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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본 발명은 신규한 백신 제형, 이들의 제조 방법 및 이들을 약제에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1>
특히, 본 발명은 수중유 에멀션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에멀션은 토코페롤, 스쿠알렌, 트윈 80(등록상표
명)(폴리옥시에틸렌 (20) 소르비탄 모노올리에이트), 스팬(Span) 85 및 레시틴(Lecithin)을 포함하며, 유
용한  보조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수중유  에멀션과  함께,  쿠일라야  사포나리아  몰리나(Quillaja 
Saponaria Molina)의 껍질로부터 유도된 Hplc 정제된 비독성 분획인 QS21, 및/또는 3De-O-아실화된 모노
포스포킬 지질 A(3D-MPL)를 함유하는 백신이 본 발명의 일부를 형성한다.

3De-O-아실화된 모노포스포릴 지질 A는 리비(Ribi)의 GB2220 211호로부터 공지되어 있다. 화학적<2>
으로, 이것은 3 De-O-아실화된 포노포스포릴 지질 A와 4, 5 또는 6 아실화된 사슬과의 혼합물이며, 리미 
이뮤노켐 몬타나(Ribi  Immunochem  Montana)에 의해 제조된다. 국제 특허 출원 제 92/16556호에는 3De-
O-아실화된 모노포스포릴 지질 A의 바람직한 형태가 기술되어 있다.

QS21은 남아메리카의 쿠일라야 사포나리아 몰리나 나무의 껍질로부터의 사포닌의 Hplc 정제된 비<3>
독성 분획이며, 이것의 제조 방법(QA21로서)은 미국 특허 제5,057,540호에 기술되어 있다.

수중유 에멀션은 당분야에 공지되어 있으며, 보조제 조성물로서 유용한 것으로 제안되어 왔다 <4>
(EPO 399843).

본 발명은 종래의 에멀션과는 달리, 토코페롤을 단독으로 함유하거나 QS21 및/또는 3D-MPL과 배<5>
합하여 함유하는 본 발명의 수중유 에멀션이 주어진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시킨다는 놀라운 발견
을  기초로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강화는  지금까지의  반응보다  우수한  면역학적인  반응을 
제공한다.

부가적으로, 3D-MPL 및 QS21과 함께 제형화되는 경우에 본 발명의 수중유 에멀션은, IgG2a 생성 <6>
및 TH1 세포 반응의 우선적 자극제이다. 이것은, 세포 중개 반응에서 TH1 반응의 공지된 관련성으로 인해 

유리하다.

실제로, 마우스에서, IgG2a의 유도는 이러한 면역 반응과 상관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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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러한 배합물에서의 HIV 항원 gp120의 백신 제형화는 gp120 단백질 특이적 면역 반<8>
응의 강력한 상승작용을 유도한다.

강한 세포용해성 T 림프구 반응이 유도될 수 있다는 관찰은 이들 반응이 특정 동물 모델에서 질<9>
병에 대한 보호를 유도하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 발명자들은 보조제 QS21 및 3D-MPL을 항원을 갖는 수중유 에멀션과 함께 배합시켰을 때, 비장<10>
에서 CS 단백질 특이적 CTL이 강하게 유도됨을 입증하였다. QS21은 또한 그 자체로 CTL의 유도를 향상시
키지만, 3D-MPL은 그렇지 않다.

항원의 단백질분해성 파괴에 의해 생성되는 펩티드는 적당한 처리 경로에 들어가서, 세포막 상에<11>
서 클라스 1 분자와 함께 항원제시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적 항원이 세포내에서 합성되는 경우(예
를 들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세포내 박테리아, 또는 종양에서)에, CTL의 유도가 쉽게 나타난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예비-형성된 가용성 항원은 상기 처리 및 표시 경로에 도달하지 못하고, 클라스 1 제한 
CTL을 유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통상적인 비생존 백신은, 항체 및 T 헬퍼 반응을 유도하지만, CTL 중개 
면역성을 유도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개의 보조제 QS21과 3D-MPL를 수중유 에멀션과 함께 배합시
키면, 백신 기제 또는 재조합 단백질의 심각한 제한이 극복될 수 있고, 보다 더 광범위한 면역 반응이 유
도될 수 있다.

CS 단백질에 대해 특이적인 CTL은 마우스 모델 시스템에서 말라리아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입증<12>
되었다[참조: Romero et al. Nature 341:323(1989)]. 피검자를 피. 팔시파룸(P. falciparum)의 방사선조
사된 종충을 사용하여 면역시키고, 후속 말라리아 감염에 대해 보호되는 것으로 입증된 인체 실험에서, 
CS 에피토프에 대해 특이적인 CTL의 유도가 설명되었다 [참조: Malik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8:3300 (1991)].

면역반응의 발생 동기 및 성질에 대해, 방사선 조사된 종층의 사용은 비실용적이기 때문에, 재조<13>
합 분자로서 투여되는 항원에 대해 특이적인 CTL을 유도하는 능력은 말라리아 백신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
다.

RTS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면 (S) 항원에 B형 간염 표면항원의 프레S2 부분의 4개의 아미노산<14>
을 통해 결합된 플라스모디움 팔시파룸(P. falciparum)의 서컴스포로조이테(circumsporozoite) (CS) 단백
질의 C-말단 부분을 실질적으로 모두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단백질이다. 이것의 완전한 구조는 영국 특허 
출원  제9124390.7호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는  WO93/10152호로  공개된  공동계류중인  국제특허출원 

PCT/EP92/02591에 기재되어 있다. 효모에서 발현되는 경우, RTS는 리포단백질 입자로서 생성되며, HBV로
부터 표면항원과 함께 공동발현되는 경우, RTS는 RTS,S로서 공지된 혼합된 입자를 생성시킨다.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및 말라리아 백신 이외에, CTL 반응을 유도시키는 능력은 단순 포진 바<15>
이러스,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및 일반적으로 병원체가 세포내 생활상을 갖는 모든 경우에 대한 백신에 
유리하다.

또한, 공지된 종양 항원에 대해 특이적인 CTL은 재조합 종양 항원과 2개의 보조제의 배합에 의해 <16>
유도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항암 백신이 개발된다.

특정 시스템에서, 3D-MPL 및 QS21을 수중유 에멀션과 배합시키면, 인터페론 r 생성이 상승적으로 <17>
향상될 수 있었다. 본 발명자들은 gD2t로서 공지된 단순 포진 항원을 사용함으로써, 수중유 에멀션과 함께 

3D-MPL  및  QS21의  잠재성을  설명하였다. gD2 t는  HSV-2로부터의  가용성  절단  당단백질  D이며, 베르만

(Berman) 등의 문헌[Science 222 524-527]의 방법론에 따라 CHO 세포 내에서 생성된다.

IFN-r 분비는 기생충,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세포내 병원체에 대한 보호 반응과 관련<18>
된다. IFN-r에 의한 대식세포의 활성화는 미생물의 세포내 사멸을 향상시키고, Fc 수용체의 발현을 증가
시킨다. 또한, 직접적인 세포독성은, 특히 림프독소(TH1 세포의 또 다른 생성물)와의 상승 작용으로 발생
할  수  있다.  IFN-r는  또한,  보호의  주요한  선천적  주효인자인  NK  세포의  유발물질  및  생성물  둘 
모두이다. IFN-r 또는 다른 기작을 통한 TH1 타입 반응은 IgG2a 면역글로불린 이소타입에 대한 우선적 보
조를 제공한다.

당단백질 D는 바이러스 외피에 위치하며, 또한 감염된 세포의 세포질 내에서 발견된다 [참조 : <19>
Eisenberg R.J. et al J. of Virol. 1980 35 428-435]. 당단백질 D는 시그널 펩티드를 포함하는 393개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약 60 kD의 분자량을 갖는다. 모든 HSV 외피 당단백질 중에서, 이것은 아마도 가장 
잘 특징화되어 있는 것이다 [참조 : Cohen et al. J. Virology 60 157-166]. 생체내에서, 당단백질 D는 
세포막에 대한 바이러스 부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공지되어 있다. 더욱이, 당단백질 D는 생체내
에서 중화 항체를 유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참조 : Eing et al. J. Med Virology 127: 59-
65]. 그러나, 잠복 HSV2 바이러스는 환자의 혈청내의 높은 중화 항체 역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활성화될 수 있고, 질병의 재발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중화 항체만을 유도하는 능력은 질병을 충
분히 억제하는 데에 불충분함이 명백하다.

질병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백신은 중화 항체 뿐만 아니라, T-세포, 특히 세포독성 T-세<20>
포를 통해 중개되는 세포 면역성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gD2t는 절단된 단백질의 C-말단에서 아스파라긴 및 글루타민의 첨가에 의해, 천<21>
연 당단백질 중 1 내지 306개의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308개의 아미노산의 HSV2 당단백질 D이다. 단백질의 
이러한 형태는 성숙한 283개 아미노산의 단백질을 생성시키도록 절단되는 시크럴 펩티드를 포함한다. 진
테크(Genetech)의 유럽 특허 EP-B-139 417호에는 중국 햄스터의 난소 세포에서의 이러한 단백질의 생성이 
기술되어 있다.

성숙한 절단된 당단백질 D (rgD2t) 또는 포유동물 세포로부터 분비된 동등한 단백질이 본 발명의 <22>
백신 제형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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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형은 기니아피그의 생식기 포진 모델에서 보호 면역성을 유도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23>
이다. 항원의 매우 낮은 용량(예를 들어, 5μg만큼 낮은 rgD2t)에서도, 제형은 기니아피그를 1차 감염으
로부터 보호하고, 또한, 특이적 중화 항체 반응을 자극한다. 본 발명자들은 또한 본 발명의 제형을 이용
하여, 마우스의 TH1 타입의 이펙터 세포 중개 반응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발명의 한 가지 바람직한 구체예는 3De-O-아실화된 모노포스포릴 지질 A, QS21, 및 <24>
스쿠알렌과 같은 대사성 오일, 알파 토코페롤 및 트원 80(등록상표명)(폴리옥시에틸렌 (20) 소르비탄 모
노올리에이트)을 포함하는 수중유 에멀션과 함께 항원을 포함하는 백신 또는 약제 제형을 제공한다. 이러
한 제형은 광범위한 1가 또는 다가 백신에 적합하다. 또한, 수중유 에멀션은 스팬 85를 함유할 수 있다. 
3De-O-아실화된 모노포스포릴 지질 A의 한가지 바람직한 형태는 공개 번호 제92116556호로 공개된 스미쓰
클라인 비참 바이올로지칼스 에스.에이(SmithKline Beecham Biologicals s.a.)의 국제 특허 출원에 기술
되어 있다.

수중유 에멀션은 그자체로 사용되거나, 다른 보조제들 또는 면역자극제와 함께 사용될 수 있고, <25>
따라서 본 발명의 중요한 구체예는 스쿠알렌 또는 또 다른 대사성 오일, 알파 토코페롤 및 트윈 80(등록
상표명)(폴리옥시에틸렌 (20)  소르비탄 모노올리에이트)를 포함하는 수중유 제형이다. 수중유 에멀션은 
또한 스팬 85 및/또는 레시틴을 함유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백신 제형은 사람 또는 동물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항원 또<26>
는 항원성 조성물을 함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항원 또는 항원성 조성물은 고양이과 동물 면역결핍 바이
러스, gD 또는 이것의 유도체와 같은 사람 또는 동물 포진 바이러스 또는 HSV1 또는 HSV2로 부터의 ICP27
과 같은 즉시형 초기 단백질,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특히 사람)(예를 들어 gB 또는 이것의 유도체), 바
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예를 들어, gpI, II 또는 III) 중 하나인 HIV-1 (예를 들어, gp120 또는 gp160), 
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예를 들어 B형 간염 표면항원 또는 이것의 유도체, A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
염 바이러스 및 E형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간염 바이러스, 또는 호흡 신시셜(Syncytial) 바이러스,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 병원체로부터 유도되거나, 살모넬라, 
네이세리아, 보렐리아(예를 들어 OspA 또는 OspB 또는 이들의 유도체), 클라미디아(Chlamydia) 또는 보데
텔라(Bordetella), 예를 들어 P.69, PT 및 FHA와 같은 박테리아 병원체로부터 유도되거나, 플라스모듐 또
는 톡소플라스마와 같은 기생충으로부터 유도된다.

본 발명의 제형은 또한, 항-종양 항원을 함유할 수 있고, 면역치료학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데에 <27>
유용할 수 있다.

BCL-1 마우스 림프종 세포를 0일째에 Balb/c 마우스에 복강내 투여시하고, 마우스를 3, 10 및 20<28>
일째에 BCL-1 이디오타입으로 백신 접종시키는, B세포 림프종에 대한 면역치료학적 동물 모델에서는, 제
형 SB62/MPL/QS21이 항체 역가 및 생존(생존물이 100%인 유일한 그룹) 둘 모두에 대해 가장 유력한 것으
로 나타난다. 유사하게는, 포함된 항원에 대한 세포독성 T 림프구를 자극시키는 상기 제형의 능력은, 세
포독성 T 림프구를 암 항원 (예를 들어, 활성 백신 접종에 의한 종양의 면역치료를 위한 흑색종 항원 
MAGE-1 및 MAGE-3)의 제형에 대한 우수한 후보체가 되게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제형은 국제 특허 출원 PCT/GB92/00824흐 및 국제 특허 출원 PCT/GB92/00179호<29>
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포진성 광입자와 함께 사용하기에 유용할 수 있다.

B형 간염 표면항원의 유도체는 당분야에 널리 공지되어 있으며, 특히, 유럽 특허 출원 EP-A-414 <30>
374호; EP-A-0304 578호 및 EP 198-474호에 기술되어 있는 PreS1, PreS2 S 항원의 유도체를 포함한다. 한 

가지  바람직한  양태에서,  본  발명의  백신  제형은,  특히  CHO  세포에서  발현되는  경우에  HIV-1  항원인 
gp120을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의  백신  제형은  상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gD2 t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는, 본원에서 약제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백신이 제공된다.<31>

QS21 : 3D-MPL의 비는 전형적으로 약 1:10 내지 10:1,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5:1이이며, 종종 <32>
실질적으로 1:1일 것이다. 최적 상승작용에 대한 바람직한 범위는 2.5:1 내지 1:1의 3D MPL : QS21이다. 
전형적으로, 사람 투여을 위해, QS21 및 3D MPL은 1회 투여당 1μg - 100μg, 바람직하게는 10μg - 50μ
g의 범위로 백신 내에 제공될 것이다. 전형적으로, 수중유 에멀션은 2 내지 10% 스쿠알렌, 2 내지 10% 알
파 토코페롤 및 0.3 내지 3%트윈 80(등록상표명)(폴리옥시에틸렌 (20) 소르비탄 모노올리에이트)을 포함
할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스쿠알렌 : 알파 토코페롤의 비는 1 이하이며, 이러한 비가 더욱 안정한 에멀
션을 제공한다. 또한, 스팬 85는 1% 수준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본 발명의 백신에 안정화제
를 더 포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백신 제조물은 일반적으로 문헌[New Trends and Developments in Vaccines, edited by Voller et <33>
al., University Park Press, Baltimore, Maryland, U.S.A, 1978]에 기술되어 있다. 리프좀 내의 캡슐화
는 예를 들어 풀러톤(Fullerton)의 미국 특허 제4,235,877호에 기술되어 있다. 거대분자에 대한 단백질의 
컨쥬게이션은, 예를 들어 릭하이트(Likhite)의 미국 특허 제 4,372,945호 및 아모르(Armor) 등의 미국 특
허 제4,474,757호에 기술되어 잇다.

각각의 백신 투여량에서의 단백질의 양은, 통상적인 백신주사된 사람에게서 현저하게 불리한 부<34>
작용 없이 면역보호 반응을 유도하는 양으로 선택된다. 이러한 양은 사용되는 특이적 면역원 및 이것의 
제공 방식에 따라 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투여량은 단백질 1-1000μg, 바람직하게는 2-100μg, 
가장 바람직하게는 4-40μg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백신에 대한 최적량은, 피검자의 적당한 
면역 반응의 관찰을 포함하는 표준 연구에 의해 확실해질 수 있다. 초기 백신 접종후에, 피검자는 적당히 
간격을 두고 1회 이상의 부스터 면역화을 수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형은 예방 및 치료용 둘 모두로 사용될 수 있다.<35>

따라서, 한 가지 양태에서, 본 발명은 환자에게 본 발명의 백신을 유효량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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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

하기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예시하는 것이며, 본 명세서 인용된 모든 문헌은 참고로서 통합된다.<37>

실시예

실시예 1. HIV-1의 gp120항원을 포함하는 백신 제형<38>

하기의 수중유 에멀션 성분을 각각 포함하는 2개의 보조제 제형을 제조하였다.<39>

SB26 : 5% 스쿠알렌, 5% 토코페롤, 0.4% 트윈 80(등록상표명)(폴리옥시에틸렌 (20) 소르비탄 모<40>
노올리에이트); 입자 크기는 500nm임 ;

SB62 : 5% 스쿠알렌, 5% 토코페롤, 2.0% 트윈 80(등록상표명)(폴리옥시에틸렌 (20) 소르비탄 모<41>
노올리에이트); 입자 크기는 180nm임.

1(a) 에멀션 SB62의 제조 (2배 농축액)<42>

트윈  80(등록상표명)(폴리옥시에틸렌  (20)  소르비탄  모노올리에이트)을  인산염  완충된 식염수<43>
(PBS) 중에 용해시켜서, PBS 중의 2% 용액을 수득하였다. 2배 농축된 에멀션 100mℓ를 제공하기 위해, DL 
알파 토코페롤 5 g 및 스쿠알렌 5mℓ를 소용돌이시켜서 완전히 혼합시켰다. PBS/트윈 용액 90mℓ를 첨가
하고, 완전히 혼합시켰다. 생성된 에멀션을 주사기에 통과시키고, M110S 마이크로유체공학 기계를 사용하
여 최종적으로 마이크로유체화시켰다. 생성된 오일 방울의 크기는 약 180nm이었다.

1(b) 에멀션 SB26의 제조<44>

상기 에멀션을 0.4% 트윈 80(등록상표명)(폴리옥시에틸렌 (20) 소르비탄 모노올리에이트)을 사용<45>
하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1(c) 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다른 에멀션들을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이들을 하기 실시<46>
예에서 상세히 설명되는 바와 같은 실험으로 시험하였다.

1(d) gp 120 QS21/3D MPL수중유 제형의 제조<47>

1(a), 1(b) 또는 1(c)의 에멀션에, 동일한 부피의 2배 농축된 rgp120(20μg 또는 100μg)를 첨가<48>
하고, 혼합시켰다. 이것을 50μg/mℓ의 3D-MPL 및 20μg/mℓ의 QS21과 배합시켜서 최종 제형을 수득하였
다. 완충액을 염 함량 및 pH에 따라 고정하였다.

표 3은 HIV로부터의 gp120, 및 50μg/mℓ 3D MPL (MPL) 및 20μg/mℓ의 QS21을 사용하여 SB26의 <49>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는 제 2 (P11) 및 제 3 (P111) 접종 후의 기하 평균 역가(GMT), 및 림프구 
증식 및 r 인터페론 생성에 대한 세포 중개 반응(CMI)을 나타낸다.

[실시예 2]<50>

도입 : HIV gp 120 에멀션 시스템의 평가<51>

본 실험에서는, 4개의 에멀션[SB26, SB62, SB40, SB61]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제형의 성분(항원, <52>
에멀션, 3D-MPL, QS21)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2(b) 사용되는 동물의 그룹<53>

그룹당 5마리 동물의 22개 그룹에, 여러 가지 상이한 백신 제형을 제공하였다.<54>

- gr 1-4 : gp 120 (10μg)/에멀션 비함유 ± [3D-MPL, QS21]<55>

- gr 5-9 : gp 120 (10μg)/SB26 ± [3D-MPL, QS21]<56>

- gr 10 : 항원 비함유/SB26 ± [3D-MPL, QS21]<57>

- gr 11-12: gp120(10μg)/SB62 ± [3D-MPL, QS21]<58>

- gr 13-16: gp120(10μg)/SB40 ± [3D-MPL, QS21]<59>

- gr 17-20 : gp120(10μg)/SB61 ± [3D-MPL, QS21]<60>

- gr 21-22: gp120(5μg)/SB26 ± [3D-MPL, QS21]<61>

- 검정 : gp 120W61D에 대한 항체 역가 및 이소타입 분석 (모든 그룹).<62>

2(c) 면역화 및 채혈 스케쥴<63>

- 동물들을 gp120W61D로 면역화시키고, 1회 투여당 5μg의 3D-MPL 및 5μg의 QS21의 존재하에 상<64>
이한 수중유 에멀션 중에서 제형화시켰다. 네거티브 대조군에는 항원을 함유하지 않는 동등한 제형을 제
공하였다.

- 동물들을 0일째 및 14일째에 피하적으로 면역화시켰다. 각각의 주사량을 100μℓ 부피로 투여<65>
하였다.

- 면역화(0일째)전, 및 면역화후 14일째(post 1), 21일 및 28일째에(7 및 14일, post II)째에 혈<66>
액 샘플을 채혈하였다.

2(d) 혈청학적 반응의 분석 :<67>

- post I 및 post II 후 14일째에, 혈청학적 반응을 gp120W61D에 대한 직접 ELISA 검정으로 평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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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한, post II 후 14일째 반응을 면역화 후에 마우스에서 유도된 gp120W61D 특이적 항체의 이소<69>
타입에 관하여 특징화시켰다.

3. 결과 및 결론:<70>

결과를 표 2에 기재하였다.<71>

a) 3D-MPL/QS21의 존재 또는 부재하의 에멀션의 비교 :<72>

- 항원에 대한 에멀션 SB26, SB40 또는 SB62의 첨가는 보다 높은 항체 역가를 유도하였다. 면역<73>
자극제의 부재하에, gp120 특이적 항체는 본질적으로 IgG1이다.

-  면역자극제  3D-MPL  및  QS21의  첨가는  거대한  혈청학적  반응,  및  IgG1  타입으로부터 <74>
IgG2a/IgG2b로의 항체의 이동을 유도하였으며; 이것은 세포 중개 면역성과 상관된다.

바람직한 배합물은 [SB26+MPL+QS21]이었다.<75>

c) gp120/SB26 제형:<76>

그룹 8가 그룹 9 사이에서는 혈청학적 반응에서의 현저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제형의 나<77>
머지 성분의 첨가 전 또는 후에 gp120을 첨가하였다.

d) 항원 투여량:<78>

SB26으로 제형화된 gp120 5μg 및 10μg 둘 모두는 높은 혈청학적 반응을 유도하였다 (그룹 5-8 <79>
및 그룹 21-22).

[실시예 3]<80>

HSV rgD2t 제형<81>

실시예 1(a)에 기재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단순 포진 항원 rgD2t를 포함하는 제형을 제조하<82>
고, 기니아피그를 백신접종시키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제형은 기니아피그 모델의 재발성 및 초기 질
병 둘 모두에 대한 보호를 유도하였다.

[실시예 4]<83>

면역원으로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하는 보호성 항-림프종 반응의 유도를 위한 보조제의 스크리닝.<84>

BCL1 림프종 세포로부터의 면역글로불린 사용한 Balb/c 마우스의 치료적 백신 접종.<85>

Balb/C B-세포 림프종 모델의 개관은 문헌[Yefenoh et al. Current opinions Immunobiology 1993 <86>
5:740-744]에 기재되어 있다.

10마리의 마우스의 그룹들에, 0일째에 10
4
개의 종양 세포를 복강내 주입하고, 3일, 10일, 20일째<87>

에 여러 가지 상이한 보조제 제형에서 에피토프화된 BCL 1에 대해 유도된 KLH-커플링된 면역글로불린 100
μg(KLH/lg : 1/1)으로 백신접종시켰다 (후방에서의 sc 면역화). KLH 및 이디오타입에 대한 혈청 항체의 
수준 및 마우스 사망률 을 모니터링하였다.

테스트된 제형 :<88>

MPL : 10μg                          QS21 :10μg<90>

그룹 12-15 : 항원이 없는 여러 가지 상이한 보조제<91>

제형 8, 9, 10은 나머지 제형들과 비교해볼 때, 일관되게 보다 더 우수하게 작용하였다. 제형 10<92>
은 항체 역가 및 생존 (생존율이 100%인 유일한 그룹) 둘 모두에 대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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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5]<93>

RTS,S의 다양한 제형<94>

a) 원숭이에서의 평가<95>

RTS,S는 국제 특허 출원 번호 WO93/10152호에 기재되어 있으며, 붉은털 원숭이의 백신접종을 위<96>
해 제형화시켰다. 5마리의 동물로 각각의 그룹을 형성하였다 :

그룹 I : RTS,S, 3D-MPL(50μ), AL(OH)3<97>

그룹 II : RTS,S, QS21(20μ), AL(OH)3<98>

그룹 III : RTS,S, 3D-MPL(50μ), QS21(20μ)<99>

그룹 IV : RTS,S, 3D-MPL(50μ), QS21 AL(OH)3<100>

그룹 V : RTS,S, 3D-MPL(10μ), QS21 AL(OH)3<101>

그룹 VI : RTS,S, 3D-MPL(50μ), QS21 SB60<102>

동물들을 접종시키고, 1차 면역후 14일째에, 및 2차 면역후 12일째에 채혈하고, 항 B형 간염의 <103>
표면항원 면역글로불린에 대해 시험하였다. 제 1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B60중의 RTS,S를 수용
하는 동물들은 항체 역가가 모든 다른 그룹보다 거의 6배 이상 높았다.

b) RTS,S의 다양한 제형 - 마우스에서의 평가<104>

동물들의 7개 그룹에 하기의 제형들을 제공하였다.<105>

그룹 1 : RTS,S, SB62<106>

그룹 2 : RTS,S, QS21, 3D-MPL<107>

그룹 3 : RTS,S, QS21, 3D-MPL, SB62<108>

그룹 4 : RTS,S, 3D-MPL, Al(OH)3<109>

그룹 5 : RTS,S, Al(OH)3<110>

그룹 6 : 플레인(Plain)<111>

그룹 7 : 네거티브 대조군<112>

(RTS,S 5μg/투여량, 3D-MPL 5μg/투여량, QS21 5μg/투여량)<113>

동물들을 접종시키고, 1차 면역후 15일째, 및 2차 면역후 7일째 및 15일째에 채혈하고, 항 HBSAg <114>
항체 하위형에 대해 검정하였다. 제 2도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에멀션인 SB62는 QS21  및 3D-
MPL로  제형화시키는  경우에,  IgG2a  항체  반응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상승작용  방식으로  강화시키지만, 
SB62 단독 또는 3D-MPL/QS21은 불량한 IgG2a 반응을 유도하였다.

실시예 6 : 여러 가지 상이한 B 버어그도르페리(burgdorferi) OspA제형의 평가<115>

6.1 B 버어그도르페리 ZS7 Osp A 리포단백질의 여러 가지 상이한 제형의 평가.<116>

B 버어그도르페리에 대한 OspA 리포단백질은 막스 플랑크(Max Plank) 등의 유럽 특허 출원 제<117>
0418827호에 기술되어 있다.

하기 제형들을 balb/c 마우스에서 시험하고, 항체 역가 및 하위형을 1차 접종후 7일째 및 2차 접<118>
종후 7일째에 연구하였다 (0일째 및 14일째에 접종시킴).

1. OspA + Al(OH)3<119>

2. OspA + Al(OH)3 + 3D-MPL(10μ)<120>

3. OspA + Al(OH)3 + 3D-MPL(30μ)<121>

4. OspA + Al(OH)3 + 3D-MPL(10μ) + QS21(5μ)<122>

5. OspA + Al(OH)3 + 3D-MPL(30μ) + QS21(15μ)<123>

6. OspA + SB60 + 3D-MPL(10μ) + QS21(5μ)<124>

7. OspA + SB60 + 3D-MPL(30μ) + QS21(15μ)<125>

결과는  제  3도  및  제  4도에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본  발명의  제형이  고수준의  항체를 <126>
유도하며, 이들은 우선적으로 IgG2a 하위형임을 보여주었다.

[실시예 7]:<127>

a) HSV-2 ICP 27<128>

Balb/c 마우스 암컷을 0일째 및 14일째에 NS1-ICP27의 다양한 제형을 사용하여 후방 풋-패드에서 <129>
면역시켰다. 각각의 주입물은 5μg의 NS1-ICP27, 및 SB26 수중유 에멀션, QS21(10μg) 및 MPL(25μ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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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물을 함유하였다.

오금 림프절 세포를 28일째에 얻었고, ICP27 유전자로 형질전환시킨 상승작용적 P815 세포로 시<130>
험관내에서 자극하였다. 그 다음, 배양액을 ICP27 및 P815 ICP27 네거티브 대조군으로 형질전환시킨 P815 
표적 세포에 대한 특이적인 세포 용해 활성에 대해 시험하였다.

여러 가지 상이한 면역화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이한 주효인자 : 표적(E:T)의 비에서의 특이<131>
적 용해 결과는 다음과 같다 :

ICP 27 (5μg)<132>

ICP 27 (5μg) + MPL (25μg)<134>

ICP 27 (5μg) + QS21 (10μg)<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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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 27 (5μg) + SB26<138>

ICP 27 (5μg) + MPL (25μg) + QS21 (10μg)<140>

ICP 27 (5μg) + MPL (25μg) + QS21 (10μg) + SB26<142>

낮은 ICP 27 특이적 % 용해가 면역화 그룹에서 얻어졌다 :<144>

ICP 27 (5μg) + QS21 (10μg)<145>

ICP 27 (5μg) + SB26<146>

ICP 27 (5μg) + MPL (25μg) + QS21 (10μg)<147>

ICP 27 (5μg) + MPL (25μg) + QS21 (10μg) + SB26.<148>

반면에,<149>

ICP 27 (5μg) 및 ICP 27 (5μg) + MPL (25μg)은 네거티브이다.<150>

이들 데이터는 수중유 에멀션만으로, 또는 QS21 및 MPL과 배합하거나 QS21과 배합한 수중유 에멀<151>
션에서의 재조합 NS1-ICP27에 의한 CTL의 유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b)  5마리의  Balb/c  마우스의  그룹들을  여러  가지  상이한  백신들(NS1-ICP27/NS1-ICP27  MPL  + <152>
QS21/NS1-ICP27 SB26 = MPL 및 QS21/단독 보조제)로 풋패트에서 백신접종시켰다. 1회 투여량은 10μg의 
NS1-ICP27, 10μg의 MPL 및 10μg의 QS21을 함유하였다.

2회의 백신 접종을 0일째 및 7일째에 행하였다.  14일째에,  마우스를 HSV2  계통 MS의 5.2x10
3
 <153>

TCID50으로 자극하였다. 조스테리폼(zosteriform) 병변의 출현 및 사망이 자극후 14일 까지 기록되었다.

HSV2의  ICP27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NS1  단편을  갖는  융합  단백질로서  대장균에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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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시켰다. 정제된 재조합체 단백질의 보호적 효능을, MPL QS21 제형과 함께, 쥐과동물 조스테리폼 모델
에서 평가하였다. MPL + QS21 또는 수중유 에멀션 (SB26) + MPL 및 QS21와 함께 배합된 NS1-ICP27로 2회 
백신접종시킨 Balb/c 마우스를 질병에 대해 완전히 보호하고 (조스테리폼 병변은 없음), HSV2 야생형 자
극 후의 사망에 대해 완전히 보호하였다. 대조적으로, NS1-ICP27만으로 백신접종시키거나, MPL 및 QS21 
없이 SB26과 배합시킨 NS1-ICP27로 백신접종시킨 마우스에서는 보호가 관찰되지 않았다.

[표 1]<155>

2배 농축된 부형제<156>

[표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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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gp 120W61D/마우스 면역원성 (94243)/BALB/C(F.P.)<159>

gp120 W61D에 대한 ELISA 역가 : LINEST에 의해 계산된 5개의 개별적 역가의 기하학적 평균.<162>

[표 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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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MPL기제 제형들 : HIV프로젝트 원숭이 연구<164>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항원 또는 항원성 조성물, QS21, 3De-O-아실화된 모노포스포릴 지질 A(3D-MPL), 및 대사성 오일, 
알파 토코페롤 및 트윈 80(등록상표명)(폴리옥시에틸렌 (20) 소르비탄 모노올리에이트)의 조성을 갖는 수
중유 에멀션을 포함하는 백신 조성물.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QS21:3D-MPL의 비가 1:10 내지 10:1인 백신 조성물.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QS21:3D-MPL의 비가 1:1 내지 1:2.5인 백신 조성물.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고양이과 동물 면역결핍 바이러스, 단
순 포진 바이러스 타입 1, 단순 포진 바이러스 타입 2, 사람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 A형, B형, C형 또는 
E형 간염 바이러스, 호흡 신시셜 바이러스,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살모넬라, 네
이세리아, 보렐리아, 클라미디아, 보데텔라, 플라스모듐 또는 톡소플라스마 중 어느 하나로부터 유도된 
항원 또는 항원성 조성물을 포함하는 백신 조성물.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항원이 종양 항원인 백신 조성물.

청구항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르는 조성물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박테리아 또는 기생충 감염의 예방
용 백신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7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르는 조성물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감염, 박테리아 감염, 기생충 감염 또
는 암의 면역치료학적 치료용 백신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8 

제 1 항에서 규정한 QS21, 3D-MPL 및 수중유 에멀션을 항원 또는 항원성 조성물과 혼합시키는 것
을 포함하여,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르는 백신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물중 오일 에멀션 및, 선택적으로 3 De-O-아실화된 1포스포릴 지질 A 및 QS21을 포함
하는 백신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백신 조성물은 특정 범위의 면역 반응의 유력한 유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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