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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림프독소-β-수용체(LT-β-R) 세포외 도메인 일부 및 면역글로불린 불변부 일부를 포함하는 LT-β-R-Ig 융합 단
백질로서, 상기 LT-β-R 세포외 도메인 일부는 서열 번호 2의 아미노산 32 내지 225로 이루어진 융합 단백질.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면역글로불린 불변부 일부는 서열 번호 1에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 아미노산 서열로 이루
어진 융합 단백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LT-β-R 세포외 도메인 일부 및 면역글로불린 불변부 일부는 아미노산 링커에 의해 연결
된 융합 단백질.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링커는 발린 잔기로 이루어진 융합 단백질.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LT-β-R 세포외 도메인 일부 및 면역글로불린 불변부 일부는 아미노산 링커에 의해 연결
된 융합 단백질.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링커는 발린 잔기로 이루어진 융합 단백질.
청구항 7
제6항의 융합 단백질을 포함하는 다발 경화증 치료용 약학 조성물.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더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피하 투여용으로 제형화된 약학 조성물.

명 세 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 술 분 야
<1>

본 발명은 대상에서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를 치료하는 데에는 물론, 대상에서 재수초화를 모니터링하
는 데에 유용한 방법, 조성물(예, 가용성 LTβR 융합 단백질, 예컨대 LTβR-Fc), 장치 및 키트(kit)에 관한 것
이다.

배 경 기 술
<2>

림프독소 베타 수용체(LTβR: Lymphotoxin beta receptor)는 종양 괴사 인자 수용체(TNFR: tumor necrosis
factor receptor) 일족의 일 구성원이다. 상기 수용체는 대부분의 림프 기관 실질(parenchyma) 및 간질
(stroma)의 세포 표면에서 발현되나, T- 및 B-림프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LTα/β 헤테로트리머(LT)에 의한
LTβR 경유의 신호전달은 림프의 발생시 중요하다. LTβR은 리간드 LIGHT(림프독소와 동종이며, 유도가능 발현
을 나타내고, T 림프구에 의해 발현되는 수용체인 HVEM에 대하여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글리코단백질 D와 경
합함(homologous to lymphotoxins, exhibits inducible expression, and competes with herpes simplex 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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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oprotein D for HVEM, a receptor expressed by T lymphocytes))에 결합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것은 말초부 및 가슴샘 모두에서 T-세포에 의해 추진되는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 LT 및 LIGHT는 활성화된 림프
구의 표면에서 발현된다. 가용성의 유인(decoy) LTβR을 사용하여 LT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다양한 동물 모델에
서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명의 내용
<3>
<4>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부분적으로, 가용성 형태의 LTβR(예, LTβR-Fc)이 대상에서의 재수초화(remyelination)를 효과적으
로 촉진할 수 있다는 발견에 기초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대상에서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를 치료하
는 데에는 물론, 대상에서 재수초화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 조성물(예, 가용성 LTβR 융합 단백질,
예컨대 LTβR-Fc), 장치 및 키트(kit)를 제공한다.

<5>

일 양태에서, 본 발명은 대상에서의 탈수초성 장애의 치료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방법은 하기의 단계를
포함한다: (i) 재수초화를 촉진하기에 충분한 투여량의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단백질)
을 대상에게 투여하는 단계; 및 임의로 (ii) 재수초화에 대하여 대상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임의로, 방법은 탈
수초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의 발병 위험이 있는 개체로서 대상(예, 인간(예컨대 인간 환자))을 식별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6>

일부 구현예에서, 방법은 대상이 재수초화를 필요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대상(예, 인간 환자)을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7>

일부 구현예에서는, 방법이 재수초화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대상(예, 인간 환자)을 분류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도 있다.

<8>

일부 구현예에서, 방법은 사전선택된 재수초화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예컨대 재수초화가 없거나 또는 약간의
재수초화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대상(예, 인간 환자)을 분류하는 단계를 추가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환자는 재수초화를 가지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예를 들면 환자는 사전선택된 수준, 예컨대 최소량, 중간량 또는
다량의 재수초화와 같이 등급화된 재수초화 수준의 세트에서 선택되는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된다. 재수초
화의 등급화된 수준 또는 양은 별도의 값,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값, 예컨대 1-10으로 표현 또는 할당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점수, 예컨대 첫 번째 점수 "10"은 두 번째의 더 낮은 점수, 예컨대 두 번째
점수 "9"를 가지는 개체보다 환자가 더 재수초화되어 있음을 표시한다. 상기 분류는 1회 또는 1회를 초과하여
수행될 수 있다. 첫 번째 사전선택된 이정표, 예컨대 사전선택된 투여 수, 사전결정된 치료 기간, 또는 1종 이
상 증상의 사전선택된 증가 또는 감소 수준 이후에 환자를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임의로, 분류는 제
2 또는 다음의 이정표, 예컨대 동일한 유형의 이정표에서 다시 수행될 수 있다. 관련 구현예에서는, 대상 분류
의 기록(예, 사전선택된 재수초화 수준), 예컨대 컴퓨터 해독가능 기록이 제작된다.

<9>

일부 구현예에서, 대상은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을 사용하여 치료된다. 일
부 구현예에서, 상기 가용성 LTβR은 서열 번호 1 (하기 참조)에 기술된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는 LTβR-Fc 융합
폴리펩티드이다.

<10>

상기 대상은 예를 들면 마우스, 토끼, 기니 피그, 원숭이 또는 인간(예, 인간 환자)를 포함한 임의의 포유동물
일 수 있다. 대상(예, 인간 환자)은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의 발병 위험이 있는 임의의 대상
일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될 때, "탈수초성 장애"는 신경으로부터 신경 섬유를 둘러싸 절연시키는 지방성의 덮
개(sheath)인 수초의 파괴 또는 제거와 관련된 모든 질병이다. 탈수초성 장애에는 예를 들면 다발 경화증(예,
재발성/완화성 다발 경화증, 2차 진행성 다발 경화증, 진행성 재발성 다발 경화증, 원발성 진행성 다발 경화증,
및 급성 전격성 다발 경화증), 중심성 뇌교 수초용해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뇌증; 아
급성 경화성 범뇌염, 감염후성 뇌척수염,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길랑-바레 증후군, 진행성 다초
점 백색질뇌증, 데빅 병, 발로 동심성 경화증, 및 백질이영양증(예, 이염색성 백질이영양증, 크라베 병, 부신백
질이영양증, 펠리체우스-메르츠바허 병, 카나반 병, 중추성 저수초화를 동반한 소아기 운동실조, 알렉산더 병,
또는 레프숨 병)이 포함된다.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는 인간 환자는 비제한적으로 시력 손상, 저림, 사지 약화,
진전 또는 경직, 열 불내성, 언어 장애, 실금, 현기증, 또는 고유감각(예, 균형, 협응, 사지 위치 감각) 손상과
같은 탈수초성 장애의 증상 1종 이상을 가질 수 있다. 탈수초성 장애의 가족력(예, 탈수초성 장애의 유전적 소
인)을 가지거나, 또는 상기한 탈수초성 장애의 경증 또는 드문 증상을 나타내는 인간(예, 인간 환자)은, 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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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상, 탈수초성 장애 (예, 다발 경화증)의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1>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은 대상에서 재수초화를 유도하기에 충분한 양, 빈도로, 및/또는 시간 동안 대상
에게 투여될 수 있다.

<12>

일부 구현예에서, 대상에서 재수초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은 대상에게 1회 투여된다. 다른 구현예에서는,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
펩티드)이 1회를 초과하여, 예컨대 3-10일마다 1회; 5-20일 당 1회 이하로 2회 이상; 28-31일 당 1회 이하로 2
회 이상; 매주; 격주로; 매월; 4주 이상의 기간 동안 매주; 6주 이상의 기간 동안 격주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또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매월 대상에게 투여된다.

<13>

일부 구현예에서, 투약량(예, 대상에서 재수초화를 유도하는 데에 충분한 양)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에서의 적합
한 가용성 LTβR 개시 투여량은 대상의 체중 kg 당 0.001 mg의 가용성 LTβR이다.

<14>

일부 구현예에서, 적합한 투여량 또는 개시 투여량은 비제한적으로 성, 연령, 체중, 신체 건강상태, 또는 본원
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기타 인자와 같은, 다수의 개인적이고 환자-특이적인 인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15>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은

정맥내로

또는

비경구적으로(예, 피하로, 근육내로, 비내로, 또는 경구적으로) 대상에게 투여된다.
<16>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은 단독요법으로서 대상에게 투여
될 수 있다.

<17>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은 다른 치료, 예컨대 탈수초성 장
애(예, 본원에서 기술되는 탈수초성 장애 중 어느 것 (예, 다발 경화증))를 위한 또 다른 치료와의 병용요법으
로서 대상에게 투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기 병용요법에는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의 발병
위험이 있는 대상에게 치료적 이익을 제공하는 1종 이상의 추가적인 제제를 대상(예, 인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과 상기 1종 이상의 추가적인 제제는 동시에 투여된다.
다른 구현예에서는, 가용성 LTβR이 먼저 정시에 투여되고, 1종 이상의 추가적인 제제가 2차로 정시에
투여된다. 일부 구현예에서는, 1종 이상의 추가적인 제제가 먼저 정시에 투여되고, 가용성 LTβR이 2차로 정시
에 투여된다. 가용성 LTβR은 이전에 또는 현재에 투여중인 요법을 대치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Tβ
R을 사용한 치료시에는 1종 이상 추가적인 제제의 투여가 중단되거나 감소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더 낮은 농
도로 투여될 수 있다. 다른 구현예에서는, 이전 요법의 투여가 유지된다. 일부 구현예에서, 이전의 요법은 LTβ
R의 농도가 치료적 효과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상기 2종의 요법은 합쳐서
투여될 수 있다.

<18>

일부 구현예에서,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를 위한 제1 요법, 예를 들면 인터페론 베타 1a(Avonex), 인
터페론 베타 1b(Rebif),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Copaxone), 미톡산트론(Novantrone), 아자티프린(Imuran), 씨
클로포스파미드(Cytoxan 또는 Neosar), 씨클로스포린(Sandimmune), 메토트렉세이트, 클라드리빈(Leustatin),
메틸프레드니손(Depo-Medrol 또는 Solu-Medrol), 프레드니손(Deltasone), 프레드니솔론(Delta-Cortef), 덱사메
타손(Medrol 또는 Decadron),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CTH: adreno-corticotrophic hormone), 또는 코르티코트
로핀(Acthar)을 투여받는 환자가 가용성 LTβR, 예컨대 LTβR-Fc를 투여받을 수도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인간
이 가용성 LTβR을 투여받는 경우에는, 제1 요법이 중지된다. 다른 구현예에서는, 인간이 제1의 사전-선택된 결
과, 예를 들면 탈수초성 장애의 1종 이상 증상, 예컨대 본원에서 기술되는 탈수초성 장애의 증상들 중 어느 것
의 개선(예컨대 재수초화의 증가)에 대하여 모니터링된다. 일부 구현예에서, 상기 제1의 사전-선택된 결과가 관
찰되는 경우에는, 가용성 LTβR을 사용한 치료가 감소 또는 중지된다. 일부 구현예에서, 인간은 가용성 LTβR을
사용한 치료가 중지된 후, 제2의 사전-선택된 결과, 예컨대 탈수초성 장애 증상의 악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된다.
상기 제2의 사전-선택된 결과가 관찰되는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가용성 LTβR의 투여가 재개 또는 증가되거나,
또는 제1 요법의 투여가 재개되거나, 또는 인간이 가용성 LTβR 또는 증가량의 가용성 LTβR, 및 제1 요법 처방
계획 모두를 투여받는다.

<19>

일 구현예에서는,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 또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다른 탈수초성 장애)를 위한
제1 요법을 투여받고, 다음에 가용성 LTβR, 예컨대 LTβR-Fc를 사용하여 치료되는 인간이 동일량 또는 감소된
양으로 제1 요법을 계속 투여받는다. 또 다른 구현예에서는, 제1 요법을 사용한 치료가 한동안 가용성 LTβR을
사용한 치료와 겹치나, 이후 제1 요법을 사용한 치료가 중지된다.

<20>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은 항-TNF 요법(예, Humira, Enbrel, 또는 Remicade)을 투여받는 대상에게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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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는, 항-TNF 요법을 투여받는 대상이 비제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
역 장애를 가진다.
<21>

본원에서 규정될 때, 재수초화에 대하여 대상(예, 인간 환자)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변화, 예컨대 재수초화를 표
시하는 1종 이상 파라미터의 개선에 대하여 대상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탈수초성 장애
의 증상 1종 이상의 개선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에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탈수초성 장애의 증상들
중 임의의 것이 포함된다. 재수초화는 대상에서의 수초 상태의 직접적인 측정을 포함한 방법들에 의해 모니터링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 공명 영상(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을 사용하여 백색질 질량을 측정
하거나, 또는 자기 공명 분광법(MRS: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뇌 스캔을 사용하여 수초 섬유의 두께
를 측정할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상기 평가는 가용성 LTβR의 투여, 바람직하게는 제1 투여 후 1시간
이상, 예컨대 2, 4, 6, 8, 12, 24 또는 48시간 이상, 또는 1일 이상, 2일, 4일, 10일, 13일, 20일 이상, 또는
1주 이상, 2주, 4주, 10주, 13주, 20주 이상 수행된다. 대상은 하기의 기간 중 하나 이상에서 평가될 수 있다:
치료 시작 전; 치료 동안; 또는 하나 이상의 치료 요소가 투여되고 난 후. 평가에는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평가
하는 것, 예를 들면 투약량, 투여 빈도, 또는 치료의 기간이 변경되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
다. 여기에는 선택된 치료 양식을 부가 또는 중단할 필요성, 예를 들면 본원에서 기술되는 탈수초성 장애를 위
한 치료 중 어느 것의 부가 또는 중단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1종 이상의
추가적인 치료제와 함께 가용성 LTβR의 계속적인 투여가 수행될 수 있다.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사전선택된 평
가 결과가 수득되는 경우에는 추가 단계가 실행되는데, 예를 들면 대상이 또 다른 치료를 투여받거나, 또 다른
평가 또는 시험이 수행된다. 재수초화의 수준은 환자 관리에 대한 결정, 예를 들면 치료 과정의 선택 또는
변경, 또는 치료에 대해 보상하는 제3자의 결정을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22>

일부 구현예에서, 재수초화에 대하여 대상(예, 인간 환자)을 모니터링하는 것에는 예를 들면 자기 공명 영상
(MRI) 스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PET: Positron-Emission Tomography) 스캔, 확산-강조 영상(DW-I 또는
DW-MRI: Diffusion-Weighted Imaging), 확산 텐서 영상, 척수조영술, 자화 전달을 사용하여 염증성 병변(즉,
경화)의 크기 또는 수의 감소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재수초화에 대
하여 대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에는 뇌척수 액에서의, 예를 들면 (i) 수초의 소단편과 같은 비정상 단백질, (ii)
상승된 농도의, 또는 특정 유형의 림프구, 및/또는 (iii) 비정상적인 농도의 면역글로뷸린(IgG) 분자의 존재의
검출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기 액은 요추 천자(즉, 척추 천자)로부터 수득된다. 다른 구현예에서, 재수초화에
대하여 대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에는 대상의 신경심리학상 변화(예, 기억력, 계산력, 주의력, 판단력 및 추리력
과 같은 다양한 능력의 상태)의 평가가 포함될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재수초화에 대한 대상(예, 인간
환자)의 모니터링은 수초 염기성 단백질-유사 물질(MBPLM: myelin basic protein-like material)의 농도 감소
에 대하여 환자의 소변을 시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는데, 상기 물질은 질환 진행시 축삭 손상이 발생하면 상
승하게 된다. 일부 구현예에서, 탈수초성 장애가 대상의 눈 또는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재수초화에 대
한 대상의 모니터링이 예를 들면 색맹의 개선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23>

일 양태에서, 본 개시는 대상이 탈수초성 장애의 치료, 예를 들면 가용성 LTβR을 투여하는 것과 같이 대상에서
재수초화를 증가시키는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대상의 평가 방법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방법은 대상에서의 수초의 수준 또는 상태에 관한 참조 값(예, 투여-전 값)을 제공하는 것, 및
임의로, 재수초화를 증가시키는 약제(예, 가용성 LTβR, 예컨대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를 대
상에게 투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약제가 투여되는 구현예에서는, 상기 방법이 대상에서의 수초의 수준 또는 상
태에 관한 투여-후 값(예, 재수초화 요법의 투여 후 수초의 수준 또는 상태)을 제공하는 것, 및 투여-후 값을
참조 값과 비교함으로써 대상을 평가하는 것, 예를 들면 대상이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도 포함한다. 투여-후 값(즉, 재수초화 요법 후 대상에서의 수초의 상태 또는 수준에 해당하는 값)
은 예를 들면 본원에서 기술되는 평가 방법들 중 어느 것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참조 값(즉, 재수초화 요법을
사용한 치료 전 대상에서의 수초의 상태 또는 수준) 역시 예를 들면 본원에서 기술되는 평가 방법들 중 어느 것
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24>

일부 구현예에서, 상기 방법은 대상을 하나의 등급으로 할당하는 것, 및 임의로, 예컨대 컴퓨터 해독가능 기록
에 상기 할당을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25>

일부 구현예에서, 상기 평가는 대상이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른 구현예에서는, 상기 평가가
대상이 반응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26>

일부 구현예에서, 평가는 그것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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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부 구현예에서, 방법은 사전선택된 치료를 위한 대상을 선택하는 단계를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28>

일부 구현예에서, 방법은 대상에서의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의 치료 기간을 선택하는 단계를 추가적으
로 포함한다.

<29>

일부 구현예에서, 대상이 반응한다는 결정은 더 짧은 기간의 치료(예,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대상에게
권장되는 치료보다 더 짧거나, 또는 기존의 탈수초성 장애용 요법에 의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보다 더 짧은
기간)가 대상에게 투여될 수 있거나/투여되어야 하거나/투여될 것이거나/투여된다는 것을 표시하며, 임의로, 이
러한 표시는 기록에 포함된다.

<30>

일부 구현예에서, 대상이 반응한다는 결정은 더 짧은 기간의 치료(예를 들면, 기존의 탈수초성 장애용 치료, 예
컨대 본원에서 기술되는 탈수초성 장애용 치료 중 어느 것에 의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보다 더 짧은 기간)가
환자에 대하여 대응-지시된다는 것을 표시하며, 임의로 이러한 표시는 기록에 포함된다.

<31>

일부 구현예에서, 투여-후 값의 참조 값과의 비교를 제공하는 것은: 재수초화 요법(예, 가용성 LTβR)의 투여
개시 후 제1 시점에(예를 들어, 여기서 제1 시점은 6, 7, 8, 9, 10, 11, 12, 13, 14일 이상(예, 3, 4, 5, 6, 8
주 이상(예, 3, 4, 6, 12개월 이상임))) 대상에서 수초의 투여-후 수준의 측정을 제공하는 것; 제1 시점보다 앞
선 제2 시점에(예를 들어, 여기서 제2 시점은 재수초화 요법(예, 가용성 LTβR, 예컨대 LTβR-Fc)의 투여 개시
전, 또는 약 1, 2, 3, 4 또는 5일 이내임) 대상에서의 수초의 상태 또는 수준의 참조 값 측정을 제공하는 것;
및 대상 수초의 투여 후 수준과 참조 값의 비교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여기서 대상에서의 투여-후 수준과
참조 값 사이의 수초 수준의 증가(예를 들면, 수준은 약 60%, 약 50%, 약 40%, 약 30%, 약 20%, 약 10%, 약
5%, 약 2%, 또는 약 1% 이하로 차이가 남)는 대상이 반응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32>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탈수초성 장애, 예컨대 다발 경화증을 가지는 환자에 있어서, 재수초화 요법(예,
가용성 LTβR인 LTβR 융합 폴리펩티드, 예컨대 LTβR-Fc)을 사용한 치료 과정에 대한 지불 등급(payment
class)의 선택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방법은 환자가 탈수초성 장애를 위한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는지 또
는 반응하지 않는지의 평가를 제공하는 것(예, 평가를 받는 것); 및 (1) 환자가 반응하는 경우(예, 환자에서 재
수초화가 발생하는 경우), 제1 지불 등급을 선택하는 것, 및 (2) 대상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예, 환자에서 재수
초화가 없는 경우), 제2 지불 등급을 선택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기 요법에는 가용
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이 포함될 수 있다. 요법에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탈수초
성 장애용 요법들 중 어느 것 1종 이상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요법은 가용성 LTβR과 같이 환
자에서 재수초화를 증가시키는 요법이다.

<33>

일부 구현예에서, 환자의 할당은 제1 지불 등급이며, 상기 할당은 제1 기간 동안의 치료 과정에 대한 지불을 확
정한다. 일부 구현예에서, 환자는 탈수초성 장애를 위한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며, 52, 48, 36, 24, 18, 12, 10,
8, 4 또는 2주 미만의 치료 기간이 확정된다.

<34>

일부 구현예에서, 환자의 할당은 제2 지불 등급이며, 상기 할당은 제2 기간 동안의 치료 과정에 대한 지불을 확
정한다. 일부 구현예에서, 환자는 탈수초성 장애를 위한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으며, 52, 48, 36, 24, 18,
12, 10, 8, 4 또는 2주를 초과하는 치료 기간이 확정된다.

<35>

일부 구현예에서, 환자가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는지의 결정은 재수초화를 표시하는 1종 이상 파라미터의 변화,
예컨대 개선에 대하여 대상을 평가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탈수초성 장애의 증상 1종 이상의
개선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상에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탈수초성 장애의 증상들 중 어느 것이 포함
된다. 재수초화는 대상에서의 수초 상태의 직접적인 측정을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모니터링될 수도 있는데, 예
를 들면, 자기 공명 영상(MRI)을 사용하여 백색질 질량을 측정하거나, 자기 공명 분광법(MRS) 뇌 스캔을 사용하
여 수초 섬유의 두께를 측정하거나, 또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다른 직접적인 측정을 할 수 있다.

<36>

또 다른 구현예에서, 환자가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는지의 결정은 비제한적으로, 환자에 존재하는 염증성 병변
(즉, 경화)의 크기 또는 수의 감소에 대하여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것; 예를 들어 (i) 수초의 소단편과 같은 비
정상 단백질, (ii) 상승된 농도의, 또는 특정 유형의 림프구, 및/또는 (iii) 비정상적인 농도의 면역글로뷸린
(IgG) 분자의 존재 또는 양의 감소에 대하여 환자의 뇌척수액을 모니터링하는 것; 신경심리학상의 양성
변화(예, 기억력, 계산력, 주의력, 판단력 및 추리력과 같은 다양한 능력의 상태)에 대하여 환자를 모니터링하
는 것; 및/또는 수초 염기성 단백질-유사 물질(MBPLM)의 농도 감소에 대하여 환자의 소변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기타 평가 또는 징후에 의해 평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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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일부 구현예에서, 재수초화 요법(예, 대상에서 재수초화를 유도하는 요법, 예컨대 가용성 LTβR과 같은 요법)
후 탈수초성 장애의 증상 또는 기타 상기한 징후 1종 이상에서의 5% 이상(예,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의 개선은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으로 환자를 분류하기에 충분하다.

<38>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 대상(예, 환자)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또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방법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방법, 예를 들면 환자가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의 발병 위험이 있는지, 또는 재수초화의 증가를 필요로 하거나 그로 인한 이
익의 가능성이 있는 개체인지를 결정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환자의 평가를 제공하는 것(예, 평가를 받는
것); 환자에서의 수초의 투여-후 상태, 수준 또는 양(예, 재수초화의 정도)의 측정을 제공하는 것; 그에 따라
투여-후 값을 제공하는 것; 투여-후 수준의 참조 값(예, 치료 전에 환자에 존재하는 수초의 수준)과의 비교를
제공하는 것; 및 그에 따라 그를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그러한 결
정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39>

일부 구현예에서, 상기 방법은 환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40>

일부 구현예에서, 방법은 또 다른 관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예, 컴퓨터, 콤팩트 디스크, 전화, 팩스, 이
메일 또는 서신에 의해)도 포함한다.

<41>

일부 구현예에서, 방법은 예를 들어 컴퓨터 해독가능 기록 또는 환자의 파일에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42>

일부 구현예에서, 상기 결정은 지불에 대하여 환자를 선택함으로써, 대상이 탈수초성 장애를 위한 요법(예, 환
자에서 재수초화를 증가시키는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는 경우에는 제1 실행 과정에 대하여, 그리고 환자가 탈수
초성 장애를 위한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 실행 과정에 대하여 지불을 하거나 확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43>

일부 구현예에서, 결정은 투여-후 값이 참조 값과의 제1의 사전결정된 관계(예, 투여-후 값이 참조 값보다 더
높음)를 가지는 경우에 제1 실행 과정을 선택하는 것, 및 투여 후 값이 참조 값과의 제2의 사전결정된 관계(예,
투여-후 값이 참조 값보다 더 낮음)를 가지는 경우에 제2 실행 과정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44>

일부 구현예에서, 결정은 탈수초성 장애를 위한 요법(예, 환자에서 재수초화를 증가시키는 요법)에 대하여, 환
자가 반응하는 경우에 제1 실행 과정을 선택하는 것, 및 대상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제2 실행 과정을 선택하
는 것을 포함한다.

<45>

일부 구현예에서, 환자는 반응하며, 실행 과정은 요법 과정의 확정이다. 일부 구현예에서, 요법 과정은 다른 부
분은 유사한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것보다 더 짧은데, 예를 들면 요법 과정이 52, 48, 36, 24, 18,
12, 10, 8, 4 또는 2주 미만이다.

<46>

일부 구현예에서, 환자는 요법에 반응하며, 실행 과정은 환자를 제1 등급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일부 구현예에
서, 제1 등급으로의 할당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에 대한 지불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일부 구현예에서, 지불은
제1 관계자로부터 제2 관계자로의 것이다. 일부 구현예에서는, 상기 제1 관계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이이다. 일
부 구현예에서, 제1 관계자는 제3자 지불인, 보험 회사, 고용주, 고용주 후원 건강 보험, HMO, 또는 정부 기관
에서 선택된다. 일부 구현예에서, 상기 제2 관계자는 대상, 의료 제공자, 치료 의사, HMO, 병원, 정부 기관, 또
는 약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기관에서 선택된다. 일부 구현예에서, 제1 관계자는 보험 회사이며, 제2 관계자
는 환자, 의료 제공자, 치료 의사, HMO, 병원, 정부 기관, 또는 약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기관에서
선택된다. 일부 구현예에서, 제1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며, 제2 관계자는 환자, 의료 제공자, 치료 의사, HMO,
병원, 보험 회사, 또는 약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기관에서 선택된다.

<47>

일부 구현예에서, 환자는 반응하지 않으며, 실행 과정은 요법 과정의 확정이다. 일부 구현예에서, 요법 과정은
다른 부분은 유사한 탈수초성 장애를 위한 요법(예, 대상에서 재수초화를 증가시키는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것보다 더 긴데, 예를 들면 요법 과정이 52, 48, 36, 24, 18, 12, 10, 8, 4 또는 2주보다
더 길다. 일부 구현예에서, 대상은 반응하지 않으며, 실행 과정은 환자를 제2 등급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일부
구현예에서, 제2 등급으로의 할당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치료, 예를 들면 사전선택된 기간보다 더 긴(예컨대, 강
화 반응자에 대한 치료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지불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일부 구현예에서,
지불은 제1 관계자로부터 제2 관계자로의 것이다. 일부 구현예에서는, 상기 제1 관계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이
이다. 일부 구현예에서, 제1 관계자는 제3자 지불인, 보험 회사, 고용주, 고용주 후원 건강 보험, HMO, 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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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기관에서 선택된다. 일부 구현예에서, 상기 제2 관계자는 대상, 의료 제공자, 치료 의사, HMO, 병원, 정부
기관, 또는 약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기관에서 선택된다. 일부 구현예에서, 제1 관계자는 보험 회사이며, 제
2 관계자는 대상, 의료 제공자, 치료 의사, HMO, 병원, 정부 기관, 또는 약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기관에서
선택된다. 일부 구현예에서, 제1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며, 제2 관계자는 대상, 의료 제공자, 치료 의사, HMO,
병원, 보험 회사, 또는 약물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기관에서 선택된다.
<48>

일부 구현예에서, 환자는 다발 경화증 또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다른 탈수초성 장애와 같은 탈수초성 장
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의 발병 위험이 있는 개체이다.

<49>

또 다른 양태에서, 본 개시는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의 발병 위험이 있는 대상, 및/또는 재수초화의
증가를 필요로 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재수초화 요법을 사용한 치료 과정에 대한
지불 등급의 선택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방법은 대상을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는 개체로서 식별하는 것,
및 선택된 치료 과정, 예를 들면 대상이 요법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식별된 경우보다 더 짧은 치료 과
정(예, 52, 48, 36, 24, 18, 12, 10, 8, 4 또는 2주 미만)의 지불을 승인, 실행, 확정, 접수, 전달 또는 다르
게는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50>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일 투여량의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을 대상
(예, 인간(예, 인간 환자))에게 투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투여는 인간에서 재수초화가 발생하도
록 하기에 충분한, 인간에서의 탈수초성 장애의 치료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방법은 임의로 탈수초성 장애
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의 발병 위험이 있는 개체로서 대상을 식별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방법은 임의
로, 재수초화에 대하여 대상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대상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대상일 수 있다. 상기 탈수초성 장애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일 수 있다.
상기 가용성 LTβR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것들 중 어느 것일 수 있다. 대상에 대한 가용성 LTβR의 투여는 본원
에서 기술되는 경로, 투여량 또는 일정 중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한 투여 방법들 중 어느 것
을 참조하라).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은 단독요법으로서,
또는 상기한 바와 같은 탈수초성 장애용 추가 요법 1종 이상과의 조합으로써 투여될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은 항-TNF 요법(예, Humira, Enbrel, 또는 Remicade)을 받는 중인 대상에게 투여될 수 있다. 대상
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방법들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의 발병 위험이
있는 개체로서 식별될 수 있다. 재수초화에 대하여 대상(예, 인간 환자)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본원에서 기술되
는 방법들 중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

<51>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인간에서의 탈수초성 장애의 치료 방법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방법은 하기의 단
계를 포함한다: (i) 재수초화를 촉진하기에 충분한 투여량의 가용성 LTβR을 인간에게 투여하는 단계; 및 (ii)
사전선택된 재수초화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인간을 분류하는 단계. 임의로, 상기 방법은 재수초화에 대하여 인
간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방법은 임의로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그의 발병 위험이 있
는 개체, 또는 재수초화의 증가를 필요로 하거나 그로 인한 이익의 가능성이 있는 개체로서 인간을 식별하는 단
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상기 탈수초성 장애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일 수
있다. 가용성 LTβR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것들 중 어느 것일 수 있다. 대상에 대한 가용성 LTβR의 투여는 본원
에서 기술되는 경로, 투여량 또는 일정 중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예컨대, 상기한 투여 방법들 중 어느 것을
참조하라).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은 단독요법으로서, 또
는 상기한 바와 같은 탈수초성 장애용 추가 요법 1종 이상과의 조합으로써 투여될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은 항-TNF 요법(예, Humira, Enbrel, 또는 Remicade)을 받는 중인 대상에게 투여될 수 있다. 재수
초화에 대하여 대상(예, 인간 환자)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방법들 중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
다. 인간(예, 환자)에서 재수초화를 분류하는 예시적인 방법들은 상기하였다.

<52>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또한 재수초화의 촉진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하기의 단계를 포함한다:
(i) 유효 투여량의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을 항-TNF-요법을 받는 중인 대상
에게 투여하는 단계, 및 임의로, (ii) 재수초화에 대하여 인간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상기 방법은 임의로 항TNF 요법으로부터 야기되는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의 발병 위험이 있는 개체로서 대상을 식별
하는 단계도 포함할 수 있다. 대상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대상일 수 있다. 대상에 대한 가용성 LTβR의
투여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경로, 투여량 또는 일정 중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상기한 투여 방법들
중 어느 것을 참조하라).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은 단독
요법으로서, 또는 상기한 바와 같은 탈수초성 장애용 추가 요법 1종 이상과의 조합으로써 투여될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서, 대상이 받는 중인 항-TNF 요법은 예를 들면 휴미라(Humira), 엔브렐(Enbrel), 또는 레미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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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cade)이다. 대상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방법들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는 그의 발병 위험이 있는 개체로서 식별될 수 있다. 재수초화에 대하여 대상(예, 인간 환자)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방법들 중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상기한 예시적 방법들을 참조하라).
<53>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가용성 LTβR의 투여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체
로서 환자를 선택하는 방법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방법은 환자가 재수초화를 필요로 하는지, 또는 그로부터 이
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방법은 LTβR의 가용성 형태를 사용하여 선택된 환자를 치료
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환자의 선택 방법은 예를 들면 탈수초성 장애의 증상 1종 이상에 대하여 모니터
링하는 것, 또는 상기한 대상에서의 수초 상태의 직접적인 평가들 중 어느 것을 포함하여, 본원에서 예시되는
방법들 중 어느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가용성 LTβR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것들 중 어느 것일 수 있다. 투여의
도수, 빈도(즉, 일정), 및 치료 기간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것들 중 어느 것일 수 있다.

<54>

방법의 일부 구현예에서, 환자는 탈수초성 장애로 진단된 환자이다. 방법의 다른 구현예에서, 환자는 탈수초성
장애와 관련된 1종 이상의 증상, 예컨대 본원에서 기술되는 증상들 중 어느 것을 나타내는 개체이다.

<55>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환자에 대한 가용성 LTβR의 투여량, 투여 경로, 투여 빈도, 및/또는 치료 기간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i) 1종 이상의 환자-특이적 인자에 대하여 환자를 평가하는 단계, 및
(ii) 상기 1종 이상 인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투여량, 투여 빈도, 및/또는 치료 기간을 선택하는 단계, 그리고
(iii) 임의로, 경우에 따라 단계 (ii)에서 결정된 투여량, 투여 빈도, 및/또는 치료 기간으로 가용성 LTβR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단계의 단계들을 포함한다. 방법은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의 발병 위험이
있는 개체로서 환자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환자는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는 그의 발병 가능성이 있는 개체일 수 있다. 방법은 또한 치료 후 재수초화에 대하여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단
계를 포함할 수 있다. 가용성 LTβR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것들 중 어느 것일 수 있다.

<56>

일부 구현예에서는, 환자가 가용성 LTβR의 투여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또는 그로 인한 이익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

<57>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는 대상(예, 인간(예, 인간 환자))에 대한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의 정맥내, 피하 또는 근육내 투여를 위하여 설계된 전달 장치를 제공
하며, 여기서 상기 투여는 대상에서 재수초화가 발생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상기 전달 장치는 예를 들면
주사기기를 포함하여,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적합한 전달 장치일 수 있다. 상기 탈수초성 장애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일 수 있다. 대상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대상들 중 어느 것일
수 있다. 가용성 LTβR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가용성 LTβR 폴리펩티드들 중 어느 것일 수 있다.

<58>

일부 구현예에서, 상기 전달 장치는 가용성 LTβR(예, LTβR-Fc)의 단위 투여량을 포함하며, 여기서 상기 단위
투여량은 재수초화를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59>

가용성 LTβR 약 0.001 mg/kg의 투여량이면 치료 투여량의 최적화를 위한 적합한 개시점일 것으로 예상된다.

<60>

일부 구현예에서, 전달 장치는 동결건조된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을 포함한
다.

<61>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하기를 포함하는 키트를 특징으로 한다: (i)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의 단위 투여량 하나 이상, 및 (ii) 재수초화의 분석 방법을 위한 시약 및 설명서. 재수
초화의 분석 방법을 위한 설명서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재수초화의 평가 방법들(상기 참조) 중 어느 것에 대한
지시를 포함할 수 있다.

<62>
<63>

일부 구현예에서, 상기 키트는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 치료용이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제1 구획이 동결건조된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의 단위 투여량을 포함하고(여기서, 상기 단위 투여량은 대상(예, 인간, 예컨대 인간 환자)에서 재
수초화가 발생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것임); 제2 구획은 대상에 대한 투여 전에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
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을 재구성하기 위한 액체를 포함하는, 2개의 구획을 포함하는 전달 장치를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전달 장치는 예를 들면 주사기를 포함하여,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적합한 전달 장치일 수 있다.
대상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대상들 중 어느 것일 수 있다. 가용성 LTβR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가용성 LTβR 폴리
펩티드들 중 어느 것일 수 있다. 상기 액체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희석제일 수 있
으며, 예를 들면 버퍼(예, 포스페이트-버퍼링된 염수), 또는 증류수 및/또는 살균수를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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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일부 구현예에서, 상기 전달 장치는 대상에 대한 재구성된 가용성 LTβR(예, LTβR-Fc)의 투여가 대상에게 대상
의 체중 kg 당 약 0.001mg 이상의 가용성 LTβR을 전달하게 되도록 하는, 가용성 LTβR(예, LTβR-Fc)의 단위
투여량을 포함한다.

<65>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은 환자의 탈수초성 장애를 치료하도록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는 환자에게 지시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상기 방법은 하기의 단계를 포함한다: (i) 가용성 LTβR(예, LTβR-Fc)의 단위 투여량 2개 이
상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및 (ii) 1회에 하나의 투여량씩 단위 투여량을 피하로 자가-투여하도록 환자에게
지시하는 단계(여기서, LTβR-Fc의 단위 투여량은 환자에서 재수초화를 유도하기에 충분한 것임). 임의로, 상기
방법은 재수초화에 대하여 자가-모니터링하도록 환자에게 지시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탈수초성 장애는 다
발 경화증과 같이 본원에서 기술되는 것들 중 어느 것일 수 있다. 가용성 LTβR은 서열 번호 1에 제시된 LTβRFc와 같이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가용성 LTβR 폴리펩티드일 수 있다. 가용성 LTβR의 단위 투여량 하나 이
상의 투여(즉,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방법들 중 어느 것(예, 일정)을 포함할 수
있다.

<66>

본원에서 규정될 때, "가용성 LTβR"은 LTβR 세포외 영역의 림프독소(LT)-결합 단편을 포함하는 폴리펩티드이
다. 예를 들어, 가용성 LTβR은 인간 LTβR 세포외 도메인의 전체 또는 단편을 포함할 수 있다(예를 들면, 하기
서열 번호 2로 기술되는 바와 같은 인간 LTβR의 잔기 40-200, 35-200, 40-210; 35-220, 32-225, 또는 28225를 포함할 수 있음).

<67>
<68>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은 서열 번호 2의 잔기 32-225로 표시되는 바와 같은 LTβR 분자의 세포외 영역
(하기 서열 번호 11로 기술됨)을 포함한다.

<69>
<70>

일부 구현예에서, 전체-길이의 미성숙 LTβR R 폴리펩티드는 서열 번호 2에 제시된 바와 같은 인간 LTβR 폴리
펩티드의 동종체(homolog)를 발현하는 임의의 종(예, 임의의 동물(예, 마우스, 래트, 또는 원숭이))으로부터 유
래하는 전체-길이의 미성숙 LTβR 폴리펩티드이다. 바람직한 구현예에서, LTβR 폴리펩티드는 인간 LTβR이다.

<71>

일부 구현예에서, LTβR 요소(moiety)는 그 자체가 가용성이다. 일부 구현예에서, LTβR은 그의 용해도를 증가
시키는 이종의 요소, 예를 들면 면역글로뷸린 분자의 Fc 영역에 결합된다. 일부 구현예에서, 이종 요소는 LTβR
요소에 공유 결합될 수 있다.

<72>

일부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은 제2의 폴리펩티드 요소, 예를 들면 이종 폴리펩티드(예, LTβR 융합 단백질을
제조하기 위한 것) 또는 비-폴리펩티드 요소의 공유 결합에 의해 개질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이와 같은 요소
는 용해도 또는 반감기와 같은 약력학적 또는 약동학적 파라미터를 개선할 수 있다. LTβR 융합 단백질은 항체
(예, Fc 도메인), 트랜스페린(transferrin), 또는 알부민, 예컨대 인간 혈청 알부민(HSA: human serum
albumin) 또는 소 혈청 알부민(BSA: bovine serum albumin)의 불변부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융
합 단백질은 LTβR 서열과 비-LTβR 단백질 도메인 사이의 링커(linker) 영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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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용성 LTβR은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polyethylene glycol)와 같은 중합체에의 공유 결합에 의해 개질된
다. 어떠한 특정 이론이나 기작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고자 하나, 이와 같은 가용성 LTβR들은 LTβR 활성을
감소시키는(차단하는) 유인 수용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가용성 LTβR은 LTβR-Fc, 예컨대 하기에 제
시된 서열 번호 1의 서열을 가지는 LTβR-Fc이다.

<73>
<74>

(이탤릭체의 아미노산은 신호 서열을 표시하며; 밑줄친 아미노산은 LTβR의 세포외 영역으로부터 유래하는 서열
을 표시하고; 굵은체의 아미노산은 IgG Fc 서열을 표시한다. LTβR 서열을 IgG-Fc 서열과 연결하는 발린은 인위
의 것으로서, LTβR 또는 IgG-Fc 서열 어느 것으로부터도 유래하지 않는다. 상기 밑줄친 서열은 LTβR 세포외
도메인의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서열 번호 2(상기 참조)의 아미노산 32 내지 225에 해당한다.).

<75>

"폴리펩티드"와 "단백질"은 호환적으로 사용되며, 길이 또는 번역-후 수식(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에 관계없이 임의의 펩티드-연결된 아미노산 사슬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방법들 중 어느 것에서 사용되는 LTβ
R, 이종 폴리펩티드, 또는 그의 융합 단백질은 인간 단백질을 포함하거나 또는 그것일 수 있거나, 또는 50 이하
(예, 1, 2, 3, 4, 5, 6, 7, 8, 9, 10, 12, 15, 20, 25, 30, 35, 40, 또는 50 이하)의 보존성 아미노산 치환
(conservative amino acid substitution)을 가지는 변이체일 수 있다. 보존성 치환은 통상적으로 하기 군들 내
에서의 치환을 포함한다: 글리신 및 알라닌; 발린, 이소류신, 및 류신; 아스파르트산 및 글루탐산; 아스파라긴,
글루타민, 세린 및 트레오닌; 라이신, 히스티딘 및 아르기닌; 및 페닐알라닌 및 타이로신. 오로지 필요한 것은
하기이다: (i) 가용성 LTβR 폴리펩티드의 해당 변이체가 25% 이상(예, 30%; 40%; 50%; 60%; 70%; 75%; 80%;
85%; 90%; 95%; 97%; 98%; 99%; 99.5%, 또는 100%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대상에서 재수초화를 유도하는 LTβ
R-Fc 융합 단백질(서열 번호 1)의 능력을 가질 것.

<76>

본원에서 사용될 때의 "폴리펩티드 단편"은 전체-길이의 미성숙 폴리펩티드보다 더 짧은 폴리펩티드의 분절을
지칭한다. 폴리펩티드의 "기능성 단편(functional fragment)"은 성숙한 폴리펩티드 활성의 10% 이상(예, 10% 이
상,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35% 이상, 40% 이상, 50% 이상, 55% 이상, 60% 이상,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95% 이상, 98% 이상, 99% 이상, 99.5% 이상, 또는 100% 또는 그 이상)을 가진다. 폴리펩
티드의 단편은 폴리펩티드의 말단은 물론 내부 결손 변이를 포함한다. 결손 변이체에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또는 20개의 아미노산 분절들(2개 이상 아미노산의 것) 또는
비-연속적인 단일 아미노산들이 결핍될 수 있다.

<77>

다르게 규정되지 않는 한, 본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술 및 과학 용어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업계 일반의 숙련
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바람직한 방법 및 물질들을 하기하는 바이나, 본
발명의 실행 또는 시험에서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것들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방법 및 물질들이 사용될 수 있다.
본원에서 언급되는 모든 출판물, 특허 출원, 특허 및 기타 참조문헌들은 그 전체가 참조로써 개재된다. 본원에
서 개시되는 물질, 방법 및 실시예들은 단지 예시적인 것으로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78>

기타 본 발명의 특징 및 장점들은 하기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청구의 범위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 11 -

공개특허 10-2009-0083958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79>
<80>

상세한 설명
본원에서 기술되는 가용성 LTβR들은 림프독소(LT) 경로 억제제로서, 재수초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
라서, 상기 가용성 LTβR들은 탈수초성 장애의 치료에 유용할 수 있다. 탈수초성 장애에는 예를 들면 다발 경화
증(예, 재발성/완화성 다발 경화증, 2차 진행성 다발 경화증, 진행성 재발성 다발 경화증, 원발성 진행성 다발
경화증, 또는 급성 전격성 다발 경화증), 중심성 뇌교 수초용해증,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행성 다초점 백색
질뇌증;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감염후성 뇌척수염,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길랑-바레 증후군, 진
행성 다초점 백색질뇌증, 데빅 병, 발로 동심성 경화증, 및 백질이영양증(예, 이염색성 백질이영양증, 크라베
병, 부신백질이영양증, 펠리체우스-메르츠바허 병, 카나반 병, 중추성 저수초화를 동반한 소아기 운동실조, 알
렉산더 병, 또는 레프숨 병)이 포함될 수 있다. 본원에서 기술되는 제제 및 방법들은 다발 경화증의 치료에 특
히 적합하다.

<81>

다발 경화증은 신체의 면역 시스템이 뇌 및 척수의 수초를 공격하는 중추 신경계의 특발성 장애이다. 질환이 반
복되는 우발적 염증으로 나타나든지, 또는 만성적인 이상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종종 수초상의 다발 상처(경
화)로 귀결됨으로써, 신경 기능의 손상 또는 상실로 이어진다. 다발 경화증은 일차적으로는 젊은 성인에게 영향
을 주지만, 모든 연령의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다발 경화증의 증상에는 예를 들면 시력 또는 인지 기능의
손상, 저림, 사지 약화, 진전 또는 경직, 열 불내성, 언어 장애, 실금, 또는 고유감각 손상이 포함된다. 다발
경화증이 있는 환자는 종종 우울증을 나타내기도 한다.

<82>

대상(예, 인간 환자)에 대한 가용성 LTβR(예, LTβR-Fc)-함유 조성물의 투여 후, 예를 들면 치료 전과 후 환자
의 탈수초성 장애의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의 치료 효능(즉, 치료가 초래하는
재수초화)이 평가될 수 있다. 치료-후 평가는 치료 후 즉시 또는 이내(예를 들면, 치료 1시간 후, 치료 2시간
후, 치료 3시간 후, 치료 6시간 후, 치료 12시간 후, 또는 치료 18시간 후) 이루어질 수 있거나, 또는 치료 1일
이상 (예, 1일 이상, 2일 이상, 3일 이상, 5일 이상, 1주 이상, 2주 이상, 3주 이상, 5주 이상, 2개월 이상, 6
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1회 이상의 LTβR-Fc 치료(예를 들면, 재수초화를 유도하기
위한 1회 이상의 치료) 후에 다발 경화증 개선의 진행이 평가되는 경우, 환자의 증상 또는 인지 능력은 LTβRFc 치료 후 다수의 시점에서 평가 또는 측정될 수 있다(예, 1일, 2일, 및 1주 평가; 1주, 1개월, 및 6개월
평가; 1개월, 6개월, 및 1년 평가).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 개선의 진행은 예를 들면 환자에서의 탈수
초성 병변의 크기 또는 수의 변화, 또는 신경 기능의 변화(즉, 개선)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
다.

<83>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 또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임의의 다른 탈수초성 장애)의 정도 또는 중증도를 평
가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은 업계에 널리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발 경화증의 존재, 정도 또는 중증도는
수많은 정량적 시험 및 평가의 사용을 통하여 환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뇌척수액의 샘플을 수득하
기 위하여 환자에서 요추 천자(즉, 척추 천자)가 수행될 수 있다. 다음에, 뇌척수액은 예를 들면 (i) 수초의 소
단편과 같은 비정상 단백질, (ii) 상승된 농도의, 또는 특정 유형의 림프구, 및/또는 (iii) 비정상적인 농도의
면역글로뷸린(IgG) 분자의 존재에 대하여 시험된다. 탈수초성 장애용 정량 시험의 또 다른 예는 유발 전위
(evoked potential) 시험으로서, 이것은 신경 자극이 눈, 귀 또는 피부로부터 뇌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길게
걸렸는가의 함수로써 신경 활성을 측정한다. 탈수초성 장애는 비제한적으로 자기 공명 영상(MRI) 스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PET) 스캔, 확산-강조 영상(DW-I 또는 DW-MRI), 확산 텐서 영상, 척수조영술, 자화 전달을 포
함한 몇 가지 영상화 방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 중추 신경계에 존재하는 염증성 병변(예, 경화)의 크기 및/또
는 수를 평가함으로써, 평가될 수도 있다. 환자는 또한 그의 신경심리학(예, 기억력, 계산력, 주의력, 판단력
및 추리력과 같은 다양한 능력의 상태), 또는 예컨대 상기한 다발 경화증의 증상들 중 어느 것을 포함하여 환자
에서 나타나는 증상(임상적 파라미터)의 다양한 준-정량적 또는 정성적 평가를 사용하여 진단될 수 있다. 또한,
탈수초성 장애의 정도 또는 진행은 수초 염기성 단백질-유사 물질(MBPLM)의 농도 상승에 대하여 환자의 소변을
시험함으로써 검출될 수 있는데, 상기 물질은 질환 진행시 축삭 손상이 발생하면 상승하게 된다(예를 들어 문헌
[Whitaker et al. (1995) Ann. Neural. 38(4):635-632]을 참조하라). 색맹에 대한 소정 시험 역시 눈에 대한
탈수초성 장애의 효과를 추적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84>

상기한 진단 방법들 중 어느 것이 가용성 LTβR(예, LTβR-Fc)을 사용한 치료 후 대상(예, 환자)에서의 재수초
화 증가를 평가하는 데에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재수초화는 본원에서 기술되는 영상화 방법들 중 어느
것을 통하여 측정하였을 때 환자에서 나타나는 경화의 크기 또는 수의 감소와 일치할 수 있다. 또한, 유발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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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통하여 측정하였을 때, 대상에서의 재수초화는 귀, 눈 또는 피부로부터 뇌로의 신호 전달 속도의 증가로
써 측정될 수 있다. 일부 경우, 특히 탈수초성 장애가 신경 위축을 초래하는 경우에, 재수초화는 백색질 부피
(예, 척추 또는 뇌의 신경 질량)의 증가로써 평가될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대상에서의 재수초화의 정도 또는
발생이 예를 들면 자기 공명 분광법 스캔을 사용하여 대상에서 수초의 두께를 직접적으로 측정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85>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를 치료함에 있어서 주어진 치료의 효능(즉, 재수초화의 정도)은 탈수초성 장애
의 증상(예, 상기한 증상들 중 어느 것) 1종 이상의 5% 이상(예, 10% 이상,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40% 이상, 50% 이상, 55% 이상, 60% 이상, 65% 이상, 또는 그 이상) 개선으로써 규정될 수 있다. 일
부 경우에, 가용성 LTβR(예, LTβR-Fc) 치료의 효능은 다발 경화증과 관련된 악화 증상 1종 이상의 안정화(즉,
치료가 다발 경화증의 증상 1종 이상의 악화를 감소시키는 것)로부터 측정될 수 있다. 치료 효능 또는 재수초화
정도는 또한 본원에서 기술되는 진단 방법들 중 어느 것, 예컨대 MRI 또는 PET를 사용하여 환자에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LTβR-Fc를 사용한 치료 후 탈수초성 병변(경화)의 크기 또는 수의 개선은 MRI를 사용하여 모
니터링될 수 있다.

<86>

병용 치료

<87>

본원에서 기술되는 방법 및 조성물은 탈수초성 장애의 치료에 사용되는 다른 요법과의 조합으로써 사용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가용성 LTβR(예, LTβR-Fc) 조성물은 비제한적으로 인터페론 베타 1a(Avonex), 인터페론 베타
1b(Rebif), 글라티라머 아세테이트(Copaxone), 미톡산트론(Novantrone), 아자티프린(Imuran), 씨클로포스파미
드(Cytoxan 또는 Neosar), 씨클로스포린(Sandimmune), 메토트렉세이트, 클라드리빈(Leustatin), 메틸프레드니
손(Depo-Medrol 또는 Solu-Medrol), 프레드니손(Deltasone), 프레드니솔론(Delta-Cortef), 덱사메타손(Medrol
또는 Decadron),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CTH), 또는 코르티코트로핀(Acthar)과 같은 직접적인 다발 경화증용 요
법들과의 조합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88>

본원에서 제공되는 방법 및 조성물(예, LTβR-Fc와 같은 가용성 LTβR)은 탈수초성 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치료
하도록 설계된 요법과의 조합으로써 사용될 수도 있다. 탈수초성 장애가 다발 경화증인 경우, 예를 들면 가용성
LTβR(예, LTβR-Fc)은 예컨대 카르바마제핀, 가바펜틴, 토피라메이트, 조니시미드, 페니토인, 펜톡시필린, 이
부프로펜, 아스피린, 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하여 다발 경화증과 관련된 통증을 위한 1종 이상 치료와의 조
합으로써 투여될 수 있다. 가용성 LTβR(예, LTβR-Fc)은 예컨대 플루옥세틴, 세르트랄린, 반라팍신, 시탈로프
람, 파로세틴, 트라조돈, 부프로프리온, 디아제팜, 또는 아미트립틸린을 포함하여 다발 경화증과 관련된 불안
또는 우울증을 위한 1종 이상 치료와의 조합으로써 투여될 수도 있다.

<89>

또한, 가용성 LTβR(예, LTβR-Fc)은 실금(예, oxybutynin, bethane, 또는 imipramine), 진전 또는 경직(예,
baclofen,

dantrolene

sodium,

또는

tizanidine),

또는

현기증(예,

mecizine,

dimenhydrinate,

prochlorperazine, 또는 scopolamine)을 포함하여 다발 경화증의 기타 증상들을 위한 1종 이상 치료와의 조합으
로써 투여될 수 있다.
<90>

본 발명은 또한 본원에서 기술되는 방법 및 조성물의, 탈수초성 이상을 야기할 수 있는 요법 또는 약제와의 조
합에서의 용도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항-TNF 요법은 부작용으로서 일 유형의
탈수초성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탈수초성 부작용을 예방, 개선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그리고 재수초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항-TNF 요법과의 조합으로써 가용성 LTβR(예, LTβR-Fc)이 투여(예, 공동-투여)될 수
있다. 항-TNF 요법에는 비제한적으로 아달리무마브(Humira), 에타네르세프트(Enbrel), 또는 인플릭시마브
(Remicade)가 포함된다.

<91>

일반적으로, 재수초화를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원에서 기술되는 방법 및 조성
물들 중 어느 것이 사용될 수 있다.

<92>

일부 경우에, 가용성 LTβR(예, LTβR-Fc)은 제2선의 요법으로서 사용된다. 예를 들면,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을 위한 1종 이상의 요법에 대하여 비반응성인 것으로 결정된 환자는 상기 1종 이상의 치료를 받는 것을
중단할 것이며, 가용성 LTβR, 예컨대 LTβR-Fc를 사용한 치료를 시작할 것이다. 다르게는, 상기 환자는 상기 1
종 이상의 탈수초성 장애용 요법을 계속하여 받으면서, 가용성 LTβR을 사용한 치료를 받을 것이다.

<93>

약학적 조성물

<94>

가용성 LTβR, 예컨대 LTβR-Fc는 예를 들면 다발 경화증과 같은 탈수초성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대상에게 투
여하기 위한 약학적 조성물로서 제제화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약학적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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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본원에서 사용될 때,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에는 생리학적으로 융화성인 임의의 모든 용매, 분
산 매체, 코팅, 항균제 및 항진균제, 등장제 및 흡수 지연제 등이 포함된다. 조성물은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 예를 들면 산 부가염 또는 염기 부가염을 포함할 수 있다(예를 들어, 문헌 [Berge et al., J. Pharm. Sci.
66:1-19, 1977]을 참조하라).
<95>

가용성 LTβR은 표준의 방법에 따라 제제화될 수 있다. 약학적 제제화는 잘 확립되어 있는 기술로서, 예를 들면
문헌 [Gennaro (ed.), Remington: The Science and Practice of Pharmacy, 20th 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2000) (ISBN: 0683306472)]; [Ansel et al., Pharmaceutical Dosage Forms and Drug Delivery
Systems, 7th 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Publishers (1999) (ISBN: 0683305727)]; 및 [Kibbe
(ed.), Handbook of Pharmaceutical Excipients Americ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3rd ed. (2000)
(ISBN: 091733096X)]에 추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96>

일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예, LTβR-Fc)은 염화 나트륨, 나트륨 이염기성 포스페이트 7수화물, 나트륨 일염
기성 포스페이트와 같은 부형제 물질, 및 안정화제를 사용하여 제제화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버퍼링된
용액 중에서 적합한 농도로 제공될 수 있으며, 2-8 ℃에서 저장될 수 있다.

<97>

약학적 조성물은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액체 용액(예, 주사가능 및 주입가능 용액), 분

산액 또는 현탁액, 정제, 필, 분말, 리포좀 및 좌약과 같은, 액체, 반-고체 및 고체 투약 형태가 포함된다. 바
람직한 형태는 의도하는 투여 양식 및 치료 적용분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원에서 기술되는 제제를 위한
통상적인 조성물은 주사가능 또는 주입가능 용액의 형태이다.
<98>

이와 같은 조성물은 비경구적 양식(예, 정맥내, 피하, 복막내, 또는 근육내 주사)에 의해 투여될 수 있다. 본원
에서 사용될 때의 "비경구적 투여" 및 "비경구적으로 투여하다"라는 구는 보통 주사에 의한, 소화관내 및 국소
투여가 아닌 다른 투여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비제한적으로 정맥내, 근육내, 동맥내, 수막강내, 낭내, 안
와내, 심장내, 피내, 복막내, 경기관, 피하, 표피하, 관절내, 낭하, 지주막하, 척수내, 경막외, 뇌내, 두개내,
목동맥내, 및 흉골내 주사 및 주입을 포함한다.

<99>

조성물은 용액, 미세에멀션, 분산액, 리포좀, 또는 고농도에서의 안정한 저장에 적합한 기타 질서 구조(ordered
structure)로써 제제화될 수 있다. 무균 주사가능 용액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제제의 필요량을 상기 열거한 성분
들 중 하나 또는 그의 조합과 함께 적절한 용매 중에 혼입하고, 이어서 필요에 따라 여과 살균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산액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제제를 염기성 분산 매체 및 상기 열거한 것들에 속하는 필
요한 다른 성분들을 함유하는 무균 운반체에 혼입함으로써 제조된다. 무균 주사가능 용액 제조용 무균 분말의
경우, 바람직한 제조 방법은 미리 살균-여과된 그의 용액으로부터 본원에서 기술되는 제제 더하기 임의의 추가
적인 원하는 성분의 분말을 산출하는 진공 건조 및 냉동-건조이다. 용액의 적당한 유동성은 예를 들면, 레시틴
과 같은 코팅의 사용에 의해, 분산액의 경우 필요한 입자 크기의 유지에 의해, 그리고 계면활성제의 사용에 의
해 유지될 수 있다. 주사가능 조성물의 장기간의 흡수는 흡수를 지연시키는 제제, 예컨대 모노스테아레이트 염
및 젤라틴을 조성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100>

소정 구현예에서, 가용성 LTβR은, 이식물(implant) 및 미세캡슐화 전달 시스템을 포함하는 제어 방출 제제와
같이,

빠른 방출로부터 화합물을 보호할 담체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폴리무수물, 폴리글리콜산, 콜라겐, 폴리오르쏘에스테르, 및 폴리락트산과 같이 생분해성이며 생체적합성인 중
합체들이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제의 제조를 위한 많은 방법들이 특허되어 있으며, 일반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문헌 [Sustained and Controlled Release Drug Delivery Systems, J.R. Robinson, ed., Marcel
Dekker, Inc., New York, 1978]을 참조하라.
<101>

가용성 LTβR(예, LTβR-Fc)은 예를 들면 혈액, 혈청, 또는 기타 조직에서의 순환시 그의 안정화 및/또는 잔류
를, 예컨대 1.5, 2, 5, 10 또는 50배 이상 향상시키는 요소를 사용하여 개질될 수 있다. 개질된 제제는 그것이
다발 경화증과 같은 탈수초성 장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염증 부위(예, 병변 또는 경화)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예를 들면 표지된 형태의 제제를 사용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다.

<102>

예를 들면, 가용성 LTβR은 중합체, 예컨대 폴리알킬렌 옥시드 또는 폴리에틸렌 옥시드와 같이 실질적으로 비항원성인 중합체와 결합될 수 있다. 적합한 중합체는 실질적으로 중량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약 200 내지 약
35,000 달톤(또는 약 1,000 내지 약 15,000, 및 2,000 내지 약 12,500) 범위의 수평균 분자량을 가지는 중합체
가 사용될 수 있다.

<103>

예를 들면, 가용성 LTβR은 수용성 중합체, 예를 들어 친수성 폴리비닐 중합체, 예컨대 폴리비닐알콜 또는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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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피롤리돈에 결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합체의 비-제한적인 목록에는 폴리알킬렌 옥시드 단일중합체 예컨
대 폴리에틸렌 글리콜(PEG: polyethylene glycol) 또는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폴리옥시에틸렌화 폴리올, 그의
공중합체 및 그의 블록 공중합체가 포함되며, 블록 공중합체의 수용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추가적
인 유용한 중합체에는 폴리옥시알킬렌 예컨대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옥시에틸렌과 폴리옥
시프로필렌의 블록 공중합체(Pluronic); 폴리메타크릴레이트; 카르보머(carbomer); 및 분지형 또는 비분지형 다
당류가 포함된다.
<104>

가용성 LTβR(예, LTβR-Fc)이 제2의 제제(예, 다발 경화증 및 본원에서 기술되는 기타 탈수초성 장애를 위한
요법들 중 어느 것)와의 조합으로써 사용되는 경우, 상기 2종의 제제는 별도로 또는 함께 제제화될 수 있다. 예
를 들면, 각각의 약학적 조성물이 예컨대 투여 직전에 혼합되어 함께 투여될 수 있거나, 또는 예컨대 동시에 또
는 다른 시간에 별도로 투여될 수 있다.

<105>

투여

<106>

가용성 LTβR(예, LTβR-Fc)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대상, 예컨대 인간 대상에게 투여될 수 있다. 많은 적용분야
에 있어서, 투여 경로는 하기 중 하나이다: 정맥내 주사 또는 주입(IV), 피하 주사(SC), 복막내(IP) 또는 근육
내 주사. 일부 경우, 투여는 예컨대 수막강내, 대뇌뇌실내(ICV), 뇌내 또는 두개내의, 직접적으로 CNS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제제는 고정 투여량으로, 또는 mg/kg 투여량으로 투여될 수 있다.

<107>
<108>

투여량은 제제에 대한 항체의 생성을 감소시키거나 피하도록 선택될 수도 있다.
가용성 LTβR의 투여 경로 및/또는 양식은 예를 들면 자기 공명 영상(MRI) 스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PET)
스캔, 확산-강조 영상(DW-I 또는 DW-MRI), 확산 텐서 영상, 척수조영술, 자화 전달을 사용하여, 예컨대 대상에
서 경화의 위치, 수 또는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개별적인 경우에 맞추어질 수도 있다. 탈수초성 장애의 중증도
또는 정도는 요추 천자(예를 들면, 뇌척수액에서 백혈구의 상승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 신경 기능의 척도로서
의 유발 전위 검사, 및/또는 탈수초성 장애(예, 다발 경화증)와 관련된 임의의 기타 표준 파라미터, 예컨대 본
원에서 기술되는 평가 기준들 중 어느 것으로부터 측정될 수도 있다.

<109>

투약량 처방계획은 원하는 반응, 예컨대 치료적 반응 또는 복합적 치료 효과를 제공하도록 조정된다. 투약량 처
방계획은 예를 들면 재수초화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별도로 또는 제2 치료제의 적절한 투여량과
함께 임의로 제제화된 가용성 LTβR(예, LTβR-Fc)의 일 투여량이 대상에게 가용성 LTβR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
될 수 있다. 가용성 LTβR의 적합한 투약량 및/또는 투여량 범위에는 대상에서 재수초화의 증가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양이 포함된다. 적합한 투약량은 본원에서 기술되는 것들 중 어느 것일 수 있으며, 예를 들면 대상(예,
인간 환자)의 체중 kg 당 가용성 LTβR 약 0.001 mg 이상의 투여량을 포함한다.

<110>

재수초화를 증가시키는 데에 요구되는 가용성 LTβR(예, LTβR-Fc와 같은 LTβR 융합 폴리펩티드)의 투여량은
예를 들면 치료될 대상의 연령, 성, 및 체중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상에게 투여되
는 투여량에 영향을 주는 다른 인자에는 예를 들면 탈수초성 장애의 유형 또는 중증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급성 전격성 다발 경화증을 가지는 환자는 더 경미한 형태의 다발 경화증을 가지는 환자와 다른 가용성 LTβR
투약량의 투여를 필요로 할 수 있다. 기타 인자에는 예를 들면 동시에 또는 사전에 환자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장애, 환자의 일반적인 건강, 환자의 유전적 기질, 음식물, 투여 시간, 배설률, 약물 조합, 및 환자에게 투여되
는 임의의 다른 추가적인 요법이 포함될 수 있다. 모든 특정 환자에 대한 특정 투약량 및 치료 처방계획이 치료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것 역시 이해되어야 한다. 활성 성분의 양 역시 기술된 특정 화합물, 및
조성물 중의 추가적인 항-바이러스제의 존재 또는 부재 및 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11>

본원에서 사용될 때의 투약량 단위 형태 또는 "고정 투여량"은 치료될 대상을 위한 단위 투약량으로서 맞추어진
물리적으로 별개의 단위를 지칭하며; 각 단위는 요구되는 약학적 담체와 관련하여, 그리고 임의로 다른 제제와
관련하여 원하는 치료 효과(예, 대상에서의 재수초화의 증가)를 도출하도록 계산된, 사전결정된 양의 활성 화합
물을 함유한다. 적합한 투여 빈도는 본원의 다른 곳에서 기술한다.

<112>

약학적 조성물은 치료적 유효량의 본원에서 기술되는 가용성 LTβR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치료적 유효량은 투
여되는 제제의 효과, 또는 1종 이상의 제제가 사용되는 경우 제제와 제2 제제의 복합적 효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다. 제제의 치료적 유효량은 또한 개체의 질환 상태, 연령, 성 및 체중, 그리고 개체에서 원하는 반응, 예
를 들면 장애 파라미터 1종 이상의 개선, 예컨대 탈수초성 장애 예컨대 다발 경화증의 증상 1종 이상의 개선을
도출하는 화합물의 능력과 같은 인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용성 LTβR의 치료적 유효량은 재수
초화를 증가시킬 것이며, 또한 탈수초화를 늦추거나 및/또는 개선할 수 있다. 치료적 유효량은 또한 조성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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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독성 또는 유해 효과가 치료적으로 유익한 효과에 의해 능가되는 양이다.
<113>
<114>

장치 및 키트
가용성 LTβR(예, LTβR-Fc)을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은 의료 장치를 사용하여 투여될 수 있다. 상기 장치는
예를 들면 의료 설비 및 다른 의료 장비가 없는 현장에서 훈련되지 않은 대상에 의해, 또는 응급 요원에 의해
응급 상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휴대성, 실온 저장, 및 사용의 용이성과 같은 특징으로 설계될 수 있다. 장치는
예를 들면 가용성 LTβR을 포함하는 약학적 조제약을 저장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하우징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제제의 단위 투여량 하나 이상을 전달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

<115>

예를 들어, 약학적 조성물은 피하 또는 다중챔버 주사기를 포함한 주사기와 같은, 경피 전달 장치를 사용하여
투여될 수 있다. 기타 적합한 전달 장치에는 스텐트, 카테터, 경피 패치, 현미침, 및 이식불가 제어 방출 장치
가 포함된다.

<116>

장치(예, 주사기)는 재수초화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투여량으로 건조 또는 액체 형태의 가용성 LTβR을 포함할
수 있다. 장치는 이중-챔버의 장치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챔버는 대상에서 재수초화의 증가를 야기하기
에 충분한 동결건조 가용성 LTβR(예, LTβR-Fc)의 단위 투여량을 포함하며, 제2의 챔버는 가용성 LTβR의 동결
건조 단위 투여량을 재구성하기 위한 액체(예, 버퍼)를 포함한다.

<117>

다른 예에서, 약학적 조성물은 US 5,399,163호; 5,383,851호; 5,312,335호; 5,064,413호; 4,941,880호;
4,790,824호; 또는 4,596,556호에 기술되어 있는 장치와 같이 바늘이 없는 피하 주사 장치를 사용하여 투여될
수 있다. 널리 공지되어 있는 이식물 및 모듈의 예들은 예를 들면 조절된 속도로 약제를 투약하기 위한 이식가
능 미세-주입 펌프에 대해 개시하고 있는 US 4,487,603호; 피부를 통하여 약제를 투여하기 위한 치료 장치에 대
해 개시하고 있는 US 4,486,194호; 정밀한 주입 속도로 약제를 전달하기 위한 약제 주입 펌프에 대해 개시하고
있는 US 4,447,233호; 연속적인 약물 전달을 위한 다양한 유동 이식가능 주입 장치에 대해 개시하고 있는 US
4,447,224호; 다중-챔버 구획을 가지는 삼투압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해 개시하고 있는 US 4,439,196호; 및 삼
투압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해 개시하고 있는 US 4,475,196호에 기술되어 있다. 많은 다른 장치, 이식물, 전달
시스템, 및 모듈들에 대해서도 역시 널리 공지되어 있다.

<118>

가용성 LTβR(예, LTβR-Fc)은 키트로써 제공될 수 있다. 일 구현예에서, 상기 키트는 (a) 가용성 LTβR의 단위
투여량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포함하는 용기, 및 임의로 (b) 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상기 가용성 LTβ
R의 단위 투여량은 대상에서 재수초화의 증가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상기 정보 자료는 본원에서 기술되
는 방법 및/또는 치료적 이익을 위한 제제의 용법과 관련된 설명 자료, 지시 자료, 광고 자료 또는 기타 자료일
수 있다. 키트는 또한 재수초화의 시험(분석)에 유용한 시약 및 설명서를 포함할 수 있다. 재수초화에 대한 이
와 같은 분석 방법에는 비제한적으로 본원에서 기술되는 시험 방법들 중 어느 것이 포함된다. 일 구현예에서,
키트는 다발 경화증을 치료하는 1종 이상의 제제와 같은, 탈수초성 장애의 치료를 위한 1종 이상의 추가적인 제
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키트는 가용성 LTβR을 함유하는 조성물을 포함하는 제1 용기, 및 1종 이상의 추가
적인 제제를 포함하는 제2 용기를 포함한다.

<119>

키트의 정보 자료는 그 형태에서 제한되지 않는다.

일 구현예에서, 정보 자료는 화합물의 제조, 화합물의 분자

량, 농도, 만기 일자, 배치 또는 제조 위치 정보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일 구현예에서, 정보 자료
는 탈수초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의 발병 위험이 있거나, 또는 탈수초성 장애와 관련된 일화를 겪고
있는 중인 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적합한 투여량, 투약 형태, 또는 투여 양식(예, 본원에서 기술되
는 투여량, 투약 형태, 또는 투여 양식)으로 가용성 LTβR(예, LTβR-Fc)을 투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상기
정보는 인쇄된 텍스트, 컴퓨터 해독가능 자료, 비디오 기록, 또는 오디오 기록, 또는 실제 자료로 가는 링크 또
는 주소를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120>

제제 이외에, 키트 중 조성물은 용매 또는 버퍼, 안정화제, 또는 보존제와 같은 다른 성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제제는 바람직하게는 실질적으로 순수하거나 및/또는 무균인 임의의 형태, 예를 들면 액체, 건조 또는 동결건조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제제가 액체 용액으로써 제공되는 경우, 상기 액체 용액은 바람직하게는 수용액이다.
제제가 건조된 형태로써 제공되는 경우, 재구성은 일반적으로 적합한 용매의 첨가에 의한다. 상기 용매, 예컨대
무균수 또는 무균 버퍼는 임의로 키트 중에 제공될 수 있다.

<121>

상기 키트는 제제를 함유하는 조성물 또는 조성물들을 위한 하나 이상의 용기를 포함할 수 있다. 일부 구현예에
서, 키트는 조성물과 정보 자료를 위한 별도의 용기, 칸막이 또는 구획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조성물은 병,
바이알 또는 주사기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정보 자료는 플라스틱 슬리브(sleeve) 또는 패킷(packet)에 포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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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른 구현예에서는, 별도의 키트 요소가 단일의 비분할 용기 내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라벨 형태의 정
보 자료가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병, 바이알 또는 주사기에 조성물이 포함된다. 일부 구현예에서, 키트는 각각
제제의 단위 투약 형태(예, 본원에서 기술되는 투약 형태)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개별 용기 여러 개(예, 팩)를
포함한다. 용기는 조합 단위 투약량, 예를 들면 원하는 비율로 가용성 LTβR과 제2의 제제 모두를 포함하는 단
위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키트는 예컨대 각각 단일의 조합 단위 투여량을 포함하는 복수의 주사기, 앰
풀, 호일 패킷, 발포 팩, 또는 의료 장치들을 포함한다. 키트의 용기는 기밀, 방수(예, 습기 또는 증발의 변화
에 비투과성), 및/또는 차광성일 수 있다.
<122>

키트는 임의로, 조성물의 투여에 적합한 장치, 예컨대 주사기 또는 기타 적합한 전달 장치를 포함한다. 상기 장
치는 한 가지 또는 양 제제로 사전-적재되어 제공될 수 있거나, 또는 비어있으나 적재에 적합한 상태일 수
있다.

<123>

가용성 LTβR의 제조 방법

<124>

적합한 가용성 LTβR의 제조 방법은 업계에 공지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WO 97/03687호, WO 98/17313호, WO
00/21558호, WO 99/38525호, WO 00/36092호에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LTβR 면역글로뷸린 융합 단백질은
증가된 양의 적당하게 접힌 융합 단백질을 생성시키기 위한 감온에서의 세포 배양(예, 포유류 세포 배양(예컨대
원숭이 COS 세포 또는 중국 햄스터 난소 세포) 또는 효모 세포 배양)에서 발현될 수 있다. 발현된 융합 단백질
은 예를 들면 친화성 또는 통상의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예컨대 WO 00/36092호를 참조하라)에 의해 정제될 수 있
다. 상기-언급된 모든 PCT 출원들은 그 전체가 참조로써 본원에 개재된다.

<125>

하기의 실시예는 예시를 위한 것으로써, 본 발명을 제한하지 않는다.

<126>

실시예 1. 재료 및 방법

<127>

동물. 잭슨 라보래토리즈(Jackson Laboratories)(메인주 바 하버 소재)로부터 C57BL6 마우스를 구입하여,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교(U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동물 시설에서 우리에 사육하였다. LtβR

-/-

마우스를

UNC 동물 시설에서 우리에 사육하였다. 모든 절차는 국립 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맞추
어 수행되었으며, 채플 힐 소재 UNC의 동물 관리 및 사용 위원회의 연구기관용 실험 동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

한 지침(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의해 승인되었다. 큐프리존(cuprizone) 처리의
개시 전에, 모든 마우스는 8-10주의 연령이었다.
<128>

마우스의 처리. 수컷 LtβR

-/-

및 C57BL6 야생형 마우스에 분쇄된 사료에 혼합하여 아들리비툼(adlibitum) 0.2%

큐프리존 [옥살 비스(씨클로헥실리덴히드라지드)](Aldrich,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소재)을 공급하였다. 탈수
초화 과정을 시험하기 위하여 3, 3.5, 4 또는 5주 동안 마우스를 처리하였다. 재수초화를 위하여, 6주 전체의
큐프리존 처리에 이어서 1, 2 또는 4주 동안 정상적인 펠렛 사료의 규정식으로 마우스를 복귀시켰다. 비처리 마
우스는 정상적인 펠렛 사료의 규정식으로 유지시켰다.
<129>

인간 및 마우스 LtβR-Ig 양자 및 그의 대조는 친절하게도 브라우닝 박사(Dr. J. Browning)(Biogen Idec, 매사
추세츠 캠브리지 소재)에 의해 제공되었으며, 문헌 [Gommerman et al. (2003) J. Clin. Invest. 112:755767]에 기술되어 있다. 탈수초화를 시험하기 위하여, 인간 LtβR-인간 Ig(hLtβR-IgG-1 Fc) 또는 인간-Ig 대조
중 어느 것 5 mg/kg의 복막내 주사를 사용하여 -1일차 및 그 이후 매주 마우스를 예비처리하였다. 처리-후 패러
다임(paradigm)은 6주 전체 동안의 큐프리존 처리로 구성되었다. 큐프리존 처리 5주 더하기 2일 후(대략적인 탈
수초화의 정점), 마우스에게 마우스 LtβR-마우스 IgG-1 또는 상응하는 대조 MOPC-21 중 어느 것의 복막내 주사
를 준 후, 이어서 10주 끝까지 매주 주사를 주었다. 이와 같은 LtβR-Ig의 마우스 버젼은 마우스에서 덜 항원성
인 것으로 밝혀졌다.

<130>

조직 제조 및 조직병리학적 분석. 뇌량(corpus callosum)의 천장 영역(fornix region)으로부터 파라핀-매몰 관
상 뇌 절편을 제조하였다. 문헌 [Arnett et al. (2001) Nat. Neurosci. 4:1116-1122] 및 [Plant et al. (2005)
Glia 49:1-14]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룩솔 패스트 블루-과요오드산 쉬프(LFB-PAS: luxol fast blueperiodic acid Schiff) 염색된 절편을 3명의 이중-맹검 해독자에 의해 해독하고, 0(완전 수초화) 내지 3(완전
탈수초화)의 등급으로 등급화하였다.

<131>

면역조직화학. 면역조직화학에 의해 성숙한 희소돌기아교세포, 소교세포/대식세포 및 별아교세포의 검출을 수행
하였다(문헌 [Plant et al. (2005) Glia 49:1-14]). GSTπ 및 RCA-1 양성 세포의 정량적 분석은 뇌량 중앙선에
2

서 0.033mm 의 면적으로 제한하였다. 관측가능한 DAPI-염색 핵을 가지는 면역양성의 세포만을 정량에 포함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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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포수는 시점 당 9 이상 14 이하 마우스의 평균이다. 수초 염기성 단백질(Sternberger Monoclonals Inc.,
메릴랜드 루더빌 소재)에 대한 1차 항체를 사용하고, 이어서 1:1000 희석된 형광물질-결합 항-마우스
IgG(Invitrogen, 캘리포니아 칼스배드 소재)를 사용하는 면역조직화학에 의해 수초화 섬유를 검출하였다.
<132>

제자리 하이브리드화. 큐프리존 처리에 이어서, 마우스에 무-RNase PBS를 관류시키고, 다음에 4% 파라포름알데
히드를 관류시켰다. 뇌를 제거하여, 냉동절편화 착수시까지 고정액 중에서 배양하였다. 문헌 [Schmid et al.
(2002) J. Neurochem. 83:1309-1320]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자리 하이브리드화(in situ hybridization)에 의해
LtβR에 대한 mRNA 검출을 수행하였다.

<133>

RT-PCR 및 정량적 실시간 RT-PCR. 큐프리존 처리 동안 및 후 몇 번의 시점에서 야생형 및 LtβR

-/-

마우스의 뇌

량을 함유하는 뇌의 절개 영역으로부터 총 RNA를 분리하였다. RNA 분리는 무-RNase 조건하에서 키아겐 알에니지
(Qiagen RNeasy) 키트를 사용하여(Qiagen, 캘리포니아 발렌시아 소재) 수행되었다. 하기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20㎕

반응액

중에서

LIGHT를

위한

RT-PCR을

(서열

수행하였다:

번호

5'

3);

프라이머:

3'

프라이머:

(서열 번호 4).
<134>

범용 마스터 믹스(Invitrogen), 200nM의 LtβR 표적 프라이머, 및 100nM의 프로브가 포함된 15㎕ 반응액 중에서
ABI 프리즘(Prism) 7900 서열-검출 시스템(PE Applied Biosystems, 캘리포니아 포스터 시티 소재)을 사용하여
타크만(TaqMan) 5' 뉴클레아제 정량 실시간 PCR 분석을 수행하였다. LtβR 특이적 프라이머는 cDNA와 게놈 DNA
사이를 구별하는 인트론-엑손 연결부를 망라하도록 설계되었다. 마우스 LtβR을 검출하는 데에 사용된 프라이머
및

프로브는

하기와

같았다:

5'

프라이머:
(서열 번호 5); 3' 프라

이머:

(서열

번호

6);

프로브:

(서열 번호 7). 마우스 18S 리보좀 RNA를 위한 프라이머 및 프
로브는 하기와 같았다: 5' 프라이머:

(서열 번호 8); 3' 프라이머:
(서열

번호

9);

프로브:

(서열 번호 10). 열 주기 파라미터는 50℃에서 2
분, 95℃에서 2분, 및 95℃에서 15초 동안의 변성 및 56℃에서 1.5분 동안의 어닐링-확장을 포함하는 40주기로
최적화되었다. 각 실험 동안 LtβR과 함께 18S에 대한 반응이 수행되었으며, cDNA의 양을 표준화하는 데에 사용
되었다.
<135>

통계 분석. 유의성 있는 차이를 통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비대칭 스투던트 t 시험(Unpaired Student's t
test)가 사용되었다. 데이터를 평균±s.e.m.으로 나타내었다.

<136>

실시예 2: 뇌에서의 LtβR 위치확인 및 LIGHT 발현

<137>

Ltα 및 Ltβ는 매우 다양한 조혈 세포에서 발견되는 반면,

LtβR은 수상 세포 및 단핵구는 물론 대부분 계열

의 비-조혈 세포, 모낭 수상 세포 및 고내피 세정맥에서 발현된다(문헌 [Gommerman et al. (2003) Nat. Rev.
Immunol. 3:642-655]). Ltα 및 Ltβ는 또한 별아교세포에서 검출된 바 있는 반면, LtβR은 별아교세포 및 단핵
구 유래의 세포에서 검출된 바 있다(문헌 [Cannella et al. (1997) J. Neuroimmunol. 78:172-179] 및 [Plant
et al. Glia 49:1-14]). 큐프리존 모델에서의 LtβR 발현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량적 실시간 RT-PCR을 수행하여
비처리 및 큐프리존 처리 마우스의 뇌에서 LtβR의 농도를 조사하였다. 탈수초화 시점은 3, 3.5, 4 또는 5주 동
안 큐프리존으로 처리된 마우스로부터 수득한 반면, 재수초화 시점은 6주 동안 처리된 다음 1, 2 또는 4주 동안
큐프리존으로부터 해방되어 7, 8 및 10주차에 해당하는 마우스로부터 수득하였다. LtβR 유전자 및 리보좀 18S
에 특이적인 타크만 프로브를 사용하여 뇌 RNA 샘플로부터 생성된 cDNA에서 전사체를 검출하였다. 도 1에 나타
낸 바와 같이, LtβR mRNA 발현은 큐프리존 처리 동안(6주 경과)(내내 탈수초성 양상) 야생형 마우스에서 완만
하게 상승하였다. LtβR mRNA 발현 농도는 재수초화 양상 동안(7-10주) 정상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대조의 비처
리 마우스에서는 낮은 LtβR 농도가 검출되었다.
<138>

LTβR을 발현하는 세포 유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자리 하이브리드화를 사용하여 비처리 및 큐프리존 처리된
마우스의 뇌에서 LTβR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LtβR은 처리 전에는 뇌에서 발현되지 않았다. 큐프리존 처리 3주
까지, 뇌량 영역에서 소량의 LtβR이 검출되었으나, 처리 5주까지, 이 염증성 영역에서 LtβR의 급격한 상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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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 검출되었다. 어떤 셀 유형이 LtβR을 발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자리 하이브리드화를 면역조직화
학적 분석과 결합시켰다. 소교세포 및 대식세포는 바이오틴화된 토마토 렉틴을 사용하여 뇌 냉동절편에서 가시
화하였으며, 별아교세포는 GFAP-특이적 항체를 사용하여 가시화하였고, 희소돌기아교세포는 CNP-특이적 항체를
사용하여, 그리고 뉴런은 NeuN-특이적 항체를 사용하여 가시화하였다. 렉틴-양성 세포에서만 LtβR 발현을 검출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별아교세포, 희소돌기아교세포 또는 뉴런보다는 활성화된 소교세포 및/또는 대식
세포가 큐프리존-유도 염증 및 탈수초화시 LtβR을 발현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139>

어떠한 특정 이론 또는 기작에 의해서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아교세포가 Ltα의 공급원이라는 이전 발견
(문헌 [Plant et al. (2005) Glia 49:1-14])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는 별아교세포와 소교세포 사이의
Ltαβ-LtβR 신호전달이 큐프리존 처리시 발생하는 염증성 탈수초화 과정에 일차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
하였다. Ltαβ 외에도, LtβR이 막-결합 리간드인 LIGHT(유도가능 발현을 나타내고, T 림프구에 의해 발현되는
수용체인 헤르페스-바이러스 진입 매개체(HVEM)에 대하여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글리코단백질 D와 경합하는
림프독소(lymphotoxins,

exhibits

inducible

expression,

and

competes

with

herpes

simplex

virus

glycoprotein D for the herpes-virus entry mediator (HVEM), a receptor expressed by T lymphocytes)에 해
당함)와 상호작용한다(문헌 [Granger et al. (2001) J. Clin. Invest. 108:1741-1742]). LIGHT는 일차적으로 T
세포, 미성숙 수상 세포, 과립구 및 단핵구에서 위치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나나(문헌 [Gommerman et al. Nat.
Rev. Immunol. 3:642-655]), 뇌에서는 잘 특성화되지 않고 있다. 큐프리존 처리시 LIGHT 발현이 변경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RT-PCR에 의해 LIGHT 발현에 대하여 뇌 조직을 분석하였다. LIGHT는 대조 지라 및 가슴샘에서
고농도로 발견되는 반면, 미처리 또는 큐프리존 처리된 마우스의 뇌에서는 무시할 만큼 극히 낮은 농도가 발견
되었다. 또한, LtβR이 결핍된 마우스는 뇌에서 유사한 농도의 LIGHT를 발현하기 때문에, LIGHT는 LtβR의 존재
에 의해 조절되지 않았다. 어떠한 특정 이론 또는 기작에 의해서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LIGHT가 큐프리존-유도 염증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

<140>

실시예 3: LtβR

<141>

Ltα의 존재는 큐프리존 처리에 의해 유도되는 탈수초화를 악화시켰다(문헌 [Plant et al. (2005) Glia 49:1-

마우스에서의 탈수초화 지연

14]). 또한, Ltα의 결핍은 규정식으로부터의 큐프리존의 제거 후 재수초화 과정은 물론 희소돌기아교세포 전구
체의 증식도 변경시키지 않았다. Ltα는 TNF 수용체를 통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동종삼합체 분자로서는 물론, Lt
βR을 통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Ltβ와의 이종삼합체 분자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큐프리존 모델에서의 TNF 수용
체의 역할은 이전에 분석된 바 있지만(문헌 [Arnett et al. (2001) Nat. Neurosci. 4:1116-1122]), 이 모델에
서의 LtβR의 역할은 알려져 있지 않다. LtβR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유전자가 결핍된 마우스 및 야
생형 대조를 3, 3.5, 4 또는 5주 동안 그의 규정식 중 0.2% 큐프리존으로 처리하였다. LFB-PAS 염색에 의해 평
가하였을 때, 야생형 마우스에 비해 LtβR

-/-

마우스에서 상당한 탈수초화의 지연이 나타났다(도 2). LFB-PAS 염

색된 파라핀 절편을 3명의 이중-맹검 조사자에 의해 평가하였다. 3주(p<0.02), 3.5주(p<0.01) 및 4주(p<0.00
1)에, wt 와 LtβR

-/-

마우스 사이에서 상당한 탈수초화 차이가 나타났다. 어떠한 특정 이론 또는 기작에 의해서

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LtβR을 통한 신호전달이 염증성 탈수초화 과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표시한다. 이와 같은 지연은 이르면 큐프리존 처리 3주차(p<.02)에 나타날 수 있었으나, 치료 3.5주차
(p<.01) 및 4주차(p<.001)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치료 4주차에는 야생형 및 LtβR
PAS 영상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난다. LtβR

-/-

-/-/-

마우스에서의 탈수초화의 지연은 Ltα

마우스의 대표적인 LFB마우스에서 나타나는 탈

수초화의 지연과 유사하였으며(문헌 [Plant et al. (2005) Glia 49:1-14]), 그에 따라, 어떠한 특정 이론 또는
기작에 의해서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LtβR을 통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막 결합 Ltαβ가
탈수초화 과정에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였다.
-/-

<142>

실시예 4: LtβR

<143>

야생형 및 LtβR

마우스에서의 재수초화 지연

-/-

마우스로부터의 LFB-PAS 염색된 파라핀 절편에서 뇌량을 재수초화하는 성숙한 희소돌기아교

세포의 능력을 연구하였다. 7주차(p<.001) 및 10주차(p<.02)에 야생형과 LtβR
나 유의성 있는 재수초화의 차이가 관측되었다(도 2). 12주차까지, LtβR

-/-

-/-

마우스 사이에서 적당한, 그러

마우스는 야생형 대조(p=.11)와 동

일한 정도로 재수초화되었다. 재수초화 동안의 이러한 차이는 우리의 탈수초화 중증도 등급상에서 0.5 미만이었
-/-

던 반면, TNFα

대 야생형 마우스의 연구에서 나타난 차이는 등급상에서 1.5를 초과하였으며(문헌 [Arnet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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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1) Nat. Neurosci. 4:1116-1122]), 14주차까지 지속되었다. 어떠한 특정 이론 또는 기작에 의해서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LtβR

-/-

-/-

마우스에서 재수초화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결국 해소되었다.

<144>

실시예 5: 탈수초화시 LtβR

<145>

LFB-PAS에 의해 관찰된 탈수초화의 지연이 희소돌기아교세포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면역

마우스에서의 희소돌기아교세포 상실 지연

조직화학을 수행하여 LFB 염색에 사용된 것과 인접한 파라핀 절편에서 성숙한 희소돌기아교세포를 검출하였다.
희소돌기아교세포에 대한 마커로서 GSTπ+를 사용하였으며, 중앙선 뇌량에서의 세포를 정량하였다. 야생형 및
LtβR

-/-

마우스 모두에서, 풍부한 희소돌기아교세포가 미처리 마우스에서 검출되었다. 그러나, 처리 3주 및 3.5

주 후, 야생형 마우스(3.5주; p<.01)에 비해 LtβR
차에는 야생형과 LtβR
LFB 염색이 LtβR

-/-

-/-

-/-

마우스에서 더 많은 희소돌기아교세포가 검출되었다. 4주

마우스 사이에서 희소돌기아교세포 수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데이터는

마우스에서 탈수초화의 감소를 나타내었던 4주 시점을 제외하고는, LFB 염색 결과와 유사하
-/-

였다. 반면, GSTπ+ 염색은 LtβR 와 야생형 마우스 사이에서 다르지 않았다. 어떠한 특정 이론 또는 기작에
의해서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GSTπ+와 LFB 염색 사이의 차이는 아마도 GSTπ+ 세포의 소실과 실제 수초의
상실 사이의 지연으로부터 초래되었을 것이다. 큐프리존 처리 5주까지, 야생형 및 LtβR

-/-

마우스의 뇌량에서

GSTπ+ 희소돌기아교세포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어떠한 특정 이론 또는 기작에 의해서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
지만, 역시 이러한 데이터는 양 마우스 주에 있어서의 심각한 탈수초화와 일치한다.
-/-

<146>

실시예 6: 재수초화 양상시 LtβR

<147>

희소돌기아교세포 재증식의 비변화

<148>

7, 8, 10 및 12주차(규정식으로부터의 큐프리존 제거 1, 2, 4 및 6주 후)에 파라핀 절편을 조사함으로써 회복성

마우스에서의 뇌량

재수초화 과정에서의 LtβR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재수초화 양상시 뇌량에서의 성숙한 회소돌기아교세포의 존
재를 검출하기 위하여, 야생형 및 LtβR

-/-

마우스로부터의 파라핀 절편상에서 GSTπ 항체를 사용한 면역조직화

학을 수행하고, 이어서 GSTπ 양성 세포의 정량을 수행하였다.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3주차(p=.09)에 야생
형 마우스에 비해 LtβR

-/-

마우스에서 더 많은 GSTπ+ 세포가 발견되었으며, 3.5주차(p<.03)에는 LtβR

-/-

마우

스에서 상당히 더 많은 GSTπ+ 세포가 발견되었고, 큐프리존 처리 4주 및 5주차에는 희소돌기아교세포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큐프리존 제거 후, 야생형과 LtβR

-/-

마우스 사이에서 뇌량의 희소돌기아교세포 재증식의 차

이는 관측되지 않았다. 따라서, 탈수초화의 정점(5주차)에는 해당 뇌에서 희소돌기아교세포가 거의 검출되지 않
았다 할지라도, 큐프리존 제거 겨우 일주 후(7주차)면, 뇌량은 그의 원래 성숙 희소돌기아교세포 수의 대략 75%
까지를 재증식하였다. 10주차까지, 뇌량에 잔류하는 성숙한 희소돌기아교세포의 수는 야생형 및 LtβR

-/-

마우스

모두에서 처리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어떠한 특정 이론 또는 기작에 의해서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
한 데이터는 재수초화 양상시 희소돌기아교세포 전구체의 증식 및 성숙화에 LtβR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암
시하였다.
-/-

<149>

실시예 7: LtβR

<150>

큐프리존은 손상 부위에 대한 활성화된 소교세포 및 대식세포의 보충을 포함하여 뇌에서의 만성 염증 상태를 유

마우스에서의 소교세포/대식세포 보충의 비변화

도한다(문헌 [Matsushima et al. (2001) Brain Pathol. 11:107-116]). 렉틴 RCA-1을 사용하여 LtβR

-/-

및 야생

형 마우스로부터의 파라핀 절편을 염색하고, 중앙선 뇌량에서의 소교세포/대식세포를 정량하였다. 도 4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중앙선 뇌량에서의 소교세포/대식세포의 축적은 LtβR의 존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모
델의 탈수초화 또는 재수초화 양상 동안의 어떠한 시점에서도 RCA-1+ 세포 수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관측되지
않았다.
<151>

실시예 8: 기능성 LtβR 억제의 탈수초화 감소

<152>

어떠한 특정 이론 또는 기작에 의해서도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LtβR이 탈수초화에 대하여
급격한 악화 효과를 가지나 재수초화시 잠재적으로 적당한 유익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LtβR이 결핍된 마우스는 심각한 발생상의 문제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Ltβ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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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는 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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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림프절, 페이어반, 및 결장-관련 림프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에 따라 완전하게 기능하는 면역 시스
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문헌 [Futterer et al. (1998) Immunity 9:59-70]). 또한, 업계에는 케모카인 및 시토
카인 합성의 수준이 LtβR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문헌 [Chin et al. (2003) Immuno. Rev.
195:190-201]), CNS에 대한 케모카인과 시토카인의 LtβR 조절의 완전한 효과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또
한, LtβR

-/-

마우스에서의 천연 킬러 세포는 코딩 유전자와 Ltbr 유전자의 근접성으로 인하여 NK1.1 수용체의

표면 발현을 가지지 않는다(문헌 [Wu et al. (2001) J. Immunol. 166:1684-1689]).
<153>

야생형 마우스에서의 LtβR의 기능적 억제는 융합 유인 단백질을 사용하여 가능하였다. 큐프리존-유도 탈수초화
시 LtβR의 유해한 역할을 나타내는 LtβR

-/-

마우스에서의 상기언급된 데이터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57BL6 마우스를 큐프리존 처리 동안 LtβR-Ig(인간 IgG1 Fc, 마우스 LtβR) 융합 유인 단백질 또는 다클론 인
간 IgG 대조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였다. 3.5주 동안, 복막내 주사(5mg/kg)를 사용하여 -1일차에 그리고 그 이
후 매주 마우스를 예비처리하고, 0.2% 큐프리존의 자유급여(ad libitum) 규정식으로 유지하였다. 3.5주 후, 마
우스를 관류시키고, LFB-PAS 방법에 의해 파라핀 뇌 절편을 염색하여, 중앙선 뇌량에서 탈수초화의 정도를 평가
하였다. 인간-Ig 대조로 처리된 마우스는 LtβR-Ig 억제제 유인 단백질(p<.02)을 투여받은 마우스에 비해 상당
히 더 많이 탈수초화되었다(도 5). 3.5주 후, 대조-Ig 주사를 투여받은 마우스의 평균 탈수초화 점수는 큐프리
존으로 4주 동안 처리된 야생형 마우스와 매우 유사하였던 반면, LtβR-Ig의 주사를 투여받은 마우스의 평균 탈
수초화 점수는 큐프리존으로 4주 동안 처리된 LtβR

-/-

마우스와 매우 유사하였다. 수초 염기성 단백질(MBP)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으로 LtβR-Ig 처리된 마우스에 비해 인간-Ig 대조로 처리된 마우스에서는 수초화 섬유가 결
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큐프리존-처리 마우스에서의 탈수초화가 LtβR의 억제에
의해 상당히 지연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154>

실시예 9: LtβR 억제의 재수초화 향상

<155>

다음에, 심각한 탈수초화가 이미 발생한 후 LtβR-IgG1 처리가 재수초화의 정도를 변경시키는 능력을 조사하였
다. 큐프리존 모델의 장점은 재수초화에 영향을 주는 사건을 조사하는 역량이었다. 재수초화 과정에서의 LtβR
의 역할을 조사하기 위하여, C57BL6 마우스를 0.2% 큐프리존으로 6주 동안 처리하였다. 이 기간의 큐프리존 처
리는 다시 한번 야생형 C57BL6 마우스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모든 마우스에서 완전한 탈수초화를 초래하
였다(문헌 [Arnett et al. (2001) Nat. Neurosci. 4:1116-1122] 및 [Plant et al. (2005) Glia 49:1-14]). 큐
프리존 처리 5주 더하기 2일 후, 마우스에 마우스 LtβR-IgG-1 또는 대조인 마우스 IgG-1 중 어느 것을 주사하
였다. 이것은, 재수초화가 명백해지는 10주차까지 마우스 LtβR-IgG1 또는 대조인 마우스-IgG1 중 어느 것의 매
주 주사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장기 실험에서는 인간 Fc가 면역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이
실험에서는 마우스 LtβR 및 마우스 IgG1 Fc로 구성되는 융합 단백질이 사용되었다. LFB 염색된 절편을 상기와
같이 분석하였다. 현저하고 놀랍게도, mLtβR-mIgG1으로 처리된 마우스는 대조-mIgG1으로 처리된 마우스에 비해
상당히 더 많은 재수초화(p<.007)를 나타내었다(도 6). 또한, MBP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은 LtβR-Ig 처리된 마우
스에 비해 인간-Ig 대조로 처리된 마우스에서 재수초화가 감소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데이터를 증명
하기 위하여, 10주차에서의 뇌량 내 성숙한 희소돌기아교세포의 수를 정량하였다. GSTπ 양성 희소돌기아교세포
는 대조 마우스-Ig 처리된 대조(p<.04)에 비해 mLtβR-IgG1 처리된 마우스의 뇌량에서 더 풍부하였다. 결론적으
로, 큐프리존-처리 마우스에서의 재수초화는 LtβR 신호전달의 억제를 사용한 후처리에 의해 유의성 있게 향상
되었다.

<156>

본 발명의 수많은 구현예들이 기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발명의 기술사상 및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도 다양한 변형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따라서, 다른 구현예들은 하기 청구 범위의
영역에 포괄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157>

도 1은 큐프리존 처리 동안 야생형 마우스에서의 LtβR mRNA 발현 수준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158>

도 2는 LtβR

-/-

및 야생형 마우스에서의 탈수초화의 중증도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탈수초화의 중증도를 묘사하

는 등급에서, LFB-PAS 염색된 파라핀 절편에 의해 분석하였을 때, 0은 정상적인 수초화를 표시하고, 3은 완전한
탈수초화를 표시한다. 각 원은 개별 마우스를 나타내는데: 빈 원은 C57BL6 야생형(wt)을 나타내며; 채워진 원은
LtβR

-/-

마우스를 나타낸다. 수평선은 각 군의 중앙 점수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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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도 3은 큐프리존을 사용한 처리 후 중앙선 뇌량에서 검출되는 성숙한 희소돌기아교세포의 수를 도시한 그래프이
다. 야생형 마우스는 회색 막대로 표시되며; LtβR

<160>

마우스는 검은 막대로 표시된다.

도 4는 큐프리존을 사용한 처리 후 중앙선 뇌량에서 검출되는 소교세포/대식세포의 세포 수를 도시한 그래프이
다. 야생형 마우스는 회색 막대로 표시되며; LtβR

<161>

-/-

-/-

마우스는 검은 막대로 표시된다.

도 5는 hLtβR-Ig 또는 인간 Ig 대조 투여 후 야생형 C57BL6 마우스에서의 탈수초화의 중증도를 도시한 그래프
이다. 탈수초화의 중증도를 묘사하는 등급에서, LFB-PAS 염색된 파라핀 절편에 의해 분석하였을 때, 0은 정상적
인 수초화를 표시하고, 3은 완전한 탈수초화를 표시한다. 각 원은 개별 마우스를 나타내는데: 빈 원은 인간-Ig
처리된 마우스를 나타내며; 채워진 원은 hLtβR-Ig 처리된 마우스를 나타낸다. 수평선은 각 군의 중앙 점수를
표시한다.

<162>

도 6은 mLtβR-Ig 또는 마우스 Ig 대조 투여 후 야생형 C57BL6 마우스에서의 탈수초화의 중증도를 도시한 그래
프이다. 탈수초화의 중증도를 묘사하는 등급에서, LFB-PAS 염색된 파라핀 절편에 의해 분석하였을 때, 0은 정상
적인 수초화를 표시하고, 3은 완전한 탈수초화를 표시한다. 각 원은 개별 마우스를 나타내는데: 빈 원은 인간Ig 처리된 마우스를 나타내며; 채워진 원은 hLtβR-Ig 처리된 마우스를 나타낸다. 수평선은 각 군의 중앙 점수
를 표시한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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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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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서 열 목 록
SEQUENCE LISTING
<110> BIOGEN IDEC MA I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20> TREATMENT OF DEMYELINATING DISORDERS

<130> BGG-735PC

<140>
<141>
<150> PCT/US2007/081761
<151> 2007-10-18

<150> 60/862,343
<151> 2006-10-20

<160> 11

<170> PatentIn version 3.5

<210>
<211>
<212>
<213>

1
448
PRT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poly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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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1
Met Leu Leu Pro Trp Ala Thr Ser Ala Pro Gly Leu Ala Trp Gly Pro
1

5

10

15

Leu Val Leu Gly Leu Phe Gly Leu Leu Ala Ala Ala Val Pro Pro Tyr
20
25
30

Ala Ser Glu Asn Gln Thr Cys Arg Asp Gln Glu Lys Glu Tyr Tyr Glu
35
40
45

Pro Gln His Arg Ile Cys Cys Ser Arg Cys Pro Pro Gly Thr Tyr Val
50
55
60

Ser Ala Lys Cys Ser Arg Ile Arg Asp Thr Val Cys Ala Thr Cys Ala
65
70
75
80

Glu Asn Ser Tyr Asn Glu His Trp Asn Tyr Leu Thr Ile Cys Gln Leu
85
90
95

Cys Arg Pro Cys Asp Pro Val Met Gly Leu Glu Glu Ile Ala Pro Cys
100
105
110

Thr Ser Lys Arg Lys Thr Gln Cys Arg Cys Gln Pro Gly Met Phe Cys
115
120
125

Ala Ala Trp Ala Leu Glu Cys Thr His Cys Glu Leu Leu Ser Asp Cys
130
135
140

Pro Pro Gly Thr Glu Ala Glu Leu Lys Asp Glu Val Gly Lys Gly Asn
145
150
155
160

Asn His Cys Val Pro Cys Lys Ala Gly His Phe Gln Asn Thr Ser Ser
165
170
175

Pro Ser Ala Arg Cys Gln Pro His Thr Arg Cys Glu Asn Gln Gly L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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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85

190

Val Glu Ala Ala Pro Gly Thr Ala Gln Ser Asp Thr Thr Cys Lys Asn
195
200
205

Pro Leu Glu Pro Leu Pro Pro Glu Met Ser Gly Thr Met Val Asp Lys
210
215
220

Thr His Thr Cys Pro Pro Cys Pro Ala Pro Glu Leu Leu Gly Gly Pro
225
230
235
240

Ser Val Phe Leu Phe Pro Pro Lys Pro Lys Asp Thr Leu Met Ile Ser
245
250
255

Arg Thr Pro Glu Val Thr Cys Val Val Val Asp Val Ser His Glu Asp
260
265
270

Pro Glu Val Lys Phe Asn Trp Tyr Val Asp Gly Val Glu Val His Asn
275
280
285

Ala Lys Thr Lys Pro Arg Glu Glu Gln Tyr Asn Ser Thr Tyr Arg Val
290
295
300

Val Ser Val Leu Thr Val Leu His Gln Asp Trp Leu Asn Gly Lys Glu
305
310
315
320

Tyr Lys Cys Lys Val Ser Asn Lys Ala Leu Pro Ala Pro Ile Glu Lys
325
330
335

Thr Ile Ser Lys Ala Lys Gly Gln Pro Arg Glu Pro Gln Val Tyr Thr
340
345
350

Leu Pro Pro Ser Arg Asp Glu Leu Thr Lys Asn Gln Val Ser Leu Thr
355
360
365

Cys Leu Val Lys Gly Phe Tyr Pro Ser Asp Ile Ala Val Glu Trp G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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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375

380

Ser Asn Gly Gln Pro Glu Asn Asn Tyr Lys Thr Thr Pro Pro Val Leu
385
390
395
400

Asp Ser Asp Gly Ser Phe Phe Leu Tyr Ser Lys Leu Thr Val Asp Lys
405
410
415

Ser Arg Trp Gln Gln Gly Asn Val Phe Ser Cys Ser Val Met His Glu
420
425
430

Ala Leu His Asn His Tyr Thr Gln Lys Ser Leu Ser Leu Ser Pro Gly
435
440
445

<210>
<211>
<212>
<213>

2
435
PRT
Homo sapiens

<400> 2
Met Leu Leu Pro Trp Ala Thr Ser Ala Pro Gly Leu Ala Trp Gly Pro
1

5

10

15

Leu Val Leu Gly Leu Phe Gly Leu Leu Ala Ala Ser Gln Pro Gln Ala
20
25
30

Val Pro Pro Tyr Ala Ser Glu Asn Gln Thr Cys Arg Asp Gln Glu Lys
35
40
45

Glu Tyr Tyr Glu Pro Gln His Arg Ile Cys Cys Ser Arg Cys Pro Pro
50
55
60

Gly Thr Tyr Val Ser Ala Lys Cys Ser Arg Ile Arg Asp Thr Val Cys
65
70
75
80

Ala Thr Cys Ala Glu Asn Ser Tyr Asn Glu His Trp Asn Tyr Leu Thr
85
90
95

- 27 -

공개특허 10-2009-0083958

Ile Cys Gln Leu Cys Arg Pro Cys Asp Pro Val Met Gly Leu Glu Glu
100
105
110

Ile Ala Pro Cys Thr Ser Lys Arg Lys Thr Gln Cys Arg Cys Gln Pro
115
120
125

Gly Met Phe Cys Ala Ala Trp Ala Leu Glu Cys Thr His Cys Glu Leu
130
135
140

Leu Ser Asp Cys Pro Pro Gly Thr Glu Ala Glu Leu Lys Asp Glu Val
145
150
155
160

Gly Lys Gly Asn Asn His Cys Val Pro Cys Lys Ala Gly His Phe Gln
165
170
175

Asn Thr Ser Ser Pro Ser Ala Arg Cys Gln Pro His Thr Arg Cys Glu
180
185
190

Asn Gln Gly Leu Val Glu Ala Ala Pro Gly Thr Ala Gln Ser Asp Thr
195
200
205

Thr Cys Lys Asn Pro Leu Glu Pro Leu Pro Pro Glu Met Ser Gly Thr
210
215
220

Met Leu Met Leu Ala Val Leu Leu Pro Leu Ala Phe Phe Leu Leu Leu
225
230
235
240

Ala Thr Val Phe Ser Cys Ile Trp Lys Ser His Pro Ser Leu Cys Arg
245
250
255

Lys Leu Gly Ser Leu Leu Lys Arg Arg Pro Gln Gly Glu Gly Pro Asn
260
265
270

Pro Val Ala Gly Ser Trp Glu Pro Pro Lys Ala His Pro Tyr Phe Pro
275
280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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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 Leu Val Gln Pro Leu Leu Pro Ile Ser Gly Asp Val Ser Pro Val
290
295
300

Ser Thr Gly Leu Pro Ala Ala Pro Val Leu Glu Ala Gly Val Pro Gln
305
310
315
320

Gln Gln Ser Pro Leu Asp Leu Thr Arg Glu Pro Gln Leu Glu Pro Gly
325
330
335

Glu Gln Ser Gln Val Ala His Gly Thr Asn Gly Ile His Val Thr Gly
340
345
350

Gly Ser Met Thr Ile Thr Gly Asn Ile Tyr Ile Tyr Asn Gly Pro Val
355
360
365

Leu Gly Gly Pro Pro Gly Pro Gly Asp Leu Pro Ala Thr Pro Glu Pro
370
375
380

Pro Tyr Pro Ile Pro Glu Glu Gly Asp Pro Gly Pro Pro Gly Leu Ser
385
390
395
400

Thr Pro His Gln Glu Asp Gly Lys Ala Trp His Leu Ala Glu Thr Glu
405
410
415

His Cys Gly Ala Thr Pro Ser Asn Arg Gly Pro Arg Asn Gln Phe Ile
420
425
430

Thr His Asp
435

<210>
<211>
<212>
<213>

3
20
DNA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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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3
ctggcatgga gagtgtggta

<210>
<211>
<212>
<213>

20

4
20
DNA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primer

<400> 4
gatacgtcaa gcccctcaag

<210>
<211>
<212>
<213>

20

5
40
DNA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primer

<400> 5
gtactctgcc agcctggcac agaagccgag gtcacagatg

<210>
<211>
<212>
<213>

40

6
32
DNA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primer

<400> 6
ggtatggggt tgacagcggg ctcgagggga gg

<210>
<211>
<212>
<213>

32

7
16
DNA
Artifici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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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probe

<400> 7
acgtcaactg tgtccc

<210>
<211>
<212>
<213>

16

8
18
DNA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primer

<400> 8
gctgctggca ccagactt

<210>
<211>
<212>
<213>

18

9
18
DNA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primer

<400> 9
cggctaccac atccaagg

<210>
<211>
<212>
<213>

18

10
22
DNA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probe

<400> 10
caaattaccc actcccgacc cg

22

<2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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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194
<212> PRT
<213> Homo sapiens

<400> 11
Ala Val Pro Pro Tyr Ala Ser Glu Asn Gln Thr Cys Arg Asp Gln Glu
1

5

10

15

Lys Glu Tyr Tyr Glu Pro Gln His Arg Ile Cys Cys Ser Arg Cys Pro
20
25
30

Pro Gly Thr Tyr Val Ser Ala Lys Cys Ser Arg Ile Arg Asp Thr Val
35
40
45

Cys Ala Thr Cys Ala Glu Asn Ser Tyr Asn Glu His Trp Asn Tyr Leu
50
55
60

Thr Ile Cys Gln Leu Cys Arg Pro Cys Asp Pro Val Met Gly Leu Glu
65
70
75
80

Glu Ile Ala Pro Cys Thr Ser Lys Arg Lys Thr Gln Cys Arg Cys Gln
85
90
95

Pro Gly Met Phe Cys Ala Ala Trp Ala Leu Glu Cys Thr His Cys Glu
100
105
110

Leu Leu Ser Asp Cys Pro Pro Gly Thr Glu Ala Glu Leu Lys Asp Glu
115
120
125

Val Gly Lys Gly Asn Asn His Cys Val Pro Cys Lys Ala Gly His Phe
130
135
140

Gln Asn Thr Ser Ser Pro Ser Ala Arg Cys Gln Pro His Thr Arg Cys
145
150
155
160

Glu Asn Gln Gly Leu Val Glu Ala Ala Pro Gly Thr Ala Gln Ser Asp
165
17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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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 Thr Cys Lys Asn Pro Leu Glu Pro Leu Pro Pro Glu Met Ser Gly
180
185
190

Thr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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