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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재조합 인간인자 VIII : C의 제조방법 및 그를 위해 사용되는 형질전환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플라스미드  Ad.  RE.  neo에  포함된  RE(740  Arg-1649  Glu인자  VIII  :  C를  코오딩한다)의 
DNA및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  2  도는  실시예  1에서  사용된  플라스미드  Ad.  RE.  neo(a)  및  pSV2-dhfr(b)의  제한효소  지도를 나
타내는 것이다.

제  3  도는  실시예  3에서  형질전환체를  배양함으로써  수득된  배양액의  상층액에서  인자  Ⅷ  :  C 활성
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다.

제 4 도는 실시예 5에서 사용된 플라스미드 Ad. RE. dhfr의 도식적인 예를 나타낸 것이다.

제  5  도는  실시예  7에서  형질전환체를  배양함으로써  수득된  배양액의  상층액에서  인자  Ⅷ  :  C 활성
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 6  도는 실시예 7에서 형질전환체를 배양함으로써 수득된 배양 배지에서 인자 Ⅷ :  C  항원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  7  도는  실시예  7의  배양  상층액에서  인자  Ⅷ  :  C-폰빌리브란트  인자  컴플렉스의  항원  양을 나타
내는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신규의  형질전환체  및  이  형질전환체를  사용한  재조합  인간인자(Factor)  Ⅷ  :  C의 제조방
법에 관한 것이다.  더욱 특별하게는,  유전공학 기술에 의해 재조합 인간인자 Ⅷ :  C를  생산할 수 있
는  신규  형질발현  벡타를  운반하는  동물세포의  형질전환체  및  이  형질전환체를  사용한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간인자  Ⅷ  :  C는  혈액응고의  내인계  경로에  관여하는  혈장  단백질이며,  그의  기능은  인자  x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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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할수  있는  세린  프로테아제인  인자  IXa의  보조인자(Cofactor)로  작용하는  것이다.  유전성 X염색
체  결합  열성출혈성  질환인  A형  혈우병환자에  있어,  이  인자  Ⅷ  :  C가  혈중에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혈액응고  장애에  의한  A형  혈우병  환자의  출혈을  치료하기  위해,  소위  인자  Ⅷ  :  C 보충요
법,  즉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으로  공지된  인자  Ⅷ  :  C를  보충함으로써  출혈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임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A형 혈우병 환자에게 결핍된 인자 Ⅷ :  C의 보충을 위해 혈장 또는 혈장을 동결시키고 그 다음 융해
함으로써  수득된  저온  침전물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현재는  인자  Ⅷ농축물을  이  목적에 사용하
고 있다.

인간 인자 Ⅷ :  C의  공급원은 인간 혈장이다.  현재 시판되는 인자 Ⅷ 농축물은 약 0.04중량%의 인자 
Ⅷ  :  C의  함량을  갖는다.  그러므로,  통상의  인자  Ⅷ농축물은  혈장에서  유래된  각종  불순물을 함유한
다.  비루스의  비활성화를  위한  공여체  선택  및  기술의  개발을  위해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간염 
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lDS)과 같은 비루스의 오염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양적으로  제한된  인간  혈장원에  의존하지  않고,  풀(pool)  인간  혈장에  포함된 
다른  비루스의  바람직하지  못한  감염의  걱정없이  염가로  더  안전한  인자  Ⅷ제제를  수득하기  위해, 
최근에는DNA  재조합 기술에 의해,  즉  인간 인자 Ⅷ  :  C를  코오딩하는 유전자를 코오딩하고,  그 유전
자를 동물 세포 및 미생물 세포에서 형질발현 시킴으로써 인자 Ⅷ : C를 생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한  인간인자  Ⅷ  :  C의  생산에  대한  많은  시도가  보고  되었으며,  그후  먼저 
제이.지치어  등(J.  Gitschier  et  al,  Nature  312,326∼330,1984)에  의해  인간  인자  Ⅷ  :  C의 유전자
가  클로닝되었으며,  더불유.  아이,  우드  등(W.I.Wood  et  al,  Nature  312,330∼337,1984)에  의해 인
간 인자 Ⅷ : C-의 유전자가 클로닝되었으며, 더불유. 아이. 우드 등(W.I.Wood et al, Nature 
312,330∼337,l984)에  의해  아기  햄스터  신장  세포에서  형질발현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각각 
제이.  제이.  툴  등(Nature  312,  342∼347,l984),  엠.에이.트루트  등(M.A.Truett  et  al,  DNA  4 333∼
349,1985)엔.  사르버  등(N.  Sarver  et  al,  유럽  특허출원  제  265,778호)  및  에이.  파비라니  등(A. 
Pavirani  et  al,  Biotechnology  5,389∼392,  1987)에  의한  인간  인자(Ⅷ:C의  cDNA  클로닝  및 동물세
포에서의  형질발현에  의해  예시된다.  또한,  브.오웬  등(V·Ooyen  et  al,  유럽  특허출원  제 253,455
호)에 의한 인간 인자 Ⅷ : C의 cDNA 클로닝 및 미생물에서의 형질발현이 예시된다.

그러나,  이들 방법에 따르면,  유전자의 형질발현이 일시적이며,  인간 인자 Ⅷ  :  C가  매우 큰 분자량
을  갖는  당  단백질이기  때문에  유전자  형질발현량이  부분적으로  매우적다.  따라서,  이들  공지의 방
법들은 인간인자 Ⅷ : C의 공업적 생산의 관점에서 만족스립지 못하다.

천연형  인간  인자  코오딩  Ⅷ  :  C는  A1-A2-B-A3-C1-C2(식중,  A1,A2  및  A3는  유사아미노산  서열이며, 
C1및  C2도  유사아미노산  서열이다.)이  도메인  구조를  갖는  것으로  믿어진다(G.A.  Vehar  et  al., 
Nature  312,  337∼342,  1984).  B  도메인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인간 인자 Ⅷ :  C의  필수적인 보조인자 
활성에  불필요하다는  것이  제안되었다.  그러므로  재조합  기술에  의해  인자  Ⅷ  :  C를  생산하는데 있
어  유전자  형질발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의  B도메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함으로써  가능한한 
작은 분자 크기로 변형시켜 생물적 활성을 갖는 분자종을 제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의 정의 및 그의 약어 :  천연 인간 인자 Ⅷ :  C는 2332개의 아미
노산  잔기로  구성되며,  약  300KD의  분자량을  갖는  다형성  당  단백질이다.  1위치의 아미노산(Ala-
1)으로  부터  1648위치의  아미노산(Arg-1648)까지의  부분을  일반적으로  중사슬(H사슬)  이라고  하고, 
Glu-1649로  부터  Tyr-2332까지의  부분을  경사슬(L사슬)이라고  한다.  천연  인간  인자  Ⅷ  :  C는 트롬
빈,  인자  Xa  및  활성화  단백질  C와  같은  효소에  의해  단백질  분해  절단되어  저분자량  단편으로 
되며, 이 경우 인자 Ⅷ : C는 활성화 또는 비 활성화 된다.

혈장중의  생물적으로  활성인  인자  Ⅷ  :  C는  1648아미노산  내지  740아미노산  길이의  중사슬의 불균일
한  혼합물을  함유한다(L.O.  Andersson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3,2979∼2983,1986). 앤
더슨의  관찰에  따라,  가장  작은  생물적  활성인  인자  Ⅷ  :  C는  Ala-1  내지  Arg-740의  중사슬  및 
1649-Glu  내지  Try-2332의  경사슬로  구성되며,  중  및  경사슬은  칼슘이온  결합을  통해  결합되어 
있다.

본  발명에  있어,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는  천연  인간  인자  Ⅷ  :  C의  Ser-741  내지 Arg-
1648의  B도메인  펩티드의  전체  또는  일부가  결핍된  단백질을  의미하며,  여기서  경사슬의 아미노말단
은 펩티드 결합을 통해 중사슬의 카르복시 말단에 공유결합되어 있다.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는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약칭된다.  Ala-1  내지  Arg-740의 폴리펩티드
단편(H사슬)이  Glu-1649  내지  Try-2332의  폴리펩티드(L사슬)의  아미노산에  공유  결합된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는  "740  Arg-1649  Glu  인자 Ⅷ :  C"로  약칭한다.  "740Arg-1649glu  인자 Ⅷ :  C"는 
이후 RE로 약칭될 수 있다.

(2)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 분자의 제조 : 

제이 제이 툴 등(J.J.  Toole  et  al)은 981  Pro-1563  Asp  인자 Ⅷ :  C  및 759  Thr-1640  Pro  인자 Ⅷ 
:  C를  COS  세포(Proc.  Natl.  Acad.  Sci.  USA  83,5939∼5942,1986)  및  챠이니스  햄스터  난소 세포
(CHO 세포)에서 형질 발현하는데 성공하였다(PCT 출원 제 WO 86/06101). 또한 알. 카우프만
(R.Kaufman)은  740  Arg-1647  Gln  인자  Ⅷ  :  C를  챠이니 햄스터 난소 세포에서 형질발현 하는데 성공
하였다(PCT  출원 제 WO  87/04187).  그리고 디. 엘.  이톤 등은 796  Gln-l563  Asp  인자 Ⅷ :  C를 포유
동물  세포에서  형질발현하는데  성공하였으며(Bichemistry  25,8343∼8347,1986),  시.고르만(유럽 특
허출원 제  260148  호)  및  에이.  파비라니등(A.  Davirani  et  al)은  116  Asp-1455  Asp  인자  Ⅷ  :  C를 
BHK-21  세포에서  형질발현하는데  성공하였으며(일본국  특허  공개  제  22195/1988호),  엔.  사르버 등
(N.  Sarver  et  al)은  746  Ser-1561  Leu인자  Ⅷ  :  C를  생쥐  C127세포에서  형질발현하는데 성공하였으
며(유럽  특허출원  제  265,778호),  더우기,  엠파섹  등(M.  Pasek  et  al)은  740  Arg-l649  Glu  인자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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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및  744  Gln-1563  Asp  인자  Ⅷ  :  C를  코오딩하는 cDNA의  형성 및  BMT-10  (R.  D.  Gerard  et  al, 
Mol.  Cel1.  biol  5,  3231∼3240,  1985)세포에서의  그의  형질발현에  성공하였다(PCT  출원  제  WO 
88/8312호).  미생물에서,  866Thr-1663  Asp  인자  Ⅷ  :  C  유전자는  브이,  오웬등에  의해 형질발현하였
다(유럽 특허출원 제 253,455호).

상기의 문헌에 설명된 방법에 의해 성취된 형질발현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동물세포와  같은  진핵세포룰  숙주세포로  사용하는  유전공학  기술,  예를들면  디이히드로  폴레이트 리
덕라제(dhfr)가  결핍된  챠이니즈  햄스터  난소세포  :  dhfr(-)  CHO  세포(G.  Urlaub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77,4216∼4220,  1980)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외래  유전자를  형질발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세포는  외래  유전자를  항상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진핵세포이다.  특정의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를 생산할 수 있는 CHO  세포가 PCT  출원 WO  86/06101  및 WO  87/04187에 기재되어 있으나, 740 
Arg-1649  Glu  인자  Ⅷ  :  C를  높은 생산 효율로 항상적으로 생산하는 세포주의 수립에 대해서는 보고
가 없다.

본  발명의 목적은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의  외래  유전자를 높은 생산 효율로 항상적으로 및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값산  배지에서  빨리  성장하며,  실제로  영구적으로  증식될수  있는 세
포주를 유전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수립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동물세포의  형질발현  벡터가  적어도  하나의  프로모터의  하류에서  천연형 
활성인간  인자  Ⅷ  :  C를  코오딩하는  DNA  서열을  동물세포를  형질전환  시킴으로써  제조된 동물세포
(진핵세포)의  형질전환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목적은  상술한  형질전환체를 배양하
고,  배양  배지에  축적된  생성물을  수거함을  특징으로  하는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상기 및 기타의 목적 및 잇점은 하기의 설명으로부터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다.

본 발명의 형질 전환체는 동물세포를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  형질발현 벡타로 형질전환 시킴
으로써 제조된다.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  형질발현 벡타는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를 코오딩하는 유전자 
및  그의 상류에 적어도 하나의 프로모터 및  임의로 적어도 하나의 인헨서 [프로모터 및  인헨서는 동
물 유전자 및 동룸 비루스(예. 원숭이 비루스, 아데노비루스 등)로 부터 유래된 것이다]를 
운반하며,  더우기  동물  세포의  선택  유전자(예.  네오마이신  내성  유전자  :  트랜스포숀  Tn5, 디히드
로폴레이트  리덕타제  유전자(dhfr)  등)및  증식  유전자(예.  디히드로  폴레이트  리덕티제(dhfr), 이데
노신 데아미나제 유전자등)을 운반한다.

바람직한  예로서,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  형질발현  벡타는  그의  상류에  분비에  필요한 시그
날 펩티드 유전자를 함유한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를  코오딩하는 유전자 및 진핵 세포내에서 
작용하는 인헨서 및 프로모터 조절하에 그의 하류에 폴리 rA  추가 시그날을 갖는 DNA  서열,  및 네오
마이신 내성유전자(트렌스포손 Tn5), 대장균에서의 복제개시점 및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로 
구성된다.  이런  형질발현  벡타는  예를들면  PCT  출원  제  WO  88/831호에  기재된  플라스미드  Ad.  RE. 
neo가 있다. 여기서 "RE"는 740Arg-1649 Glu 인자 Ⅷ : C를 나타낸다.

RE(740  Arg-1649  Glu  인자  Ⅷ  :  C)는  첨부하는  도면  제  1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아미노산  및  DNA 
서열을 갖는다.

본 발명의 시그날 펩티드 DNA  서열 및 아미노산 서열은 천연형 인간 인자 Ⅷ :  C의 것이 바람직하자
(Nature  312,  330∼337,  1984),  분리  과정에서  시그날  펩티드  부분과  성숙  단백질  부분의  사이를 정
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시그날 펩티드 DNA 서열 일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형질발현  벡타에는  진핵세포  내에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모터도  사용될  수 있
다.  이런  프로모터로는  동물  세포에서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의  전사에  효과적인  동물 유전
자의  프로모터및  동물  비루스유전자의  프로모터가  있다.  동물  비루스  프로모터의  적당한  예로는 
SV40  얼리부분  프로모터,  SV40  레이트  부분  프로모터,  아데노비루스-2  메이저  레이트  프로모터,  HB 
비루스  유전자  프로모터,레트로비루스  유전자  프로모터  등이  있다.  동물세포  유전자  프로모터의 적
당한  예로는  티미딘  키나아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메타로티오네인  유전자의  프로모터,  인터페론 유
전자의  프로모터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바람직한  프로모터는  SV40  얼리  부분  프로모터,  SV40 레
이트  부분  프로모터  및  아데노비루스  -2  메이저  레이트  프로모터이다.  이  프로모터는  유도  또는 구
성된 것일 수 있다.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  형질발현 벡타는 형질전환된 동물 세포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항생물질  또는  그이  유도체(예.  Geneticin,  G418  등)에  내성인  유전자  예를들면  네오마이신  내성 유
전자를  함유한다.  그외에도,  대장균에서  복제  개시점  및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를  결합하는  것은 순
수한  벡타  DNA를  대량으로  용이하게  제조하기  위해  유용하다.  복제  개시점은  콜리신  E1 플라스미드
로  부터  유도된  플라스미드,  예를들면  pBR322  및  그의  유사  플라스미드가  바람직하나,  이에 제한되
는  것은  아니다.  항생물질  내성유전자로는  암피실린  내성유전자,  테트라실클린  내성  유전자, 카나마
이신 내성 유전자, 스트렙토마이신 내성 유전자, 네오마이신 내성 유전자 등이 있다.

본  발명의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  유전자 형질발현을 위한 진행 숙주세포근 천연형 활성 인
간 인자 Ⅷ :  C  유전자를 형질발현 할 수 있는 어떤 동물 세포일 수도 있다.  각종의 동물 세포주가 
본  발명에  따른  유전자의  형질발현에  유용하지만,  햄스터  세포가  바람직하며,  챠이니즈  햄스터  난소 
세포가  더욱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한  세포는  효과적인  유전자  증식에  뿐만아니라  목적하는 형질
전환체의  선택  및  분리에  적당하기  때문에  디히드로  폴레이트  리덕타제  활성(DHFR)이  결핍된 챠이니
즈  햄스터  난소세포이다.  특히  바람직한  세포주는  DHFR(-)  CHO  세포,  DXB11  및  DHFR(-)  CHO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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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44(G.  Urlaub  et  al.,Proc.  Natl.  Acad.  Sci.  USA  77,  4216∼4220,  1980)이며,  그중  DG44는 안정
하고 쉽게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진핵세포에  DNA의  도입은  공지의  방법,  예를들면  그라함등의  방법(F.  L.  Graham  et  al,  Virology 
54,  536∼539,  1973)  또는  포터  등의 방법(H.  Potter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81, 7161
∼7165,1984)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유전자가  결핍된  동물세포,  예를들면  디히드로폴레이트 리덕
타제(dhfr)  유전자가  결핍된  CHO  세포를  dhfr  유전자-운반  플라스미드(예.  pSV2-dhfr,  Mol.  Cell. 
Biol.1,  854∼864,  1981)  및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  형질발현 벡타로 공동 감염시켜, 히포크
산딘,  글리신  및  티미딘이  부족한  선택  배지에서  선택할때,  dhfr  유전자가  도입되어  형질발현되고 
더우기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 유전자가 도입된 CHO 세포를 수득할 수 있다.

상기의  방법에  의해  진핵세포를  이용하여  형질전환을  수행할  때,  목적  생성물의  형질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당한  제한  효소로  미리  절단함으로서  제조된  세포에  전이된  직선형  풀라스미드를 사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목적하는  외래  유전자를  진핵  세포의  염색체  유전자에  높은 
효율로 통합시킬 수있다.

더우기,  천연형 활성 인간인자 Ⅷ  :  C  유전자가 통합된 동물세포는 이  유전자와 함께 삽입된 네오마
이신  내성  유전자(트렌스포손  Tn5)를  형질발현할  수  있으므로,  네오마이신  유도체(예.  제네티신 , 

G418등)가  첨가된  배지에서  성장한  세포를  성장시킴으로써  동물세포를  용이하게  선택  및  분리한  수 
있다.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생산  형질전환체는 상술한 방법들을 배합함으로써 선택 및  분리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술한  천연형  인간인자  Ⅷ  :  C  형질발현  벡타에  dhfr  유전자를  미리  삽입하고, 이
렇게  제조된  복합벡타를  숙주세포에  삽입한다.  천연형  활성  인간인자  Ⅷ  :  C  형질발현  유전자  및 
dhfr  유전자  모두가  숙주세포의  염색체의  인접위치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이렇게  제조된 형
질전환체에  있어서,  염색체에서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  유전자의  증식이  효과적으로 진행된
다.  그러므로,  천연형  인간  인자  Ⅷ  :  C를  고수율로  형질발현  할  수  있는  형질전환체가  수득될  수 
있다.

증식  가능한  유전자(예.  dhfr  유전자,  아데노신  데아미나제  유전자등)를  함유한  본  발명의 형질전환
체를  이  유전자의  증식에  적당한  조건하(dhfr  유전자의  경우,  유전자의  증식은  1∼10,000  mM  농도의 
메토트렉세이트  존재하에  수행된다)  배양할때,  dhfr  유전자  뿐만  아니라  형질전환체에  운반되는 천
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  유전자도 증식할 수 있다.  그 결과,  형질전환체가 증가된 유전자량으로 
인해  대량의  목적  단백질을  생산하므로,  배양배치에서  목적하는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를 대량으
로 제조할 수 있다.

천연형  활성  인간  인차  Ⅷ  :  C  유전자를  형질발현하기  위한  형질전환체를  무혈청  배지  또는  통상의 
혈청  함유  배지에서  배양하여  목적하는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를  수득할  수  있다.  그외에도 형질
전환체는 담체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현탁배양 방법에 의해 배양될 수 있다.

형질전환체의  배양은  배지에  축적된  목적하는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의  양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가함으로써  바람직하게  수행될  수  있다.  이런  물질로는  바람직하게는  알부민과  같은  각종  단백질, 
폰  빌레브란트인자(인간  혈액  성분중  하나)가  있으며,  또한  폴리에틸렌글리콜,  소듐  셀레나이트, ε
-아미노카프로산과  같은  프로테아제억제제,  PMSF(페닐  메탄술포닐플루오라이드),  아프로티닌  및 시
클로 덱스트린 등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  즉,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 유전자의 형질발현 생
성물은  형질전환체에서  단일  사슬로  합성된다.  이런  형질발현  생성물의  몇몇  개개는  단일사슬의 형
태로  배양  배지에  배설될  수  있다.  생성물의  다른  개체는  형질전환체내의  단백질  분해  절단에  의해 
다중 사슬형태로 분비될 수  있다.  740Arg-1649  Glu  인자  Ⅷ  :  C의  경우,  단백질분해 절단은 Arg-740
과  Glu-1649  사이의  펩티드  결합에서  월등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두  사슬은  칼슘이온  브리지를 통
해  서로  결합된다.  생성된  2사슬형  활성  인자  Ⅷ  :  C는  엘.-0.  엔더슨  등(Proc.  Natl.  Acad.  Sci, 
USA  83,  2979∼2983,  1986)에  의해  발견된 인간 혈장의 활성 인자 Ⅷ  :  C  분자종과 같은 구조를 갖
는  것으로  생각된다.  형질전환체에서  단백질  분해  진행정도는  배양조건을  최적화  함으로서  조절될 
수 있다.

배양 배지에 생성 및  축적된 재조합 인자 Ⅷ  :  C  단백질은 배양 배지로 부터 세포를 제거하여 배지
를 농축하고 그의 상충액을 각종 공지의 정제방법 및 기술에 의해 처리함으로써 정제될 수 있다.

공지의  정제  방법으로는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예.  염석,  용매  침전등),  분자량  차이를 이용
하는  방법(예.  투석,  한외여과,  겔여과,  SDS-폴리아크릴아미드겔  전기영동등),  전하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예.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등),  특이한  친화성을  이용하는  방법(예.  친화크로마토그래피등), 
소수성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예.역상고성능  액체크로마로그래피등),  등전점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
(예. 동전전기영동등) 등이 있다.

본  발명의 재조합 인자 Ⅷ  :  C는  제조된 대로 단일 사슬형 또는 2사슬형으로 투여될 수  있지만, 시
험관내에서 단백질 분해 절단한후 재조합 인자 Ⅷ  :  C를  투여하는 것도 본  발명의 범위내이다. 예를
들면,  생산된 단일사슬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를  시험관내에서 적당한 2사슬 형태로 절단하고, 정
제전,  동안 또는 후에 칼슘 또는 기타 알칼리토금속 브리지를 통해 사슬을 결합시킬 수 있다.  본 발
명의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는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약학적으로  수용  가능한  조성물로  제제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해  수득된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  함유  용액을  임의로  동결건조시켜  분말  생성물을 
수득할  수  있다.  동결  건조는  소르비톨,  만니톨,  덱스트로오즈,  말토오즈,  글리세롤,  인간혈청 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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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HSA)등 및 그의 배합물과 같은 안정화제 존재하에 수행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동물 세포의 형질 전환체는 목적하는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를  고수율로 항상적 및 연
속적으로  생산한  수  있으며,  값싼  배지에서  빨리  성장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영구적으로  증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따라  목적하는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를  공업적  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은 인간 혈장내의 가장 작은 종의 활성 및 비숀상 인자 Ⅷ :  C에  상응하는 재조
합 인자 Ⅷ : C를 상업적 규모로 제조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는 인자 Ⅷ : C가 결핍된 A형 혈우병 환자의 출혈치
료에 유용하다. 본 발명은 하기 실시예에 의해 설명되며, 이들이 본 발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에서  사용된  형질발현  벡타  플리스미드  Ad.RE.neo로  형질전환  시킴으로써  제조된  형질전환체 
이.콜리 HB101(RE)는 바이오겐사에 의해 ATCC 53517호로 기탁되어 있다.

[실시예 1]

FALCON  명(배양플라스크)(배양  표면적,  150㎠)에  10%  태내송아지  혈청을  함유한  Ham의  F12  배지를 

치우고,  이  배지에서  DHFR(-)  CHO  세포  DG448G.  Urlaub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77, 
42l6∼4220,  1980  등)을  37℃에서  밤새  배양한다.  배양후,  세포를  트립신으로  부유시키고,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  형질발현 벡타인 플라스미드 Ad.  RE. neo(3×10
6
세포당  20㎍)  및  플라스미드 

pSV2-dhfr(Mol.  Cell.  Buiol.  1,  854∼864,  1981) (3×10
6
 세포당  10㎍)  을  포터등의  전기  이동 방

법  (Proc.  Natl.Acad.  Sci.  USA  81,7161∼7165,  1984)에  의해  도입한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5분 동
안  방치한  후  10%  태내  송아지  혈청을  함유한  Ham의  F12  배지에서  2일  동안  배양한다.  배지를  10% 
투석된  태내  송아지  혈청을  함유한  DHFR(+)  세포의  선택용  Ham의  F12  배지(히포크산틴,  글리신  및 
티미딘을  함유하지  않는다)로  교환한  후,  배양  배지를  3∼4일  간격으로  교환하면서  37℃에서  배양을 
계속한다. 약 2주 동안 배양한후, DHFR(+)가 되는 세포를 성장시켜 군락을 형성한다.

이렇게 수득된 DHFR(+) 형질전환 세포를 제 2선택 배지, 즉, 10% 태내 송아지 혈청 및 
G418(Geneticine ,  GIBCO  사제품,  400μg/ml)를  함유한  Ham의  F12  배지에서  더  배양한다.  1∼2주 

배양후, G418 내성세포, neo(+)형질전환 세포를 성장시켜 군락을 수득한다.

neo(+),  DHFR(+)  형질전환  세포의  클로닝은  공지의  방법(예.  제한  희석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클로
닝후,  클로닝된  세포를  10%  투석  태내  송아지  혈청  및  G418(400μg/ml)를  함유한  Ham의 F12배지(히
포크산틴,  글리신  및  티미딘은  함유하지  않는다)에서  배양한다.  클로닝된  세포를  분리하고,  약 80%
합류될  때까지  배양한다.  신선한  배치로  교환한  후,  48시간동안  배양을  계속하고,  배양  배지중의 인
자 Ⅷ  :  C의  활성을 합성기질 방법(Coatest )  인자  Ⅷ  :  C,  Kabi  vitrum  제품)  및  활성화 부분 트

롬보 플라스틴 응고시간(APTT)에 의해 측정한다. 결과는 표 1에 나타낸다.

표  1에  나타낸  형질전환체  RE.  1A-3은  일본국  통상  산업성  공업  기술원  미생물  공업기술  연구소에 
1988년  2월  17일자로  FERM  P-9873(CHO-TK-D001)의  수탁번호로  기탁되어  있으며,  이  기관에서  1988년 
8월 24일자로 부다페스트 협약하에 FERM BP-2014의 수탁번호로 재기탁 되었다.

[표 1]

[실시예 2]

실시예  1에서  제조된  천연형  인간  인자  Ⅷ  :  C(740  Arg-1649  Glu  인자  Ⅷ  :  C)를  생산할  수  있는 
CHO세포주  RE.  IC-3을  20nM  메토트렉세이트(MTX),10%  투석태내  송아지  혈청  및  G418  400μg/ml를 함
유하나,  히포크산틴,  글리신  및  티미딘은  함유하지  않는  Ham의  F12  배지에서  배양한다.  배지에서의 
MTX의  농도를  100nM에서  500nM  까지  증가시킴으로써  성장된  세포를  게대  배양한다.  MTX  내성  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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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에  사용된  것과  같은  조건하에  배양하고,  배양  배지에서  인자  Ⅷ  :  C의  활성을  마찬가지로 
측정한다.결과는 표 2에 나타낸다.

[표 2]

[실시예 3]

실시예  1에서  제조된  CHO  형질전환  세포주  RE.IC-3  및  MTX(500nM)-내성세포로  부터  유도된  클론 
RE.IC-3(500)에 대해, 배양 배지에서 인자 Ⅷ : C의 활성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측정한다.

배양  플라스크(배양  표면적  :  150㎠)에서,  CHO  세포  RE.IC-3  및  CHO  세포  RE.IC-3(500)(각 10
5
세

포)를  10%  태내  송아지  혈청(30ml)이  보충된  Ham의  Fl2배지에서  37℃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 배양한
다. 배양개시 2일후로 부터 배양 배지 중의 세포의 수 및 인자 Ⅷ : C의 활성을 매일 측정한다.

결과는 첨부도면 제  3  도에  나타낸다.  제  3  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포의 성장에 따라 배양 배지
에 인자 Ⅷ  :  C가  축적되며,  세포의 성장이 중단된 후에도 인자 Ⅷ  :  C가  연속적으로 생산된다. 최
대활성은 CHO 세포 RE.IC-3의 경우 12.3mU/ml이고, CHO 세포 RE.IC-3(500)의 경우 42mU/ml이다.

[실시예 4]

배양  플라스크(배양  표면적  :  25㎠)에서,10%  태내  송아지  혈청이  보충된  뉴클레오시드를  함유한 MEM
알파  배지(GIBCO사  제품)에  DHFR(-)  CHO  세포  DG44  및  DHFR(-)  CHO  세포  DXB11을  37℃로  밤새 배양
한다. 배양후, 생성된 세포에 그라함등의 DNA-인산칼슘 공동 침전법(Graham et al, 
Virology,52,456,1973)을  사용하여  Pvu  I으로  소화함으로써  직선화된  Ad.  RE.  neo(10μg)  및  Pvu I
으로 소화함으로써 직선화된 pSV 2-dhfr(0.5μg)를 도입한다.

유전자  도입후,  배지를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고,  세포를  37℃에서  밤새  사육한다.  그후,  배지를 
DHFR(+)  neo(+)  세포주  선택용  배지  즉  10%  투석된  태내  송아지  혈청  및  G418(400μg/ml)로  보충된 
뉴클레오시드를  함유하지  않는  MEM  알파  배지(GIBCO  사제)로  교환하고,37℃에서  배양을  계속한다. 
약 2주일 배양후, DHFR(+) neo(+)세포를 성장시켜 군락을 형성한다.

이렇게  분리된  DHFR(+)  neo(+)  형질전환  CHO  세포  DG44  및  CHO  세포  DXB11을  20nM  MTX,10%  투석된 
태내  송아지  혈청  및  G418(400μg/ml)가  보충된  MEM  알파배지(뉴클레오시드를  함유하지  않는다)에서 
배양한다.  성장된  세포를  배지의  MTX  농도를  100nM에서  500nM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킴으로써 연속적
으로 계대 배양한다. 약 80% 합류때까지 세포를 성장시킨다.

배지를  신선한  것으로  배양하고,  3일동안  배양을  계속한  후,  배양  배지에서  인자  Ⅷ  :  C의  활성을 
합성기질 방법에 의해 측정한다. 결과는 표 3에 나타낸다.

[표 3]

DHFR(+),  neo(+)  CHO  세포  DG44(MTX  500nM-내성)을  클로닝하여  표  4에  나타낸  CHO  세포  클론을 수득
한다. 이 세포는 재조합 인자 Ⅷ : C(740Arg-1649 Gln 인자 Ⅷ : C)를 고도로 생산할 수 있다.

[표 4]

[실시예 5]

29-7

95-012804



실시예  1에  사용된  dhfr-형질발현  플라스미  pSV2-dhfr을  제한  효소  Pvu  II  및  EcoR  I으로 소화함으
로써,  디히드로  폴레이트  리덕타제  유전자의  단편을  분리하고,  T4  DNA  폴리머라제로  5'  AATT를  채워 
평활  말단  DNA를  만든다.  dhfr  유전자를  운반하는  단편을  0.7%  아가로즈  겔로  전기영동한  후 분리한
다.

한편,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형질발현  플라스미드  Ad.  RE.  neo를  제한효소  Sma  I으로 소화
하고,  T4  DNA  리가아제를 사용하여 상기의 dhfr  유전자 단편을 삽입함으로써 천연형 인간 인자 Ⅷ  : 
C  유전자  및  디히드로  폴레이트  리덕타제  유전자를  모두  형질발현할  수  있는  벡타인  플라스미드  Ad. 
RE. dhfr을 형성한다.

플라스미드  Ad.  RE.  dhfr을  제한효소  Pvu  I으로  소화시켜  직선화하고,  생성된  직선형  DNA(10μg)를 
0.25M CaCl2 (10μl)중에서  담체  DNA(소흉선  DNA,10μg)와  혼합한후,  HEPES  완충염수(100μl)에 적가

한다.  이렇게  제조된  DNA-인산칼슘  컴플렉스  침전물을  실시예  1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계대  배양된 
DHFR(-) CHO 세포 DG44에 도입한다.

세포를  15시간  배양하고,  배지를  10%  투석  태내  송아지  혈청이  보충된  리보뉴클레오시드  및 데옥시
리보뉴클레오시드는  함유하지  않는  MEM  알파  배지(GIBCO  제품,  이후  dhfr-형질발현  세포  선택용 배
지)로 교환한 후, 배양을 계속하여 DHFR(+) 형질전환 CHO 세포 RED44를 수득한다. 12일 동안 
배양후,  배양배지에서  인자Ⅷ  :  C의  활성을  합성  기질  방법에  의해  측정한다.  그  결과,10mU/ml의 발
현이 확인된다.

이어서, RED44 세포를 제한 희석 방법에 의해 클로닝한다.

클로닝후,  세포를  24웰  배양  플레이트(Nunk  제품)에  플레이트하고,  dhfr-형질발현  세포  선택용 배지
(1ml)에서  배양한다.  각  클로닝된  세포를  합류하도록  성장시키고,  배양  배지에서  인자  Ⅷ  :  C의 활
성을 합성기질 방법에 의해 측정한다. 결과는 표 5에 나타낸다.

[표 5]

[실시예 6]

실시예  5에서  분리된  재조한  인자  Ⅷ  :  C를  생산할  수  있는  CHO  세포  RED44의  4클론을 FALCON 6웰 

배양  플레이트에  가하고,  10nM  메토트렉세이트(MTX)를  함유한  DHFR-형질발현  세포  선택용  배지에서 
배양한다.  배지의  MTX의  농도를  50nM에서  100nM까지  연속  증가시키면서  세포를  배양한다.  세포를 
95%함류된때  까지  성장시키고,  배지교환후  3  또는  4일째에  배양  배지에서  인자  Ⅷ  :  C의  활성을 마
찬가지로 측정한다. 결과는 표 6에 나타낸다.

[표 6]

천연형 인간 인자 Ⅷ  :  C를  생산한 수  있는  CHO  세포  중에서 표  6에  나타낸 CHO  세포  RED44,  A7는 
일본국 통상 산업성 공업 기술원 미생물 공업기술 연구소에 1988년 3월 l1일자로 FERM P-
9935(CHORED44.  A7)의  수탁번호로  기탁되어  있으며,  1988년  8월  25일에  FERM  BP-2016으로  동기관에 
재기탁되었다.

[실시예 7]

실시예 5에서 클로닝된 재조한 인자 Ⅷ : C를 생산할 수 있는 MTX-내성 CHO 세포 RED44, A7을 
FALCON  6웰  배양  플레이트(#3046)에  가하고,50nM  메토트렉세이트  존재하에  DHFR-형질발현 세포선

택용  배지(4ml)에서  배양한  후,  정제된  인간  폰  빌리  브란트  인자를  0,1,3  및  10U/ml  농도로  각각 
가한다. 배양을 계속하면서, 배양 배지를 시험용 시료로서 간헐적으로 채취한다.

이렇게 채취된 조절 배지 시료에 대해,  인자  Ⅷ  :  C의  활성을 합성 기질 방법에 의해 측정하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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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Ⅷ :  C의 항원(인자 Ⅷ :  C  Ag)의 양을 항-인자 Ⅷ :  C  단일클론 항체를 사용한 ELISA에 의해 측
정한다.  더욱이,  인자  Ⅷ  :  C-폰  빌리  브란트  인자  컴플렉스의  항원양을  제  1  항체로서  단일  클론 
항-인간 인자 Ⅷ :  C  및 토끼 다클론 항-인간 폰 빌리브란트 인자 항체를 사용하여 ELISA에 의해 측
정한다(ActaHeamatol.  Jpn.  50,1681∼1688,1987).  합성  기질  방법에  의해  측정된  인자  Ⅷ  :  C의 활
성에 대한 결과는 첨부하는 도면 제 5  도에 나타낸다.  ELISA  방법에 의해 측정된 인자 Ⅷ :  C 항원
의 양  및  ELISA  방법에의해 측정된 인자 Ⅷ  :  C-폰  빌리브란트 인자 컴플렉스 항원의 양에 대한 결
과는 각각 제 6 도 및 제 7 도에나타낸다.

[실시예 8]

실시예  5에서  제조된  천연형  인간  인자  Ⅷ  :  C을  생산할  수  있는  MTX-내성  CHO  세포  RED44.  A7을 
FALCON  6웰  조직  배양  플레이트에  가하고,50nM  메토트렉세이트를  함유한  DHFR-형질발현  세포 선택

용  배지(3ml)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다.  배지를  제거하고,  세포를  시판되는  무-혈청  배지(ASF 
배지,104  아지노모도사  제품,3ml)에서  배양한다.  배양을  계속하면서,  배양  배지를  간헐적으로 시험
용 시료로서채취한다.  이렇게 채취된 조절 배지 시료에 대해,  인자 Ⅷ :  C의  활성을 합성 기질 방법
에  의해  측정한다.  대조  실험으로,10%  태내  송아지  현청(FCS)을  함유한  공지의  혈청  배지(MEM  알파 
배지)를 사용한다.상기의 분석을 배지 교환후 3,5 및 7일에 수행한다. 결과는 표 7에 나타낸다.

[표 7]

그  외에도,  무혈청  배지에  폴리에틸렌글리콜(PEG)  20,000,  소듐  셀레나이트,ε-아미노카포로산, 페
닐메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PMSF),  인간  폰  빌틸리브란트  인자(h-vWF),  소형청  알부민(BSA), 아프로
티닌  또는  α-시클로  덱스트린과  같은  각종  첨가제를  가하고,  메토트렉세이트의  농도를  100nM로 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MTX-내성  CHO  세포  RED44.  A7을  배양하고, 배양,배
지에서 인자Ⅷ :  C의  활성을 합성 기질 방법에 의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측정한다.  결과는 표 8∼표 
11에 나타낸다.

인자  Ⅷ  :  C  항원을  아프로티닌을  사용하여  유사한  실험으로  시험한다.  100∼10000KIU/ml를 가할때
의 형질발현은 아프로티닌을 가하지 않는 대조 실험보다 2 또는 3배 높다.

[표 8]

(무혈청 배지에 가하는 각 첨가물의 효과)

[표 9]

(무혈청 배지에 가하는 ε-아미노 카프로산의 효과)

[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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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청 배지에 가하는 PMSF, h-vWF의 효과)

[표 11]

(무혈청 배지에 가하는 BSA의 효과, 2일 배양)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H  사슬의  카르복실  말단의  Arg-740이  펩티드  결합을  통해  L  사슬의  아미노  말단의  1649  Glu에  직접 
결합된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를  코오딩하는 유전자 및 그의 상류에 하나 이상의 프로모터를 
함유하는  형질  발현  벡타로,  디히드로폴레이트  리덕타제  활성이  결핍된  챠이니즈  햄스터  난소 세포
[DHFR(-) CHO]를 형질 전환시킴으로써 생산된 형질전환체.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를  코오딩하는 유전자가 그에 결합된 시그날 펩티
드 유전자를 갖는 형질전환체.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형질 발현 벡타가 하나 이상의 인헨서를 더 함유하는 형질전환체.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인헨서가 동물 비루스로부터 유래된 인헨서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프로모터가 동물 비루스로 부터 유래된 프로모터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동물 비루스가 원숭이 비루스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7 

제 5 항에 있어서, 동물 비루스가 아데노비루스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8 

제 3 항에 있어서, 인헨서가 SV 40 프로모터 부분으로부터 유도된 인헨서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프로모터가 SV 40 프로모터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프로모터가  아데노비루스  포로모터  부분  및  SV  40  프로모터  부분으로부터  유도된 
하이브리드 포로모터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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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형질 발현 벡타가 동물 세포의 선택 마커 유전자를 운반하는 형질전환체.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동물 세포의 선택 마커 유전자가 네오마이신 내성 유전자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13 

제 11 항에 있어서, 선택 마커 유전자가 디히드로폴레이트 리덕타제 유전자(dhfr)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선택  마커  유전자가  네오마이신  내성  유전자  및  디히드로폴레이트  리덕타제 유
전자(dhfr)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형질 발현 벡타가 유전자-증식 유전자를 함유하는 형질전환체.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유전자-증식 유전자가 디히드로폴레이트 리덕타제 유전자(dhfr)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17 

제 1 항에 있어서, DHFR(-) CHO 세포가 DXB11 또는 DG 44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형질전환체가 공형질전환체인 형질전환체.

청구항 19 

H  사슬의  카르복실  말단의  Arg-740이  펩티드  결합을  통해  L  사슬의  아미노  말단의  1649  Glu에  직접 
결합된 천연형 활성 인간 인자 Ⅷ :  C를  코오딩하는 유전자 및 그의 상류에 하나 이상의 프로모터를 
함유한  형질  발현  벡터로  디히드로폴레이트  리덕타제  활성이  결핍된  챠이니즈  햄스터  난소 세포
[DHFR(-)CHO]를  형질  전환시킴으로써  생산된  형질전환체를  배양하고,  배양  배지에  축적된  재조합 인
간 인자Ⅷ : C를 수거함을 특징으로 하는 재조합 인간 인자 Ⅷ : C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형질전환체의 배양을 유전자의 증식을 위한 조건하에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형질전환체의 배양을 무혈청 배지에서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형질전환체의  배양을  배지에  폰  빌리브란트  인자,  알부민,  폴리에틸렌  글리콜, 
소듐  셀레나이트,  ε_아미노카프로산,  페닐메탄술포닐  플루오라이드(PMSF),  아프로타닌  및 시클로덱
스트린의 군에서 선택된 물질을 가함으로써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 19항 내지 제 22 항의 방법에 의해 생산된 재조합 인자 Ⅷ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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