 건조

스윙 버킷 로터가 장착된 베크만 GS-6R 벤치 탑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000 rpm에서 원심분리하여 부형제를 함유

하는 모액으로부터 실시예 1 내지 3중 어느 한 실시예에서 제조한 바와 같은 결정을 분리하였다. 원심분리시에는 50 

ml 들이 1회용 (폴리프로필렌) 원심분리 튜브(피셔)를 사용하였다. 이어서, 상기 튜브내로 압력이 약 10 psi인 질소류

를 하룻밤 동안 통과시킴으로써 상기 결정을 건조하였다.

방법 2. 진공 오븐 건조

먼저, 스윙 버킷 로터가 장착된 베크만 GS-6R 벤치 탑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000 rpm에서 원심분리하여 모액/부

형제 용액으로부터 실시예 1 내지 3중 어느 한 실시예에서 제조한 바와 같은 결정을 분리하였다. 원심분리시에는 50 

ml 들이 1회용 폴리프로필렌 원심분리 튜브(피셔)를 사용하였다. 이어서, 습윤 결정은 수은 25(VWR 사이언티픽 프

로덕츠) 및 실온에서 진공 오븐에 위치시키고, 12 시간 이상 동안 건조하였다.

방법 3. 동결건조

먼저, 스윙 버킷 로터가 장착된 베크만 GS-6R 벤치 탑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000 rpm에서 원심분리하여 모액/부

형제 용액으로부터 실시예 1 내지 3중 어느 한 실시예에서 제조한 바와 같은 결정을 분리하였다. 원심분리시에는 50 

ml 들이 1회용 폴리프로필렌 원심분리 튜브(피셔)를 사용하였다. 이어서, 습윤 결정은 세미-스톱퍼 바이얼 내에서 비

티스 동결건조기 모델 24를 이용하여 동결건조하였다. 냉 동 단계 중에는 저장 온도를 -40℃까지 서서히 감온하였다.

이후, 이 온도는 16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이어서, 추가로 8시간 동안 2차 건조를 수행하였다.

방법 4. 유기 용매 및 공기 건조

스윙 버킷 로터가 장착된 베크만 GS-6R 벤치 탑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000 rpm에서 원심분리하여 모액/부형제 

용액으로부터 실시예 1 내지 3중 어느 한 실시예에서 제조한 바와 같은 결정을 분리하였다. 원심분리시에는 50 ml 들

이 1회용 폴리프로필렌 원심분리 튜브(피셔)를 사용하였다. 이어서, 결정은 에탄올 또는 이소프로판올 또는 에틸 아

세테이트 또는 기타 적합한 용매와 같은 유기 용매 내에 현탁시키고, 원심분리하였다. 이어서, 상청액은 경사분리하고

, 실온의 흄 후드에서 2일 동안 건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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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5. 실온에서 공기 건조

스윙 버킷 로터가 장착된 베크만 GS-6R 벤치 탑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000 rpm에서 원심분리하여 부형제를 함유

하는 모액으로부터 실시예 1 내지 3중 어느 한 실시예에서 제조한 바와 같은 결정을 분리하였다. 원심분리시에는 50 

ml 들이 1회용 (폴리프로필렌) 튜브(피셔)를 사용하였다. 이어서, 결정은 흄 후드 내에서 2일 동안 공기 건조하였다.

방법 6. 분무 건조

실시예 1 내지 3중 어느 한 실시예에서 제조한 바와 같은 결정은 부치 미니 분무 건조기 모델 B-191를 이용하여 분

무 건조하였다. 분무 건조를 위해서는 농도가 30 내지 50 mg/ml인 결정의 슬러리를 사용하였다.

실시예 75

항체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의 가교 및 이의 제형화 또는 조성물

가교제의 활성이 매우 높아지고, 항체의 결정 특성이 보존되는 pH에서 결정을 항온처리함으로써 완전 항체의 결정 

또는 항체 단편의 결정을 가교시켰다. 가교는 텀블링 또는 교반하면서 상온 또는 4℃에서 수행하였다. 24 시간후, 슬

러리는 3000 rpm에서 원심분리하고, 상청액은 폐기하였다. 과량(또는 미반응)의 가교제는 트리스나 글리신과 같은 

적합한 완충염으로 불활성화시켰다. 이어서, 펠릿은 모액 또는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적합한 완충액으로 세척하여 

과량(또는 미반응)의 가교제를 제거하였다. 가교 조건은 사용된 가교제의 유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

적은 사용된 조건 하에서 상기 항체의 결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항체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은 임의의 적합한 가교제를 이용하여 가교될 수 있는데, 이러한 가교제로는 특히 디메틸 3,3

'-디티오비스프로피온이미데이트.HCl(DTBP), 디티오비스(숙신이미딜프로피오네이트)(DSP), 비스말레이미도-헥산

(BMH), 비스[술포숙신이미딜]수베레이트(BS), 1,5-디플루오로-2,4-디니트로벤젠(DFDNB), 디메틸수베르이미데

이트.2HCl(DMS), 디숙신이미딜 글루타레이트(DSG), 디술포숙신이미딜 타르타레이트(술포-DST), 1-에틸-3-[3-

디메틸아미노프로필]카르보디이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EDC), 에틸렌 글리콜비스[술포숙신이미딜숙시네이트](술포

-EGS), N-[g-말레이미도부티릴옥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GMBS), N-히드록시술포숙신이미딜-4-아지도벤조에이

트(술포-HSAB), 술포숙신이미딜-6-[a-메틸-a-(2-피리딜디티오)톨루아미도]헥사노에이트(술 포-LC-SMPT), 비

스-[b-(4-아지도살리실아미도)에틸]디술파이드(BASED) 및 글루타르알데히드(GA)를 들 수 있다.

실시예 76

이황화 결합을 함유하는 가교된 모노클로날 항체 결정의 용해

10 mM 염화 칼슘 및 20% MPD를 함유하는 10 mM 트리스 HCl 완충액(pH 7)내에 시스테인 242 mg을 용해시켜 20

0 mM 시스테인 용액을 제조하였다. 본 발명에 따라 제조한 가교된 모노클로날 항체 결정의 슬러리 분취물 200 ml를 

취하고, 3000 rpm에서 5 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상청액은 폐기하였다. 펠릿은 시스테인을 함유하는 트리스 완충액 2

00 ml내에 현탁시켰다. 다시한번 모노클로날 항체 결정 200 ml를 취하고, 3000 rpm에서 5 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상청액은 폐기하였다. 이어서, 펠릿은 시스테인을 전혀 함유하지 않는 트리스 완충액 200 ml 내에 현탁시켰다. 모든 

샘플은 37℃에서 1시간 동안 항온처리하고, 32 mM NaOH 내의 용해에 대해 모니터링하였다(직접적인 육안 관찰 및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

37℃에서 1 시간 동안 항온처리한 후, DTBP 샘플은 시스테인의 존재 하에서는 완전히 가용성이었으며, 시스테인의 

부재 하에서는 불용성이었다. DSP 샘플은 시스테인의 존재 하에서 거의 용해되지 않았으며, 시스테인의 부재 하에서

는 불용성이었다.

실시예 77

가교된 완전 항체 결정의 37℃에서의 pH 용해도의 특성화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되고, 디메틸 3,3'-디티오비스프로피온이미데이트.HCl(DTBP), 디티오비스(숙신이미딜프로피오

네이트)(DSP), 비스말레이미도-헥산(BMH), 비스[술포숙신이미딜]수베레이트(BS), 1,5-디플루오로-2,4-디니트로

벤젠(DFDNB), 디메틸수베르이미데이트.2HCl(DMS), 디숙신이미딜 글루타레이트(DSG), 디술포숙신이미딜 타르타

레이트(술포-DST), 1-에틸-3-[3-디메틸아미노프로필]카르보디이미드 히드로클로라이드(EDC), 에틸렌 글리콜비

스[술포숙신이미딜숙시네이트](술포-EGS), N-[g-말레이미도부티릴옥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GMBS), N-히드록

시술포숙신이미딜-4-아지도벤조에이트(술포-HSAB), 술포숙신이미딜-6-[a-메틸-a-(2-피리딜디티오)톨루아미도

]헥사노에이트(술포-LC-SMPT), 비스-[b-(4-아지도살리실아미도)에틸]디술파이드(BASED) 및 글루타르알데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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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를 이용하여 가교된 여러가지 모노클로날 항체 결정의 용해도를 분석하였다.

1.5 ml 들이 에펜도르프 튜브내의 효소 2.8 mg과 동량의 미가교된 모노클로날 항체 결정 및 가교된 모노클로날 항체 

결정 슬러리 샘플은 상청액이 제거될 때까지 5분 동안 3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였다. 2개의 pH, 즉 1) pH 7.4 및 2)

pH 2.0를 테스트하였다.

pH 7.4에서, PBS 완충액(0.01 M 포스페이트, 0.0027 M 염화 칼륨, 0.137 M 염화나트륨 pH 7.4) 의 분취물 200 ml

를 각각의 샘플에 첨가하고, 모노클로날 항체의 농도를 14 mg/ml로 만들었다. 이어서, 상기 샘플은 37℃에서 24 시

간 동안 항온처리하였다.

pH 2.0에서, 글리신/HCl 완충액(pH 2.0)의 분취물 200 ml를 각각의 샘플에 첨가하여, 모노클로날 항체 농도를 14 m

g/ml로 만들었다. 샘플은 37℃에서 5 시간 동안 항온처리하였다. 초기에, 샘플은 10 mM 염화 칼슘 및 20% MPD를 

함유하는 10 mM 글리신/HCl 완충액(pH 2.0)으로 25℃에서 하룻밤 동안 텀블링하면서 처리하고, 이어서 글리신/HCl

완충액 만으로 처리하였다.

5 시간 및 24 시간후, 샘플은 14,000 rpm으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용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었다. 원심분리후, 상

청액은 0.22 mm 필터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어서, 상청액의 단백질(항체) 함량은 상기 분취물 2 ㎕를 제거하고, 그것

을 탈이온수 798 ml내에 위치시킴으로써 산정하였다. 바이오라드 단백질 분석 시약의 분취물 200 ㎕를 상기 샘플에 

첨가하고, 상온에서 5 분 동안 항온처리하고, 595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브래드포드법에 의한 바이오라드 마이크

로 단백질 분석). 표준물로는 0-20 ㎍ 소 IgG(시그마)를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본 발명의 다수의 구체예를 기술하였지만, 기술한 기본적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생성물 및 방법을 이용하

는 다른 구체예를 제공하기 위해 변형 실시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예로서 제시한 특정 구체

예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첨부한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해 정해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항체(whole antibody)의 결정.

청구항 2.
항체의 1본쇄 Fv 단편의 결정.

청구항 3.
항체의 Fab 단편의 결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전항체 또는 1본쇄 Fv 단편 또는 Fab 단편은 FTIR에 의하여 상

관성 스펙트럼(correlation spectra)이 약 0.8∼약 1.0 사이인 것으로 측정되는, 상기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의 가용성 

대응부(soluble counterpart)에 비교한 상관성 스펙트럼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는 항체 또는 단편의 β-병풍 구조의 

함량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 결정.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전항체 또는 1본쇄 Fv 단편 또는 Fab 단편은 치료적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인 것인 결정.

청구항 6.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전항체 또는 1본쇄 Fv 단편 또는 Fab 단편은 폴리클로날 항체 또

는 이의 단편이거나, 모노클로날 항체 또는 이의 단편인 것인 결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은 담체가 존재하지 않는(carrier-free) 약학적으로 조절 가

능하도록 방출되는 결정인 것인 결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는 키메라 항체, 인간화된 항체, 비글리코실화된 항체,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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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적(bispecific) 항체, 인간 항체 및 마우스 항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결정.

청구항 9.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는 IgG, IgM, IgA, IgD, IgE 및 혈청 IgA 항체로 이루어진 군

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결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는 IgG1, IgG2, IgG3 및 IgG4, IgM1 및 IgM2, 및 IgA1 및 IgA2 항체로 이루어진 군으로

부터 선택되는 것인 결정.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전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은 생체내 

반감기가 상기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의 가용성 대응부의 반감기보다 더욱 긴 것인 결정.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는 항이디오타입 항체인 것인 결정.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는 리턱시맵(Rituximab), 인플릭시맵(Infliximab) 및 트라스

투즈맵(Trastuzumab)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결정.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는 앱사익시맵(Abciximab), 팔리비즈맵(Palivizumab), 뮤루

모냅-CD3(Murumonab-CD3), 겜트즈맵(Gemtuzumab), 트라스투즈맵(Trastuzumab), 바실릭시맵(Basiliximab), 다

클리즈맵(Daclizumab), 에타네르셉트(Etanercept) 및 이브리투모맵 티욱세탄(Ibritumomab tiuxetan)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결정.

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는 항TNF 항체, 항CD3 항체, 항CD20 항체, 항CD25 항체, 

항CD33 항체, 항CD40 항체, 항HER2 항체, 항HBV 항체, 항HAV 항체, 항HCV 항체, 항GPIIb/IIIa 수용체 항체, 항R

SV 항체, 항HIV 항체, 항HSV 항체 및 항EBV 항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결정.

청구항 16.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는 심혈관 질환 치료용 항체, 호흡기 질환 치료용 항체, 조직 

이식 거부 치료용 항체, 기관 이식 거부 치료용 항체, 암 치료용 항체, 염증성 질환 치료용 항체 및 방사능 면역요법에 

사용되는 항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결정.

청구항 17.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은 표지되는 것인 결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은 방사성 표지, 효소 표지, 독소, 자성제 또는 약물 접합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

되는 표지로 표지되는 것인 결정.

청구항 19.
전항체의 건조된 결정.

청구항 20.
항체의 1본쇄 Fv 단편 또는 항체의 Fab 단편의 건조된 결정.

청구항 21.
(a)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 결정 및

(b) 1 이상의 중합체 담체

를 포함하는 것인, 전항체,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방출을 위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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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a)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 결정 및

(b) 1 이상의 성분을 포함하는 제제.

청구항 23.
(a)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 결정, 및 성분을 포함하는 제제 ; 및

(b) 1 이상의 중합체 담체

를 포함하는 것인, 전항체,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방출을 위한 조성물.

청구항 24.
제1항 내지 제3항, 제21항 내지 제2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또는 조성물 또는 제제는 항체 또는 항

체 단편 결정을 약 1 ㎎/㎖ 이상의 농도로 보유하는 것인 결정, 조성물, 또는 제제.

청구항 25.
제1항 내지 제3항, 제21항 내지 제23항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또는 조성물 또는 제제는 항체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을 약 10.1 ㎎/㎖ 이상의 농도로 보유하는 것인 결정, 조성물, 또는 제제.

청구항 26.
제1항 내지 제3항, 제21항 내지 제2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또는 조성물 또는 제제는 항체 또는 항

체 단편 결정을 약 20 ㎎/㎖ 이상의 농도로 보유하는 것인 결정, 조성물, 또는 제제.

청구항 27.
제1항 내지 제3항, 제21항 내지 제2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또는 조성물 또는 제제는 항체 또는 항

체 단편 결정을 약 50 ㎎/㎖ 이상의 농도 로 보유하는 것인 결정, 조성물, 또는 제제.

청구항 28.
제1항 내지 제3항, 제21항 내지 제2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또는 조성물 또는 제제는 항체 또는 항

체 단편 결정을 약 100 ㎎/㎖ 이상의 농도로 보유하는 것인 결정, 조성물, 또는 제제.

청구항 29.
제1항 내지 제3항, 제21항 내지 제2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또는 조성물 또는 제제는 항체 또는 항

체 단편 결정을 약 120 ㎎/㎖ 이상의 농도로 보유하는 것인 결정, 조성물, 또는 제제.

청구항 30.
제1항 내지 제3항, 제21항 내지 제2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또는 조성물 또는 제제는 항체 또는 항

체 단편 결정을 약 200 ㎎/㎖ 이상의 농도로 보유하는 것인 결정, 조성물, 또는 제제.

청구항 31.
제21항 내지 제2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은 치료적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인 것인 조

성물 또는 제제.

청구항 32.
제21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담체는 생분해성 중합체인 것인 조성물.

청구항 33.
제21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담체는 생체적합성 중합체인 것인 조성물.

청구항 34.
제21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담체는 폴리(아크릴산), 폴리(시아노아크릴레이트), 폴리(아미노산), 폴리

(무수물), 폴리(뎁시펩티드), 폴리(에스테르), 폴리(락트산), 폴리(락트산-코-글리콜산) 또는 PLGA, 폴리(b-히드록시

부티레이트), 폴리(카프로락톤), 폴리(디옥사논); 폴리(에틸렌 글리콜), 폴리(히드록시프로필) 메티크릴아미드, 폴리[(

오르가노)포스파젠], 폴리(오르토 에스테르),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비닐피롤리돈), 말레산 무수물-알킬 비닐 에테

르 공중합체, 플루론산 폴리올, 알부민, 알기네이트, 셀룰로즈 및 셀룰로즈 유도체, 콜라겐, 피브린, 젤라틴, 히알루론

산, 올리고당, 글리카미노글리칸, 황산화 다당류, 이들의 배합물 및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군중 하나 이상으로부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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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된 중합체인 것인 조성물.

청구항 35.
제21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담체는 폴리(락트산-코-글리콜산)인 것인 조성물.

청구항 36.
제21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담체는 폴리(비닐 알코올)로 유화되는 것인 조성물.

청구항 37.
제21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담체는 공중합체인 것인 조성물.

청구항 38.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은 알부민인 것인 제제 또는 조성물.

청구항 39.
제22항 또는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은 수크로즈, 트레할로즈, 락티톨, 젤라틴, 히드록시프로필-β-시클로덱스

트린,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인 제제 또는 조성물.

청구항 40.
포유 동물에 유효량의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 결정을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포유 동물의 치료 방법.

청구항 41.
제21항 또는 제23항에 의한 조성물, 또는 제22항에 의한 제제의 유효량을 포유 동물에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포

유 동물의 치료 방법.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 또는 제제는 비경구 경로, 경구 경로 또는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주사에 의하여 투여되

는 것인 방법.

청구항 43.
(a) 전항체,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용액과 결정화 용액 또는 결정화 완충액을 혼합하는 단계 ; 및

(b) 상기 항체 또는 상기 항체 단편의 결정이 형성될 때까지 약 -21∼약 61℃의 온도에서 약 3∼약 48 시간 동안 상

기 혼합물을 교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항체,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을 결정화시키는 대규모 회분식(large-batch) 결정화 

방법.

청구항 44.
제43항에 있어서, 공기 건조법, 분무 건조법, 동결 건조법, 진공 오븐 건조법 및 질소 기체 건조법으로 이루어진 군으

로부터 선택된 방법에 의하여 상기 결정을 건조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약 4∼약 37℃ 사이인 것인 방법.

청구항 46.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약 -20∼약 4℃ 사이인 것인 방법.

청구항 47.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온도는 약 22∼약 61℃ 사이인 것인 방법.

청구항 48.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의 pH는 약 1.9∼약 11.1의 범위내인 것인 방법.

청구항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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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의 pH는 약 1.9∼약 4.0의 범위내인 것인 방법.

청구항 50.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의 pH는 약 3∼약 10의 범위내인 것인 방법.

청구항 51.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의 pH는 약 9.0∼약 11.1의 범위내인 것인 방법.

청구항 52.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의 농도(w/v)는 약 5∼약 40% 인 것인 방법.

청구항 53.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은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을 약 1.9∼약 80%(w/v)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4.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은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을 약 1.9∼약 5%(w/v)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인 방

법.

청구항 5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은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을 약 20∼약 81%(w/v)의 농도로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6.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은 크기 범위가 약 200∼약 20,000인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을 포함하는 것

인 방법.

청구항 57.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은 크기 범위가 약 200∼약 80,000인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을 포함하는 것

인 방법.

청구항 58.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은 크기 범위가 약 200∼약 400인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59.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은 크기 범위가 약 400∼약 80,000인 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을 포함하는 것

인 방법.

청구항 60.
제43항에 있어서, 결정화될 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상기 용액중 농도는 약 0.01∼약 5

00 ㎎/㎖인 것인 방법.

청구항 61.
제43항에 있어서, 결정화될 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농도는 약 0.01∼약 4 ㎎/㎖인 것인

방법.

청구항 62.
제43항에 있어서, 결정화될 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농도는 약 10∼약 25 ㎎/㎖인 것인 

방법.

청구항 63.
제43항에 있어서, 결정화될 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농도는 약 3∼약 200 ㎎/㎖인 것인 

방법.

청구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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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항에 있어서, 결정화될 항체 또는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농도는 약 25∼약 500 ㎎/㎖인 것

인 방법.

청구항 65.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은 염을 약 10∼약 400 mM의 함량으로 보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66.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은 농도가 약 0 mM∼약 4 M인 것인 방법.

청구항 67.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은 농도가 약 0∼약 2 mM인 것인 방법.

청구항 68.
제43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화 완충액은 농도가 약 1∼약 4 M인 것인 방법.

청구항 69.
(a)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을 결합 완충액과 혼합하는 단계로서, 상기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은 정제될 단백질과의 친화성을 보유하는 것인 단계 ;

(b) 정제될 단백질을 함유하는 단백질 용액을 결정/완충액 혼합물에 첨가하 는 단계 ;

(c) 단백질이 항체 또는 항체 단편에 결합할 수 있는데에 충분한 시간 및 온도에서 단백질/결정/완충액 혼합물을 항온

처리하는 단계 ;

(d) 상기 혼합물을 세척 완충액으로 세척하는 단계 ; 및

(e) 용리 완충액을 사용하여 상기 단백질을 상기 혼합물로부터 용리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친화성 매트릭스 정제에 의하여 단백질을 정제하는 방법.

청구항 70.
(a) 항체 단편은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 ; 및

(b) 상기 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의 샘플중 임의의 항원과의 결합을 검출하기 위한 1 이상의 시약

을 포함하는, 샘플중 항원의 시험관내 검출을 위한 진단 키트.

청구항 71.
제70항에 있어서, 상기 항원은 바이러스 항원인 것인 진단 키트.

청구항 72.
(a)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의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의 결정과 샘플을 접촉시키는 단계로서, 상기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은 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 결정이 샘플중 임의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조건하에 항원과 특이적으

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인 단계 ; 및

(b) 상기 항체 결정 또는 항체 단편이 샘플중 임의의 항원과 결합하였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샘플중 항원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한 시험관내 진단 방법.

청구항 73.
제72항에 있어서, 상기 항원은 바이러스 항원인 것인 진단 방법.

청구항 74.
(a) 전항체,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의 용액과 결정화 용액 또는 결정화 완충액을 혼합하는 단계 ;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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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항체 또는 상기 항체 단편의 결정이 형성될 때까지 약 -21∼약 61℃의 온도에서 약 5분∼약 72 시간 동안 

상기 혼합물을 교반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전항체, 1본쇄 Fv 항체 단편 또는 Fab 항체 단편을 결정화시키는 대규모 회분식 결정화 방법.

청구항 75.
제43항에 있어서, 결정화될 항체의 용액은

(a) 전항체를 포함하는 트랜스게닉 우유를 원심분리시켜 유지방을 제거하고 트랜스게닉 탈지 우유를 제조하는 단계 ;

및

(b) 단계 (a)애서 얻어진 트랜스게닉 탈지 우유를 약 250 mM의 EDTA로 희석시켜 상기 항체를 포함하는 정제된 트

랜스게닉 탈지 우유의 용액을 제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76.
제21항 내지 제23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전항체 결정, 1본쇄 Fv 항체 단편 결정, 또는 Fab 항체 단편 결

정은 가교되는 것인 조성물 또는 제제.

청구항 77.
포유 동물에 제76항에 의한 조성물의 유효량을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포유 동물의 치료 방법.

청구항 78.
제77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비경구 경로, 경구 경로 또는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주사에 의하여 투여되는 것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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