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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    안소

(54) 특이 결합쌍의 멤버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특이 결합쌍이 멤버를 제조하기 이한 방법 및 이 방법에 의해 제조된 생물학적 결합 분자에 관
한 것이다.

본 발명의 특이 결합상 (sbp) 멤버는 제조합 숙주세포내에서 상기 sbp 멤버의 유전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암호하는 DNA를 형질발현 함으로써 확인되며, 이때 이 sbp 멤버 또는 그것의 폴리펩타이드 성분이 분비성 
제조합 유전적 출현 패키지(rgdp)이 캡시드 성분과의 융합물로서 형질발현될 수 있도록 sbp 멤버 또는 그
것의 폴리펩타이드 성분을 암호하는 DNA 함유 rgbp의 표면에서 상기 sbp 멤버가 작용성 형태로 출현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특이 결합쌍의 멤버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특이 결합쌍의 멤버(members of specific binding pairs)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또
한 상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생물학적 결합 분자에 관한 것이다.

모노클로날 항체는 소정의 항원에 대한 특이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발견(Kohler, G. 및 Milstein C:1975 
Nature 256:495)은 현저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 과학적 및 상업적 면에서 중요한 결과를 낳았다.

모노클로날 항체는 통상적으로 불사의(immortal) 포유동물 세포주를 형성함으로써 제조되는데, 이 세포주
는 특정 특이성을 갖는 생물학적 작용성(biologically functional) 항체 분자의 한 형태를 분비하는 단일 
면역극로블린 생성 세포로부터 유도된다. 상기 항체-분비성 포유동물 세포주는 불사이며 때문에 이 항체
의 특성은 배치(batch)마다 재현가능하다. 상기 모노클로날 항체의 특성중 중요한 것은 특정 항원에 대한 
특이성과 제조시 재생성이 있다는 것이다.

구조면에서, 가장 간단한 항체(IgG)는 4개의 폴리펩티드 사슬, 즉 디설파이드 결합에 의해 상호-연결된 2
개의 중쇄(H)와 2개의 경쇄(L)를 포함한다(제1도 참조). 경쇄(light chain)는 두 개의 별개의 형태, 즉 
카파(k)와 람다(λ)을 가지고 있으며, 몇 개의 도메인(domain)으로 구성된다. 경쇄는 2개의 도메인, 즉 C 

역에 해당하는 도메인과 V 역에 해당하는 또다른 도메인을 포함하며, 중쇄(heavy chain)는 4개의 도
메인, 즉 V 역에 해당하는 한 도메인과 C 역으로 존재하는 3개의 도메인(1, 2 및 3)을 포함한다. 항
체는 2개의 아암(각 아암은 Fab 부위임)을 지니며, 각 아암은 서로 연관된 VL과 VH 역을 지닌다. 항체
마다 서로 상이한(아미노산 서열의 변이 때문에) V 역(VL과 VH)의 이러한 쌍이 함께 항원을 인지하고 
항원  결합  부위(ABS)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각  V  역은  4개의 골조
(framework) 역 (FR)에 의해 분리된 3개의 상보성 결정 역(CDR)으로부터 구성된다. 상기 CDR은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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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중 가장 가변성인 부분으로서 중요한 항원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CDR 역은 재조합, 돌연변이 및 
선별을 포함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존재가능한 다수의 생식 계열로부터 유도된다.

항원 결합 기능은 전체 항체의 단편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합성 단편의 예로는

(ⅰ) VL, VH, CL 및 CHI 도메인으로 구성된 Fab 단편;

(ⅱ) VH 및 CHI 도메인으로 구성된 Fd 단편;

(ⅲ) 항체의 단일 아암의 VL 및 VH 도메인으로 구성된 Fv 단편;

(ⅳ) VH 도메인으로 구성된 dAb 단편(Ward, E. S. 등, Nature 341, 544-546(1989));

(ⅴ) 분리된 CDR 역; 및

(ⅵ) 힌지 역에 디설파이드 가교로 결찰된 두 개의 Fab 단편을 포함하는 2가의 단편인 F(ab')2 단편이 

있다.

Fv 단편의 두 도메인이 분리된 유전자에 의해 암호될지라도, 합성 링커를 제조함으로써 재조합법에 의해 
단일 단백질 사슬(단일쇄 Fv(scFv)로 공지됨; Bird, R. E. 등, Science 242, 423-426(1988), Huston, J. 
S. 등, Proc. Natl, Acad. Sci., USA 85, 5879-5883(1988))로 제조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상기 scFv 단편은 미리 분리된 모노클로날의 유전자로부터 어셈블리(assembly)된다. 본 발명에서는, 미리 
분리된 항체의 일부가 아닌 VH와 VL 도메인으로부터 scFv 단편을 어셈블리시키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모노클로날 항체, 그것의 단편 및 유도체는 많은 장점을 지니지만,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
고 있다.

첫 번째는, 인체의 불사 세포주에 의해 생성된 모노클로날 항체라야 광범위한 질병의 치료에 크게 유용하
다는  것이다(Clinical  Applications  of  Monoclonal  Anti  bodies,  E.  S.  Lennos,  British  Medical 
Bullentin 1984, Churchill Livingstone 출판). 유감스럽게도, 불사의 항체를 생성하는 인체의 세포주는 
구성이 매우 어렵고, 항체 수율도 낮다(약 1μg/ml). 이와 대조적으로, 상응하는 설치류 세포주는 다량의 
항체(약 100μg/ml)를 산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종의 설치류 단백질을 인체에 반복 투여하면 위험한 과
민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설치류에서 유래된 모노클로날 항체는 제한된 치료 용도를 
가진다.

두 번째로, 모노클로날 항체를 분리함에 있어 주요한 특징은 상이한 특이성을 갖는 항체 생성 세포의 상
이한 클론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구성하고 샘플링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원하는 특이성을 지닌 항
체 생성 세포를 분리하기 위해 치료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샘플량이 필요한지 비교하는 것이다(Milstein, 
C., Royal Soc. Croonian Lecture, Proc. R. Soc. London B. 239; 1-16(1990)). 예를들어, 주의 면역계의 

임파구에 의해 한 번에 형질발현되는 상이한 특이성의 수는 약 10
7
 이고, 이는 가능한 특이성 범위중 극히 

적은 비율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하는 특이성을 갖는 대표적인 항체 생성 세포를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

서는, 10
3
 내지 10

4
개의 각 특이성을 샘플링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체의 경우 더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약 10
12
개 임파구 특이성을 갖지만 샘플링은 10

3
 또는 10

4
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면역화 요법을 수행함으로써 시험실 동물의 경우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즉, 특정한 에
피토프(epitope)에 대해 특이성을 갖는 모노클로날 항체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에피토프를 형질
발현하는 면역원으로 동물을 면역시킨다. 그후 이 동물은 면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갖게 되며 상기 에
피토프에 대해 특이성을 지니는 임파구를 증식시키게 된다. 원하는 특이성을 지닌 상기 임파구의 증식으
로 인해, 샘플링 과정에서 이을 검출하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적절한 면역원을 
입수하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있어 다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인체 모노클로날 항체
를 생성하고자 하는 경우(예, 전술한 바와 같이 치료용으로 투여하기 위해), 상기의 방안은 실시면 또는 
윤리면에서 적합치 않다.

최근 몇 년동안, 이러한 문제점은 DNA 재조합법을 사용하여 이, 콜리와 같은 박테리아에서 항원 결합 능
력을 지닌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을 생성 및 분리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해소되었다.

“팩토리(factory)”로서 불사화된 세포를 박테리아 세포로 간단히 대체하면 다량의 결합 분자를 제조하
는 과정이 상당히 간편해진다. 또한 재조합체 생성 시스템의 사용으로 특수-제작된(tailor-made) 항체와 
그것의 단편의 제조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신규한 결합성과 기능을 겸비한 키메릭 분자, 인체화된 항
체(예, 인체의 불변 도메인과 결합된 주의 가변 역 또는 인체 FR상에 이식된 주의 항체 CDRs) 및 신규
한 항체 결합 분자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세포(예, 하이브리도마와 B 세포)로부터 항체 생성 
서열을  분리하기  위해  폴리머라제사슬  반응(PCR)  증폭을  사용(Saiki,  R.  K.,  등,  Science  239, 487-
4914(1988))함으로써 특이성을 분리할 수 있는 시간스케일을 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서이 커진다. 증폭된 
VH와 VL 유전자는 박테리아 또는 포유류 세포에서 형질 발현을 시키기 위해 벡터내로 직접 클론시킨다
(Orlandi,  R.,  등.,  1989,  Proc.  Natl.  Acad.  Sci.,  등,  1989,  Biochem.  Biophys.  Res.  Commun.  160, 
1250-1255; Sastry, L. 등, 1989, Proc. Natl. Acad. Sci., USA., 86, 5728-5732). 그후 박테리아로부터 
분비된 가용성 항체 단편을 결합 활성에 대해 선별한다.

그러나, 불사화된 세포에 근거한 생성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상기 재조합 생성 시스템도 전술한 선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원하는 특이성을 갖는 세포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동물 면역화
에 의거해야 한다. 또한, 상기 기술중 몇몇은 검색(screening) 문제점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각의 H 및 L 쇄 대형 라이브러리를 면역화된 마우스로부터 생성하여 검색하기 이전에 무작위 조합 방법
으로  함께  결합시켰다(Huse,  W.  D.  등,  1989,  Science  246,  1275-1281,  WO90/14443;  WO90/14424  및 
WO90/14430). 그러나, 결정적으로 각 세포내에 보유된 면역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얻게 되는 장점 일부
를 잃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단일의 VH 도메인(dAbs; Ward, E. S., 등, 1989, 상기 문헌)으로부터 유래
된 라이브러리는 이러한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항체 VH 도메인이 항원에 결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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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검색을 해야만 한다. 추가로, 원핵세포에 있어서 수많은 상이한 특이성을 직
접 검색하는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있다.

따라서, 하나이상의 상기 문제점 또는 기타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검색 시스템에 대한 요

구가 있어 왔다. 이상적인 검색 시스템은 수많은 특이성(예, 10
6
 이상)을 샘플링하고, 각 클로닝 단계에서 

신속히 분류하고, 또 생성과정중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결합성 분자를 암호하는 유전 물질을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색  방법중  가장  유력한  대상은  항체,  수용체,  효소  등의  작용성  결합  도메인(functional 
binding  domain)을  형질발현하여  표면에  디스플레이(display)하는  원핵세포  유기체(이것은  빨리 

성장하고, 비교적 조작이 간단하며, 다수의 클론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임)이다. 면역글로블린의 가변성 
H 및 Ltho 유전자를 단일 숙주 세포내에서 함께 형질발현시키는 방법이 국 특허 GB2137631B 에 디스플
레이되었다. 그러나 이 단백질은 세포내에서 형질발현되고, 또 불용성이었다. 또한 상기 단백질은 결합 
활성을 지닌 항체 단편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처리과정이 요구되며, 그 결과 이 농도의 항체 단
편에서 기대된 결합 활성의 일부만을 갖는 물질이 산출되었다. 적당한 시그날 펩티드를 갖는 항체 단편이 
박테리아 막을 통과해 분비될 수 있으며(Skerra,  A.  및 Pluckthun,  A.  1988,  Science  240  1038-1040; 
Better, M 등, 1988, Science 240 1041-1043). 그 결과 항체 단편의 결합 활성이 증가되는 것은 이미 밝
혀져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마우스 모노클로날 항체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 활성에 대해 각 클론
을 검색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항체, 항체 단편, 수용체, 효소 등의 작용성 결합 도메인이 박테리아 표면상에서 그것의 항원 결
합 특성을 샘플링하고 원하는 특성을 갖는 클론을 선별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는 밝
혀지지 않았다. 이것은 대부분, 상기 박테리아 표면이 복잡한 구조이고, 그램(-) 유기체에 있어서, 위치
를 더 복잡하게 하는 외벽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를 들어 박테리아 또는 박테리오파지의 표면 단백질
과의 융합체로서 형질발현되었을 때 항체 도메인이 정확하게 접혀지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박테리오파지는 이러한 종류의 검색용으로 유력한 원핵세포 관련 유기체이다. 일반적으로, 그것의 표면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이며, 쉽게 다수 증식될 수 있고, 다수 가능한 검색 프로그램에서 관련된 실제 조작에 
맞게 수정가능하고, 또 작고 간단한 패키지내에서 그 자체의 합성을 위한 유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난
점은 이러한 방식으로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제넥스 
코오포레이숀(Genex Corporation)의 특허 공개 번호 WO88/06630 은 박테리오파지 람다를 항체 분자의 형
질발현을 위한 적당한 담체로 디스플레이했으나, 실제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교시하고 있
지 않다. 예를 들어 WO88/06630에서는 임의의 서열이 (a) 유전자 V와의 융합체로서 형질발현되고; (b) 람
다의 표면상에서 형질발현되고; 또 (c) 단백질이 생물학적 활성을 보유하도록 형질발현 되었음이 입증되
지 않았다. 또한, 적당한 융합체를 어떻게 검색하는지도 교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람다 비리온(virion)
이 세포내에서 어셈블리되기 때문에, 상기 융합체 단백질은 세포내에서 형질발현되어 불활성화되는 것으
로 예상된다. 배스(Bass)등은 1990년 12월(본건의 최초 우선일 이후임)에, 필라멘트형(filamentous) 박테
리오파지 M13의 유전자 III 중 일부를 결실하고 인체 성장 호르몬(hGH)의 암호 서열을 상기 유전자의 N-
말단부위내로 삽입하는 것을 디스플레이했다. M13에 의해 디스플레이된 성장 호르몬은 작용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Bass,  S.,  등 Proteins,  Structure,  Function  and  Genetics  (1990)  8:309-314).  유전자 
III의 작용성 복제물(copy)은 언제나 상기 융합체가 형질발현 되었을 때 첨가 형태로 존재했다. 프로테인 
엔지니어링 코오포레이숀(Protein Engineering Corporation)의 특허 출원 WO90/02809호에서는 소의 췌장 
트립신 억제인자(BPTI)의 암호서열을 M13의 유전자 VIII내로 삽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특허의 방안은 비작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단백질 VIII과의 융합체로서 BPTI 서열의 형질 
발현 및 M13 표면상에서의 디스플레이가 입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상기 특허는 융합체를 유전자 III로 
제조할 때, 일부 변형되지 않은 유전자 III 단백질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III의 제2 합성 
복제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시하고  있다.  본  발명의  구체예는  그러하지  않다.  파지미드를 
M13KO7 유전자 III 결실 파지를 이용하여 구제(rescue)하는 구체예에서, 비변형된 유전자 III는 존재하지 
않는다.

WO90/02809호에서는 또한 M13의 전체 게놈을 포함하지 않으며 헬퍼 파지와 함께 감염시켜 구제할 필요가 
없는 파지미드는 공동감염이 재조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교시하고 
있다.

파지미드를 사용하는 본 발명의 모두 구체예에 있어서, 헬퍼 파지를 사용했으며 파지미드의 필라멘트형 
박테리오파지로부터 유래된 서열만이 복제 기점인 유전자 III 서열이다.

WO90/02809호는 또한 그 방법에서는 출발 분자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및 그것의 입체 구조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원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동물의 면역글로블린 유전자
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결합 멤버를 선별하는데 기존의 결합성 분자의 레퍼토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디스
플레이하지 않았다. 또한 면역글로블린의 CDRs과 같은 변이체의 천연 블록에 있어서, 그것의 결합성 분자
의 변이로 인해 개선된 분자의 생성을 용이하게 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변이를 방지하는 것을 디스플레이
하지 않았다. WO90/02809호는 또한 scFv분자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다.

상기 전술한 각 특허(WO88/06630호 및 WO90/02809호)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용으로 제안된 단백질은 단일
의 폴리펩티드쇄이다. 캡시드 단백질과 유리 형태의 다른 단백질의 융합체로서 한 모노머의 형질발현에 
의해 이합체 분자를 제공하는 방법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1991년 5월(본원의 최초 우선일 이후)에 공개된 또다른 문헌에서는, 항체의 Fab부의 두 사슬중 하나의 암
호 서열을 M13의 유전자 VIII내로 삽입하여 플라스미드로부터의 다른 사슬와 함께 형질발현하는 것에 대
해 기술하고 있다. 상기 두 사슬는 파지의 표면상에 작용성 Fab 단편으로서 형질발현되는 것으로 입증되
었다(Kang A. S. 등, (1991) Proc. Natl. Acad. Sci. USA, 88 p4363-4366). 그러나 유전자 VIII내로의 삽
입 부위와 파지의 경우 보다 항체 L쇄에 더 특이성인 시약을 사용하는 ELISA법에 의한 pAb 결합 활성에 
대한 분석법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1991년 3월(본원의 최초 우선일 이후)에 공지된 또다른 문헌에
서는 AIDS 바이러스 단백질 gag의 단편을 박테리오파지 fd의 유전자 III의 N-말단부로 삽입하는 것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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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이하고 있다. 이 gag 단백질 단편의 형질발현은 면역학적 방법에 의해 검출되었지만 이 단백질이 
작용성  형태로  형질발현되었는지의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Tsunestugu-Yokota  Y  등.  (1991)  Gene  99 
p261-265).

상기  방법에  박테리오파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문제는  실제로  난점중  하나이다.  파지  코트(phage 
coat) 본체가 밑에 깔리지 않도록 단백질을 상기 파지내로 삽입해야만 하며, 이 단백질 자체는 항원 결합
에 대하여 생물학적 활성을 보유한 작용상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선택된 단백질이 항체인 경우, 이는 효
율적이고 정확하게 폴딩(folding)되어서 항원 결합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항체 분자 및 단편에 대한 문
제점 해결은 특이 결합쌍 멤버(예, 수용체 분자와 효소)인 임의의 생체분자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
할 것이다.

놀랍게도, 본 발명자들은 표면상에 큰 생물학적 작용성 결합 분자(예, 항체 단편, 효소 및 수용체)를 형
질발현하여 디스플레이하며 여전히 원형대로의 감염성인 박테리오파지를 구성할 수 있었다. 본 발명자들
은 바이러스 입자와 바이러스 표면에 디스플레이된 결합 분자를 포함하는 구조를 ‘패키지’(package)로 
명명했다. 상기 결합 분자가 면역글로블린 도메인과 상동인 도메인이거나 항체, 항체 유도체 또는 단편인 
경우, 본 발명자는 상기 패키지를 ‘파지 항체’(phage antibody)(pAb)로 명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서 특별히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파지 항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바이러스 입
자와 바이러스 표면에 디스플레이된 생물학적으로 작용성인 결합 분자를 포함하는 임의의 패키지를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pAbs는 항원 결합 활성을 암호하는 항체 유전자를 선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Abs는 하이브
리도마를 클로닝하고 구제하기 위해(Orlandi, R 등, (1989) PANS 86 p3833-3837) 그리고 큰 조합 라이브
러리를 검색하기 위해 (Huse, W. D. 등, 1989, Science3 246, 1275-1281) 사용될 수 있다. 특히 pAbs를 
사용하는 선별 절차는 상기 큰 조합 라이브러리로부터 고 친화성 항체를 구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항체의  Fv  역을  포함하는  원래의  VH/VL  쌍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항원-선별(Casali,  P  등,  (1986) 
Science 234 p476-479)로부터 유래된 작은 라이브러리를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pAbs를 
사용하면 완전한 합성 항체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항체는 몇가지 합성 서열(예, CDRs) 및 천
연 유래된 서열을 갖는 것으로 제조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시험관내에서 재배열되지 않은 V 유전자를 
D 및 J 분절과 결합시킴으로써 V-유전자 레퍼토리를 제조할 수 있다. 그후 항원에 결합시킴으로써 pAbs의 
라이브러리를 선별하고, 시험관내에서 항원-결합 루프나 V 도메인 골조 역내에서 과돌연변이시키며 및 
추가 선별 및 돌연변이 유발 단계를 처리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의 H 및 L쇄 라이브러리는 상기 사슬 사이의 원래쌍을 잃게 된다. 따라서 유용한 
H 및 L쇄 조합물에 대한 충분히 큰 라이브러리를 제조하여 검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마우스의 경우, 약 10
7
개의 H쇄와 약 10

7
개의 L쇄가 존재 가능하다. 따라서, H쇄와 L쇄의 10

14

개의 조합물이 가능하며, 같은 수의 조합물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약 10
14
개 클론의 라이브러리를 생산하

고 선별해야만 한다. 이것은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들을 제공한다.

첫 번째 방안(무작위 조합 방안, 실시예 20 및 21 참조)에서는, 가능한한 10
14
개의 조합물을 형질발현하는 

실질적으로 가능한한 큰 라이브러리를 산출한다. 그러나, 파지의 표면상에 H쇄와 L쇄가 형질발현되면, 친
화도 기술에 의해 모든 산출된 조합물로부터 원하는 조합물을 선별하는 것을 실제로 실현가능하다(이하 
선별법의 기술내용 참조). 

두 번째 방안(본 발명자들에 의해 이중 조합 방안으로 명명됨, 실시예 26 참조)에서는 원하는 조합물을 
선별하기 위해 2개의 더 작은 라이브러리로부터 큰 라이브러리를 산출한다. 이 방안은 상기 문제점을 더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은 이하 (ⅰ) 및 (ⅱ)의 산출과 관련된다:(ⅰ) 예를 들어 테트라시클린에 내

성이 있는 박테리오파지(유전자 III에 의해 암호되는 단백질과의 융합체)상에 디스플에이되는 약 10
7
 H쇄

의 첫 번째 라이브러리: 및 (ⅱ) 암피실린에 내성이 있으며(즉, 상이한 항생성을 지님), 숙주 박테리아의 
세포질 공간내에서 형질발현되고 박테리오파지(파지미드)에 대한 복제 기점을 포함하고 있는 플라스미드 

벡터내에 암호 서열이 존재하는, 약 10
7
 L쇄의 제2 라이브러리. 상기 첫 번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상기 

제2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박테리아를 감염시킴으로써 그후 박테리아의 상층액내에 산출파지의 표면상에 

H쇄와 L쇄의 10
14
개 조합물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안의 장점은 약 10
7
개의 별도의 두 라이브러리를 산출하여 10

14
개의 조합물을 생성하는데 있다. 

10
7
개 라이브러리를 산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10
4
개 조합물은 그후 본원에 기재된 선별법(이하 기재된 선별법 참조)으로 처리한다. 이 선별법은 그후 원

하는 특이성을 지니는 H쇄와 L쇄의 특정 조합물을 디스플레이하는 파지 집단을 산출할 것이다. 그러나 선
별된 파지는 쌍을 이룬 H쇄와 Ltho(파지 또는 파지미드로부터 유도됨)의 한 파트너를 암호하는 DNA만 포
함하게 된다. 상기 파지 집단을 포함하는 샘플 용출물은 이후 두부분으로 나눈다. 제1부는 예를 들면 테
트라시클린 평판상에서 성장시켜 원하는 항원 결합에 관련된 H쇄를 암호하는 DNA 함유 박테리오파지를 선
별한다. 제2부는 예를 들면 암피실린 평판상에서 성장시켜 원하는 항원 결합과 관련된 L쇄를 암호하는 파
지미드 DNA 함유 박테리오파지를 선별한다. 이후, 각각 분리된 클론으로부터, 예를 들어 테트라시클린 평
판으로부터 수득된 콜로니 셋트를 사용하여 암피실린 평판으로부터 수독한 특이적 콜로니를 감염시킨다. 
그 결과 H쇄와 L쇄의 특이 조합물을 형질발현하는 박테리오파지가 산출되며 이후 이를 항원 결합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안(본 발명자에 의해 계층적 이중 조합 방안으로 명명됨)에서는 항생제 평판 상에서 성장시켜
서 선별한 H쇄 또는 Ltho 클론중 하나의 콜로니를 사용하여 다른 쇄(H 또는 L)를 암호하는 클론의 완전한 
라이브러리를 감염시킨다. 전술한 바대로 선별한다. 이것은 가장 유용한 조합물을 쉽게 분리하므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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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네 번째 방안(본 발명자에 의해 계층적 방안으로 명명됨, 실시예 22 및 36 참조)에 있어서는 , 두 쇄를 
동일한 벡터내로 클로닝한다. 그러나, 원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이미 공지된 사슬중 하나는 
고정시킨다. 상보성 사슬의 라이브러리를 동일한 벡터내로 삽입한다. 고정된 사슬에 대한 적당한 파트너
를 박테리오파지 표면상에 디스플레이한 이후 선별한다.

다섯 번째 방안(실시예 48 참조)에서는 원래 쌍의 회수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원하는 항원에 결합하도록 
선별된 B-임파구의 B 소집단을 사용함으로써 조합물 라이브러리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되는 항체 유전자의 라이브러리를 제조하기 위해 세포는 mRNA 또는 DNA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
법은 전술한 항체 특이성 선별을 위한 네가지 방안을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파지미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본 발명자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파지미드가 면역 레퍼토리의 
더욱 포괄적인 라이브러리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더 용이하기 때문에 항체 클로닝용 파지에 바람직
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입증 했다. 이것은 파지미드 DNA가 형질전환 박테리아에 있어서 박테리아 파지 
DNA보다 약 100배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실시예 19 참조). 또한 파지미드를 사용하면 상기 박테리오파
지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되는 유전자 III 결합 분자 융합 단백질의 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실시예 17 참조). 예를 들어, 유전자 III 융합 단백질을 암호하며 헬퍼 파지로 감염된 파지미드를 
포함하는 박테리아 세포 함유 시스템에 있어서, 유전자 III 융합 단백질의 형질발현을 다양하게 유도함으
로써 중감염이후, 박테리아의 내막과 외막 사이로 한정된 공간내에 존재하는 유전자 III 융합 단백질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로써 어셈블리된 파지에 의해 디스플레이된 원 유전자 III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 
III 융합 단백질의 비를 결정하게 된다.

비리온마다 단일의 융합 단백질이 형질발현되면, 저 친화성 항체의 두 복제물을 형질발현하는 파지가 고 
친화성 항체의 한 복제물을 형질발현하는 파지와 동일한 겉보기 친화도를 가질 경우, ‘화합력(avidity)
’ 효과를 피함으로써 친화도에 의거한 항체 특이성을 선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몇가지 경
우에 있어서, 이것은 융합체를 갖도록(저 친화성 결합 분자를 선별하거나 ELISA 법에 있어서 민감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파지미드 함유 세포의 중감염에 의해 유도되는 모든 유전자 III 분자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중요하다. 이를 실시하기 위한 한 방법은 유전자 III가 결여된 박테리오파지로 중감염시키는 것이다. 따
라서 본 발명자들은 유전자 III가 결실된 파지를 개발하여 사용하 으며 이는 완전히 신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용성 항원-결합 도메인이 파지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신규한 항체의 구성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다른 단백질 도메인이 파지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면, 
이 디스플이된 단백질의 결합특성에 의해 유전자를 클로닝하고 선별하는데 파지 벡터를 사용할 수 있다. 
추가로, 상기 단백질의 표면에 제공된 에피토프 라이브러리를 비롯한 단백질 변이체를 제조하면 결합 활
성에 대해 쉽게 선별할 수 있다. 실제로, 다른 단백질 구조체가 “누벨(nouvelle)” 항체로서 가능할 수 
있다.

상기 기법은 항원 결합성 루프가 폴딩(folding)된 구조를 이용하여 제1 원리로부터 항체를 형성할 수 있
는 기능성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루프는 교번적인 루프 조합물과 다양한 측쇄에 의해 다양한 결
합 부위를 제공하는 제한된 수의 구조를 지닌다. 항원 결합 부위를 모델화하는데 있어서의 최근의 성공은 
디자인◎에 대한 좋은 전조 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원의 고 분해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기 방
안은 촉매성 항체, 특히 작은 기질을 제조하는데 유리하다. 배합군의 측쇄 또는 결합 부위가 유입되어 선
택적으로 기질의 전이 상태에 결합할 뿐만아니라, 직접적으로 결합 형성 및 분해에 관여하기도 한다. 유
일한 문제는 결합에 특잉성이 있는 항체 구조가 촉매 형성에 있어 최선의 출발점인지의 여부이다. 트리오
즈 포스페이트 이성질체(TIM) 배럴과 같은 진짜 효소 구조는 더 적당할 것이다. 항체처럼, TIM 효소는 골
조 구조(β-스트랜드 및 α-이중나선의 배럴)를 지니며 기질에 결합하기 위한 루프를 지닌다. 다양한 촉
매 특성을 지닌 많은 효소들은 이러한 구조에 근거하여 상기 루프를 신규한 촉매 특성과 결합 특성의 고
안에 따른 구조에 독립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 본원에 의해 제공된 파지 선별 시스템은 항원 결합 활성을 
선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써 CDR 루프는 항체 골조나 TIM 배럴 골조중 어디에나 사용된다. 예를 
들어, TIM 배럴 골조에 있는 루프는 돌연변이유발에 의해 더 변형되며 추가로 선별될 수 있다. 따라서, 
일단계로 고 친화성 결합 활성에 대해 선별할 필요는 없다. 저 친화성을 고 친화성으로 발전시키는 면역
계에 대한 기술은 본 발명을 사용하면 더 현실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용도에 유용한 분자 유형은 수용체이다. 예를 들어, 특이성 수용체는 그것의 리간드에 결합될 
수 있도록 파지의 표면상에 디스플에이될 수 있다. 상기 수용체는 그후, 예를 들면 시험관내 돌연변이유
발에 의해 변형시키고 리간드에 대한 높은 결합 친화성을 지닌 벼이체를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선별법
은 제2도와 관련하여 후술한 하나 이상의 포맷(특히 pAbs에 대해 언급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때 
pAb 항체는 파지 수용체로 대체되고 항원은 리간드 1로 대체된다.

또한, 파지-수용체는 리간드 변형된 리간드 또는 잠재적인 예상 약물의 결합에 대한 급속 검색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한 클로닝, 용이한 형질발현, 표준 시약 및 손쉬운 조작법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특히 약물 검색 용도에 적합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용체는 특이성 리간드(군)에 결합하는 
분자를 의미한다. 천연 수용체는 세포군의 표면에서 형질발현되거나 상기 분자(천연 형태 또는 그렇치 않
은 형태)의 세포의 도메인이거나 혈장 또는 세포나 기관내에서 천연의 결합 작용을 할 수 있는 가용성 분
자일 수 있다.

또다른 가능성은 파지의 표면상에 효소 분자의 활성 부위 또는 효소 분자가 디스플레이되는 것이다(참조. 
실시예 11, 12, 30, 31, 32 및 36 참조). 파지 효소가 일단 형질발현되면, 예컨대 전이 상태 유사체로 유
도체화된 컬럼상에서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함으로써 이를 선별할 수 있다. 상이한 특이성 또는 변형된 
특이성을 지닌 효소가 필요하다면, 박테리오파지상의 융합체로서 디스플레이된 효소를 돌연변이시킨후, 
원하는 변형 특이성을 지닌 효소에 대해 높은 친화성을 갖도록 선별된 유사체로 유도체화시킨 컬럼에서 
선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비록 본 명세서 전반에 걸쳐, 고친화성을 지닌 pAb들의 변이체들을 검색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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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본 발명자들은 일부 분야에서는 예를 들면 저 친화성의 변이체들을 분리하는데는 저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Ohlson, S. 등, Anal. Biochem, 169, p204-208(1988))는 사실을 인
지하고 있다.

실시예 21과 23은 본 발명이 저 친화성을 지닌 항체(일차 면역 반응 또는 비면역화된 동물에서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의 생산 방법을 제공함을 예시한 것이다. 이것은 유전자 III 단백질과 결합된 파지 표면상
에 다수의 항체 복제물을 디스플레이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pAb들은 이들 항체에 대한 유전자를 분리시킬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돌연변이시켜 개선된 항체를 제공할 수도 있다.

pAb들은 또한 개선된 안정성을 지닌 항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다수의 항체에 있어서, 이들 항체
를 37℃에서 보다는 30℃에서 형질발현시킴으로써 수율 및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은 주지된 바 
있다. 만일 pAb들을 37℃에서 디스플레이한다면, 안정한 항체들만을 친화성 선별 방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항체들을 치료 또는 진단 목적으로 생체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안정성 증가는 순환계에서의 항체
의 반감기를 증가시킬 것이다.

비록 파지를 이용하여 선별된 모든 항체 및 도메인에서 안정성이 중요하다고는 해도, VH와 VL 단편들의 
비공유 결합에 의해 형성된 Fv 단편들을 선별하는 경우 안정성은 특히 중요하다. Fv 단편들은 완전한 항
체에 비해 순환계에서 해리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상당히 감소된 반감기를 지니고 있다. Fv 단편들
은 유전자 III 단백질 융합체로서 형질발현된 하나의 사슬와 가용성 단편으로 형질발현된 상보성 사슬가 
결합된 상태로 파지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다. 만일 여러쌍의 사슬들이 높은 해리 경향을 갖고 있다면, 
이들은 pAb들로 선택될 가능성이 훨씬 적게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집단은 안정하게 결합하는 쌍들이 고농
도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일차 클로닝 시스템으로서, 결합 분자들을 파지 표면상에 디스플에이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cDNA 라이브러리를 작제하여 박테리오 파지내로 삽입시킬 수 있으며, 이 파지 라이브러리를 리
단드 결합능을 이용해 검색한다. 리간드/결합 분자 조합체는 서로에 대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지
닌 임의의 분자쌍, 이를테면 수용체/리간드, 효소/기질(또는 유사체), 핵산 결합 단백질/핵산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만일 상보성 쌍의 한 멤버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다른 멤버에 대한 클론을 분리하는 바
람직한 방법일 수 있다.

종종은 파지상에 해당 단백질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클로닝시킨 유전자 집단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거나 
각각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돌연변이시킬 필요가 있다. 비록 시험관내 또는 생체 내에서의 돌연변이유발 
기법이 상술한 두가지 목적중 하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특히 적절한 방법은 돌연변이유발 균주를 
사용하는 것이다. 돌연변이유발 균주는 그 내부에서 복제된 DNA를 그 DNA 모체에 대해 돌연변이시킬 수 
있는 유전적 결함부(defect)를 함유하고 있는 균주이다. 따라서 만일 유전자 III 융합체 같은 유전자 집
단을 이와 같은 균주내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더욱 다양화(diversity) 시킬 수 있으며, 그후 목적하는 바
에 따라서는 디스플레이(display) 및 선별용 비-돌연변이유발 균주로 전이시킬 수 있다. 실시예 38은 파
지 항체를 지닌 돌연변이유발 균주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파지 항체의 시호튐관내 돌연변이유발 
및 선별의 예는 실시예 45에 설명되어 있다).

[표적화된 유전자 전달]

유용하고 신규한 본원 방법은 파지 게놈을 특정 세포 또는 세포군에 대해 표적화하는데 파지상의 결합 단
백질을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면 세포 표면 분자에 대해 특이적인 pAb를 사용함으로써 상
기 표면 분자를 통해 표적 세포에 결합시킬 수 있다. 그후 이 파지는 수용체 자체의 작용 또는 다른 작용
(예를 들면 전기투과법(electroporation)과 같은 전기적 전하에 의해)을 통해 흡수될 수 있다. 만일 관련 
제어 시그날(전사 및 해독 그리고 가능하게는 복제 관련 시그날)이 존재한다면, 상기 파지 게놈이 형질발
현될 것이다. 이는 상기 파지 게놈이 표적 세포내에서 발현시키고자 원하는 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적절한 형질발현 제어 서열과 함께) 특히 유용하다. 유용한 서열은 수용 세포에 항생제 내성을 부여하거
나, 그의 행성물을 형질발현시킴으로써 세포를 표지(예를 들면, 이 서열이 루시페라제 같은 검출가능한 
유전자 생성물을 형질발현하는 경우(White, M 등, Technuques 2(4), p194-201 (1990) 참조)하건, 표적 세
포상에 특정 특성을 부여(예를 들면, 표적 세포가 종양 세포이고, 신규 서열이 종양 역제 유전자의 형질
발현을 지시하는 것인 경우)하거나, 또는 표적 세포내의 유전자 또는 일련의 유전자 세트의 작용을 차단
시키기 위해 고안된 안티센스 구성체를 또는 표적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도록 고안된 유전자 또는 유전자 
생성물을 형질발현시킬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표적 세포내에서 형질발현하고자 하는 서열을 파지미드상에 암호할 수도 있다. 그후 이 파지
미드 DNA를 세포 표면 수용체에 특이적인 항체를 디스플레이하는 파지내로 삽입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
면 이러한 삽입과정은 파지미드를 함유한 박테리아를 표적 세포에 특이적인 항체 단편을 암호하는 게놈을 
지닌 헬퍼파지로 중감염시켜 실수할 수 있다. 그후 이 패키지를 이용하여 상기 파지미드가 표적 세포로 
지향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표적화된 유전자 전달” 기술은 연구, 치료 및 진단 분야에 있어 많은 용도를 갖고 있다. 예
를 들면, 유전자 치료법은 대체 유전자(replacementgene)를 그의 활성이 결핍된 특정 세포 타입에 표적화
하는 방법이다. 표적과 pAb를 사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진단 분야에서는, 특정 박테리아 또는 박테리아 집단에 특이적인 파지를 사용하여 박테리아 숙주에 마커 
유전자, 예를 들면 루시페라제를 표적화시켰다(예를 들면 Ulitzer, S., 및 Kuhn, J., EPA 85303913. 9 참
조). 파지의 숙주 범위가 적절한 경우, 시험을 요하는 박테리아만을 상기 파지로 감염시켜 루시페라제 유
전자를  형질발현시니고,  이들이  방출하는  광을  감지하여  검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살모넬라
(Salmonella)의 존재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다. 이 방법에서 주요 문제점은 해당 숙주 범위를 갖
는 박테리오파지를 초기에 분리한 후, 루시페라제 유전자 카세트를 이 파지내에 작용성을 갖도록 클로닝
시키는데 있다. pAb 시스템은 상기 루시페라제 카세트가 특성규명이 잘된 시스템(필라멘트형 파지_내로 
클로닝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를 간단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발명자들은 또한 이러한 복제가능한 유전적 디스플레이 패키지, 예를 들며 pAb들의 독특한 특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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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한 신규의 서녈 시스템 및 분석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용어정의]

본 부분에서 논의되는 많은 전문용어들은 본원 명세서내의 여러곳에서 언급되는 것들이다.

[특이 결합쌍(specific binding pair)]

이것은 천연적으로 유도된 것이거나 합성 방법으로 생산된 분자들로 구성된쌍(각각은 특이 결합쌍의 함 
멤버임)을 의미한다. 이 분자들로 구성된 쌍중 하나는 그 표면상에 다른 분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면 
또는 공동부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분자의 특정한 공간적 그리고 극성 구조부에 대해 상보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 쌍은 서로에 대해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이 결합쌍의 예로는 항원-항체, 비오틴-아비딘, 호르몬-호르몬 수용체, 수용체-리간드, 효소-기
질, IgG-단백질 A가 있다.

[다합체 멤버(member)]

이 용어는 유리 형태(free form)로 형질발현되거나 및/또는 기질의 표면상에서 형질발현될 때 적어도 제2 
폴리펩티드와 결합하는 제1 폴리펩티드를 의미한다. 기질은 박테리오파지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결합
된 2개의 폴리펩티드가 존재하는 경우, 이 결합된 폴리펩티드 복합체는 이합체(dimer)이며, 3개가 있는 
경우 3합체(trimer) 등으로 칭한다. 이합체, 3합체, 다합체(multimer)등 또는 다합체 멤버는 특이 결합쌍
의 한 멤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다합체 멤버의 예로는 면역글로블린 분자에 기초한 중쇄 도메인, 면역글로블린 분자상에 기초한 경쇄 도
메인, T-세포 수용체 서브유니트가 있다.

[복제가능한 유전적 디스플레이 패키지(Rgdp)]

이는 입자에 복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지닌 생물학적 입자를 의미한다. 이 입자는 그 표
면에 최소한 폴리펩티드의 일부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 폴리펩티드는 상기 입자에 고유한 유전 정보
에 의해 암호되거나 및/또는 상기 입자 또는 그이 선대(ancestor) 입자 내부에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유전 
정보에 의해 암호될 수 있다. 디스플레이디된 폴리펩티드는 특이 결합쌍을 구성하는 임의의 멤버일 수도 
있는데, 이를 테면 면역글로블린 분자를 구성하는 중쇄 또는 경쇄 도메인, 효소 또는 수용체 등일 수도 
있다.

상기 입자는 바이러스, 예를 들면 fd 또는 M13 같은 박테리오파지일 수도 있다.

[패키지]

이 용어는 복제가능한 유전적 디스플레이 패키지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상기 입자를 그 표면상에 특이 결
합쌍의 한 멤버를 디스플레이한다. 이 패키지는 그 표면에 항원 결합 도메인을 디스플레이하는 박테리오
파지일 수도 있다. 이런 타입이 패키지를 파지 항체(pAb)라고 명명한다.

[항체]

이 용어는 천연 생성되건, 일부 또는 전부가 합성 제조된 면역글로블린을 의미한다. 또한 이 용어는 면역
글로블린 결합 도메인에 상동성인 결합 도메인을 갖고 있는 임의와 단백질을 포함한다. 이들 단백질은 천
연 제공원으로부터 유래되거나, 또는 일부 또는 전부가 합성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항체의 예로는 면역글로블린 이소타입 및 Fab, f(ab
1
)2, scFv, Fv, dAb, Fd 단편들이 있다.

[면역글로블린 슈퍼패밀리]

이 용어는 일군의 폴리펩티드를 의미하며, 이를 구성하는 멤버들은 면역글로블린 분자들의 가변 도메인 
또는 불변 도메인의 구조부와 관련된 구조부를 지닌 적어도 하나의 도메인을 갖고 있다. 이 도메인은 2개
의 β-시이트와 통상 보존된 디설파이드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A. F. Williams 및 A. N. Barclay 1988 
Ann. Rev. Immunol. 6. 381-405 참조)

면역글로블린 슈퍼패밀리 멤버의 예로는 CD4, 혈소판 유래 성장 인자 수용체(PDGFR), 세포간 부착 분자
(ICAM)가 있다. 특별한 언급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명세서에서 면역글로블린 및 면역글로블린 상동체
란 면역글로블린 슈퍼패밀리와 그의 상동체의 멤버들을 포함한다.

[상동체(Homologs)]

이 용어는 일차, 이차 또는 3차 구조에서 상응하는 위치에 동일한 잔기 또는 보존 잔기를 갖고 있는 폴리
펩티드들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또한 상동성 폴리펩티드들을 암호하는 2 이상의 뉴클레오티드 서열까지
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상동성 펩티드의 예로는 면역글로블린 이소타입이 있다.

[작용성(functional)]

rgdo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 sbp 멤버와 관련하여, sbp 멤버가 폴딩된 형태(folded form)로 제공되는 
것을 의하며, 여기에서 그이 상보성 sbp 멤버에 대환 특이적 결합 도메인은 그의 천연 구조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구조를 지님으로써 상보성 sbp 멤버에 대해 유사한 특이성을 나타낸다. 이 점에 있어서, 일
정한 폴딩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접촉되는 상보성 멤버들에 따라 결정되는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
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미스 등(상기 참조)의 펩티드와는 다르다.

[유전적으로 다양한 집단]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과 관련하여, 이 용어는 천연 세포 집단 또는 천연 유기체 집단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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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할 수 있는 다양성 뿐 아니라 시험관내 또는 생체내의 인위적인 돌연변이에 의해 산출될 수 있는 다양
성까지 포괄하여 의미한다.

서험관내 돌연변이에는 예를 들면 변화시키고자 하는 서열의 무작위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올리고뉴클레
오티드를 이용한 무작위 돌연변이유발이 포함된다. 생체내 돌연변이유발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DNA를 지
니고 있는 숙주 미생물의 돌연변이유발 균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이하 실시예 38 참조)

[도메인]

도메인이란 그 자체가 폴딩된, 동일 단백질의 다른 부분과는 독립적이며, 상보성 결합 멤버의 다른 부분
과도 별개인 단백질의 일부분을 의미한다.

[폴딩된 단위체(Folded Unit)]

이것은 α-나선형 구조부 및/또는 β-스트랜드 및/또는 β-회전 구조부로 구성된 특이적 조합체이다. 도
메인과 폴딩된 단위체들은 일차 구조에서 인접하지 않은 아미노산들이 함께 형성한 구조부를 포함한다.

[유리 형태(free form)]

이것은  복제가능한  유전적  디스플레이  패키지에  의해  디스플레이되지  않는  폴리펩티드의  상태를 
의미한다.

[조건적 결함부(conditionally defective)]

이 용어는 일련의 조건하에서는 특정 폴리펩티드를 형질발현하지 않지만 다른 일련의 조건하에서는 그 펩
티드를 형질발현시키는 유전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비-억제성 숙주 또는 억제성 숙주 각각에서 형질발
현되는 앰버(amber) 돌연변이를 포함하는 유전자가 있다.

대안적으로 유전자는 일련의 조건하에서는 결함이 있지만, 다른 조건하에서는 결함이 없는 단백질을 형질
발현할 수도 있다. 그 예로는 온도 민감성 돌연변이를 지닌 유전가가 있다.

[억제성 해독 중지 코돈(suppressible translational stop codon)]

이 용어는 일련의 조건항에서는 자신의 하방(downstream)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해독이 가능하지만 다른 
조건하에서는 자신의 위치에서 해독을 중지시키는 코도늘 의미한다. 억제성 해독 중지 코돈의 예로는 앰
버 코돈, 오카(ochre) 코돈 및 오팔 코돈이 있다.

[돌연변이유발 균주(mutator strain)]

이 용어는 복제된 DNA를 DNA 모체에 대해 돌연변이시킬 수 있는 유전적 결함부를 지닌 숙주 세포를 의미
한다. 돌연변이발 균주의 예로는 NR9046 mutD5와 NR9046 mutT1이 있다(실시예 38 참조).

[헬퍼 파지]                 

이는 결함부를 지닌 파지 게놈을 함유하고 있는 세포를 감염시키기 위해 사용되며, 상기 결함부를 보충하
는 작용을 하는 파지를 의미한다. 결함부를 wsls 파지 게놈이란 일부 기능 암호 유전자 서열이 제거된 파
지미드 또는 파지일 수 있다. 헬퍼 파지의 예로는 M13K07, M13K07 유전자 III 제3번; 및 캡시드 단백질에 
융합된 결합 분자를 디스플레이하거나 암호하는 파지가 있다.

[벡터]

이는 제조합 DNA 분자를 작제하기 위해 임의의 유전자를 삽입시킨 DNA 분자로써, 숙주 유기체 내에서 복
제할 수 있는 DAN 분자를 의미한다.

[파지 벡터]

이것은 파지 게놈을 변형시켜 유래된 벡터로서, 플라스미드에 대한 것이 아닌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복제 
기점을 함유하고 있는 벡터이다.

[플라스미드 벡터]

이것은 플라스미드 게놈을 변형시켜 유래된 벡터로서,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복제 기점 뿐아니라, 플라스
미드 복제 기점도 함유하고 있는 벡터이다.

[분비형(Secreted)]

이 용어는 rgdp상에 디스플레이된 sbp 멤버와 결합한 분자 또는 rgdp를 석◎명하는 것으로서, 이때 상기 
sbp 멤버 및/또는 상기 분자는 폴딩되어 있으며, 이 패키지는 세포의 세포질 외부에서 어셈블리된다.

[재배열된 면역글로블린 유전자의 레퍼토리]

동물에서 형질발현된 면역글로블린 유전자를 암호하는 자연 발생 뉴클레오티드들, 예를 들면 DNA 서열들
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 서열들은, 중쇄에 대한 V, D 및 J 분절, 그리고 경쇄에 대한 V와 J 분절이 생
체내에서 재배열됨으로써 생성된다. 대안적으로 이 서열들은 실험실내에서 면혁화시킨 세포주로부터 생성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면역화 반응에 대한 응답 반응이 세포내에서 재배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이브러리]

클론들내의 뉴클레오티드, 예를 들면 DNA 서열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인위적으로 재배열된 면역글로블린 유전자의 레퍼토리]

동물로부터 얻어진 재뱅렬된 면역글로블린 서열이외의 다른 제공원으로부터 전체 또는 일부가 유래된 뉴
클레오티드, 예를 들면 DNA 서열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예를 들면 재배열되지 않은 V 분절과 D 및 J 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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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합시킴으로써 얻어진 VH 도메인을 암호한 DNA 서열 및 V 분절과 J 분절을 결합시킴으로써 VL 도메인
을 암호한 DNA 서열이 포함될 수 있다.

상기 DNA 서열 일부 또는 전부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합성법으로 유래된다.

[분비성 리더 펩티드(Secretory Leader Peptide)]

이는 폴리펩티드의 N-말단부에 결합된 아미노산 서열을 지칭하며, 상기 폴리펩티드가 세포질 밖으로 이동
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용출제(eluant)]

이는 두분자들간의 결합을 파괴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용액이다. 이때 상기 결합은 비공유 또는 공유 결합
일 수 있다. 상기 두 분자들은 sbp의 멤버들일 수 있다.

[유도체]

이것은 선택된 rgdp내의 DNA에 의해 암호된 폴리펩티드로부터 유도된 물질이다. 유도체 폴리펩티드는 아
미노산의 첨가, 결실, 치환 또는 삽입에 의해, 또는 상기 암호된 폴리펩티드에 다른 분자들이 결합함으로
써 상기 암호된 폴리펩티드와는 다른 변화된 것들이다. 이와 같은 변형법은 뉴클레오티드 또는 단백질 차
원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상기 암호된 폴리펩티드는 이후 다른 제공원으로부터 유래된 Fc 테
일(tail)에 연결된 Fab 단편일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효소, 플루오레스세인 등과 같은 마커(marker)들
을 이를테면 Fab, scFv 단편들에 연결시킬 수도 있다.

본 발명은 하기 단계를 포함하여, 복제가능한 유전적 디스플레이 패키지(rgdp)또는 집단을 제조하는 방법
을 제공한다:

a) 특이 결합쌍을 구성하는 한 멤버, 예를 들면 결합 분자같은 것을 암호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게놈
내에 삽입하는 단계;

b) 상기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함유하는 바이러스를 배양하여, 상기 결합 분자를 형질발현시키고 상기 바
이러스에 의해 그 표면에 디스플레이하도록 하는 단계.

본 발명은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은 rgdp 집단을 제조하는 eksrap 및 원하는 특이성을 지닌 각각의 rgdp들
이 특정 에피토프에 결합할 수있도록 상기 집단을 상기 에피토프와 접촉시켜 상기 결합 분자를 선별하는 
추가 단계를 포함하여, 특정 에피토프에 특이성을 갖는 rgdp를 선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다
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추가 단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즉 (i) 상기 임의의 결합된 rgdp들을 상기 에피토
프로부터 분리하는 단계; (ii) 임의의 분리된 rgdp들을 회수하는 단계; 및 (iii) 임의의 분리된 rgdp들로
부터 얻어진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재조합 시스템에 삽입해 사용하여 바이러스로부터 결합 분자 분리물을 
제조하는 단계. 상기 선별 단계에서는 상기 암호 핵산을 함유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표면과 결합한 상태로 
형질발현되는 상기 결합 분자를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특이성을 지닌 결합 분자를 암호하는 뉴클레오티드
를 분리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또한 하기 단계를 포함하여, 특이 결합쌍(sbp)의 다합체 멤버를 제조한다.

재조합 숙주 유기체내에서, 상기 sbp 멤버 또는 분비된 복제가능한 유전적 디스플레이 패키지(rgdp)의 성
분에 융합된 상기 sbp 멤버의 유전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제1 폴리펩티드 사슬를 형질발현시켜 상기 패키
지의 표면상에 상기 폴리펩티드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 및

재조합 숙주 유기체내에서 상기 다합체의 제2 폴리펩티드 사슬를 형질발현시키는 단계 및

상기 폴리펩티드 사슬들을 함께 이용하여 상기 rgdp의 일부로서 상기 다합체를 형성시키는 단계로, 이때 
상기 폴리펩티드 사슬들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성분을 이용해 패키지시킬 수 있는 핵산으로부터 형질발현
됨으로써, 상기 각 rgdp의 유전 물질이 상기 폴리펩티드 사슬를 암호한다.

상기 사슬 둘다 모드 동일한 숙주 유기체에서 형질발현시킬 수도 있다.

상기 다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제1 사슬와 제2 사슬는 각각의 그들 핵산을 함유하는 단일 벡터로부터 별개
의 사슬들로 형질발현시킬 수도 있다.

상기 폴리펩티드 사슬중 적어도 하나를 파지 벡터로부터 형질발현시킬 수도 있다.

살기 폴리펩티드 사슬들중 하나는 파자미드 벡터로부터 발현시킬 수도 있는데, 이때 이 방법은 상기 파지
미드 게놈이 패키지하는 것을 돕도록 헬퍼 파지 또는 상보성 파지 유전자를 형질발현하는 플라스미드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한 상기 rgdp의 성분은 캡시드 단백질이다. 이 캡시드 단
백질은 헬퍼 파지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거나, 결손되어 있거나, 조건부적으로 결손되어 있을 수도 있다.

상기 방법은 상기 제1 폴리펩티드 사슬를 형질발현할 수 있는 벡터를 상기 제2 폴리펩티드 사슬를 유리 
형태로 형질발현하는 숙주 유기체내로 도입시키거나, 상기 제2 폴리펩티드를 유리 형태로 형질발현할 수 
있는 벡터를 상기 제1 폴리펩티드 사슬를 형질발현하는 숙주 유기체내로 도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각각의 폴리 펩티드 사슬도 상기 성분의 융합 생성물을 이용하여 rgdp로 패키지시킬 수 있는 핵산으
로부터 형질발현될 수도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상기 두 폴리펩티드 사슬을 암호하는 핵산이 각각의 
rgdp로 패키지된다.

상기 제1 폴리펩티드 사슬와 제2 폴리펩티드 사슬중 적어도 하나를 암호하는 핵산은 상기 사슬를 암호하
는 핵산 또는 상기 사슬의 변이체군을 암호하는 핵산을 포함하는 핵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 
제1 및 제2 폴리펩티드 사슬 모두를 각각의 상기 핵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얻을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다음 단계들로 포함하여 상기 sbp 멤버 또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이 유형의 sbp 멤버 집단
을 암호하는 핵산을 포함하고 있는 핵산 라이브러리로부터 특이 결합쌍(sbp)의 멤버를 제조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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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재조합 숙주 세포내에서, 분비된 복제가능한 유전적 디스플레이 패키지(rgdp)의 한 성분에 융합되어 있는 
형태, 또는 rgdp가 상기 패키지 표면에 작용성 형태로 상기 sbp 멤버를 디스플레이하도록 상기 rgdp 성분
에 융합체 형태로 형질발현되는 상기 sbp 멤버의 폴리펩티드 성분과 결합하기 위해 유리 형태로, 상기 핵
산  라이브러리에 의해  암호된  폴리  펩티드들을 형질발현시키는 단계로,  상기  핵산  라이브러리는 상기 
rgdp 성분을 이용하여 패키지될 수 있는 형태로 상기 숙주 세포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sbp 멤버를 
디스플레이하는 rgdp의 유전 물질은 상기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호하는 핵산을 포함하
고 있다.

상기 라이브러리용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이를테면 동물의 비장 세포 또는 말초 혈액 임파구로부터 유래된 
것일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기존의 항체 암호 서열을 시험관내에서 돌연변이유발
시켜 얻을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또한 하기 단계를 포함하여, 특이 결합쌍(sbp)의 멤버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재조합 숙주 세포내에서 상기 sbp 멤버 또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이 유형의 sbp 멤버 집단을 암호하는 핵
산을 형질발현시키는 단계로, 여기에서 상기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 각각은 상기 패키지의 
표면에서 상기 sbp 멤버를 디스플레이하는 분비된 복제가능한 유전적 디스플레이 패키지(rgdp) 성분과 융
합체 형태로 형질발현되며, 상기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호하는 핵산은 상기 rgdp 성분
을 이용하여 패키지될 수도 있는 형태로 상기 숙주 세포내에 하유도어 있으며, 이로써 상기 sbp 멤버를 
디스플레이하는 rgdp의 유전 물질은 상기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모하며, 상기 숙주 유
기체는 상기 sbp 멤버내로 유전적 다양성을 도입시켜 상술한 혼합군을 제조하는 돌연변이유발 균주이다.

본 밟명은 또한 하기 단계를 포함하여, 특이 결합쌍(sbp)의 멤버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제조합 숙주 세포내에서 상기 sbp 멤버 또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상기 유형이 sbp 멤버 집단을 형질발현시
키는 단계로, 여기에서 상기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 각각은 상기 sbp 멤버를 상기 패키지 
표면에서 작용성 형태로 디스플레이하는 분비된 복제가능한 유전적 디스플레이 패키지(rgdp)의 한 성분과 
융합체 형태로 형질 발현되며, 상기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호하는 핵산은 상기 rgdp 
성분을 사용하여 패키지될 수 있는 형태로 상기 숙주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고, 따라서 sbp 멤버를 디스플
레이하는 상기 rgdp의 유전 물질은 상기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호하며, 상기 융합체는 
박테리오파지 캡시드 단백질과 함께 형성되며, rgdp들은 와일드-형으로 형질발현된 상기 캡시드가 없는 
상태에서 상기 융합체를 사용하여 형성된다.

본 발명은 또한 하기 단계를 포함하여, 특이 결합쌍(sbp)의 멤버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재조합 숙주 세포내에서, 상기 sbp 멤버 또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상기 유형의 sbp 멤버 집단 또는 v키지
의 표면상에 작용성 형태로 상기 sbp 멤버를 디스플레이하는 분비된 복제 가능한 유전적 디스플레이 패키
지(rgdp)에 융합된 펩티드 성분을 형질발현시키는 단계로, 상기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호하는 행산은 상기 rgdp 성분을 이용하여 패키지될 수 있는 형태로 숙주 세포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
로써,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을 디스플레이하는 rgdp의 유전 물질이 상기 sbp 멤버 또는 그
의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호하고, 상기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은 켑시드 융합체로서 파지미
드로부터 형질발현되며, 헬퍼 파지 또는 상보적 파지 유전자를 형질발현하는 플라스미드는 상기 캡시드 
융합체와 함께 파지미드 핵산을 패키지하는데 사용한다.

상기 라이브러리 또는 유전학적으로 다양한 집단은

(ⅰ) 상보성 sbp 멤버로 면역시킨 동물의 재배열된 면역글로블린 유전자 레퍼토리,

(ⅱ) 상보성 sbp 멤버로 면역시키지 않은 동물의 재배열된 면역글로블린 유전자 레퍼토리,

(ⅲ) 인위적으로 재배열시킨 면역글로블린 유전자 또는 유전자들의 레퍼토리

(ⅳ) 면역글로블린 상동체 유전자 또는 유전자들의 레퍼토리; 또는

(ⅴ) 상기 (ⅰ), (ⅱ), (ⅲ) 및 (ⅳ)가 임의로 조합된 혼합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캡시드 단백질은 헬퍼 파지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거나, 결여되어 있거나, 조건부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

숙주 세포는 sbp 멤버의 핵산내로 유전적 다양성을 도입시키는 돌연변이유발 균주일 수도 있다.

sbp 멤버는 면역글로블린 도메인이건, 이 도메인과 상동성이 있는 도메인을 포함할 수 있다.

rgdp는 박테리오파지일 수도 있고, 숙주는 박테리아이며, 상기 rgdp의 성분은 박테리오파지의 캡시드 단
백질일 수 있다. 이 파지는 필라멘트형 파지일 수도 이다. 파지는 Irns 파지, 즉 fd, M13, 리, Ifl, Ike, 
ZJ/Z, Ff 및 II군 파지, 즉 Xf, Pfl 및 Pf3 로부터 선택될 수도 있다. 파지는 fd 이거나 fd의 유도체일 
수도 있다. 이 유도체는 테트라跏늘린 내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상기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사슬는 파지 fd 의 유전자 III 캡시드 단백질 또는 그의 다른 필라멘트형 파지내 대응물과의 융합체 형태
로 형질발현될 수도 있다. sbp 멤버 또는그의 폴리펩티드 사슬는 분비성 리더 펩티드의 하방에 있는 성숙
된 캡시드 단백질의 N-말단 역에 삽입시킬 수 있다. 이 서열은 상기 성숙된 단백질의 아미노산 +1 뒤에 
삽입시킬 수도 있다. 삽입 부위에는 삽입하고자 하는 핵산의 각 말단부에 존재하는 서열에 대응하는 짧은 
서열들이 플랭킹하고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4 단백질 도메인이 면역글로블린 도메인인 경우, 이 파
지내의 삽입 부위는 상기 Ig 도메인의 처음 5개 아미노산과 마지막 5개 아미노산을 암호하는 뉴클레오티
드 서열들이 플랭킹하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플랭킹 뉴클레오티드 서열들은 제4.2 B도 및 제4.2 C도
에 나타내었으며, 여기에서 상기 부위-플랭킹 뉴클레오티드 서열(site-flanding nucleotide sequence)들
은 VH 도메인의 양쪽 단부중 한단부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서열 QVQLQ와 VTVSS, 또는 Fv(VH+VL 포함) 도메
인의 양쪽 단부중 한 단부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서열 QVQLQ와 LEIKR을 암호하고 있다. 삽입 부위에 플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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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하고 있는 상기 서열 각각은 제4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적절한 절단 부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상술한 제4,2 B 및 제4.2 도에 도시한 플랭킹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핵산이 면역글로블린을 
암호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삽입하고자 하는 임의의 핵산에 대한 삽입 부위의 측면에 제공하기 위해 사
용될 수도 있다.

숙주는 이. 콜리일수도 있다.

sbp 멤버인 폴리펩티드를 암호하는 핵산은 억제성 해독 중지 코돈을 거쳐 바이러스 캡시드 단백질에 대해 
하방에 연결될 수도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또한 신규의 선별 시스템 및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시스템 
및 방법에서는 원하는 특이성을 지닌 결합 분자(예, 항체)를 암호하는 유전자 서열을 일정한 특이성을 갖
고 있는 일반적인 rgdp군들로부터 분리하는데, 이는 특정 표적(이를테면 항원 또는 에피토프)에 상기 결
합 분자가 결합한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즉 상술한 형질발현에 의해 형성된 rgdp들을 선별하거나 검
색하여, 각각의 sbp 멤버 또는 그들 각각의 rgdp에서 sbp들을 선별하거나 검색하여, 각각의 sbp 멤버 또
는 그들 각각의 rgdp에서 sbp 멤버나 그의 폴리펩티드 사슬를 암호하는 핵산과 결합된 sbp 멤버의 선택된 
혼합 집단을 제공할 수 있다. rgdp들은 상기 sbp 멤버와 상보성을 갖는 멤버와의 친화성에 의해 선별할 
수도 있다.

상기 제2 멤버에 결합된 임의의 rgdp들은 용출제를 사용해 세척함으로써 회수할 수도 있다. 세척 조건은 
상기 에피토프에 대해 다소 상이한 결합 친화성을 갖고 있는 rgdp들을 얻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 대안적
으로, 이를테면 고친화성의 rgdp를 얻기 위해, 그 상보성 멤버(이를테면 에피토프)를 결합 분자에 이미 
결합된 rgdp 군에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에피토프에 대해 더 높은 친화성을 갖는 pAb들이 이
미 결합된 결합 멤버를 치환할 것이다. 즉, 상기 용출제는 상기 상보성 sbp 멤버에 결합하기 위해 상기 
rgdp와 경쟁하는 분자를 포함할 수도 있다. rgdp는 상기 상보성 sbp 멤버에 결합함에 있어 상기 패키지와 
경쟁하는 분자의 존재하에서 상기 상보성 sbp 멤버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 선별 또는 검색된 rgdp에서 유
래된 핵산을 사용하여 재조합 숙주 유기체0내에서 상기 sbp 멤버 또는 그의 단편 또는 유도체를 형질발현
시킬 수도 있다. 일종 이상의 rgdp로부터 핵산을 얻고, 이를 사용하여 각각의 sbp 멤버 또는 sbp 멤버의 
혼합 집단 또는 그의 암호 핵산을 얻기 위해 추가로 상기 방법을 실시해 암호 핵산을 제공할 수도 있다. 
형질발현 최종 생성물을 변형시켜 그의 유도체를 제조할 수도 있다.

형질발현 최종 생성물 또는 그의 유도체는 치료 또는 예방용 약제 또는 진단용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
용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유전적으로 다양한 측이 결합쌍(sbp)의 멤버중 한 유형의 집단을 암호하는 단편을 포함하
는 핵산 단편들로 구성된 라이브러리를 함유하고 있는 재조합 숙주 세포를 제공하며, 여기에서 각 sbp 멤
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은 분비가능한 복제성의 유전적 디스플레이 패키지(rgdp)성분과의 융합체 
형태로 형질발현되며, 그 결과 상기 sbp 멤버들은 작용성 형태로 rgdp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되고, rgdp
의 유전 물질은 결합된 sbp 멤버 또는 그의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호한다. 상기 dbgudd의 sbp 멤버는 면역
글로블린 또는 면역글로블린 상동체들로서, 이들을 구성하는 제1 폴리펩티드 사슬는 rgdp의 한 성분과 상
술한 융합체 형태로 형질발현되며, 제2 폴리펩티드 사슬는 유리 형태로 형질발현되어 rgdp내의 융합된 제
1 폴리펩티드 사슬와 결합한다.

본 발명은 또한 그의 게놈에 갭시드 단백질중 하나를 암호화는 핵산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의 암호 핵산
이 조건부로 결여되어 있거나, 상기 캡시드 단백질을 견손 형태로 또는 조건부 결손 형태로 암호하는 헬
퍼 파지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그의 캡시드 단백질이 결여된 필라멘트형 파지 게놈을 함유한 박테리아 숙주 세포를 제공
하는데, 여기에서 상기 숙주 세포는 상기 결함부를 보완하는 캡시드 단백질을 형질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감염성 파지 입자를 얻을 수 있다. 상기 보완성 캡시드 단백질은 숙주 내부에 함유된 다른 벡터
로부터 상기 숙주내에서 형질발현될 수도 있다. 상기 결손 캡시드 단백질은 파지 fd 의 유전자 III 또는 
다른 필라멘트형 파지의 대응물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재조합 이. 콜리 TGI M13K07 gIII No. 3(NCTC 12478)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그 표면에 특이 결합쌍 또는 그의 특이 결합 도메인의 멤버를 작용성 형태로 디스플레이
하는 복제가능한 유전적 디스플레이 패키지 형태인 파지 항체를 제공한다.

상기 방법에서, 상기 결합 분자는 항체 또는 면역글로블린과 상동성이 있는 도메인일 수 있다. 이 항체 
및/또는 도메인은 천연 유래된 것이거나 또는 합성된 것 또는 이둘의 조합체일 수 있다. 이 도메인은 
Fab, scFv, Fv dAb 또는 Fd 분자일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결합 분자는 효소 또는 수용체 또는 이와 같
은 효소 또는 수용체의 단편, 유도체 또는 유사체일 수도 있다. 대안적으로, 상기 결합 분자는 면역글로
블린 슈퍼패밀리의 한 멤버일 수도 있고, 면역글로블린 분자에 기초한 구조 형태를 가진 것일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 정의한 바와 같은 rgdp들과 특이 결합쌍의 멤버, 이를테면 항체, 효소, 수용체, 상
술한 방법중 하나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그의 단편과 유도체 같은 결합 분자들을 제공한다. 상기 유도
체들은 효소 또는 Fc 테일 같은 다른 분자에 융합된 특이 결합쌍의 멤버를 포함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또한 상술한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키트도 포함한다. 이 키트는 필수적인 벡터를 포함할 것이
다. 이러한 벡터는 일반적으로 단일 스트랜드의 박테라오파지에 대한 복제 기점을 갖고 있으며, sbp 멤버 
핵산을 포함하고 있거나, 이것을 삽입하기 위한 제한 부위를 파지 캡시드 단백질의 성숙된 암호 서열의 
5' 단부 역에 갖고 있으며, 이 부위의 상방에 외인성 폴리펩티드인 캡시드 단백빽을 세포질부에 융합하
도록 지시하는 분비성 리더 암호 서열을 갖고 있다.

상기 벡터들내의 제한 부위들은 단백질 암호 서열을 거의 절단하지 않는 효소 부위들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키트는 상술한 특성을 갖고 있거나, 또는 암호된 폴리펩티드를 유리 형태로 형질발현하는 sbp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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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을 삽입할 수 있는 삽입 부위를 포함하거나 갖고 있는 파지미드 벡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킷트에는 또한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 성분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성분의 성질은 물
론 이용된 방법의 형태에 따른다.

유용한 보조 성분으로는 펠퍼 파지, PCR 프라이머 및 각종 완충액 및 효소를 포함할 수 있다.

sbp 멤버가 항체인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PCR 프라이머 및 관련 시약은 다음 특징을 가질 수 있다:

(ⅰ) 항체의 도메인을 암호하는 서열중 센스 또는 안티-센스 스트랜드의 5' 단부에 대해 상동성을 가진 
프라이머; 및

(ⅱ) 증폭된 VH 및 HL 역의 어셈블리에 의해 Fv, scFv 또는 Fab 단편으로 형질 발현가능하도록 하는 서
열과 함께; 삽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한 부위를 벡터내로 통합하는 서열에 상동인 태그(tag) 서열 5'를 포
함하는 프라이머.

완충액 및 효소는 본원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재배열 또는 비재배열된 면역 글로블린 유전자로부터 유래
된 Fv, scFv 또는 Fab 단편을 암호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제조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자들은 그 표면상에 결합 분자, 예를 들면 항체 및 단편 및 그 유도체를 디스플레이하는 비히클을 
제공하고 후속되는 선별 및 조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파지 형태의 예로서 필라멘트형 F-특이성 박테리
오파지를 선택하 다.

F-특이성인 파지(예, 리, fd 및 M13)에서 숙주 세포를 사멸시키지 않고 증식시키는 방법을 개발시켰으며, 
이것들은 통상적으로 재조합 DNA용 비히클로서 사용된다(Kornberg, A., DNA Replication, W. H. Freeman 
and Co., San francisco, 1980). fd의 단일 스트랜드 DNA 게놈(약 6.4Kb)은 캡시드 서브-유니트를 격리하
는 박테리아의 막을 통해 배출되어 성숙한 비리온을 생산한다. 이들 비리온은 직경이 6nm, 길이가 1μm이
고 각각은 바이러스의 유전자 VIII에 의해 암호된 주요 코트 단백질 약 2,800 분자와 흡착 분자 유전자 
III  단백질(g3p)  4분자를 포함하며 후자는 비리온의 한 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구조는 “Webster  등, 
1978 in The Single Stranded DNA Phages, 557-569,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에서 검토되
었다. 유전자 III 생성물은 박테리아 F-필러스에 파지가 결합하는 것에 관여한다.

이들 파지는 정상적인 복제중에 숙주를 사멸시키지는 않지만, 이들 유전자중 몇몇의 파괴에 의해 세포사
가 야기될 수 있다(Kornberg, A., 1980, 상기 문헌). 이것에 의해 사용시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본 발명
자들은 파지 fd의 유전자 III이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이종 서열의 삽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
다. 그러나, 기타 후보 부위로는 예를 들면 유전자 VIII 및 유전자 VI이 있다.

단백질 그 자체는 파지 코트의 그리 중요치 않은 성분으로서, 유전자의 파괴가 세포사를 야기시키지는 않
는다(Smith, G. 1988, Virology 167: 156-165). 또한, 몇몇 이종 서열(생물학적 기능이 없는)을 이 유전
자내의 다양한 위치로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Smith, G. 1985, Science 228: 1315-1317., Parmley, S. 
F.  및 Smith  G.  P.  Gene:  73  (1988)  p305-318.,  및 de  la  Cruz,  V.  F.,  등,  1988.  J.  Biol.  Chem., 
263:4318-4322). 스미스 등은 파지의 외곽 표면상으로의 펩티드의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설명하 지만, 단
백질 도메인의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펩티드는 유리 용액중에서는, 예를 들면 항체
에 결합된 경우 또는 단백질의 일부를 형성하는 경우와는 상이한 구조 범위를 가질 수 있다(Stanfield. 
R. I. 등, (1990) Science 248, p712-719).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잘 규정된 3차 구조를 가지며 이 구조 
채택시에만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항체 D1.3의 구조는 유희 형태 및 항원에 결합된 형태
인 것으로 밝혀졌다(Bhat., T. N. 등, (1990) Nature 347, p483-485). 단백질의 전체적인 구조는 항원의 
결합 부위 부근에서 단지 미소한 변화가 있을뿐 각 경우에서 동일하다. 그외의 단백질은 리간드, 예를 들
면 촉매 순환과정중에 효소 헥소키나제 및 피루베이트탈수소화효소의 걸합시 상당한 배위 변화를 나타내
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폴딩된 형태는 남아있다. 이 구조 형태는 전체 단백질에 국한되지 않으며 단백질 
도메인에 의해서도 디스플레이된다. 이것은 단백질의 일부, 종종은 도메인이 되는 접힌 유니트의 개념이
며 잘 규정된 1차, 2차 및 3차 구조를 갖고, 결합 파트너에 결합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전체 
폴딩된 형태를 갖는다. 스미스 등이 한 도메인을 암호하기에 충분한 크기(최소 50 아미노산 정도)라고 설
명한 유일한 유전자 서열은 β-갈락토시다제 유전자 서열내 뉴클레오티드 861-1195에 해당하는 β-갈락토
시다제의 335 bp 단편이었다(Parmley, S. + Smith, G. P. 1988 상기 문헌). 이것은 훨씬 큰 380 아미노산 
도메인의 112 아미노산을 암호한다. 따라서, 본 출원에 앞서, 파지상에 거의 완전한 도메인 또는 접힌 유
니트가 디스플레이된 경우는 없었다. 이 경우에 있어 비리온의 감염성은 파괴되었지만, 삽입된 서열은 예
컨대 항체를 사용함으로써 파지 표면상에서 검출할 수 있었다.

유전자 III에 의해 암호된 단백질은 (i) 세포막으로 단백질을 지향시킨후 절단되는 시그날 서열; (ii) 성
숙된 단백질을 박테리아 세포막( 및 또한 파지 코트)내로 정착시키는 도메인: 및 (iii) 파지 수용체, 숙
주 박테리아의 F-필러스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도메인을 비롯하여 수개의 도메인(Pratt, D., 등, 1969 
Virology 39:42-53., Grant. R. A., 등, 1981, J. Biol. Chem. 256:539-546 및 Amstrong, J., 등,  FEBS 
Kett, 135:167-172, 1981)을 가진다. 단백질 분자로부터 유래된 짧은 서열을 성숙된 분자내 두 군데로 삽
입하 다(Smith, G., 1985 상기 문헌, 및 Parmley, S. F. 및 Smith G. P., 1988, 상기 문헌). 즉, 두 군
데란 도메인 내부 역 및 또한 N-말단의 아미노산 2와 3 사이를 말한다. N-말단의 삽입 부위가 유전자 
III 단백질의 구조 상태를 유지하고 파지 표면상의 펩티드를 디스플레이하는데 더욱 성공률이 높았다. 펩
티드에 특이성인 항혈청을 사용한 결과, 이 위치로 삽입된 펩티드가 파지의 표면상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
다. 사익 저서의 저자들은 또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파지를 정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파지에 의해 
형질발현된 펩티드는 측정가능한 생물학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천연 상태와 근본적으로 상이하게 형질발현될 때 분자의 생물학적 기능을 보유하는 것은 어렵다. 분자의 
구조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다. 대조적으로, 특이성인 항혈청에 의해 결합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
은 분자의 구조에 대해 훨씬 덜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는 소극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어, 폴리클로날 
항혈청이 웨스턴 블롯상에서 완전히 변성되고 생물학적으로 불활성인 단백질을 인식한다는 사실은 예외없
는 법칙이다(참조예, Harlow, E. 및 Lance, D., Antibodies, a Laboratory Manual, Cold Spring Har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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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atory Press, 1988). 그러므로, 구조체로 하여금 항혈청으로 프로빙(probing)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조체내 역내로 펩티드를 삽입한다는 것은, 이 역이 삽입된 서열을 노출되도록 한다는 사실만을 교시
하며, 이 역이 생물학적 또는 결합 기능을 가진 분자의 디스플레이를 위해 요구되는 구조적 제한을 가
진 큰 서열의 삽입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교시하지는 않는다. 특히, 단백질의 도메인 또는 접힌 유니트가 
이 역내에 삽입된 서열로부터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는 것을 교시하는 것은 아니다.

웨스턴 블롯을 통한 실험은 특이성 항혈청에 의해 결합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생물학적 기능
의 보유를 위해 폴딩된다는 폴리펩티드이 구조에 대해 훨씬 덜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함을 그래프에 의
해 실제로 입증한 것이다.

이. 콜리를 조작하여 외곽만 단백질 lamB와의 융합체로서 단백질 β-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형질발현시키
는 연구를 수행하 다. β-아드레날린성 수용체는 결합 활성의 존재에 의해 결정된 작용성 형태로 형질발
현되었다. 그러나, 등가의 항체 융합체를 lamB로 형성하 을 때, 항체 융합체는 숙주 세포에 독성을 나타
냈다.

본 발명자들은 큰 융합 단백질을 형질발현하기 위해 fd의 유전자 III 역내로 생물학적으로 활성인 항체 
단편에 대한 유전자 암호 서열을 삽입하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 다. 이전의 논의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러한 방안법에 의하면, 융합단백질의 작용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다. 삽입체는 적어도 100-200 아미노
산의 항체 단편을 암호하도록 크며; 항체에서 유래된 도메인은 항원 결합을 디스플레이하도록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접혀야 하고; 유전자 III의 기능 대부분이 보유되어야 한다. 융합 단백질을 구성하기 위한 본 
발명자들의 방안은 이들의 기능을 소실할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안되었다. 본 발명의 구체예에 
있어, 사용된 초기의 벡터는 감염된 이. 클릭 숙주에 테트라시클린 내성을 부여하는 플라스미드로서 증식
될 수 있는 fd 박테리오파지의 테트라시클린 내성체인 fd-tet(Zacher, A. N., 등, 1980, Gene 9, 127-
140) 다. 본 발명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fd 유전자 III 단백질의 시그날 서열뒤에 삽입하는 것을 선택
했다. 특히, 본 발명자들은 시그날 펩티다제 절단을 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성숙된 단백질의 아미노
산 1 뒤에 삽입하는 것을 선택하 다. 유전자 III 자체의 구조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삽입된 면역
글로블린 서열뒤에 대다수의 원래의 아미노산을 합성하 다. 삽입된 면역글로블린 서열은 VH-VL을 CH1-CL
에 연결하는 스위치 역으로부터의 잔기를 포함하도록 고안되었다(Le나, A., 및 Chothisa, C., Nature 
335, 188-1490, 1988).

놀랍게도, 박테리오파지 fd의 유전자 III를 조작함으로써, 본 발명자들은 원래의 감염상태를 유지하면서 
표면상에 생물학적으로 작용성인 큰 항체, 효소 및 수용체 분자를 디스플레이하는 박테리오파지를 구성할 
수 있었다. 또한, 목적하는 특이성의 항체를 가진 파지는 이 특이성을 나타내지 않는 파지의 대조물로부
터 선별할 수 있다.

항체 분자의 집단을 암호하며 파지 표면상에 항체 결합 기능을 형질발현시키기 위해 벡터내로 삽입하기 
위한 서열은 다양한 공급원 예를 들면 비장 및 말초 혈액 임파구 같은 면역 또는 비-면역된 설치류 또는 
인간의  기관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다.  암호  서열은  당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자에게  익숙한 기술
(Orlandi, R., 등, 1989 상기 문헌; Larrick, J. W., 등, 1989 상기 문헌; Chiang, Y. L., 등, 1989 Bio 
Techniques 7, p. 360-366; Ward, E. S, 등, 1989 상기 문헌; Sastry, L., 등, 1989 상기 문헌)에 의해 
또는 실시예 14, 33, 40 및 42에 기술된 신규의 결찰 기술에 의해 이들 공급원으로부터 유래된다. 이러한 
신규의 기술은 파지의 표면상에 이합체 분자, 예를 들면 Fab 및 Fv 단편을 디스플레이하는 실시예 7, 25, 
33, 39 및 40에 기술되어 있다. 생성된 pAb들의 라이브러리내 각각의 개별적인 pAb는 항원 결합 특성에 
대하여 모노클로날인 항체를 또는 항체 유래된 단편을 형질발현할 것이다.

본 발명자들에 의해 저술된 문헌은 중요하며 재조합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생물학적 결합 분자, 그의 단편 
및 유도체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에 있어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한다.

항체를 제조하기 위한 표준 재조합 기술에 있어서는, 항체 폴리펩티드쇄를 암호하는 서열을 포함하는 형
질발현 벡터를 사용하여 예컨대 이. zshffl를 형질전환시킨다. 항체 폴리펩티드를 형질발현시키고 표준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축◎한다. 검색에 의해 목적하는 특이성의 항체 폴리펩티드를 검출하면, 목적
하는 항체 폴리펩티드를 형질발현하는 특별한 형질전환된 이. 콜리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목적하는 
항체 폴리펩티드에 대한 암호 서열을 함유하는 벡터는 사용을 위해 그후 이후의 프로세싱 단계에서 이. 
콜리로부터 단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본 발명에 있어, 형질발현시 목적하는 항체 폴리펩티드는 이미 그의 유전자 암호 서열과 함께 패
키지되어 있다. 이는 목적하는 특이성의 항체 폴리펩티드 선별시, 그 서열의 단리를 위해 원래의 배양액
으로 복귀시킬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종래의 표준 재조합 기술 방법에 있어서는 항체를 형질발현
하는 각 클론을 개별적으로 검색해야만 했었다. 본 발명은 목적하는 특성을 지닌 항체를 형질발현하는 크
론을 선별하는 방법을 제공하므로 풍부한 푸울(pool)로부터 클론을 검색하는 과정만을 필요로 한다.

rgdp(예, pAb)는 특이 결합상의 멤버를 암호하는 유전 정보를 또한 포함하는 비교적 간단한 복제가능한 
구조의 표면에 특이 결합쌍의 멤버(예, 모노클로날 항원-결합 특이성의 항체)을 디스플레이하는 신규의 
구조체이므로, 특이 결합쌍의 상보적인 멤버(예, 항원)에 결합하는 rgdp(예, pAb)는 예컨대 디에틸아민, 
고 농도의 염 등을 구조체를 변성시키고 PCR을 이용하여 멤버를 암호하는 서열을 특이적으로 증폭시킴으
로써 매우 효율적으로 회수될 수 있다. 즉, pAb를 산출시키는 클론을 원래의 박테리아로 복귀시킬 필요성
이 없다.

몇몇 목적, 예를 들면 면역침전 및 몇몇 진단 시험을 위해서는 폴리클로날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을 사용하
는 것이 유리하다. 본 발명에 의해 목적하는 특성을 가진 pAb의 풍부한 푸울을 선별하거나 또한 목적하는 
특성을 가진 각각 단리된 클론을 혼합함으로써 상기한 바가 성취된다. 그후, 항체 또는 항체 단편은 필요
에 따라서는 가용형으로 형질발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선별된 폴리클로날 pAb 집단은 파지, 파지미드를 
포함하는 박테리아 또는 선별된 폴리클로날 집단으로부터 유래된 가용성 단편을 형질발현하는 박테리아의 
저장액으로부터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배양액에서 복제되고 일상적으로 제조될 
수 있는 폴리클로날 항혈청과 동등한 시약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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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포맷 및 친화력 증대]

예를 들면 항원에 대한 목적하는 특이성을 형질발현하는 개별적인 rgdp(예, pAb)는 통상의 검색 기술을 
이용하여  복합  라이브러리로부터  단리시킬  수  있다(예,  Harlow,  E.,  및  Lane,  D.,  1988,  상기  문헌, 
Gherardi, E 등. 1990. J. Immunol. meth. 126 p61-68).

본 발명자들은 rgdp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실시가능한 일련의 신규의 선별 기술을 또한 고안해냈다. 몇몇 
검색 과정의 일반적인 개요는 rgdp의 예시적인 형태로서 pAb를 이용하여 제2도에 디스플레이하고 있다.

검색될 pAb의 집단/라이브러리는 면역된 동물 또는 그밖의 동물로부터 산출되거나; 또는 기존의 파지 항
체를 돌연변이유발시킴으로써 시험관내에서 산출할 수 있다(올리고누클레오티드 지향된 돌연변이유발 같
은 당해 기술분야에 잘 공지된 기술 이용; Sambrook,  J.,  등.,  1989  Molecular  Cloning  a  Laboratory 
Manual,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이 집단은 항원 결합 특성이 샘플 c와 상이한 개개의 
pAb를 유도하기 위해 제2도와 관련하여 후술된 하나 이상의 포맷으로 검색할 수 있다.

[결합 용출]

제2(i)도는 고체 표면(s)에 결합된 항원(ag)을 나타낸 것으로, 이때 고체 표면(s)은 페트리 접시, 크롬바
토그래피 비드, 자성 비드 등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pAb의 집단/라이브러리를 ag에 통과시킨 다음, 세
척후 결합한 개체 p가 남아있도록 하고 임의로 검출 시스템 d로 검출한다. 항-fd 항혈청에 의거한 검출 
시스템은 하기 실시예 4에서 더욱 상세히 후술된다. 결합된 집단 p의 샘플을 엄밀도가 증가되는 조건하에
서 제거하면, 각 샘플에서 나타난 결합 친화력은 증대될 것이다. 엄밀도가 증가된 조건은 예를 들면 침지 
시간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침지액의 pH를 변화시키는 등에 의해 수득할 수 있다.

[경쟁]

제2(ii)도서, 항원 ag는 고형 지지체 s에 결합되고 원래의 결합 분자 c에 의해 포화 상태로 결합될 수 있
다. 돌연변이체 pAb의 집단(또는 무관한 pAb의 셋트)이 복합체에 제공되는 경우, c보다는 항원 ag에 대해 
더욱 높은 친화력을 가진것만이 결합할 것이다. 대부분의 실시예에 있어, 집단 c중 소수만이 집단 p로부
터의 개체에 의해 치환될 것이다. c가 통상의 항체 분자일 경우, 결합된 모든 물질은 회수될 수 있으며 
결합된 p는 적합한 박테리아를 감염시키고/시키거나 PCR 같은 표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회수될 수 있다.

ag가 수용체로서 사용되고 c가 대응하는 리간드로 사용되는 경우에 유라게 적용된다. 그후, 회수된 결합
된 집단 p는 수용체 결합 부위 및/또는 리간드와 구조적으로 관계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특이성은 제약 
업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유리한 적용예는 ag가 항체이고 c가 항원인 경우이다. 그후 회수된 결합된 집단 p는 연구 및 진단 
및 제약 업계에서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항-인자형(anti-idiotype) 항체이다.

현재, 항-인자형 항체를 직접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어렵다. pAb를 이용하면 B세포(그 표면상에 항체를 형
질발현)에 pAb 라이브러리(예, 천연 라이브러리)를 결합시키고 강력히 결합된 파지를 단리시킴으로써 직
접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가 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집단 p를 사전-선별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항
-인자형의 예에서, p는 항원에 결합하지 않는 관련 항체에 대해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c가 pAb인 경우에는, c 및 p중 하나 또는 모두는 이들 양자 모두를 분별하고 결합된 c에 대해 결
합한 p를 선별할 수 있도록 몇가지 방식으로 표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표식은 예컨대 비오
틴으로 p를 사전-표지시키는 무리적인 방법 또는 더욱 유리하게는 유전적인 방법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는 EcoB 제한 부위로 표식하고 반면에 p는 EcoK 제한 부위로 표식할 수 있다(ckaw조: Carter, 
P. 등., 1985, Nucl. Acids Res, 13, 4431-4443). 결합된 p+c를 항원으로부터 용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적합한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경우, 집단 c(즉, 이 예에서는 박테리아를 제한하는 EcoB)의 제한( 및 따
라서 비-성장)이 있다. 성장한 파지에는 높은 결합 친화력을 가진 p로부터의 개체가 상당히 풍부하다. 대
안으로 PCR을 사용해서 혼합물로부터 p를 특이적으로 증폭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는 신규의 서열로 p를 표
식함으로써 유전적 표식을 달성할 수도 있다.

결합된 pAb는 예컨대 PCR 또는 박테리아 감염을 이용하여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불완전한 개체가 통상의 
기술을 통해 검출할 수 있게 결합될 때에도 목적하는 특이성을 구제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목적하는 특이성 또는 친화성을 가진 단백질 분자를 디스플레이하는 파지를 선별하기 위한 방법중 바람직
한 방법은 종종 리간드를 사용하여 친화성 매트릭스로부터 용출시키는 것이다(예, 실시예 21). 친화성이 
큰 결합 분자를 디스플레이하는 파지를 용출시키기 위해서는 리간드의 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예컨대 pAb가 고 친화력 또는 화합력을 지닌 항원에(또는 다른 단백질이 결합 파트너에) 결합된 경우는 
항원과 관련된 분자로 친화성 매트릭스로부터 pAb를 용출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충분히 
높은 농도로 제조될 수 있는 적합한 특이성 용출 분자도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예컨대 항
원-항체 척물에 특이성이 아닌 용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특이성 요출 방
법중  몇몇은  파지  생존력을  저하시키는데,  일례로  파지  생존력은  pH  12에서  시간에  따라 저하된
다.(Rossomando, E. R. 및 Zinder N. D. J. Mol.Biol. 36 387-399 1968). 예컨대 항체와 친화성 매트릭스
간에는 상호작용이 있을수 있는데, 이는 파지 감염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서는 파괴할 수 없다. 이러
한 경우에는, 예컨대 항체-항원 상호작용을 파괴하지 않고 파지를 용출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파
지 구조체를 파괴시키지 않는 온화한 조건하에서(디티오트레이톨로 디티올기를 환원) 결합된 pAb를 용출
시키는 방법이 고안되었다(실시예 47).

이 용출 과정은 온화한 조건하에서 용출 과정을 수행하는 일례에 불과하다. 특히 유리한 방법은 삽입된 
외부 유전자(이 경우에는 항체 단편에 대한 유전자)와 유전자 III의 나머지부의 서열 사이에 고 특이성 
단백질분해효소로 절단되는 인식 부위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암호하는 ◎클레오티드 서열을 도입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고 특이성 단백질분해효소의 예는 X 인자 및 트롬빈이다. 친화성 매트릭스에 파지를 결합

112-15

1019930700061



시키고 용출시켜 비-특이성 결합 파지와 약한 결합 파지를 제거한 후, 강력히 결합된 파지는 절단 부위에
서 분해하기에 적합한 조건하에서 컬럼을 단백질 분해효소로 세척함으로써 제거한다. 이는 파지를 용출하
는 파지 입자로부터 항체 단편을 절단한다. 단백질분해효소 부위만이 특이적으로 도입될 유일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들 파지를 감염성인 것으로 기대된다. 그후, 강력히 결합하는 파지는 예컨대 이. 콜리 TGI 세포
를 감염시킴으로써 회수될 수 있다.

상기의 대안적인 과정은, 강력히 결합된 pAb를 보유한 친화성 매트릭스를 취하고 예컨대 SDS 용액중에서 
비등시킴으로써 DNA를 추출하는 것이다. 그후, 추출된 DNA를 사용하여 이. 콜리 숙주 세포를 직접 형질전
환시키거나 대안으로, 항체를 암호하는 서열을 예를 들면 PCR을 이용하여 본원에서 전술된 바와 같이 적
합한 프라이머로 증폭시킨후, 추가 연구용의 가용성 항체로서 또는 추가 선별 과정용의 pAb로서 형질발현
용 백터내로 삽입시킬 수 있다.

친화성에 의해 선별하기 위한 다른 바람직한 방법은 소량의 리간드를 포함하는 친화성 매트릭스에 결합시
키는 것이다.

리간드에 대해 높은 친화성을 가진 단백질 분자를 디스플레이하는 파지의 집단으로부터 선별하기를 원할 
경우, 바람직한 방법은 소량의 리간드를 포함하는 친화성 매트릭스에 파지의 집단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매트릭스상의 리간드에 결합하기 위해 고 친화성 단백질과 저 친하성 단백질을 디스플레이하는 파지간에
는 경쟁이 일어난다. 고 친화성 단백질을 디스플레이하는 파자가 우선적으로 결합하며 저 친화성 단백질
은 씻겨져 나간다. 그후 고 친화성 단백질을 리간드로 용출시키거나 친화성 매트릭스로부터 파지를 용출
하는 다른 과정에 의해 회수한다(실시예35는 이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요약하면, 친화성 단계로부터 패키지된 DNA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단순히 용출하는 방법; 상보
적인 sbp 멤버에 결합하기 위해 상기 패키지와 경쟁하는 동종의 sbp 멤버의 존재하에서 용출하는 방법; 
비등시킴으로써 제거하는 방법; 단백질을 단백질분해효소로 절단하여 제거하는 방법; 및 예컨대 기질과 
상보성 sbp 멤버간의 결합을 파괴하여 상기 패키지된 DNA와 sbp 멤버를 해리시키는 기타 방법을 당업자라
면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방법의 목적은 sbp 멤버를 형질발현시키는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패키지로부터 DNA를 수득하는 것이다.

pAb를 선별하는 과정의 효율 및 아주 큰 라이브러리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은 관심의 항체를 생성하는 검
색된 세포의 비율을 증대시키도록 개발된 면역화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이 기
술에 의하면, 통상의 기술에 의해서는 어렵거나 수득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촉매 또는 항-유전형 항체
를 포함하여 결합 특이성, 예컨대 항체-결합 특이성을 갖는 항체를 신속히 단리시킬 수 있다. 면역 레퍼
토리의 온전한 라이브러리가 구성되면 본 발명에 의해 동물을 함게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pAb 분자의 
신규한 구조는 여러 가지 다른 적용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그중 몇몇예가 다음이다:

[시그날 증폭]

주요 코트 단백질을 다른 부분을 부착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자체로서 신규의 분자로 작용하는 rgdp(예 
pAb)는 증폭된 특이성 분자, 예를 들면 항원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게 된다. 이 부분은 면역학
적, 화학적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부착되어, 예컨대 생체내 또는 시험관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검출 시약 
또는 세포독성 분자로 착물을 표지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물리적 검출]

rgdp, 예컨대 pAb의 크기는 전자 현미경법 및/또는 몇몇 바이오센서, 예를 들면표면 플라스몬 공명법과 
같은 물리적인 검출 방법에서 특히 표식체로 사용될 수 있다.

[진단 판정]

rgdp, 예컨대 pAb는 또한 진단 판정, 특히 원심분리, 침투 같이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분리를 실행하는 
경우 유리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을 보다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에 관하여 제한이 아닌 단지 예시
로서 구체예들이 더욱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제1도는 가장 단순한 항체 분다 IgG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2도는 pAb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한 선별 기술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도면으로; 제2(i)도 결합/용출 시스
템을 나타낸 것이고; 제2(ii)도는 경쟁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p=pAb; ag=pAb에 의한 결합이 필요한 항
원; c=경쟁인자 집단, 예컨대 항체, pAb, 리간드; s=지지체(예, 플라스틱 비드 등); d=검출 시스템).

제3도는 벡터 fd-tet와 벡터, fdTPs/Bs(VH 암호 서열의 삽입) 및 fdTPs/Xh (scFv 암호 서열의 삽입)의 구
성에 대한 개요도이다.

제4도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벡터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나타낸 도면이다. 모든 서열은 5'에서 
3' 방향으로 디스플레이되어 있으며 “Beck 등. 1978, Nucl. Acid Res., 5:4495-4503'에 따라 넘버링되어 
있다. 제4.1도는 돌연변이유발(올리고 1 및 2) 또는 서열분석(올리고 3)에 사용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서열을 나타낸 도면이다. 디스플레이된 서열은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즈(Applied Biosystems) 올리고뉴
클레오티드 합성기로 합성하 고, 단일 스트랜드형의 fd-tet에 상보적이다(유전자 III에 대해 안티-센스
형임). 제4.2도는 유전자 III 삽입 부위 근방의 다양한 구성체의 서열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들 서열은 
유전자 III에 대하여 센스 방향으로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A) fd-tet( 및 FdTδBst), (B) fdTPs/Bs 및 
(C) fdTPs/Xh. 중요한 제한 효소 부위는 벡터에 의해 제공된 면역글로블린 아미노산에 따라 디스플레이하
고 있다(아미노산 단일 문자 코드가 사용됨, Harlow. E., 및 Lane. D., 1988 상기 문헌).

제5도는 벡터 scFvD1.3 myc내 scFv에 대한 뉴클레오티드 및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것에 의
해 항-리소자임 단쇄 Fv의 서열과 scFvD1.3 myc내 주변 서열이 제공되는데 이것은 N-말단 pel B 시그날 
펩티드 서열과 C-말단 myc 태그 서열을 나타낸다(Ward, E. S., 등, 1989, 상기 문헌). VH와 VL 역을 결
찰하는 펩티드 서열이 또한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아미노산 서열은 단일 문자 코드로 뉴클레오티드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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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다(Harlow, E., 및 Lane D., 1988 상기 문헌).

제6도는 리소자임에 대한 pAb의 결합과 상층액의 양을 변화시켰을 때의 효과를 나타낸 도면이다. 각 점은 
2중 샘플의 평균치이다. 리소자임은 50mMNaHCO3에서 1mg/ml로 피복하 다.

제7도는 리소자임에 pAb이 결합하는 것이 미치는 리소자임 또는 소의 혈청 알부민의 피복 농도를 변화시
켰을때의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도면이다. 각 점은 이중 샘플의 평균치이다.

제8도는 fd-CAT2의 유전자 III내 클로닝 부위 주변의 서열을 나타낸 도면이다. 항체에서 유래한 서열에 
의해 암호된 아미노산뿐 아니라 제한 효소 부위도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이들은 유전자 III 시그날 서열
에 의해 5' 말단에서 그리고 3 알라닌 잔기(NotI 제한 부위에 의해 암호된) 및 성숙한 유전자 III 단백질
의 나머지 부분에 의해 3' 말단에서 플랭킹되어 있다. 화살표는 시그날 펩티드의 절단을 위한 절단 부위
를 나타낸다.

제9도는  리소자임에  대한  pAb(1.3)의  결합을  나타낸  도면이다.  파지의  결합은  (a)  헨  난백 리소자임
(HEL),  (b)  칠면조 난백 리소자임(TEL),  (c)  인체 리소자임(HUL),  (d)  소의 혈청 알부민(BSA)에  대해 
ELISA로 검출하 다. 그외 대조용으로 HEL에 대해 (e) fdTPs/Bs를 사용하 다.

제10도는 pUC19so FabD1.3의 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제11도는 파지-Fab 및 파지-scFv에 의한 리소자임-결합을 비교하는 ELISA 결과를 나타낸 도면이다. 벡터
=fdCAT2(실시예 5);  fdscFv(OX)=pAbNQ11(실시예 9);  fdVHCH1(D1.3)=정상 세포에서 성장(즉,  Ltho  부재, 
실시예 7 참조); fdFab(d1.3) 즉, D1.3 L쇄를 포함하는 세포에서 성장된 fdVHCH1(D1.3); fdscFv(D1.3)= 
pAbD1.3.

제12도는 친화성 정제된 파지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빙을 나타낸 도면이다. 4 x 10
4
 fdTPS/Bs 파지중 

1 pAb(D1.3)의 비율로 10
12
 파지를 친화성 정제하고 pAb(D1.3)에 특이성인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프로빙했

다. a는 친화성 정제1회후의 필터(총 900 콜로니)이고 b는 2회후의 필터(총 372 콜로니)이다.

제13도는 항-옥사졸론 항체 단편 NQ11 scFv의 서열을 나타낸 도면이다. 링커에 의해 제공된 서열은 하단
에 표시하 다. VH에 대한 서열은 링커 서열의 앞이며 Vl에 대한 서열은 링커 뒤에 위치한다.

제14도는 특정 항원에 pAb NQ11 및 pAb D1.3 및 벡터 fdTPs/xh이 결합하는 것에 대한 ELISA 결과를 나타
낸 도면이다.

제15도는 fd-phoAla166내에 삽입된 phoA 주변의 서열을 나타낸 것이다. 삽입 부위 주변에 phoA에 의해 암
호된 아미노산 뿐 아니라 클로닝에 사용된 제한부위도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성숙된 융합의 처음 5 아미
노산은 유전자 III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제16(1) 도는 실시예 13에서 scFv 암호 서열이 삽입된 천연의 BamHI 부위와 유전자 III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고, 제16(2) 도는 scFv 암호 서열의 삽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쳔연 펩티드 링커 부위 A 및 B를 나타
낸 도면이다.

제17도는 실시예 14에 기술된 파지 디스플레이를 위한 마우스 Vh와 VLK 레퍼토리의 PCR 어셈블리에 대한 
프로토콜을 개략적으로 타나낸 도면이다.

제18도는 실시예 14의 과정에 따라 수득된 최종 생성물의 일례를 나타낸 도면이다. 래인 a 및 b는 각각 
중쇄와 경쇄 프라이머를 이용한 초기 PCR의 생성물을 나타낸 것이며; 래인 c는 NotI 및 ApaLIdp 의한 최
종 분해전에 완전히 어셈블리된 700bp 생성물을 나타낸 것이고; M1 및 M2는 각각 Φ174 Hac III 분해물 
및 123 염기쌍 래더(ladder)(BRL Limited, P. O. Box 35, Washington Road, Paisley, Scotland)를 나타낸 
것이다.

제19도는 면역침전 분석시 fd h-PdGFB-R 파지에 
125

I-PDGF-BB가 결합하는 것과 fdTPs/Bs와 파지부재의 대

조군을 비교한 것으로; 결합은 항온처리물에 첨가된 전체 
125
I-PDGF-BB의 백분율로 표시된다.

제20도는 면역침전 분석에 의해 측정된, 비표지된 PDGF-BB에 의한 fd-h-PDGFB-R에 결합된 
125

I-PDGF-BB의 

치환을 나타낸 것이다. 결합은 항온 처리물에 첨가된 전체 
125
I-PDGF-BB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제21도는 면역침전 분석에 의해 측정된 비표지된 PDGF-BB를 이용하여 fd-h-PDGFB-R에 결합된 
125
I-PDGF-BB

의 치환을 나타낸 것이다. 첨가된 비표지된 PDGF의 부재하에서 벡터 파자 fdTPs/Bs에 
125

I-PDGF-BB가 비-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각점으로부터 공제하 다.

제22도는 실시예 17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pCAT-3 벡터(모두 M13K07에 의해 구제됨) 및 fdCAT2 scFv D1.3
과 비교하여 pCAT-3 scFv D1.3 파지미드에 의한 리소자임 결합의 ELISA 결과를 나타낸 도면이다 ELISA는 
실시예 6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행하며 그 변형 방법은 실시예 18에 상술하 다.

제23도는 면역시킨 마우스로부터 유래된 단쇄 Fv 항체 유전자의 라이브러리로부터 무작위로 선택한 개개
의 클론을; BstN1으로 분해하 을 때 나타난 분해 형태를 디스플레이한 것이다.

제24도는 실시예 21의 조합 라이브러리 및 실시에 22의 계층적 라이브러리로부터 유래된 VH와 VK 유전자 
서열을 나타낸 도면이다.

제25도는 무작위 조합 라이브러리로부터 유래된 클론의 ELISA 시그란◎의 매트릭스를 나타낸 도면이다. 
클론의 표시는 제24도에서 디스플레이한 바와 같다. 각 조합으로 발견된 클론의 수는 숫자로 나타내었다.

제26도에서 제26(a)도는 실시예 24에 기술된 pUC119의 유도체인 파지미드 pHEN1; 및 제26(b)도는 파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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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pHEN1so 클로닝 부위를 나타낸 도면이다.

제27도는 파지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해 fd-CAT2 및 pHEN1내로 클로닝된 항체 구성체를 나타낸 도
면이다. 구성체 I, II, III 및 IV는 fd-CAT2(ApaLI-NotI 단편으로서) 및 pHEN1(SfiI-NotI 단편으로서)양
자내로 클로닝 하 다. 모든 구성체는 마우스-항-phOx 항체 NQ10.12.5의 중쇄(VH) 및 경쇄(VK) 가변성 
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불변성 도메인은 인체 CK 및 CH1(γ1이소타입) 다.

제28도는 유전다 III 단백질에 융합함으로써 파지의 표면상에 항체 단편을 디스플레이하는 3가지 방법을 
나타낸도면이다.

제29도는 이. 콜리 HB2151so pHEN1-II(+)또는 pHEN1(-)배양액으로부터 취한 상층액의 웨스턴 블롯을 나타
낸 도면으로, 이는 pHEN1-II으로부터만 Fab 단편이 분비됨을 나타낸다. 항-인체 Fab는 Htho 및 Ltho 양자 
모두를 검출한다. 부착된 c-myc 태그로 인하여, 항-c-myc tag 및 항-인체 CK 항혈청 양자 모두에 의해 강
조된 L쇄는 Htho(Mr 23145 계산)보다 약간 크다(Mr 24625 계산).

제30도는 pAbD1.3 또는 가용성 scFvD1.3을 이용하여 수득된 ELISA 시그날의 비율에 미치는 리소자임 희석
의 효과를 나타내는 플롯이다.

제31도는 fdTscFvD1.3 및 가용성 scFvD1.3을 이용하여 수득된 ELISA 시그날의 비율에 미치는 리소자임 희
석의 효과를 나타내는 플롯이다.

제32도는 에스트리올 지향성 모노클로날 항체를 형질발현하는 세포주 013으로부터 유래된 scFv 단편을 디
스플레이하는 파지의 ELISA 검색으로부터 얻은 양성 결과를 나타내는 플롯이다.

제33도는 에스트리올 지향성 모노클로날 항체를 형질발현하는 세포주 014로부터 유래된 scFv 단편을 디스
플레이하는 파지의 ELISA 검색으로부터 얻은 양성 결과를 타나내는 플롯이다.

제34도는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유전자 3 융합체의 형질발현을 나타내는 웨스턴 블롯이다. 하기 각 파지 
샘플의 50배 농축물 16μ1를 항-유전자 3 항혈청(e-f)또는 항-알칼리성 포스파타제 항혈청(c-f)으로 웨스
턴 블로상에서 검출하 다:

a) TG1 세포내에서 성장된 fd-phoAla166

b) KS272 세포내에서 성장된 fd-phoAla166

c) TG1 세포내에서 성장된 fdCCAT2

d) TG1 세포내에서 성장된 fdCAT2(정제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13ng과 혼합)

e) TG1 세포내에서 성장된 fd-phoAla166

f) TG1 세포내에서 성장된 fdCAT2.

제35도는 파지의 50배 농축물의 파지-효소 100μ1(배양 상층액 5mls)를 300,000 달톤의 분자량 체류의 한
외여과막을 통과시켜 한외처리한 웨스턴 블롯을 나타낸다. 유출물과 잔류물 분회그이 웨스턴 블롯을 항-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항혈청으로 검출하 다. 원래 배양 상층액 800μ1에 해당하는 양을 겔에서 전개시켰
다.

A.  파지를 TG1  세포내에서 성장시켰다. a)  한외여과정 fd-phoAla166(단시간 노출).  b)  한외여과전 fd-
phoAla166. c) 한외여과막상에 잔류하는 fd-phoAla166 물질.

B. 파지를 KS272 세포내에서 성장시켰다. a) 한외여과전 fd-phoAla166/ b) 한외여과막상에 잔류하는 fd-
phoAla166 물질, c) fdCAT2. d) 한외여과전 정제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와 혼합된 fdCAT2. e) 샘플 d로부
터의 잔류물. f) 샘플 d)로부터의 유출물.

제36도는 Fab  어셈블러 단계로부터의 샘플을 전기 동한 것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실시예 33에 기술된 
PCR Fab 어셈블리 과정중 상이한 단계로부터의 샘플을 1% TAE-아가로스 겔상에서 전기 동시켰다. 비교가
능한 scFv  어셈블리 과정으로부터의 샘플(실시예 14에 기술됨)은 비교용으로 디스플레이되었다. 샘플은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다음과 같다:

[M=표식제]

VHCH1=PCR에 의해 증폭된 VHCH1 도메인을 암호하는 서열

VKCK=PCR에 의해 증폭된 VKCK 도메인을 암호하는 서열

-L=링커의 부재하에서 수행된 Fab 어셈블리 반응

+L=링커의 존재하에서 수행된 Fab PCR 어셈블리 반응 생성물 VHCH1 = VKCK

M=표식체

Vk=PCR에 의해 증폭된 VK 도메인을 암호하는 서열

VL=PCR에 의해 증폭된 VH 도메인을 암호하는 서열

-L=링커의 부재하에서 수행된 scFv 어셈블리 반응

+L=링커의 존재하에서 수행된 scFv 어셈블리 반응

M=표식체

제37도는 fd-CAT2(fd) 또는 pCT-3 내에서 클로닝된 scFv D1.3을 ELISA 시그날과 비교한 것이다. pCAT-3 
scFvD1.3은 M13K07(K07), N13K07△gIII No3(gIII No3)또는 M13K07 gIII△No 2(gIIINo2)로 구제하 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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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항체는 밤새 성장후 상층액중에서의 농도 대비 10배(10x), 1배(1x)또는 0.1배(0.1x)농도로 
비교하 다. fdCAT2 및 pCAT-3 비-재조합 벡터 시그날은 10x 농도에서 <0.01이었다. M13K07 gIII△No1은 
이 ELISA에서 배경치 이상의 시그날이 아닌 것에 의해 판정된 바와 같이 전혀 구제되지 않았다.

제38도는 항-g3p로 프로빙한 ELISA에서 사용한 PEG 침전된 파지의 웨스턴 블롯을 나타낸 도면이다. 유리 
g3p와 g3p-scFvD1.3 융합체 밴드는 화살표로 나타내었다.

샘플 1-fd scFvD1.3

샘플 2-pCAT3 벡터

샘플 3-M13K07, an IPTG로 구제된 pCAT3 scFvD1.3

샘를 4-M13K07, 50μM IPTG로 구제된 pCAT3 scFvD1.3

샘를 5-M13K07, 100μM IPTG로 구제된 pCAT3 scFvD1.3

샘를 6-M13K07, gIII△No3(an IPTG)로 구제된 pCAT3 scFvD1.3

샘를 7-M13K07, gIII△No2(an IPTG)로 구제된 pCAT3 scFvD1.3

패널 A는 트랙당 파지미드 배양 상층액 8μ1와 fd 사응액 801μ1(파지미드보다 10배 낮은 파지 수율)에 
해당하는 융합체 밴드가 육안관찰 가능하도록 5배 높은 샘플 로딩(트랙당 배양 상층액 40μ1에 해당하는 
양)으로 패널 A에 사용한 것이다.

제39도는  1회의  패닝(panning)에  의해  fdCAT2scFvD1.3과  fdCAT2TPB4의  혼합물로부터  생성된  다량의 
fdCAT2scFvD1.3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40도는 1회의 패닝에 의해 fdCAT2scFvD1.3과 fdCAT2TPB1의 혼합물로부터 생성된 다량의 fdCAT2scFvD1.3
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41도는 항-g3p 항혈청을 사용한 fdCAT2(1) 및 fd-tet-SNase(2)의 파지 단백질의 웨스턴 블롯이다. 표식
체의 분자량 밴드가 kD로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제42도는  10배  희석  계역(1-3  또는  4)의  강용성 SNase(3ng)(A-1), fd-tet-SNase(4X10
9
TU),  (B-1), fd-

CAT2(2X10
10
TU) (C-1) 및 PEG-침전된 fdCAT2 및 SNase 혼합물(2X10

10
TU 및 0.7μg) (D-1)의 뉴클레아제 분

석결과를 나타낸 도면이다. 표식체(M)는 λ-DNA(New England Biolabs)의 HindIII 절단물 이다.

제43도는 fd-tet, fd-CD4-V1 및 fd-CD4-V1V2로 수득된 ELISA 시그날을 나타낸 도면이다. 3개의 각 그룹에 
있어 좌측에서 우측으로 샘플은 파지 농축물(SN); 파지 농축물 + 가용성 CD4(SN+sCD4); 파지 농축물 + 
gp120(SN+gp120)이다.

제44도는 scFv B18(항-NP)의 DNA 서열을 나타낸 것이다.

제45도는 fd-tet  FvD1.3에  존재하는 FvD1.3을  암호하는 서열 삽입체의 지도를 나타낸 도면이다(실시예 
39). rbs는 리보솜 결합 부위를 나타낸다. 유전자 III은 완전한 길이로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제46도는  리소자임으로  피복된  평판에  결합함으로써  FvD1.3  또는  scFvD1.3을  디스플레이하는  파지의 
ELISA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다양한 희석 배수에서 수득된 시그날이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Fv를 형질발
현하지 않는 FvD1.3(△S-Stuffer)이 대조용으로 사용되었다.

제47도는 인체 Fab 단편을 암호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PCR 어셈블리와 관견된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타
낸 도면이다. 세부 사항은 실시예 40에 상술되어 있다.

제48도의 A는 가용성 인체 Fab 단편의 형질발현용으로 그리고 Fab 어셈블리용 링커 DNA의 합성을 위한 주
형으로서 사용되는 플라스미드 pJM1-FabD1.3의 지도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B는 Fab 구성체를 암호하는 서
열의 개요도이며, C는 Fab 어셈블리용 링커 DNA의 합성을 위한 DNA 주형의 서열을 나타낸 것이다.

제49도는 인체 scFv 단편을 암호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PCR 어셈블리와 관련된 단계를 개략적으로 나
타내는 도면이다. 세부사항은 실시예 42에 상술되어 있다.

제50도는 칠면조 에그 리소자임으로 피복된 평판을 이용한 파지 항체의 ELISA 분석 결과를 나타내는 도면
이다. pAbD1.3으로부터 돌연변이유발과 선별에의해 유도된 두 클론 B1 및 A4가 디스플레이되어 있다(실시
예 45). 농도(x 축)는 배양 상층액내 농도 대비 각 샘플 파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B1은 D1.3과 비교
하여 칠면조 에그 리소자임에 대한 결합력이 높아졌다. A4는 D1.3과 비교하여 gps 에그 리소자임에 대한 
결합력이 저하되었다.

제51도는 HEL과 TEL에 대한 파지 항체 결합의 ELISA이다. 클론 1은 fdCAT2scFvD1.3이다. 클론 2-10은 선
별후 라이브러리(실시예 46)로부터 수득된 것이다. BSA에 대한 이들 크론의 결합에 의해 규정된 배경치는 
공제하 다.

제52도는 실시예 46의 계층적 라이브러리로부터 선별하여 유래된 경쇄 D1.3 M1F 및 M21의 DNA 서열을 나
타낸 도면이다.

제53도는 pUC119로부터 유래된 Fv 람다 형질발현 벡터(실시예 48)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재배열된 람
다 생식세포계 유전자를 포함한다. 중쇄와 경쇄 카세트 각각은 pel B 리더의 상방에 리보솜 결합 부위를 
포함한다(제한 부위; H=Hind III=SphI; B=BamHI. E=EcoRIdl 디스플레이되었다).

[물질 및 방법]

본 발명자들이 사용한 이하 과정들은 상기의 1989년도의 Sambrook, J. 등의 문헌에 기술되어 있다: 제한 
분해, 결찰, 경쟁 세포의 제조(Hanahan 방법), 형질전환, 아가로스 겔상에서 제한 효소 분해 생성물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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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페놀/클로로포름을 사용하는 DNA의 정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5'-말단 표지, 박테리아 콜로니의 여
과 검색, 2 x TY 매질 및 평판의 제조, 테트라시클린 저장액의 제조, 단백질의 PAGE, 인산염 완충 식염수
의 제조.

모든 효소들은 뉴 잉글랜드 바이오랩스(CP  Laboratories,  P.  O.  Box  22,  Bishop's  Stortford,  Herts, 
England)에 의해 공급되었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 다.

벡터 fd-tet(Zacher, A. N. 등, 1980, 상기 문헌)를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No. 37000)
로부터 입수하여 경쟁 TG1 세포(유전자형: K12ζ (1ac-pro), sup E, thi, hsdD5/f 솜D36, pro A + B +, 

Lac 1
q
, 1acζM15)로 형질전환시켰다.

16-24시간동안 15μg/ml 테트라시클린과 함께 10 내지 100ml 2 x TY 배지에서 원하는 구성체를 함유하는 
TG1 세포들을 성장시킴으로써 바이러스 입자들을 제조하 다. 8 x 50ml 로우터, 소발 (Sorval) RC-5B 원
심분리기에서 10,0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시켜서 배양 상층액을 수거했다. 1/5 부피의 20% 폴리에틸렌 
글리콜(PEG)/2.5M NaCl을 첨가하고 4℃에서 1시간동안 방치시켜서 파지 입자들을 침전시켰다. 이들을 전
술한 바와 같이 15분간 회전시키고 펠릿들을 최초 부피의 1/100까지 10mM 트리스/HCl pH 8, 1mM EDTA 중
에 재현탁시켰다. 잔류 박테리아 및 미용해 물질을 마이크로원심분리기에서 2분간 회전시켜서 제거했다. 
돌연변이유발 또는 서열분석을 위한 단일 스트랜드의 DNA를 상기의 1989년도의 Sambrook J. 등의 문헌에 
따라 농축 파지로부터 제조했다.

[실시예의 개요]

[실시예 1: 삽입 지점 링커의 고안 및 벡터들의 작제]

이 실시예는 파지 벡터 fd-tet의 두 개의 유도체, 즉 a) VH 암호 서열 삽입용 fdTPs/BS, 및 b) scFv 암호 
서열 삽입용 fdTPs.Sh의 작제에 관한 것이다. 유도체 벡터들은 서열 삽입용으로 새로운 BstEII 부위를 갖
고 있다.

[실시예 2: 파지내로의 면역글로블린 Fv 도메이의 삽입]

이 실시예는 항-리소자임 항체 D1.3으로부터 유래된 scFv  암호 서열을 fdTPs/Xh  내로 삽입하여 구성체 
fdTscFvD1.3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3: 파지내로의 면역글로블린 VH 도메인의 삽입]

이  실시예는  항-리소자임  항체  D1.3으로부터  유래된  Vh  암호  서열을  fdTPs/BS  내로  삽입하여  구성체 
fdTVHD1.3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4: 파지 항체들의 결합 특이성에 관한 분석]

이 실시예는 구성체 fdTscFvD1.3 및 fdTVHD1.3의 결합 특이성에 대한 연구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5: fdCAT2의 작제]

이 실시예는 파지 벡터 fdTPs/Xh의 유도체 fdCAT2의 작제에 관한 것이다. 이 유도체는 드물게 DNA를 절단
하는 효소들에 대한 제한 부위들을 갖고 있다.

[실시예 6: 항원에 대한 파지 항체(pAb)의 특이 결합성]

이 실시예는 ELISA에 의해 리소자임에 pAb fdTscFvD1.3이 결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7: FabD1.3의 형질발현]

이 실시예는 파지 표면에 항체 Fab 단편이 디스플레이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VH-VHl 사슬는 fdCAT2에 의
해 형질발현된다. VL-CL 사슬는 fdCAT2로 또한 감연된 박테리아 숙주 세포내에서 pUC19에 의해 형질발현
된다.

[실시예 8: 벡터 파지 혼합물로부터 특이성의 목적하는 파지의 분리]

이 실시예는 결합 분자를 디스플레이하는 파지(예, fdTscFvD1.3)를 친화성 기술에 의해 벡터 파지로부터 
단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9: 항-합텐 활성을 형질발현하는 pAb의 작제]

이  실시예는  항-옥사졸론  항체  NQ11로부터  유래된  scFv  암호  서열을  fdTPs/Xhso로  삽입하여  구성체 
pAbNQ11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실시예는 ELISA에 의해 옥사잘론에 pAbNQ11이 결합되는 것을 
나타낸다.

[실시에 10: 친화성 정제에 의한 다른 pAbs의 혼합물들로부터의 pAbD1.3의 증균]

이 실시예는 한 종류의 결합 분자를 디스플레이하는 파지(예, pAbD1.3)를 친화성 기술에 의해 또다른 종
류의 결합 분자를 디스플레이하는 파지(예, pAbNQ11)로부터 단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11: 효소(알칼리성 포스파타제)를 암호하는 유전자의 fdCAT2내로의 삽입]

이 실시예는 효소에 대한 암호 서열을 벡터 fdCAT2내로 삽입하여 파지 효소, fdphoAla116을 제공하는 것
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12: 파지-효소의 효소 활성 측정]

이 실시에는 파지 표면(fdphoAla166)에 디스플레이되었을 때 효소(알칼리성 포스파타제)의 작용성을 나타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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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3: 파지내 또다른 부위내로의 결합 분자의 삽입]

이 실시예는 a) 항-리소자임 항체 D1.3 및 b) 항-옥사졸론 항체 NQ11로부터 유래된 scFv 암호 서열들을 
fdTps/Xh의 BamH1 부위내로 삽입하여 NQ11 삽입물을 갖는 구성체 fdTBam1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14: 파지 디스플레이를 위한 마우스 VH 및 VLK 레퍼토리의 PCR 어셈블리]

이 실시예는 마우스에 의해 암호된 모든 VH 및 VLK 레퍼토리들의 파지 디스플레이를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하기의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1) 비장으로부터 RNA를 제조하는 단계. 2) RNA로부터 
cDNA를 제조하는 단계. 3) 항체 서열에 대해 특이성인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모든 VH 및 VLK cDNA 암호 서
열들을 PCR 증폭하는 단계. 4) PCR 이용하여 VH 및 VLK 서열의 결합쌍으로부터 링커 분자를 산출하는 단
계. 5) PCR을 이용하여 VH 서열, 링커 및 VLK 서열을 각각 포함하는 연속적 DNA 분자들을 어셈블리하는 
단계. 특이성 VH/VLK 조합체가 무작위로 dbehehlse. 6) PCR을 이용하여 제한 부위들을 도입하는 단계.

[실시예 15: 혈소판 유래의 성장 인자(PDGF) 이소타입 BB에 대한 인체 수용체의 세포외 도메인의 fdCAT2
내로의 삽입]

이 실시예는 PDGF에 관한 인체 수용체의 세포의 도메인에 대한 암호 서열을 벡터 fdCAT2내로 삽입하여 구
성체 fdhPDGFR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16: fd 파지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 PDGF 이소타입 BB에 대한 인체 수용체의 세포외 도메인으로

의 
125
I-PDGF-BB의 결합. 면역침전 분석법을 사용한 측정]

이 실시예는 인체 수용체 PDGF 이소타입 BB가 그 리간드와 결합하는 능력을 갖는 형태로 파지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17: 결합 분자에 대한 암호 서열과 융합된 유전자 III를 함유하는 파지미드의 작제]

이 실시예는 fdCAT2로부터의 유전자 III  및  유전자 III  scFv  융합체 fdCAT2scFvD1.3을  분리 함유하는 
pUC119에 기초하여 두가지의 파지미드 즉, pCAT2 및 pCAT3 scFvD1.3을 각각 제작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18: M13K07에 관한 pCAT3scFvD1.3으로부터 항-리소자임 항체 특이성의 구제]

이 실시예는 M13K07헬퍼 파지 성장에 의해 pCAT3scFvD1.3으로부터 유전자 IIIscFv 융합체에 대한 암호 서
열을 구제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파지는 ELISA에 의해 scFv 항-리소자임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입증되
었다.

[실시예 19: pCAT3 a;c pCAT3scFvD1.3 파지미드의 형질전하 효율]

이 실시예는 이. 콜리를 형질전환하기위한 파지미드 pUC119, pCAT3 및 pCAT3 scFvD1.3 및 파지 fdCAT2의 
효능을 비교한 것이다.

[실시예 20: 면역된 마우스로부터의 단일쇄 Fv 라이브러리의 PCR 어셈블리]

이 실시예는 실시예 14에서 설명된 기본 방법(cDNA 제조 및 마우스 VH 및 VLK 레퍼토리의 PCR 어셈블리)

을 사용하고 PCR 어셈블리된 서열을 fdCAT2내로 결찰하여 10
5
 클론의 파지 라이브러리를 산출함으로써 면

역된 마우스로부터의 scFv(Vh 및 Vl 포함)를 파지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500개
의 클론들에 대한 시험 결과,  phOx에 대한 특이성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실시예 21: 면역된 마우스로부터 유래된 레퍼토리로부터 2-페닐-5옥사졸론에 특이적인 항체의 선별]

이 실시예는 실시에 20에서 설정된 라이브러리로부터 성장한 파지가 phOx를 이용한 친화성 선별 방법에 
의해 원하는 특이성을 가진 scFv를 디스플레이하는 파지를 선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22: 계층적 라이브러리의 어셈블리에 의한 추가 항체 특이성의 발생]

이 실시예는 소정의 VH 서열을 완전한 VLK 레퍼토리와 결합시키고 소정의 VLK 서열을 완전한 VH 레퍼토리
와 결합시킨 계층적 라이브러리들을 작제하고 이들 라이브러리들로부터 신규의 VH 및 VL 쌍을 선별하는 
것이다.

[실시예 23: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2-페닐-5-옥사졸론에 대하여 상이한 친화성을 갖는 박테리오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된 항체의 선별]

이 실시예는 소정의 항원에 대하여 상이한 결합 친화성을 갖는 scFv 단편을 디스플레이하는 파지를 친화
성 기술에 의해 분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24: 중감염후 박테리오파지의 표면상에 형질발현된 항체 단편의 형질발현용의 파지미드 pHEN1의 
작제]

이 실시예는 pUC119로부터 파지미드 pHEN1의 작제에 관한 것이다. pHEN1은 제26도에 도시된 특징을 갖는
다.

[실시예 25: pHEN1 및 fdCAT2를 사용한, 박테리오파지상으로의 항-옥사졸론 항체 NQ 10.12.5로부터 유래
된 단일쇄 Fv 및 Fab 단편들의 디스플레이]

이 실시예는 박테리오파지의 표면상에서 phOx에 대하여 특이성을 갖는 scFv 및 Fab 단편의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scFv의 디스플레이를 위하여, 파지미드 pHEN1은 파지 VSM13 또는 fdCAT2에 의한 구제를 위
해 scFv(VH 및 Vl)를 암호하는 서열들을 포함한다. Fab의 디스플레이를 위하여, 파지 fdCAT2는 g3p와의 
융합체로서 h 또는 L 쇄에 대한 서열을 포함하고 파지미드 pHEN1은 적절한 H 또는 L 쇄 파트너에 대한 서
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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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6: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된 상보성 항체 사슬를 암호하는 파지에 의한 항체 중쇄 또는 경홰와의 
유전자 III 단백질 융합체를 암호하는 파지미드의 구제 및 이 기술을 사용한 이중 조합 라이브러리의 작
제]

이 실시예는 항체 중쇄 또는 경쇄를 암호하는 파지 항체를 사용하여 상보성 사슬와의 유전자 2 단백질 융
합체를 암호하는 파지미드를 구제하는 것과 ELISA에서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된 Fab 단편들을 분석하는 것
에 관한 것이다. 이중 조합 라이브러리의 제조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논의되어 있다.

[실시예 27: 퍼자마두 pHEN1을 사용한 가용성 scFva 및 Fab 단편의 유도]

이 실시예는 앰버 돌연변이를 억제하지 않는 이. 콜리 균주내에서 pHEN1내의 클론들을 형질발현 하는 것
에 의해 이들 단편들을 암호하는 서열들과의 유전자 III 융합체로부터 가용성 scFv 및 Fab 단편들을 발생
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28: 가용성 scFvD1.3 대비, 1차 항체로서 fdTscFvD1.3을 사용한 리소자임의 ELISA에서의 민감도 
증가]

이 실시예는 ELISA에서 fdTseFvD1.3을 사용하여 더욱 소량의 리소자임이 가용성 sdFvD1.3에 의해서 보다 
파지 항체 fdTscFvD1.3에 의해서 검출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29: 박테리오파지 fd의 표면상에서의 단일쇄 Fv 단편으로서 마우스의 모노클로날 항체의 직접 구
제 및 형질발현]

이 실시예는 에스트리올 지향성의 모노클로날 항체를 형질발현하는 세포들로부터 직접 유도된 두 개의 클
론들의 작용성 scFv 단편들로서 파지상에서의 디스플레이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30: 박테리오파지 fd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의 역학적 특성]

이 실시예는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된 효소,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의 역학적 성질이 용액 형태로 했을 때 동
일 효소의 것들과 정성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의 입증◎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31: 알칼리성 포스파타제가 바이러스 입자의 일부로서 행동한다는 것에 대한 한외여과를 이용한 
입증]

이 실시예는 파지 효소 fdphoArg166의 작제 및 제조된 융합 단백질 및 관측된 촉매 활성 양자 모두가 파
지 입자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32: 파지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의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이 실시예는 아르세네이트-세파로스 친화성 컬럼에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의 결합 
및 반응 생성물, 인산염을 사용한 상기 파지의 특이적 용출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33: 옥사졸론 지향성 항체의 Fab 단편을 암호하는 DNA의 PCR 어셈블리]

이 실시예는 중쇄 및 경쇄 DNA 서열들의 분리 증폭 및 이후의 어셈블리에 의해 Fab 단편을 암호하는 DNA 
삽입물을 작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 구성체를 파자 벡터 fdCAT2 및 파지미드 벡터 pHEN1 내로 삽입
하면,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 Fab 단편은 작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34: 유전자 III 결여된 헬퍼 파지의 작제]

이 실시예는 유전자 III에서 서열들을 삭제함으로써 M13K07로부터 유래된 헬퍼 파지를 작제하는 것에 관
한 것이다. pCAT3-scFvD1.3의 구제에 대해서도 기술된다. scFvD1.3은 fdCAT2-scFvD1.3을 사용하는 형질발
현에 해당하는, 결실 파지를 사용하여 융합체로서 다량으로 형질발현된다.

[실시예 35: 패닝 과정을 이용하여 친화도에 따라 혼합물에서 리소자임 지향성 scFv 단편을 형질발현시키
는 박테리오파지의 선별]

이 실시예는 그들의 표면상에서 형질발현되는 리소자임 지향성 scFv 단편의 친화도에 따라 박텔오파지를 
선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상이한  친화도의  파지는  리소자임  피복된  페트리  접시에  결합시키고, 
세척후, 트리에틸아민을 사용하여 결합파지를 용출시켰다. 혼합하는 파지 보다는 5배 이상의 친화도를 갖
는 파지가 상당량 증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발견되었다.

[실시예 36: 박테리오파지 fd의 표면상에서의 촉매 활성을 갖는 스타필로콕커스 뉴클레아제의 형질발현]

이 실시예는 스타필로콕커스 뉴클레아제를 형질발현하는 파지 효소의 작제 및 파지 효소가 뉴클레아제 활
성을 보유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실시예 37: fd 파지의 표면상으로의 인체 CD4의 두 아미노 말단 도메인의 디스플레이]

이 실시예는 CD4, 세포 표면 수용체 및 면역글로블린 슈퍼패밀리 멤버의 도메인에 대한 유전자들을 박테
리오파지 fd 내로 클로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수용체는 HIV 단백질 헤120에 대한 결합에 의해 파지의 
표면상에서 작용성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실시예  38:  돌연변이유발  균주를  사용하여  파지상에  형질발현된 항-4-히드록시-3-니트로페닐아세트산
(NP) 항체의 돌연변이체의 생성 및 선별]

이 실시예는 DNA 복디스플레이의 결함 때문에 DNA를 무작위 돌연변이시키는 균주에서 파지를 성장시킴으
로써 파지에서 클로닝된 항체에 대한 유전자내로 돌연변이를 도입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몇몇의 독연
변이는 파지내로 도입한후, 모체 파지로부터 선별할 수 있다.

[실시예 39: Vh 도메인과 Vl 도메인의 비-공유 결합에 의한 박테리오파지의 표면상에의 Fv 단편의 형질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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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시예는 작용성 Fv 단편들이 VH 와 VL 도메인들의 비-공유 결합에 의해 작테리오파지의 표면상에서 
형질발현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Vh 도메인은 유전자 III 융합체로서 형질발현되고 VL 
도메인은 가용성 폴리펩2티드로서 형질발현된다. 항-리소자임 항체 D1.3로부터의 상기 도메인들을 이러한 
형태로 형질발현하도록 하는 서열들을 파지내로 도입하 으며, ELISA 결과,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 Fv 단
편은 작용성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실시예 40: Fab 구성체로서 인체의 V-유전자를 일단계 클로닝시키는 PCR계 기술]

이 실시예는 항체에 대한 유전로부터 Fab 단편들을 어셈블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인체의 하이브리도
마 및 폴리클로날 임파아세포 세포주에서 리서스(Rhesus)-D 지향성 항체들에 대한 유전자들의 예가 디스
플레이되어 있다.

[실시예 41: 표면상에 리서스 D 항원을 디스플레이하는 세포들에의 결합에 의한 리서스 D 항원 지향성 인
체 Fab 단편을 디스플레이하는 파지의 선별]

이 실시예는 리서스-D 항원 지향성 인체 Fab 단편을 암호하는 파지미드로부터 파지 항체를 작제 및 디스

플레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항원을 디스플레이하는 파지는 리서스-D
+
 적혈구에 대한 결

합에 의거하여 scFvD1.3 항-리소자임 디스플레이하는 파지의 배경치로부터 친화성 선별하 다.

[실시예 42: 인체 scFv 구성체의 일단계 클로닝에 대한 PCR계 기술]

이  실시예는  면역되지  않은  인체로부터  유래된  scFv  단편들의  라이브러리들을  생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IgG 및 IgM 서열들로부터 유래된 scFv 단편들의 파지미드에서 라이브러리들의 파지 디스플레이에 
대한 제조예가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실시예 43: 면역되지 않은 인체의 scAFv 라이브러리로부터의 결합 활성의 분리]

이 실시예는 면역되지 않은 인체의 IgM 유전자로부터 유래된 scFv 단편들의 라이브러리로부터, BSA, 리소
자임 및 옥사졸론 지향성 파지 항체들에 대한 클곤들을 분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패닝 또는 친화성 크
로마토그래피 및 ELIA에 의한 결합 특이성의 분석에 의해 선별하 다. 클론들을 서열 결정한 결과, 이들
은 인체 기원의 것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44: 유전자 3(g3)이 결여된 헬퍼 파지를 사용한 인체 IgM 라이브러리의 구제]

이 실시예는 면역되지 않은 인체 IgM 유전자의 scFv 단편들의 라이브러리로부터, 티로글로블린 및 옥사졸
론에 대하여 특이성인 파지 항체들에 대한 클론의 파지 항체들의 콜론들을 분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구제는 유전자 III가 결여된 헬퍼 파지, M13K07gIII No 3(NCTC 12478)에 의해서 이루
어졌다. M13K07로서 구제된 것과 비교하여 이러한 파지로 구제한 파지미드 라이브러리는 더욱 적은 선별 
회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45:  고정된  칠면조  리소자임상에서의  돌연변이유발  및  선별에  의한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된 
scFvD1.3의 미세 특이성의 변형]

이 실시에는 scFvD1.3에 의해 칠면조 에그 리소자임에 비해 gps 에그 리소자임을 우선적으로 인식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잔기를 랜덤 아미노산으로 치환함으로써 pCATscFvD1.3을 시험관내에서 
돌연변이유발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칠면조 에그 리소자임을 인식하는 
파지 항체를 선별한 후, 클론들을 ELISA에 읫해 특이성에 대하여 분석하 다. 헨과 칠면조 리소자임에 대
해 보다 동일한 인식을 갖는 두 그룹의 클론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하나의 그룹은 칠면조 효소에 대해 
증가된 ELISA 시그날을 가지며, 또다른 그룹은 헨의 효소에 대하여 감소된 시그날을 갖는다.

[실시예 46: 면역되지 않은 마우스로부터 유래된 VLK 라이브러리에 의한 VLK 도메인의 치환에 의한 항체 
특이성의 변형]

이 실시예는 헨 난백 리소자임에 특이성인 scFvD1.3의 VL 도메인을 VL 도메인의 라이블러리로 치환함으로
써, 칠면조 난백의 리소자임(TEL)에도 또한 결합하는 scFv 단편들을 선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scFv 단
편들이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되면 TEL로 피복된 튜브상에서 패닝함으로써 이를 선별하 다. ELISA 분석에 
의해, HEL에 비해 TEL에 대하여 증가된 결합력을 갖는 클론을 입증하 다. TEL에 대해 최대의 결합력을 
갖는 것들을 서열분석하 다.

[실시예 47: 자성 비이드에 부착된 항원으로서의 결합에 의한 파지 항체 특이성의 선별. 온화한 조건하에
서 결합된 파자의 용출을 가능하게 하는 절단성 시약 사용]

이 실시예는 온화한 조건하에서 결합된 파지의 방출을 가능하게 하는 친화성 선별 방법에서 절단가능한 
결합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자성  비이드에 결합된 비오틴일화된 Ox-BSA를  사용하여 선별하면 
pAbD1.3와의 혼합물로부터 pAbNQ11의 양이 약 600배 증대된다. BSA와 비오틴 사이의 결합이 절단됨으로써 
분해는 파지의 용출이 가능해 진다.

[실시예 48: 증식된 항원 특이성 항에 유전자의 푸울을 제공하기 위해 세포 선별을 이용하는 방법. 박테
리오파지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 항체 단편의 레퍼토리의 복합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이 실시예는 세포 선별을 이용하여 4-히드록시-3-니트로페닐아세트산 지향성 항체들을 암호하는 유전자들
이 증식된 푸울을 생성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 기술을 박테리오파지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 항체 레
퍼토리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이다.

[실시예 1]

[삽입 지점 링커의 고안 및 벡터들의 작제]

벡터 fd-tet는 테트라시클린 내성 유전자에 플랭킹하고 있는 두 개의 BstEII제한 부위들을 갖고 있다(제3 
도). Vh 단편들을 삽입하기위한 방법은 유전자 III내의 새로이 삽입된 BstEIIqndnlso로 그들을 결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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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므로, fd-tet로부터 원래의 BseEII 부위들을 결실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 과정은 fd-tet를 제
한 효소 BstEII로서 분해하고, 5' 돌출부(overhang_를 채우고 재결찰하여 벡터 fdTζBst를 생성시킴으로
써 수행하 다. BstEII(0.5유니트/μl)에 의한 fd-tet의 분해는 25ng/μl의 농도로 DNA를 포함하는 1 x 
KGB 완충액(100mM 포타슘 글루타메이트, 23mM 트리스-아세테이트(pH 7.5), 10mM 마그네슘 아세테이트, 50
μg/ml 소의 혈청 알부민, 0.5mM 디티오트레이톨(상기의 Sambrook, J 등의 문헌, 1989년))에서 수행하
다.  2  x  KGB  완충액을 사용하여,  5'  돌출부를 250μM의 각 dNTP's(Pharmacia  Ltd.,  Pharmacia  house, 
Midsummer  Boulevard,  Milton  Keyens,  Buck.,  UK)  및  0.04유니트/μl의  클레노우  단편(Amersham 

International, Lincoln. Place, Green End, Aylesbury, Bucks., UK)으로 채웠다. 실온에서 1시간 배양한
후, DNA를 페놀/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하고 에탄올로서 침전시켰다.

500ng/μl의 DNA 농도에서 결찰을 수행했다. 결찰부를 경쟁 TG1 세포내로 형질전화하고 15μg/ml의 테트
라시클린이 보충된 TY 평판상에 평판배양했다. 이것은 테트라시클린 내성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가 결찰 
단계동안에 벡터내로 재삽입되◎ 벡터들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다. 콜로니들을 15μg/ml의 테트라시클린이 
보충된 25ml의 2 x TY 배지내에 채취해 넣고 37℃에서 밤새 성장시켰다.

이중 스탠드의 DNA를 진-클린 II 키트(Bio101 Inc., P.O. Box 2284, Ka Jolla, California, 92038-2284, 
USA)를 사용하여; 그리고 거기서 기술된 소규모 급속 플라스미드 DNA 분리 과정에 따라 생성된 클론으로
부터 분리해냈다. 5개의 생성된 클론들의 배향을 제한 효소 Clal을 사용하여 검사했다. Clal에 의해 fd-
tet와 동일 제한 패턴을 나타내지만, BstEII 부위를 갖지 않는 클론을 선별했다.

시험관내에서 fdTζBst를 돌연변이시켜 유전자 III 암호 서령를 갖는 프레임내, 유전자 III 시그날 펩티
드의 하방으로의 항체 단편들의 클로닝을 촉진하는 적절한 제한 부위들을 갖는 벡터들을 생성하 다. 올
리고뉴클레오티드 직접 돌연변이유발 시스템 변형 2(Amersham International_에 의해 올리고 1(제4도)을 
사용하여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직접 fdTPs/Bs를 생성시켰다.(VH 단편들의 클로닝을 촉진시켰다). 프라이머
로서 올리고 3(제4도)와 함게 서열분해효소 변형 2.0 키트(USB Corp. P. O. Box 22400, Ckevekabdm Iguim 
44122, USA)를 사용하여 서열 offdTPs/Bs(제4도)를 확인했다.

참조문헌 [Venkitaraman, A. R. Nucl. Acid Res. 17, p 3314]의 방법에 따라 올리고 2로 fdTPs/Bs를 돌연
변이유발시켜서 제2 벡터 fdTPs/Xh(단일쇄 Fv 단편의 클로닝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를 생성시켰다. 프라
이머로서 올리고 3와 함께 서열분해효소 변형 2.0 키트(USB Corp.)를 사용하여 fdTPs/Xh(제4도)의 서열을 
확인했다.

당업자라면, 대안의 작제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M13 및/또는 이것의 숙주 박테리아는 
이것의 유전자 가 과도한 세포사의 징후없이 파괴될 수 있도록 변형할 수 있으며, 변형된 fd 유전자 III, 
또는 다른 변형된 단백질을 pUC119 같은 단일 스트랜드의 파지 복제 기점을 포함하는 플라스미드내로 삽
입한후, K07같은 변형된 파지에 의한 중감염에 의해 헬퍼 파지로부터 일부 그리고 파지 항체 유전자 III 
구성체로부터 일부 유래된 피복물내로 파지 항체 게놈의 캡슐화를 시킬 수 있다.

fdTPs/Bs 같은 벡터의 작제가 파지 항체의 단부를 수득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점착성 피트 크
로닝/돌연변이유발 같은 방법(Clackson, T. 및 Winter, g. 1989, Nucl, Acids. Res., 17, p10163-10170 
참조)을 이용하면 제한 효소 분해물의 사용 및/또는 결찰 단계들을 생략할 수 있다.

[실시예 2]

[파지내로의 면역글로블린 Fvehap인의 삽입]

플라스미드 scFvD1.3 myc(g. Winter 및 A. Griffi손로부터 입수)은 항체 D1.3의 단일쇄 Fv 변형물을 형성
하도록 렙티드 링커 서열을 통해 융합된 항체 D1.3으로부터의 VH 및 VL 서열들을 함유한다. scFvD1.3 myc
에서 scFv 서열 및 주변의 서열들을 제5도에 도시되어 있다.

D1.3 항체는 gps 에그 리소자임(harper, M. 등, 1987년, Molec. Immunol. 24, 97-108) 지향성으로, 이. 
콜리내에서  형질발현된  scFv  형태는  동일한  특이성을  갖는다(A.  Griffiths  및  G.  Winter  personal 
Communication). 

PstI 및 XhoI(이들 제한 부위들은 제5도에 도시되어있음)에 의한 scFvD1.3 myc 분해로 scFv의 벌크를 암
호하는 693bp의 단편을 절제한다. PstI 및 XhoIdp 절단된 fdTPs/Xhso로 상기 단편을 결찰하여 유전자 III 
시그날 펩티드 및 완전한 D1.3 scFv에 융합되고 아미노산 2로부터의 성숙된 유전자 III 단백질앞에 놓인 
제1아미노산을 암호하는 구성체 fdTscFvd1.3을 생성한다.

PstI  및 XhoI로 2시간 분해시킨후, 37℃에서 30분간 1 유니트/μl의 송아지 장의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Boehringer  Mannheim  UK  Ltd.,  Bell  Lane,  Lewes,  East  Sussx,  BN  7  1LG)로 분해시켜서 결찰용 벡터 
fdTPs/Xh를 제조했다. 새로운 송아지 장의 알칼리성 포스파타제를 최종의 전체 농도가 2 유니트/μl도 되
도록 부가하고 37℃에서 이후 30분동안 더 배양했다. 반응물을 페놀/클로로포름으로 3회 추출하고, 에탄
올로 침전시키고, 물에 용해시켰다. scFvD1.3myc로부터의 삽입물을 적절한 제한 효소(PstI 및 XhoI)로 제
거하고, 페놀/클로로포름으로 2회 추출하고, 에탄올로 침전시키고 물에 용해시켰다. 벡터 및 삽입물 샘플 
모두의 최종 농도를 각각 5ng/μl로 한다는 점만을 제외하고는 실시에 1에 기술된 바와 같이 결찰을 수행
했다. 실시예 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서열분석하여 올바른 구성체의 형성을 확인했다.

예상된 크기의 단백질이 제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비리온들을 전술한 바와 같이 PEG 침전에 의해 
농축시켰다. 상기 1989년의 Sambrook J. 등의 문헌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전기 동용 샘플을 제조했다. 2ml
에 해당하는 상층액을 148% SDS 폴리아크릴아미드 겔상에 적재했다. 전기 동후, 겔을 20% 메탄올을 포함
하는 겔 전개 완충액(50mM 트리스, 380mM 글리신, 0.1% SDS)중에 15분동안 침지시켰다. TE70 Semi Phor 
반건조 블로팅(blotting) 장치(Hoeffer, 654 Minnesota Street, box 77387, San Francisco, California 
97107, USA)를 사용하여 새로운 1 x 전개 완충액/20% 메틴올에서 니트로셀룰로오스 필터로의 전이를 실시
했다.

전이후 인산염 완충 식염수(PBS)중의 우유 분말(Marvel)의 2%용액에서 1시간동안 항온처리시켜 필터를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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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킹시켰다. 파지 항체 융합 단백질에서 scFv 및 Vh 단백질 서열들의 검출하는 과정은 친화성 정제된, 박
테리아에 의해 형질발현된 scFv 단편(G. Winter로부터 제조)에 대하여 생성된 토끼의 폴리클로날 항혈청
의 1/1000희석액(2% 우유 분말중)으로 1시간동안 필터를 침지시켜서 실시했다. PBS(3 x5분 세척액)로 세
척한 후, 양고추냉이 퍼옥시다제에 축합된 항-토끼 항체(Sigma, Fancy Road, Poole, Dorset, BH17 7NH, 
UK)를 사용하여 결합된 1차 항체를 1시간동안 검출했다. 필터를 PBS/0.1%  트리톤 X-100에서 세척하고, 
0.5mg/ml  3,3'-디아미노벤지딘 테트라히드로클로라이드(DAB),  0.02%  코발트 클로라이드,  PBS중의 0.03% 
과산화수로 전개시켰다.

클론  fdTVHD1.3(실시예  3에서  VH의  암호  서열  삽입용)  및  fdTscFvD1.3(scFv의  암호  서열  삽입)에서 
69,000 내지 92,500의 단백질을 항-Fv 혈청에 의해 검◎출하 다. 이것은 작제된 융합 단백질에 대하여 
예상된 크기이다. 이 생성물은 fd-tet, fdT ζBst 또는 fdTPs/Xh로부터 유래된 상층액에서는 관측되지 않
는다. 

[실시예 3]

[면역글로블린 VH 도메인의 파지 항체내로의 삽입]

D1.3으로부터의 VH 단편을 플라스미드 pSW1-VHD1.3-TAG1(Ward. E. S. E, 1989, 상기 문헌)에서 얻었다. 
이 플라스미드를 Pst1과 BstEII를 사용해 분해하여 제5도에 113 위치와 432 위치 사이에 도시된 단편을 
얻는다. 이 단편을 fdTPs/BS의 PstI과 BstEII 부위들내로 클로닝시켜 성숙된 유전 III 단백질(2개의 아미
노산이 결실되어 있음)의 첫 번째 3번째 아미노산 사이에 삽입된 완전한 VH 도메인과의 융합 단백질을 암
호하는 구성체 fdTVHD1.3을 수득했다.

상기 사용된 방법은 이용된 벡터가 PstI과 BstEII로 분해된 fdTPs/Bs라는 점만 제외하고는 실시예 2와 완
전 동일했다.

[실시예 4]

[파지 항체들의 결합 특이성에 관한 분석]

ELISA 기술을 사용하여 특이적 항원인 리소자임에 대한 각종 파지 항체의 결합성을 분석했다. 파지 항체
(예를 들면, fdTVHD1.3과 fdTsc/FvD1.3)를 이. 콜리내에서 성장시키고, 사익 재료 및 방법에서 기술한 바
대로 PEG를 사용해 파지 항체 입자를 침전시켰다. 유사 관련된 파지 M13에 대해 생성된 폴리클로날 양의 
혈청을 사용하여 결합된 파지 항체 입자들을 검출했다.

16-24시간 도안 50mm NaHCO3중의 리소자임(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mg/ml)용액 200μl 96 웰 평판 팔콘 마

이크로테스트   가용성  평판,  Falcon:  ecton  Dickinson  Labware,  1950  Williams  Drive,  Oxnard, 
California, 93030, U. S. A)을 피복하여 ELISA 평판을 제조하 다. 사용전에, 상기 용액을 제거하고, 상
기 평판을 PBS로 수회 세정한 후, 1시간 동안 2% 우유 분말/PBS 200μl을 상용해 항온처리했다. PBS로 수
회  세정한  후,  시험  샘플  100μl를  첨가하고,  1시간  동안  항온처리했다.  평판들을  세척(0.05%  트윈 
20/PBS로 3회 세정한 후, PBS만을 사용해 3회 세정함)했다. 2% 우유 분말/PBS중의 양의 항-M13 폴리클로
날 항혈청(표준 방법을 사용해 본 기술분야의 당업자에 의해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거나 하나, 본 발명자
들은 이들을 G. Winter로부터 입수하 음)의 1/1000 희석액을 웰당 200μl씩 첨가하고, 1시간동안 항온처
리함으로써 결합돤 파지 항체를 검출하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세척한 후, 상기 평판을 비오티닐화시킨 
항-양의 항체(Amersham International)와 함게 30분간 항온 처리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평판들을 세척하
고, 스트렙타비딘-양고추냉이 퍼옥시다제 복합체(Amersham International)과 함게 항온 처리했다. 최종적
으로 상기와 같이 세척한 후, 시트레이트 완추액중의 0.5mg/ml ABTS 기질을 첨가했다(ABTS=2'2'-아지노비
스(3-에틸벤즈티아졸린  설폰산);  시트레이트  완충액=50mM  시트르산,  50mM  트리-나트륨 시트레이트
(54:46)), 과산화 수소를 0.003%의 최종 농도롤 첨가하고, 이 평판을 1시간도안 항온처리 했다. 405nm에
서의 광학 필도를 Titert다 multiskan plate reader를 사용해 판독했다.

제6도는 파지 항체의 양을 변화시켰을 대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PEG로 침전시킨 파지의 여러 가지 희
석액 100μl를 가하고, 이들을 제조할 때 사용한 원배양물의 부피로 그양을 표시했다. ScFv를 함유하는 
파지 항체(fdTscFvD1.3)와 VH를 함유하는 파지 항체(fdTVH1.3)양자 모두로부터 유래한 시그날이 파지 항
체 벡터(fdTPs/Xh)로부터 유래한 시그날 보다 더 높다. 배양물 1.3ml 에 해당하는 야을 상용한 경우에 최
고의 시그날:노이즈 비율이 얻어졌다.

제7도는 여러 농도의 리소자임 또는 소의 혈청 알부민(BSA)을 사용해 평판을 피복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원  파지  항체  배양물  1ml에  해당하는  양을  사용했다.  리소자임으로  피복할  웰을  사용하는  경우, 
fdTscFvD1.3으로부터 유래한 상층책에서 나탄난 시그날이 fdTPs/Xh에서 나타난 시그날 보다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상기 평판상의 시그날 수준은 피복된 리소자임의 양에 비례한다. 이 결과는 검풀된 결합현상
이 항원으로서 리소자임에 특이적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실시예 5]

[fd CAT2의 작제]

암호 서열내에 있는 항체 유전자 삽입물이 원치 않게 절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끔씩만 DNA를 절단하는 
제한 효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벡터를 고안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와 관련하여, 8개의 염기 인식 서
열을  갖는  효소들이  특히  유용하며,  그의  예로는  NotI과  SfiIdl  있다.  Chaudhary  등(PNAS  87 p1066-
1990)은 항체 가변성 유전자내에서 드물게 존재하는 다수의 제한 부위들을 규명했다. 본 발명자들은 이러
한  타입의  효소를  사용하는  방법의  예로서,  이들  부위중  2개를  이용하는  벡터를  고안하여  작제했다. 
ApaLI과 NotI 효소에 대한 부위를 fdTPS/Xhso로 유전고유학적으로 조작해 fdCAT2를 생성해냈다. 올리고뉴
클레오티드: 5' ACT TTC AGT TTC TGC GGC CGC CCG TTT GAT CTC GAG CTC CTG CAG TTG GAC CTG TGC ACT GTG 
AGA ATA GAA 3'를 합성(상기 제4도의 설명부분 참조)하고, 실시예 1에서 기술한 바 있는 실험실내 돌연변
이유발 키트(Amersham International)를 이용하여, 상기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fdTPs/Xh를 돌연변이유발
시킴으로써, fd-CAT2를 생성해냈다. DNA 서열분석 방법을 사용해 조작부위 주변의 fd-CAT2so 서열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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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유전자 IIIsoml 삽입 지점 주위에 있는 최종 서열을 제8도에 나타내었다. N. B. fdCAT2는 본원 명
세서내에서 fd-tet-DOG1  및 fdDoG1로 혼용하고 있다.

[실시예 6]

[항원에 대한 파지-항체(pAb)의 특이 결합성]

ELISA를 사용해 리소자임에 대한 pAB D1.3(실시예 2의 fdTscFvD1.3)의 결합성을 추가 분석했다.

[방법]

[1. 파지 성장]

파지가 형질도입된 박테리아의 배양물을 15μg/ml의 테트라시클린을 함유한 2 x TY 배지 10-100ml를 사용
해  제조하고,  16-24시간  동안  37℃에서  진탕하면서  성장시켰다.  이  배양물을  원심분리(8x50ml  rotor, 
Sorval RC-5B 원심분리기, 10,000rpm에서 10분)하여 파지 상층액을 제조했다.이 단계에서 파지 역가는 1-

5x10
10
/ml 형질도입 유니트 다. 1/5 부피의 20% PEG 2.5M NaC1을 첨가하고, 4℃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원심분리(상기 참조)시킴으로써 파지를 침전시켰다. 이 파지 펠릿을 원 부피의 1/100로 pH 8.0인 1mM 
EDTA, 10mM 트리스-HC1중에 재현탁시키고, 나머지 박테리아와 응집된 파지는 벤치 마이크로원심분리기에
서 2분간 원심분리시켜 제거했다.

[ELISA]

실시예 4에 기재한 바와 같이 평판을 항원(1mg/ml 항원)으로 피복하고, 불로킹시켰다. 2x10
10
 파지 형질도

입 유니트를 2% 탈지 분유(MPBS)가 함유된 인산염 오나충 식염수(PBS)중에 상시 항원이 피복된 평판에 첨
가했다. 각 단계들 사이에 평판들을, PBS중의 0.5% Tween-20으로 3회 세정한 후 PBS로 3회 세정해 세척했
다. 결합된 파지는 양의 항-M13 항혈청과 함께 항옹처리해 전개시키고, 양의 면역글로블린 및 
ABTS(2',2'-아지노비스(3-에틸 벤즈티아졸린 술폰산))를 감지하는 양고추냉이 퍼옥시다제(HRP)가 어셈블
리된 항-염소의 혈청(Sigma, Poole, Dorset, UK)을 상용해 검출했다. 적절한 시간이 경과된 후 405nm에서 
흡광도를 판독했다. 이 결과로부터(제9도) 상기 항체 보유-파지가 원래의 D1.3 항체와 동일한 반응 패턴
을 갖고 있으며(Harper, M., Lema, F., Boulot, G., 및 Poljak, F. J. (1987) Molec. Immunol. 24, 97-
108), gps 난백 리소자임에 결합하지만 칠면조 난맥 리소자임, 인체의 리소자임 또는 소의 혈청 알부민에
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gps 난백 리소자임과 불과 7개의 아이노산만이 상이한 칠면
조 난백 리소자임에 상기 파지의 결합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부터 상기 파지 특이성이 입증되었다.

Immunol. 24, 97-108), 헨 난백 리소자임에 결합하지만 칠면조 난백 리소자임, 인체의 리소자임 또는 소
의 혈청 알부민에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gps 난백 리소자임과 불과 7개의 아미노산
만이 상이한 칠면조 난백 리소자임에 상기 파지의 결합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부터 상기 파지 특이성이 
입증되었다.

[실시예 7]

Fab D1.3의 형질발현

이 실시예의 목적은 실시예 2에 사용된 scFv 포맷이 pAb 시스템에서 항체 단편을 디스플레이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항체 단편은 Fab 단편(제1도)으로, 이 실시예
에서는 그 표면상에서 Fab-형단편을 형질발현하는 pAb의 작제를 설명하며 pAB가 그것의 항원에 특이적으
로 결합함을 입증한다. 본 발명자들은 pAb 자체내에 암호 서열로부터의 VH 및 CH1 도메인으로 구성되는 
항체 단편의 중쇄를 형질발현하고 또한 pAb에 의해 감염된 박테리아 숙주 세포내에서 경쇄를 공도-형질발
현하도록 선택하 다. 항-리소자임 항체 ◎1.3의 VH 및 CH1 역은 fd CAT2내로 클로닝하고, 상응하는 경
쇄는 플라스미드 pUC19내에 클로닝하 다. Skerra 및 Pluckthun의 연구(Science 240, p1038-1040(1988)) 
및 Better 등(1988, 상기 문헌)에 의해 항체 분자의 다합체성 항원 결합 단편이 적합한 시그날 서열을 사
용하는 적용성 형태로 박테리아 세포의 주변세포질내로 분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런, 상기 
문헌들에는  세포로부터  결합  단백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특수  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며,  예를  들면 
Skerra 및 pluckthun의 문헌에는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주변세포질로부터 Fv 단편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자들은 결합분자를 파지 입자상에서 세포의 외부로 지향시키는 것
이 가능하며,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 현상들을 수반해야 함을 알아내었다: 결합 분자의 정확한 분비 및 중첩; 결합 분자 사슬의 결합; 파
지 입자의 정확한 어셈블리; 및 세포로부터 완전 파지 입자의 분리.

그러나, 대아으로 예를 들면 형질발현 카세트를 파지 게놈내  적당한 우치로 클로닝함으로써 경쇄를 pAb 
게놈내로부터 형질발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상기의 적당한 위치란 관련 파지 M13의 유도체내에 유전조
작된  멀티클로닝  부위를  포함하는  유전자간  역이다[Yanisch-Perron,  C.  등.,  (Gene  33, p103-
119(1985)) 참조].

이 실시예의 출발점은 pUC19내의 클론 Fab D1.3 이었으며, 이것의 지도는 제10도에 도시하 다. 하기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KSJ6 및 7와 하이브리드화하는 역은 제10도에 밑줄로 표시하 다. VH-CH1 역을 
암호하는 서열(하기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KSJ6 및 7에 의해 5' 및 3' 말단에서 한정된 역)을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KSJ6 및 7을 사용하여 pUC19의 Fab D1.3으로부터 PCR 증폭시켜 5' 단부에는 PstI 부위를 유
지시키고 3' 단부에는 XhoI 부위를 도입하여 fdCAT2로의 클로닝을 용이하게 하 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KSJ6 및 7의 서열은 하기에 나타내었다. KSJ7의 밑줄 억은 D1.3의 서열과 하이브리드하는 부분을 나타
낸다.

KSJ6: 5' AGG TGC TFC TGC AGG AGT CAG G 3'

KSJ7: GGT GAC CTC GAG TGA AGA TTT GGG CTC AAC TTT 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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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조건은 90℃에서 45초간 변성,, 55℃에서 1분간 어니일링(annealing) 그리고 72℃에서 1분간 연장시
키는 PCR 증폭과정을 30회 수행한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실시예 11에서 설명한바와 동일했다. 사용한 주형
은 물에 재현탁시켜 비등처리한 pUC19의 Fab D1.3을 함유하는 TG1 세포로부터 DNA이었다. 몇몇 콜로니 물
질을 100μ1의 증류수에 넣고 10분동안 비등시켜서 콜로니로부터 주형 DNA를 제조하 다. 이 혼합물 1μl
를 20μl의 PCR에 사용하 다. 이 방법에 의해 약 600bp의 예상 단편이 증폭되었다. 이 단편을 pstI 및 
XhoI으로 절단하여 아가로스 겔로 정제한 후, PstI/XhoI-절단 fdCAT2내로 결찰시켰다. PCR 혼합물을 페놀
/클로로프름으로 추출하고 에◎올로 침전(Sambrook 등의 상기 문헌 참조)시킨후,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PstI  및  XhoI(New  England  Biolabs)로  분해시켰다.  단편을  1%  트리스-아세테이트  EDTA  아가로스 겔
(Sambrook  등의  상기  문헌  참조)에  용해하고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진클린  (BIO  101,  Geneclean,  La 
Jolla, San Die해, California, USA)를 사용하여 정제하 다.

fd-CAT2 벡터 DNA를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PstI 및 XhoI(New England BioLabs)로 분해하고, 페놀.클로로
포름으로 추출한후 에탄올로 침전시켰다(Sambrook 등의 상기 문헌 참조).

75ng의 PstI/XhoI-분해된 벡터 DNA를 12μl의 결찰 완충액(66mM 트리스 HC1(pH 7.6), 5mM Mgcl2,5mM 디티

오트레이톨, 100μg/ml의 소의 혈청 알부민, 0.5mM ATO, 0.5mM 스페르미딘)과 400 유니트 T4 DNA 리가제
(New England BioLabs)중에서 16℃로 16동안 40ng의 PCT-증폭된 PstI/XhoI-분해 hEGF-R 단편에 결찰시켰
다.

2μl의 결찰 혼합물을 200μl의 감응성(competent) 이. 콜리 MC1061 세포로 형질전화시키고, 15μg/ml의 
테트라시클린을 함유하는 2TY  아가상에 평판배양한후, 30℃에서 20시간동안 항온처리하 다. 결찰 반응 
혼합물중 일부를 이. 콜리 MC1061(예를 들면, Clontech Laboratories Inc. Palo Alto, California 로부터 
입수)내로 형질전화시키고, 실시예 10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올리고뉴클레오티드 D1.3CDR3A에 의해 하이브
리드화시켜서 콜로니를 확인하 다. VHCHl 유전자 단편의 존재3h 마찬가지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KSJ6 및 
7을 사용하여 PCR에 의해 확인하 다. 대표적인 클론을 fd CAT2VHCHi D1.3으로 명명하 다. Fab D1.3을 
플라스미드 DNA를 SphI 으로 절단하여 pUC19의 Fav D1.3으로부터 중쇄를 결실시켰다. 경쇄 유전자를 함유
하는  pUC19  2.7kb  단편을  TAE  아가로스겔로부터  정제하고,  이  DNA  10ng을  자가-결찰한  후, 감응성
(competent) 이. 콜리 TGlso로 형질전화시켰다. 이 세포를 암피실린(100μg/ml)을 함유하는 2TY 아가상◎
에  평판배양하고  30℃에서  밤새  항온처리하 다.  생성된  콜로니를  사용하여  미니프레프(miniprep) 
DNA(Sambrook 등의 상기 문헌 참조)를 제조하고, SphI 및 HindIII로 분해하여 중쇄 유전자가 부재함을 확
인하 다. 대표적인 클론을 LCD1.3 DHC로 명명하 다.

fd CAT2VHCHl D1.3 세포를 밤새 배양하여 13,000 xg 로 10분동안 마이크로원심부리하고, 파지 입자를 함
유하는 상층액 50μl를 LCD1.3 DHC 세포의 밤새 배양한 배양물 50μl에 첨가하 다. 세포를 37℃에서 10
분동안 항온처리하고 암피실린(100μg/ml)과 테트라시클린(15μg/ml)을 함유하는 2TY 한천상에 평판 배양
하 다. 생성된 몇몇 콜로니로부터 파지를 제조하고 실시예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들이 리소자임 결
합 능력을 분석하 다.

그 결과(제11도), 원래의 항체 D1.3으로부터의 중쇄 및 경쇄 유도체가 존재하는 경우, pAb는 리소자임에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b를 형질발현하는 fd VHCHl 단편을 경쇄도 형질발현하는 세포내에서 성장시
키지 않는한 리소자임에 결합하지 않았다. 이것은 작용성 Fab 단편이 유리 경쇄를 유전자 III에 융합되어 
pAb의 표면상에서 형질발현딘 VHCHl 단편과 결합시킴으로써 생성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시예 8]

[벡터 파지 혼합물로부터 특이성의 목적하는 파지의 분리]

본  발명자들은  항원  친화성  컬럼을  사용하여  혼합물로부터  pAb9D13)  (실시예  2에서  fdTscFvD1.3으로 

명명)를 정제하 다. pAb(D1.3)을 벡터 fd 파지(표1 참조)와 혼합하고 약 10
12
의 파지를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시아노겐 브로마이드 활성 세파로스 4B(Pharmacia, Milton Keynes, Bucks, UK)로부터 제조한 리소자
임-세파로스 컬럼에 통과시켰다. TGl 세포를 적당히 희석한 용출물로 감염시키고, pAb(D1.3)만을 검출하
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프로빙하여 유도된 콜로니들을 분석하 다(표 1 및 제12도 참조). 컬럼을 1히 
통과시켰을 때 pAb(D1.3)이 1000배정도 증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균된 파지를 성장시키고 컬럼을 다

시 통과시키자, 10
6
배정도까지 증균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증균은 또한 순수 면역학적 기준을 이용하여 입증하 다. 예를 들면, 10P의 파지(4X10
6
 fdTPs/Bs에 

대해 1 pAb(D1.3)의 비율)에 친화성 선별과정을 2회 수행한후, 26개의 콜로니를 채취하여 밤새 성장시켰
다. 이어서 이 파지를 ELISA(실시예 6)에 의해 리소자임 결합력에 대해 분석하 다. 5개의 콜로니가 리소
자임  결합  활성을  가진  파지를  형성하 으며(표  1참조),  이들은  PCR  검색(실시예  13,  프라이머로서 
CDR3PCR1과 올리고 3(제4도)을 상용하여 92℃에서 1분, 60℃에서 1분, 72℃에서 1분씩 30회 수행)결과, 
scFv(D1.3)를 암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해, 항원을 사용하여 파지를 선별한후, 검색함으로써 대형 집단중 극소수의 pAbs를 채취할 수 있
었다.

이 실시예에서, pAbs의 친화성 크로마트그래피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빙은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같이 
수행하 다.

1ml의 MPBS중의 약 10
12
의 파지 입자를 MPBS에서 미리세척한 1ml의 리소자임-세파로스 친화 컬럼상의 적재

하 다. 이 컬럼을 10ml의 PBS; 이후 10ml의 50mM 트리스-HCl, 500mM NaCl(pH7.5); 이후 10ml의 50mM 트
리스-HCl  500mM  NaCl(pH  8.5);  이후 5ml의 50mM  트리스-HCl,  500mM  NaCl(pH  9.5)(트리에틸아민으로 조
절)을 사용하여 차례로 세척한후, 5ml의 100mM 트리에틸아민으로 용출시켰다. 용출물을 0.5M 인산 나트륨 
완충액(pH 6.8)으로 중화시킨후, 분석을 위해 파지를 평판배양하 다. 2차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처리시
에, 1차 컬럼 용춤물을 페트리 접시당 약 30,000개의 콜로니로 평판배양하 다. 밤새 성장시킨후, 콜로니

112-27

1019930700061



를 긁어내어 5ml의 2 x TY 배지에 넣고, 이중 20μl의 분취량을 10ml의 새로운 배지에 희석하여 밤새 성
장시켰다. 파지를 전술한 바와같이 PEG 침전시키고, 1ml의 MPBSdp 재현탁시킨후 컬럼에 적재하고, 전수한 
바와 같이 세척 및 용출하 다.

[합성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CDR3PCR1 5'TGA GGA C(A 또는 T)GC CGT CTA CTA CTG TGC 3'

pAb(D1.3)에 특이성인 40pmole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VHlFOR  (Ward,  E.  S.  등(1989)  Nature  341, 544-

546)를 100μ Ci α-
32
P ATP로 포스포릴화하고, 6x 시트르산나트륨 식염수(SSC)(Sambrook 등의 상기 문헌 

참조) 완충액중에서 67℃로 30분간 니트로셀룰로스 필터로 하이브리드화(1 pmole/ml)하고 30분동안 실온
으로 냉각시킨후, 0.1 x SSC 중에서 60℃로 1분동안 3회 세척하 다.

[실시예 9]

[항-합텐 활성을 형질발현하는 pAb의 작제]

옥사졸론은 면역 반응의 세부사항을 연구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합텐이다. 항-옥사졸론항체, NQ11은 
이미 문헌 (E. Gherardi, R. Pannell, C. Milstein J. Immunol. Method 126, 61-68)에 기술한 바 있다. 
VH 유전자와 VL유전자 사이에 scFvD1.3 myc의 BstEII/SacI 단편(제5도의 뉴클레오티드 432-499)을 삽입시
켜 pscFvNQ11을 생성시킴으로써 NQ11의 VH 및 VL유전자를 함유하는 플라스미드를 scFv 형태로 전화시켰으
며, 이것의 서열은 제13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 scFv를 전술한 바와같이 FdTPs/Xh의 PstI/XhoI 부위내로 
클로닝하여 내부에 PstI 부위를 갖는 pAb NQ11을 형성시켰으며, 이렇게 하기위해서 XhoI으로 pscFvNQ11을 
완전 분해한 후 PstIdp 의한 부분 분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pAb NQ11의 특이성 결합은 ELISA를 이용하여 확인하 다. ELISA 평판을 37℃하에 50mM NaHCO3중에서 200μ

g/ml의 단백질 농도로 피복하 다. 평판을 gps 에그 리소자임(HEL), 소의 혈청 알부민(BSA), 또는 옥사졸
론에  측합된  BSA(OX-BSA)로  피복하 다(Markela  O.의  축합  방법,  Kartinen  M.,  Pelkonen  J.  L.  T., 
Karjalainen K. (1978) J. Exp. Med. 148, 1644). 파지의 제조, ELISA 평판으로서의 결합, 세척 및 검출
조작은 실시예 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 다. 샘플을 2중으로 분석하고 10분후의 평균 흡광도를 제14도
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 pAb NQ11이 올바른 항원에 결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14도는 또한 pAb D1.3 및 pAb NQ11이 
원래의 항체를 생성하는 항원에만 결합함을 보여준다.

[실시예 10]

[친화성 정제에 의한 다른 pAb 혼합물로부터의 pAb d1.3의 증균]

표 2에 디스플레이된 pAb D1.3 대 pAb NQ11의 비율로 10ml의 PBSM에 gkaddb된 3X10
10
의 파지를 1ml의 리소

자임 세파로스 컬럼에 통과시켰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세척, 용출 등의 방법은 실시예 8에 기술함 바
와 같이 하 다. 컬럼으로부터의 용출물을 사용하여 TG1 세포를 감염시킨후, 평판배양하 다. pAb NQ11과 
pAb  D1.3을 구별하는 프로브를 사용하여 코로니를 프로빙하 다. 이 올리고뉴클레오티드(D1.3  CDR3A)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5' GTA GTC AAG CCT ATA ATC TCT CTC 3'

이 실험의 데이터는 표 2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1회의 정제로 약 1000배의 증균이 얻어졌고 2회의 정재

로 10
6
배의 증균이 얻어졌다. 이것은 실시에 8에서 설명한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다.

[실시예 11]

[효소(알칼리성 포스파타제)를 암호하는 유전자의 fd-CAT2내로의 삽입]

박테리오파지 표면상에서 형질발현시키는 작용성 효소의 일례로서, 본 발명자들은 통상적으로 이합체로소 
작용하는 효소인 박테리아 알칼리성 포스파타제를 선택하 다 (McCracken, S. 및 Meighen, E., J. Biol. 
Chem. 255, p2396-2404(1980)). phoA 유전자의 5' 단부에 ApaLI 부위를 갖고 6' 단부레 NotI 부위를 갖는 
PCR 생성물을 형성하도록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고안하여 fd-CAT2로의 크로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유전
자 III 융합 단백질을 생성시켰다. 합성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다음과 같다:

phoA1: 5' TAT TCT CAC AGT GCA CAA ACT GTT GAA CGG ACA CCA GAA ATG CCT FTT CTG 3' 및,

phoA2: 5' ACA TGT ACA TGC GGC CGC TTT CAG CCC CAG AGC GGC TTT C 3'

paho A 유전자의서열은 문헌(Chang C. N 등, Gene 44, p121-125(1986))에 기술되어 있다. 증폭된 플라스
미드(pEK86)은 Chang 등의 서열과는 다른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유전자를 함유하는데, 이것은 돌연변이에 
의해 위치 166에서 아르기닌이 알라닌으로 전화되었기 때문이다.

50mM  KCl,  5mM  dNTP,  2.  5mM MgCl2 ,  0.01%  젤라틴,  0.25  유니트/μl의  Taq  폴리머라제(Cetus/perkin 

Elmer) 및 0.5μg/ml의 주형을 함유하는 100μl의 10mM 트리스/HCl(pH 8.3)중에서 PCR 반응을 
수행하 다.  주형은  pEK86  플라스미드(Chaidaroglou  등,  Biochemistry  27,  p8338-8343(1988))이었다. 
Techne(Techne, Duxford, Cambridge, UK) PHC-2 드리-블록중에서 92℃에서 1분, 50℃에서 2분, 72℃에서 
3분의 사이클을 30회 실시하여 PCR을 수행하 다.

생성물을 페놀: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하고, 에탄올을 침전시킨후, 펠릿을 35μl의 물에 용해시켰다. 제조자
의 지시에 따라 37℃에서 2시간동안 15μl의 부피에서 0.3 유니트/μl의 ApaLI으로 ns해를 수행하 다. 
효소를  65℃에서  열  불활성화시킨후,  NaCl을  최종  농도가  150mM이  되도록  첨가하고 0.4  유니트/μl의 
NotI 효소를 첨가하 다. 37℃에서 2시간동안 배양한후, 분해물을 페놀:클로로프름으로 추출하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침전시켜 30μl의  물에 용해시켰다.  벡터 fd-CAT2를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ApaL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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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 으로 연속 분해시키고 실시예 2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송아지 장내 알칼리성 포스파타제로 처리하
다. 샘플을 페놀:클로로포름으로 3회 추출하고 에탄올로 친전시킨후 물에 용해시켰다. 절단된 fd-CAT2와 
분해된 PCR 생성물 모두의 최종 DNA 농도가 1-2ng/μl가 되도록 결찰을 수행하 다. 결찰물을 감응성 TG1 
세포내로 형질전화시키고 2 x TY 테트평판상에 평판배양하 다. 전술한 조건 및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수
행하는 분석 PCR에 의해, 생성된 콜로니의 비등샘플에 대하여 목적하는 삽입물을 함유하는 클론을 확인하

다. 골조내에 유전자 II에 융합된 phoA 유전자를 함유하는 클론은 fd-pho Ala 166으로 명명하 다. 클
로닝 역의 어셈블리부의 서열은 제15도에 도시하 다.

[실시예 12]

[파지-효소의 효소 활성 측정]

fd-phoAla 166 또는 fd-CAT2를 함유하는 TG1 또는 KS272(phoA가 결여된 이. 콜리 세포; Strauch K. L. 및 
Beckwith J., PNAS 85, 1576-1580, 1988) 세포의 밤새 배양한 배양물을 2 x TY내에서 37℃로 15μg/ml의 
테트라시클린과 함께 성장시켰다. 농축 및 PEG 침전처리한 파지를 전술한 바와같이 제조하 다. 최종 농
도 1M의트리스/HCl(pH 8.0), jmM의 4-니트로페닐 포스페이트(Sigma), 1mM의 MgCl2에서 24℃로 효소 분석

(Malamy, M. H. 및 Horecker B. l., Biochemistry 3, p1893-1897(1964))을 수행하 다. 이 반응 혼합물의 
2배 농축물 100μl를 96 웰 평판에서 시험 샘플 100μl와 혼합하 다. 흡광도의 판독은 Titret다 Mk 2 평
판 판도기를 사용하여 405nm의 파장에서 30분동안 매분 수행하 다. 초기의 반응 속도는 몰 흡광도 1700
ℓ/mol/cm를 사용하는 흡광도 변화율로부터 산출하 다.

10mM의 트리스/HCl(pH 8.0), 1mM의 EDTA 중의 정제된 박테리아 알칼리성 포스파타제(Sigma III형)의 희석
액을 사용하여 표준 곡선(효소의 양 대 흡고아도 변화율)을 작성하 다. 파지 샘플중의 효소 부자의 수는 
파지 샘플의 실제 흡광도 변화율을 상기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추정하 다.

표 3의 결과는 fd-phoAla166은 함유하나 fd-CAT2는 함유하지 않는 샘플중의 PEG 침전 물질에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활성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활성 수준은 파지당 예상되는 효소의 1-2 이합체 분자의 수와 
일치하 다. 검출된 효소 활성 수준은 성장에 사용된 숙주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특히, phoAakdlsjtm 
숙주상에서 성장한 fd-phoAla166은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활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파지는 phoA-유전자 III 융합체로부터 활성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효소를 파지 표면상에 형질발현
시켰다.

[실시예 13]

[파지내 또다른 부위내로의 결합 분자의 삽입]

결합 분자의 삽입을 위한 파지중의 또 다른 부위의 이용가능성은 하나이상의 결합 분자, 예를 들면 단일 
pAb중의 항체 단편을 보다 용이하게 형질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것은 단일 또는 다수의 
결합 특이성을 발생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단일 분자상에 2가지의 다른 결합 활성이 존재하면, 이 
분자의 유용성과 특이성이 증가한다. 이것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와 같이 돌연변이율이 높은 바이러스
를 결합시키는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항원을, 예를 들면 약물 표적화 또는 세포 융합에 접근시
키는데 사용하거나 또는 화학적, 면역학적 또는 효소적 처리시에 “분자 클램프'로서 작용할 수 있다.

벡터 fd-tet와 본 명세서에서 설명한 유도체들은 유전자 3내에 단일 BamHI 부위를 갖는다. 이것은 필라멘
트형 박테리오파지의 표면상에 펩티드 단편을 형질발현시키는데 이미 사용되어 왔다(Smith  GP.  (1985) 
Science 228, p1315-1317 및 de la Cruz 등. (1988) J. Biol. Chem. 263, p4318-4322). 이것은 항체 단편 
삽입을 위한 또 다른 가능한 부위를 제공한다.

D1.3 또는 NQ11로부터 scFv's를 암호하는 DNA 단편은 후술하는 ◎라이머를 사용하는 PCR에 의해 생성시켰
다. 프라이머들은 유전자 3의 BamHI 부위내로 클로닝할 수 있도록 양 말단 부근에 BamHI 부위를 갖는 단
편을 형성하도록 고안되었다(제16(1)도 참조). 사용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또한 생성된 PCR  생성물이 
scFv's를  조작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PstI  및  XhoI  제한  부위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제16(1)도 
참조). 이것은 유전자 3의 N 말단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제2 항체 단편을 연속 조작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다. 사용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다음과 같다:

G3Ban1 5' TTT AAT GAG GAT CCA CAGGTG CAG CTG CAA GAG 3'

G3Bam2 5' AAC GAA TGG ATC CCG TTT GAT CTC AAG CTT 3'

[벡터 및 PCR 삽입물의 제조]

lng/μl의 주형과 0.25U/μl의 Taq 폴리머라제를 사용하여 실시예 1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80μl의 반응
물에 대하여 PCR 반응을 수행하되, 94℃에서 1분, 60℃에서 1분 그리고 70℃에서 2분의 사이클을 30회 수
행하 다. 주형은 pacFvNQ11(실시예 9) 또는 scFvD1.3 myc(실시예2)를 사용하 다. 반응 생성물을 페놀:
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하고, 침전시킨후 물에 용해시켜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BamHI으로 분해하 다. 붙해
물은 페놀:클로로포름으로 재추출하고 침전시킨후 물에 용해하 다.

벡터 fdTPs/Xh를 BamHI으로 절단한후 송아지 장내 포스파타제로 처리하여 실시예 2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정제하 다. 결찰은 벡터 농도 약 6ng/μl 및 PCR 삽입물농도 약 3ng/μl로 수행하 다. 이들을 실온에서 
2.5시간동안 결찰시킨후 감응성 TGl 세포내로 형질전환시키고 TY 테트 평판상에서 평판배양하 다. 생성
된 콜로니를 실시예 8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프로빙하 다. DNA를 다수의 콜로니들로부터 제조하 으며 정
확한 배향과 삽입물 크기를 HindIII를 단독 사용하거나 BamHI과 병용하여 제한 분해시킴으로써 확인하
다(하나의 HindIII 부위는 프라이머중 하나에 의해 향을 받으며 다른 것은 벡터에 의해 향을 받는
다).

D1.3 삽입물(fdTBam1 및 fdTBam2)을 함유하는 2개의 클론과 NQ11r 삽입물(NQ 11Bam1)을 함유하는 하나의 
클론을 성장시키고 전술한 바와같이 파지를 제조하 다. ELISA는 실시예 6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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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크론중 어느것에서도 특이적 시그날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천연 BamHI 부위가 작용성 
항체의 삽입에 적합한 부위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결과는 도시하지 않음).

결합 활성을 보유하도록 다른 부위에 클로닝하는 것도 가능하다. 윤저나 III에 존재하는 펩티드 반복부는 
이러한 부위를 제공할 수 있다(제16도의 블록 A 및 B). 이것은 BamHI 부위를 삽입하고 전술한 PCR 생성물
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천연 BamHI 부위를 하기에 표시한 올리고뉴
클레오티드  G3mutζBam에  의해  돌연변이유발시켜서  제거하 다(시험관내  돌연변이유발  키트(Amersham 
International)사용):

G3mutζBam 5' CA AAC GAA TGG GTC CTC CTC ATT A 3'

밑줄친 잔기를 A 잔기로 치환시켜 BamHI 부위를 제거하 다. 다수의 클론들로부터 DNA를 제조하고 BamHI 
부위가 결여된 여러 돌연변이주들을 제한 분해에 의해 확인하 다.

펩티드 링커 부위 A 및 B 내의 다수의 가능한 부위에 BamHI 부위를 도입하기 위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 G3 
Bamfldzm를 고안하 다(제16(2)도 참조). 링커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Bamlink 5' CC (G 또는 A)CC ACC CTC GGA TCC (G 또는 A)CC ACC CTC 3'

유전자 III내의 펩티드 반복부에 대한 관계는 제16도에 도시되어 있다.

[실시예 14]

[파지 디스플레이를 위한 마우스 VH 및 VL 카파(VLK) 레퍼토리의 PCR 어셈블리]

원리는 제17도에 예시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섹션 A 내지 F에서 설명하거나 우선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적당한 마우스의 비장 RNA로부터 cDNA를 제조하고 VH 및 VLK 레퍼토리를 각각 증폭시킨다. 별도로, 
VH1FOR-2(도메인 1) 및 VLK2BACK(도메인 2)에 역 상보성인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CR에 의해 기존의 scFv-
함유 DNA를 증폭시킨다(FOR 이란 용어는 프라이머를 의미한다. BACK이란 용어는 인티센스 스트랜드상의 
서열을 증폭시켜서 센스  암호  서열을  생성시키는 프라이머를 의미한다).  이렇게하여 2개의  제1(VH  및 
VLK) PCR 생성물과 중첩되는 아미노산 서열(1 문자 코드)(GGGGS)3와 함께 링커를 암호하는 ‘링커’ 분자

를 생성한다.

2. 별도의 증폭된 VH, VLK 및 링커 서열을 ‘어셈블리' PCR에 의해 연속 DNA 분자내로 어셈블리시켜야 한
다. 제2 ‘어셈브리' PCR에서, VH, VLK 및 링커 밴드를 전술한 바와 같이 병합해서 어셈블리시켜 중첩시
킨다. 이렇게하여 Vh와 하나의 VLK 도메인의 형질발현을 지향하는 어셈블리된 DNA 단편을 생성한다. 특이
적인 VH/VLK 조합물은 전술한 별도의 VH 및 VLK 페퍼토리로부터 무작위적으로 유도된다.

어셈블리 PCR은 2단계로 수행한다. 1 단계로, PCR에 존재하는 3개으 밴드를 사용하여 사이클을 7회 수행
한후, 플랭킹 프라이머 VH1BACK(VH의 도메인1 참조) 및 VLKFOR의  존재하에 추가로 20회를 수행한다. 이
러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라이머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후술하는  ‘프라이머  서열'  섹션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2단계 방법에 의하면, 어셈블리시키고자하는  제1 조합물의 우선적인 증폭과 관련된 문
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파지 시스템내로 클로닝하는 경우, 어셀블리된 페터토리를 적당한 제한 부위로 표지화하여야 한다. 후술
하는 실시예에서는, 이를 위해 연속 DNA 분자의 VH 단부에 ApaLI 제한 부위를 제공하고 분자의 VHK 단부
에 NotI 부위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은 표지된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제3 단계 PCR에 의해 수행한다. 이
러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라이머의 뉴클레오티드 서열도 후술하는‘프라이머 서열' 섹션에서 설명한다. 
그러나, 4개의 가능한 카파 경쇄 서열이 있다(반면 하나의 일치된 중쇄 서열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VLK에는 4개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라이머 서열이 제공된다.

이 제3 단계 PCR의 경우, 새로운 제한 부위를 생성하며 제한 부위의 5' eksr부상에 추가로 10개의 뉴클레
오티드를 갖는 프라이머 세트를 사용하 다. 그런, 표지가 긴 경우에 더 잘 절단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5-20개의 뉴클레오티드 돌출부를 사용할 수 있다.

PCR 중 오염을 막기위해서 내내 철저한 세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오염여부를 모니터하기 위해서 항
상 DNA를 함유하지 않는 음성 대조물을 사용해야 한다.  겔 박스는 정화시켜야 한다.  진클린 키트(B10 
101, Geneclean, La Jolla, San Die해, California, Chlifornia, USA)를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 
아가로스 겔로부터 DNA를 추출할 수 있다. 비이드, NaI 및 NEW 세척액을 분취하여야 한다.

모든 효소는 CP Laboratories(P. O. Box 22, Bishop's Stortford, Herts CM20 3DH)로부터 입수하 으며, 
별다른 언급이 없는한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공급된 완충액을 사용하 다.

[A. RNA 제조]

RNA는 당업자들에게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일례로, 하기의 프로토콜(트리톤 X-100 용
균, 페놀/SDS RNase 불활성화)을 사용하면 비장 및 하이브리도마 세포의 경우에 우수한 결과가 제공된다
(비장 세포의 경우 RNase 억제제로서 VRC(베로날 리보실 착물)를 첨가해야 한다). 구아니디늄 이소티오시
아네이트/CsCl 방법(전체 세포 RNA 수득)도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 벤치 토프 원심분리기로 4℃에서 10분동안 800xg로 원심분리하여 1 내지 5 x 10
7
의 세포를 수확한다. 

50ml의 냉각된 PBS 완충액에 조심스럽게 재현탁한다. 세포를 다시 4℃에서 10분동안 800xg로 원심분리하
고 상층액은 경사분리에 의해 제거한다.

2. 빙냉하에, 1ml의 빙냉 용균 완충액을 펠릿에 첨가하고 이것을 1ml 길슨(Gilson) 피펫으로 조심스럽게 
상하로 피펫팅하여 재현탁신킨다. 얼음위에 5분동안 놓아둔다.

3. 용균후, 마이크로원심분리기의 미리냉각시킨 튜브내에서 4℃로 5분동안 1300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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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잔편을 제거한다.

4. 상층액 0.5ml을 60μl의 10%(w/v) SDS와 250μl의 페놀을 함유하는 2개의 예펜도르프(100mM 트리스-
HCl(pH 8.0)로 미리 평형화시킴) 각각에 옮긴다. 2분동안 강하게 와동시킨후, 실온에서 5분동안 마이크로
원심분리(13000rpm)한다. 상부의 수성상을 깨끗한 튜브에 옮긴다.

5. 상부의 수성상을 0.5ml의 페놀로 5회 재추출한다.

6. 1/10부피의 3M 아세트산 나트륨과 2.5배 부피의 에탄올은 20℃에서 밤새 또는 드라이 아이스-이소프로
판올로 30분동안 침전시킨다.

7. RNA 펠릿을 세척하고 50μl에 재현탁하여 OD260에 의해 농도를 조사하고 1% 아가로스 겔상에서 2μg을 

분석한다. 40μg의 RNA를 마우스의 비장 세포로부터 수득하 다.

용해 완충액은 새로 제조한 [10mM  츠리스-HCl(pH  7.4),  1mM MgCl2 ,  150mM  NaCl,  10mM  VRC(New  England 

Biolabs), 0.5%(w/v) 트리톤 X-100]이다.

[B. cDNA 제조]

cDNA는 당업자들에게 공지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일례로, 하기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
다:

1.하기의 역전사 혼합물을 제조한다:

H2O(DEPC-처리)               20

5mM dNTP                     10

10 x 제1 스트랜드 완충액 10

0.01M DTT                    10

FOR 프라이머(들)(10pmol/㎕   2(각각, 하기 참조)

RNasin(Promega: 40U/μl)     4

[주]

ⅰ) DEPC는 디에틸피로카보네이트로, 이것의 작용은 DNA 또는 RNA를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를 불활성화시
키는 것이다.

ⅱ) dNTP는 데옥시뉴클레오티드 트리포스페이트.

ⅲ)  DTT는  디티오트레이톨로,  이는  효소의  작용에  필요한  환원  분위기를  형성하는  항산화제로서 
작용한다.

ⅳ) RNasin은 Promega Corporation(2800 Woods Hollow Road, Madison, Wisconsin, USA)로부터 입수한 리
보뉴클레아제 억제제이다.

2. 10μg의 RNA를 최종부피가 40μl가 ◎록 DEPC-처리수로 희석한다. 65℃에서 3분동안 가열하고 얼음위
에 1분동안 놓아둔다(2차 구조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

3.  RNA에  역전사  혼합물(58μl)과  4μl의  클로닝된 역전사효소 ‘Super  RT'  (Anglisan  Biotech  Ltd., 
Whitehall House, Whitehall Road, Colchester, Essex)를 첨가하고 42℃에서 1시간동안 항온처리한다.

4. 반응 혼합물을 3분동안 비등시키고, 1분동안 빙냉시킨후, 마이크로원심부리기로 원심분리하여 잔편을 
펠릿화한다. 상층액을 새로운 튜브로 옮긴다.

10 x 제1 스트랜드 완충액은 [1.4M KCl, 0.5M 트리스-HCl(42℃에서 pH 8.1), 80mM MgCl2]이다.

프라이머를  3'  단부에  어니일링한다.  카파  경쇄  프라이머의  예는  MJK1FONX,  MJK2FONX,  MJK4FONX  및 
MJK5FONX(하기의 ‘프라이머 성열' 섹션에서 상세히 설명)이 있으며, 중쇄 프라이머의 예에는 CH1에 어니
일링하는 MIGG1, 2(CTG GAC AGG GAT CCA GAG TTC CA) 및 MIGG3(CTG GAC AGG GCT CCA TAG TTC CA)가 있다.

대안으로, 가변 역 VH, VLK, VL의 3' 단부 또는 불변 역 CH1, CK 또는 CL에 결합하는 프라이머라면 
어떤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C. 1차 RCR]

PCR 및 음성 대조물 각각에 대하여, 하기의 반응(예를 들면, 4개의 VLK 및 4개의 VH 각각에 대하여 하나
의 반응)을 수행한다. 하기의 경우에는, 상기 주소의 C. P. Laboratories Ltd(New England Biolabs)에 의
해 판매되는 밴트(Vent) DNA 폴리머라제를 사용하 다. 완충액은 C. P. Laboratories에 의해 공급된 것이
다.

H2O                       32.5

10x 벤트 완충액            5

20x 벤트 BSA               2.5

5mM dNTPs                  1.5

FOR 프라이머 10pmol/μ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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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프라이머 10pmol/μl   2.5

FOR  및  Back  프라이머는  하기의  ‘프라이머  서열'  섹션에서  설명한다.  VH의  경우,  FOR  프라이머는 
VH1FOR-2이고, BACK 프라이머는 VH1BACK이다. VLK의 경우, FOR 프라이머는 MJK1FONX, MJK2FONX, MJK4FONX 
및 MJK5FONX(4개의 각 카파 경쇄에 대하여)이고, BACK 프라이머는 VK2BACK이다. 4개의 카파 경쇄에 공통
적인 뉴클레오티드 서열에 결합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카파 경쇄 BACK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이 혼합물을 5분동안 UV  처리한다.  2.5μl의 cDNA  제제(상기 B에서 제조한 것),  2방울의 파라핀 오일
(Sigma  Chemicals,  Poole,  Dorset,  UK)을  첨가한다.  94℃로 미리고정시킨 순환 가열 블록,  예를 들면 
Techne Ltd. (Duxford UK) 제품인 PHC-2 상에 놓아둔다. 파라핀하에 1μl의 벤트 DNA 폴리머라제를 첨가
한다. 94℃에서 1분, 72℃에서 2분의 사이클을 25회 수행하여 증폭시킨다. 60℃에서 5분동안 후처리한다.

2% lmp(저 융점 아가로스/TAE(트리스-아세테이트 EDTA)겔)로 정제하고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진클린 키트
(상기 참조)를 사용하여 최초 PCR당 20μl H2O로 DNA를 추출한다.

[D. 링커의 제조]

대량(예를 들면, 10배)으로 실시 

μ1

H2O                            34.3

10x 벤트 완충액                 5

20x 벤트 BSA                     2.5

5mM dNTPs                         2

LINKFOR 프라이머 10pmol/μl        2.5

LINKBACK 프라이머 10pmol/μl       2.5

fcFv D1.3으로부터의 DNA(실시예 2)  1

벤트 효소                          0.2

FOR 및 BACK 프라이머는 하기 ‘프라이머 서열' 섹션에서 설명한다. FOR프라이머는 LINKFOR이고 BACK 프
라이머는 LINKBACK이다. 파라핀으로 덮어 94℃에서 순환 가열 블록(상기 참조)상에 놓아둔다. 94℃에서 1
분, 65℃에서 1분, 72℃에서 2분의 사이클을 25회 수행하여 증폭시킨다. 60℃에서 5분동안 후처리한다.

2% LMP/tae 겔(93에 단편으로서 브로모페놀 블루를 함유하지 않는 룅 염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서 정제하고 SPIN-X 컬럼 (Costar Limited, 205 Broadway, Cambridge, MA USA)으로 용출시킨후 침전시킨
다. PCR 반응물당 5μl의 H2O를 사용한다.

[E. 어셈블리 PCR]

각 PCR 반응 생성물의 1/4 분량(5μl)을 각 어셈블리 반응에 사용한다. 총 부피는 25μl이다.

4개의 VLK 프라이머 각각에 대하여, 다음을 사용한다:

μl

H2O                  4.95

10x 벤트 완충액      2.5

20x 벤트 BSA         1.25   

5mM dNTPs            0.8

이 혼합물을 5분동안 UV 광선으로 조사한다. 1차 PCR로부터의 VH 및 VK 밴드 각각 5μl와 분리용 겔로부
터 분리한 5μl의 링커를 첨가하고 상기 C 및 D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클린 키트를 사용하여 추출한다. 
파라핀으로 덮는다. 94℃로 미리 고정시킨 순환가열블록상에 놓아둔다. 파라핀하에서 1㎕의 벤트를 첨가
한다. 94℃에서 2분, 72℃에서 4분의 사이클을 7회 수행하여 증폭시킨다. 이어서, 온도를 94℃로 복귀시
킨다.

94℃에서 포1BACK와 적당한 파랙 프라이머를, MJK1FONX, MJK2FONX, MJK4FONX 또는 MJK5FONX(10pmol/μl)
을 각각 1.5μlTlr 첨가한다. 프라이머는 전술한 바와 같이 UV-처리해야 한다. 94℃에서 1.5분, 72℃에서 
2.5분의 사이클을 20회 수행하여 증폭시킨다. 60℃에서 5분동안 후처리한다.2% lmp/TAE 겔로 정제하고 제
조자의 지시에 따라 진클린 키트(상기 참조)를 사용하여 어셈블리 PCR당 20μl H2O로 DNA를 추출한다.

[F. 제한 부위의 첨가]

각 어셈블리 및 대조물에 대하여 다음을 사용한다:

μl

H2O                       36.5

10x Taq 완충액            5

5mM dNTP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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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프라이머 10pmol/μl    2.5

BACK 프라이머 10pmol/μl   2.5

어셈블리 생성물            1 

FOR 및 BACK 프라임버는 하기의 ‘프라이머 서열' 섹션에서 설명한다. FOR 프라이머는 VLK 단부에 NotI 
제한 부위를 첨가하는 경우 JK1NOT10, JK2NOT10, JK4NOT10 또는  JK5NOT10(4개의 각 카파 경쇄에 대하
여)이다. BACK 프라이머는 포 말단에 ApaLI 제한 부위를 첨가하는 경우 HBKAPA10이다.

파라핀으로 덮어 94℃로 미리 고정시킨 순환 가열 블록상에 놓아둔다. 파라핀하에 0.5μl의 Cetus  Taq 
DNA  폴리머라제(Cetus/parkin-Elmer,  Beaconsfield,  Bucks,  UK)를  첨가한다.  94℃에서  1분,  55℃에서 
1분, 72℃에서 2분의 사이클을 11내지 15회(효율에 따라 수행하여 증폭시킨다. 60℃에서 5분동안 후처리
한다.

10xTaq 완충액은 [0.1M 트리스-HCl(25℃에서 pH 8.3), 0.5M KC1, 15mM MgCl2, 1mg/ml 젤라틴]이다.

[G. 분석]

CHC13/IAA(이소아밀알콜)로 1회, 페놀로 1회, CHCl3/IAA로 1회 정제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제물 

모두를 역-추출한다.  침전시킨후 70%  EtOH로  2회  세척한다.  70μl의 H2 O에  용해시킨다.  37℃에서 밤새 

NotI로 분해시킨다:

μl

DNA(연결된 서열)      70

NEB NotI 완충액 x 10  10

NEB BSA x 10          10

NotI(10U/μl)         10

상기 DNA(연결된 서열)은 5'에서 3' 방향으로 ApaLI 제한부취, VH 서열, 링커 서열, VLK 서열 및 NotI 제
한 부위를 포함하는 어셈블리된 DNA 서열을 의미한다.

VLK 서열은 4개의 가능한 카파쇄 서열중 어느 하나로 할 수 있다.

상기의 효소 NotI, 하기의 ApaLI 및 상기의 완충액 NEB NotI, 상부에 NEB BSA 및 하기의 NEB 완충액 4는 
위에서 언급한 CP Laboratories(New England Biolabs)로부터 입수가능하다.

재침전시키고, 80μl의 H2O에 용해시킨다. 여기에 10μl의 NEB 완충액 4 및 10μl의 ApaLI을 첨가한다.

효소 ApaLI은 37℃에서 반감기가 짧으므로 하루내내 소량씩 첨가한다.

2% lmp/TAE 겔상에서 정제하고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진클린 키트를 사용하여 DNA를 추출한다. 필요한 경
우, 재분해시킨다.

[H. 최종 DNA 생성물]

최종 DNA 생성물은 링커에 의해 연결된 관련중쇄 및 경쇄 서열이 무작위로 결합되어 이루어진 ApaLI 및 
NotI  상용성 단부를 가진 약 700bp의 단편이다.  이러한 유령의 대표적인 분자는 실시예 3에서 설명한 
fdscFvD1.3에 도입된 scFvD1.3 분자이다. 이러한 분자들을 표준 기술을 이용하여 적당한 fd 유도 벡터, 
예를 들면 fd CAT2(실시예 5)에 결찰시킬 수 있다.

[프라이머 서열]

1차 PCR 올리고(밑줄친 부분은 제한 부위):

VHIFOR-2  TGA GGA GAC GGT GAC CFT GGT CCC TTG GCC CC

VHIBACK  AGG TSM ARC TGC AGS AGT CWG G

MJKIFONX  CCG TTT GAT TTC CAG CTT FFT GCC

MJK2FONX CCG TTT TAT TTC CAG CTT GGTY CCC

MJK4FONX  CCG TTT TAT TTC CAA CTT TGT CCC

MJK5FONX CCG TTT CAG CTC CAG CTT GGT CCC

VK2BACK  GAC ATT GAG CTC ACC CAG TCT CCA

불확실한 코드 M=A 또는 C, R=A 또는 G, S=G 또는 C, W=A 또는 T 링커를 제조하기 위한 PCR 올리고:

LINKFOR  TGG AGA CTC GGT GAG CTC AAT GTC

LINKBACK  GGG ACC ACG GTC ACC GTC TCC TCA

제한부위 첨가용:

HBKAPA10  CAT GAC CAC AGT GCA CAG GTS MAR CTG CAG SAG TOW GG

JKINOT10  GAG TCA TTC TGC GGC CGC CCG TTT GAT TTC CAG CTT GGT 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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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2NOT10  GAG TCA TTC TGC GGC CGC CCG TTT TAT TTC CAG CTT FFT CCC

JK4NOT10  GAG TCA TTC TGC GGC CGC CCG TTT TAT TTC CAA CTT TGT CCC

JK5NOT10  GAG TCA TTC TGC GGC CGC CCG TTT CAG CTC CAG CTT GGT CCC

[실시예 15]

[혈소판 유래의 성장 인자(PDGF) 동형(isoform) BB에 대한 인체 수용체의 세포외 도메인의 fd CAT2내로의 
삽입

폴리머라제 사슬 반응을 이용하여 플라스미드 RP41(The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카탈로그 No. 
50735)si PDGF-B 수용체의 아미노산 43-925를 암호하는cDNA 크론을 증폭시킴으로써 혈소판 유래의 성장 
인자  동형  BB(h-PDGFB-R)에  대한  인체  수용체의 세포의 도메인을 암호하는 유전자 단편을 분리하 다
(Gronwald, R. G. K. 등, PNAS 85 p3435-3439(1988)). h-PDGFB-R의 아미노산 1-32가 시그날 펩티드를 구
성한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라이머는 암호된 단백질중 아미노산 43내지 531에 대응하는 h-PDGFB-R 유
전자 역을 증폭시키도록 고안되었다. N-말단 역에 대한 프라이머 RPDGF3는 완전한 세포의 도메인의 
형질발현이 가능하게 되도록 h-PDGFB-R 단백질의 아미노산 33 내지 42를 암호하는 염기들(성숙된 단백질
의 N-말단으로부터 최초의 열 개의 아미노산에 대응)을 또한 포함하 다. 이 프라이머는 상기 단편의 N-
말단 단부에 유일한 ApaLI 부위와 C-말단 단부에 유일한 XhoI 부위를 도입시켜 벡터 fdCAT2내로의 클로닝
을 용이하게 하다. 이 프라이며의 서열은 다음과 같다:

RPDGF3 5'  CAC AGT GCA CTG GTC GTC ACA CCC CCG GGG CCA GAG CTT GTC CTC AAT GTC TCC AGC ACC TTC GTT 
CTG 3'

PRDGF2 5'  GAT CTC GAG CTT AAA GGG CAA GGA GTG TGG CAC 3'

고 충실도 조건(Eckert, K. A. 및 Kundel, T. A. 1990Nucl Acids Research 18 3739-3744)을 사용하여 PCR 
증폭을 수행하 다. PCR 혼합물에는, 20mH 트리스HCl(70℃에서 pH 7.3), 50mM KCl, 4mM 염화 마그네슘, 
0.01% 제라틴, 각각 1㎛의 dATP, dCTP, dGTP 및 dTTP, 500ng/ml의 RP41 DNA, 각각 1μM의 프라이머와 50 
유니트/ml의 Taq 폴리머라제(Centus/Perkin Elmer, Beaconsfield, Bucks, U. K.)가 포함되었다. 92℃에서 
1분간 변성, 60℃에서 1분간 어니일링 및 72℃에서 1.5분간 연장의 PCR과정을 30회 수행하 다. 이 반응 
결과, 예상 대로 약 1500 bp 단편이 증폭되었다.

fdCAT2 벡터 DNA(실시예 5 참조)를,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ApaLI 및 XhoI(New England Biolabs)로 분해시
키고, 페놀/클로로포름으로 추출하 으며, 에탄올로 침전시켰다(Sambrook 등., 상기 문헌). 이 벡터내로 
증폭된 RP41 DNA를 크로닝하고 원하는 클론을 확인하는 과정은 PCR 생성물의 분해를 ApaLI 및 XhoI으로 
수행한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실시예 7에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수행하 다. h-PDGFB-R DNA를 포함하는 

콜로니는 
32
P 표지된 RPDGF2로 프로빙하여 확인하 으며, 하이브리드화 콜로니중 삽입물의 존재 여부는, 

실시예 7에 기재된 조건들을 이용하여, RPDGF3과 RPDGF2를 사용하여 분석용 PCR로 확인하 다.

[실시예 16]

fd 파지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 혈소판 유래의 성장 인자 동형 BB에 대한 안체 수용체의 세포의 도메인으

로의 
125
I-PDGF-BB의 결합. 면역침전 분석법을 사용한 측정

15μg/ml 테트라시클린이 포함된 50ml의 2xTY 배지중에서 fd h-PDGFB-R로 형질전환시킨 이. 콜리 MC 1061 
세포를 16-20시간동안 성장시킴으로써, 인체 혈소판 유래의 성장 인자 동형 BB 수용체(fd h-PDGFB-R)의 
세포의 도메인을 형질발현하는 파지 입자을 제조하 다. 파지 입자를 실시예 6에 기재된 바와같이 폴리에
틸렌 글리콜을 사용하여 농축시키고, PDGF 결합 완층액(25mM HEPES, pH 7.4, 0.15mM Nacl, 1mM 염화 마그
네슘, 0.25% BSA) 중에 원래 부피의 1/33로 재현탁시켰다. 잔류하는 박테리아 및 용해되지 않는 물질들을 
마이크로원심분리기 중에서 2분간 회전시킴으로써 제거하 다. 유전자 III 단백질에 대해서 생성된 항혈
청을 사용하는 면역블롯(immunoblots)(Prof. I. Rashed, Konstanz, Germany)결과, 이러한 파지 제제중에, 
h-PDGFB-R  외부  도메인(55000  달톤)과  유전자  III(SDS  폴리아크릴아미드  겔을  사용한  겉보기  분자량 
70000 달톤)간의 융합체에 해당하는 분자량 125000 달톤의 유전자 III-h-PDGFB-R 단백질의 존재가 나타났
다.

35μl의 농축된 파지의 이중 샘플을 
125
I-PDGF-BB(78.7 fmo., 70nCi, 882Ci/ mmol; Amersham 

International  plc,  Amersham,  Bucks)와 함게 37℃에서 1시간 동안 항온처리하 다. 대조물에는 fd h-
PDGFB-R 파지 대신에 fdTPs/Bs 벡터 파지(제4 도)를 사용하거나, 어떠한 파지도 사용하지 않았다. 항온 
처리후, 10μl의 양의 항-M13 폴리클로날 항혈청(M. Hobart로부터 입수)을 첨가하고, 20℃에서 30분간 항
온처리를 계속하 다.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PDGF 결합 완충액 중에서 평형화시킨 40μl(충전 부피는 20
μl)의 단백질 G 세파로스 급속 유출물(Pharmacia, Milton Keynes)을 첨가하 다. 20℃에서 30분간, 회전 
혼합기상에서 완전히 뒤집어 혼합시키면서 항온처리하 다. 친화성 매트릭스를 마이크로원심분리기중에서 
2분간 회전시키고, 상층액을 흡인 제거하 다. 0.5ml의 PDGF 결합 완충액중에 펠렛을 재현탁시키고, 5분
간 회전 혼합시키며,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흡인해낸 후, 0.5ml의 0.1% BSA와 0.2%의 트리톤-X-100으로 

추가 세척함으로써 비-특이적으로 결합된 
125
I-PDGF-BB를 제거하 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펠릿을 100μl의 

PDGF 결합 완충액중에 재현탁시키고, 패카드 감마 계수기로 계수하 다. 치환 연구에서, 비표지된 PDGF-

BB(amersham International)를 파지와의 
125
I-PDGF-BB의 항온처리에서 전술한 농도로 첨가하 다.

125
I-PDGF-BB는 이 분석에서 fd h-PDGFB-R 파지에 결합하여 면역침전 되었다. 수용체 파지에 대한 특이적 

결합은 벡터 파지 fdTPs/Bs와의 비특이적 결합 또는 파지 부재 상태의 비특이적 결합 보다 3.5 내지 4배 

더 높았다(제19도). 
125

I-PDGF-BB의 이러한 결합은 37℃에서의 파지의 항온처리중에 비표지된 PDGF-BB를 

포함시킴으로써 치환될 수 있다(제20도). 50nM의 비표지된 PDGF-BB에서, 
125

I-PDGF-BB의 결합은 fdTP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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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물 및 파지 부재 대조물에서와 같은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제21도는, 벡터에 대한 비-특이적인 결합
을 감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들 결과는, 
125
I-PDGF-BB에 대한 특이적인 포화가능한 부위가 클로닝된 h-PDGFB-R DNA를 포함하는 fd 파

지상에서 형질발현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파지는 세포 표면 수용체의 세포외 도메인을 디스
플레이할 수 잇다.

[실시예 17]

[결합 분자에 대한 암호 서열과 융합된 유전자 II를 포함하는 파지미드의 작제]

파지-결합 분자 시스템의 형질감염 효율을 개선시키는 것과, 도한 동일한 박테리오파지 표면상에 상이한 
수와 상이한 특이성을 갖는 결합 분자를 디스플레이할 가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본 발
명자들은 상기한 두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이 방안은 pUC119[Vieira, J 및 Messing, J. (1987) Methods Enzymol, 153:3]에 기초한 파지마드 시스템
으로부터 유래된다. 간략히 언급하면, fd-CAT2(실시예 5)로부터의 유전자 III과 fd-CAT2 scFv D1.3(실싱
예 2)으로부터의 유전자 III scFv 융합체를 pUC119의 별도 샘플내 lac 프로모터의 하방으로 클로닝하여 
삽입된 유전자 III과 유전자 III 융합체가 Sambrook 등의 상기 문헌(1989)에 따라 제조된 M13K07 헬퍼 파
지[Vieira, J 및 Messing, J. 상기 문헌]에 의하여 구제 될 수 있도록 한다. 구제된 파지의 대부분은 결
합 분자-유전자 III 융합체를 포함하는 pUC119 플라스미드로부터 유래하는 게놈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되
며, 이들은 와일드형 파지 표면의 유전자 III의 수(통상적인 최대치는 3-5분자)까지 그 표면상에 다양한 
수의 결합 분자를 형질발현하여야만 한다. 이 시스템은, 결합 분자로서 항체를 상용하여 이하에 예시되어 
있다.

fdTscFvD1.3(실시예 2)을 PstI과 XhoI 으로 분해하고, ScFv 단편을 포함하는 단편을 정제한 후, 이것을 
PstI과 XhoI으로 절단한 fdCAT2내로 결찰함으로써 D1.3 항-리소자임 항체의 단일쇄 Fv 형태를 포함하는 
fdCAT2를 형성시켰다. fdCAT2 scFvD1.3이라 칭하여지는 적당한 클론을 2xTy 테트라시클린(15μg/ml) 평판
상에 배양하여 선별하고, 제한 효소와 서열 분석에 의하여 확인하 다.

fd-CAT2(실시예 5)부터의 유전자 III와 fd-CAT2 scFvD1.3으로부터의 유전자 III scFv 융합체를 하기에 나
타낸 프라이머 A와 B를사용하여 PCR-증폭시켰다:

프라이며 A: TGC GAA GCT TTG GAG CCT TTT TTT TTG GAG ATT TTC AAC G

프라이머 B: CAG TGA ATT CCT ATT AAG ACT CCT TAT TAC GCA GTA TGT TAG C

프라이머 A는 리보솜 결합 부이가 위하며 HindIII 부위가 편입되어 있는 유전자 III의 5' 단부에 어니일
링한다. 프라이머 B는 C-말단에서 두 개의 UAA 중지 코돈과 EcoRI 부위가 편입되어 있는 유전자 III의 3' 
단부에 어니일링한다. 100ng의 fd-CAT2 및 fd-CAT2 scFv D1.3 DNA를 94℃에서 1분, 50℃에서 1부느 72℃
에서 3분의 증폭 과정을 20회 수행한다는 점만제외하고는 실시예 7에 기재된 바와 같이 50μl의 총 반응 
부피중에서의 PCR-증폭용 주형으로서 사용하 다. 글 결과, 예상 대로 fd-CAT2로부터의 1.2Kb 단편 및 류
-CAT2 scFv D1.3으로부터의 1.Kb 단편이 증폭된다.

PCR  단편들을  EcoRI과  HindII로  분해하고,  겔-정제하고,  EcoRI-  및  HindII-절단물  및  포스포릴제거된 
pUC119 DNA내로 결찰시켰으며, 표준 기술(Sambrook 등., 상기 문헌)을 사용하여 이. 콜리 TGlso로 형질전
환시켰다. 형질전환된 세◎포를 100μg/ml 암피실린 및 2% 글루코스 함유 SOB 한천(Sambrook 등, 1989, 
상기  문헌)상에평판배양하 다.  결과로서  얻어지는  클론을  pCAT-3(fd-CAT2로부터  유래)과  pCAT-3  scFv 
D1.3(fd-CAT2 scFv D1.3으로부터 유래)이라 칭하 다.

[실시예 18]

[M13K7에 의한 pCAT3 scFv D1.3으로부터의 항-리소자임 항체 특이성의 구제]

하나의 pCAT3 및 pCAT3 scFv D1.3 콜로니를 100μg/ml 암피실린 및 2% 글루코스를 포함하는 1.5ml의 2TY
내로 선발 접종하고, 30℃에서 6시간 동안 성장시켰다. 30μl의 이들 정지기의 세포들을 50ml의 폴리프로
필렌 튜브(Falcon, Becton Dickinson Labware, 1950 Williams Drive, Oxnard, CA. USA)중의 100μg/ml 암
피실린과  2%  글루코스를  함유하는  6ml의  2TY에  첨가하고,  뉴브론스위크  오비탈  진탕기(New  Brunswick 
Scientific Ltd., Edison House 163 Dixonms Hill road, North Mimms, Hatfield, UK)중에서 380rpm으로 
30℃에서 1.5시간 동안 성장시켰다. 세포들을 5,000g로 25분간 원심분리하여 펠릿화하 으며, 관의 내용

물을 티슈 페이퍼상에 배출시켰다. 이어서, 세포 펠릿을 1.25x10
9
 p.f.u. ml

-1
 M13K07 박테리오파지를 포

함하는 6ml의 2TY중에 현탁시켰다. 이 혼합물을 5분간 얼음위에 방치하고, 이어서, 450rpm에서 45분간 35
℃로 성장시켰다. 그 다음, 다음 4㎕의 100μg/ml 암피실린 0.5μl의 0.1M IPTG 0.5μl의 10mg/ml 카나마
이신을 포함하는 칵테일을 첨가하고, 이 배양물을 450rpm으로 35℃에서 밤새 성장시켰다.

다음날, 배양물을 실시예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심분리하고 파지 입자들을 PEG 침전시켰다. 파지 펠릿
을 100μk TE(트리스-EDTA, 실시예 6 참조)중에 재현탁시키고, 파지를 이. 콜리 tGl에 대하여 역가측정하

다. 감염 세포 분취량을, pUC119 파지 입자 선별용의 100μg/ml 암피실린 또는 M13K07 헬퍼 파지 선별
용의 50μg/ml 카나마이신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2TY상에 평판배양하 다. 평판들을 37℃에서 밤새 항
온처리하 으며, 생제-내성 콜로니들을 계수하 다:

DNA       amp
R
                         kan

R

CAT-3     1.8x10
11                     

콜로니 1.2x10
9
 콜로니

pCAT-3    scFv D1.3  2.4x1011콜로니   2.0x10
9
 콜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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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amp
R
 파지미드 입자들이 감염성이며, Kan

R
 M13K07 헬퍼 파지보다 100배를 초과하는 양으로 구제된 

파지 집단중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기한 사항만을 변경시키고, 실시예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ELISA에 의해 항-리소자임 활성에 대하여 파
지를 분석하 다:

1) ELISA 평판을 2% Marvel/PBS로 3시간 동안 블로킹하 다.

2) 50μl의 파지, 400μl의 1xBS, 50μl의 20Marvel을 실온에서 20분간 완전히 혼합한 후 웰당 150μl씩 
첨가하 다.

3 파지를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방치하여 결합하도록 하 다.

4) 파지 결합후위 모든 세척 과정은 다음과 같다:

PBS/0.5% 트윈 20으로 2회 급속 세정.

PBS/0.5% 트윈 20으로 2분간 3회 세척.

세제없이 PBS만으로 2회 급속 세정.

세제없이 PBS만으로 2분간 3회 급속 세척.

이 ELISA에 대한 결과를 제22도에 나타내었으며, 이는 항체 특이성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구제될 수 있음
을 나타내는 것이다.

돌연변이체과 와일드 단백질이 동일 세포에서 함께-형질발현되는 경우. 와일드 단백질이 우세하게 사용된
다는 사실은 박테리아 유전학에서는 자명한 사실이다. 돌연변이체(즉, 항체 융합체)와 와일드형 유전자 
III 단백질(M13K07로부터의)dlpUC119 파지미드 입자의 일부로서 어셈블리를 위해서 경쟁하는 것은 상기한 
상황과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로서 얻어지는 pUC119 파지 입자들의 대부분은, 예컨대 실시예 2에 기재된 
순수한 파지 시스템에 대한 경우에서 보다 그 표면상에 더 적은 유전자 III-항체 융합체 분자를 가지리라
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파지미드 항체들은, 그 표면상에 3 도는 그 이상의 항체 융합
체 복제물을 갖는 fd 파지 항체들 보다 더 낮은 화합력을 갖는 항체와 결합하기 쉬우며(예컨대, 실시예 2
에 기재된 시스템에는 와일드형 유전자 III은 존재하지 않음), 2 또는 그 이상의 유전자 III-항체 융합체
를 형질발현하는 세포들을 구제하지 않음), 2 또는 그 이상의 유전자 III-항체 융합체를 형질발현하는 세
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M13K07과 같은 헬퍼 파지를 사용함으로써 상이한 수의 동일한 결합분자(따라서, 
리간드/항원에 대한 상이한 산도) 또는 그 표면상에 다수의 상이한 결합 특이성을 갖는 파지 입자들을 생
성하는 경로를 제공한다.

또한, 그 게놈내에 작용성 유전자 III를 암호하지 않는 헬퍼 파지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다(예컨대, 유
전자 III 서열 또는 그 일부를 결실시키거나, 또는 그 유전자 내에 앰버 돌연변이를 도입시키는 것에 의
함). 이들 결손 파지들은 적당한 세포들(예컨대, 작용성 유전자 III를 트랜스로 제공하거나, 또는 앰버 
억제인자 유전자를 포함하는 세포)상에서만 성장할 것이나, 파지 항체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
우에는, 단지 파지미드에 의하여 암호된 유전자 III 항체 융합체를 방출된 파지 입자내로 결합시킬 것이
다.

[실시예 19]

[pCAT-3과 pCAT-3 scFv D1.3 파지미드의 형질전화 효율]

pUC19, pCAT-3 및 pCAT-scFv D1.3 플라스미드 DNAs와 fdCAT-2파지 DNA를 제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이. 콜
리 TG1을 형질전환시키고, pCAT-3과 pCAT-3 scFv D1.3 형질전환체를 100μg/ml 의 암피실린과 2% 글루코
스 함유 SOB 한천상에 평판 배양하고, 30℃에서 밤새 항온처리하 다. fdCAT-2 형질전환체를 15μg/ml의 
테트라시클린을 함유하는 TY  한천상에서 평판배양하고 37℃에서 밤새 항온처리하 다. 형질전화 효율은 
유입 DNA의 μg당 콜로니 수로서 표시된다.

DNA                   형질 전환 효율

pUC19                 1.10
9

pCAT-3                1.10
8

pCAT-3 scFv D1.3      1.10
8
 

fd CAT-2              8.10
5

예상된 바와 같이, 파지미드 벡터의 형질전환은 fdCAT-2 벡터 모체의 경우 보다 대략 100배 이상 효율적
이다. 더욱이, scFv 항체 단편의 존재가 효율을 저하시키지는 않는다. 형질전환 효율에 있어서의 이러한 
개선은  상이한  결합  특이성의  많은  레퍼토리를  갖는  파지  항체  라이브러리의  생산에  실제적으로 
유용하다.

[실시예 20]

[면역된 마우스로부터의 단일쇄 Fv 라이브러리의 PCR 어셈블리]

레퍼토리로부터 항체를 선별하는데 있어 파지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동물의 항체 레
퍼토리에 대한 다양하고도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를 제조할 수 있어야 하며, 박테리오파지 fd의 표면상에 
이러한 레퍼토리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킨의 혈청 알부민에 결합된 2-페닐-5-옥사졸론(phOx)으로 1차 면역후 8주째에 추가 면역시킨 다섯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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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컷 Balb/c 마우스의 비장 푸울으로부터 실시예 14에 따라 세포질 RNA를 분리하 다. 파지 디스플레
이를 위한 마우스 VH 및 VL 카파 레퍼토리의 cDNA 제제와 PCR 어셈블리는 실시예 14에 기재된 바와 같았
다. 이와 같이하여 얻은 분자들을 fdCAT2내로 결찰하 다.

벡터 fdCAT2를 NotI 및 ApaLI으로 철저히 분해하고, 전기용출(Sambrook 등, 1989, 상기 문헌)에 의해 정
제하고, T4 DNA 리가제(New England Biolabs) 8000 유니트를 사용하여 1ml 중 0.5μg(계층적 라이브러리
의 경우 5μg:실시예 22 참조)의 어셈블리된 scFv 유전자에 1μg을 결찰하 다. 결찰은 16℃에서 반새 수
행하 다.  정재된 결찰 혼합물을 6개의 분취량으로 MC1061  세포로 전기도입하고(W.  J.  Dower.  J.  F., 
Miller ＆ C. W. Ragsdale Nucleic Acids Res. 16 6127-6145, 1988)m 243x243mm 접시(Nunc)중에서 15μ
g/ml 테트라시클린 함유 NZY 배지(Sambrook 등, 1989 상기 문헌)상에서 평판배양하 다: PCR 검색에 의하
면 90-95%의 클론이 scFv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었다. PCR에 의해서 재조합 콜로니를 검색하 다(프라이머 
VH1BACK 및 MJK1FONX, MJK2FONX, MJK4FONX 및 MJK5FONX(실시예 14 참조)를 사용하여 실시예 7에서와 같은 
조건을 사용하고, 이어서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된 상용의 절단 효소 BstNi(New England Biolabs)으

로 분해). 2x10
5
 클론의 라이브러리는 제23도에 디스플레이된 다양한 분배 패턴으로 판정되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서열분석 결과, 대부분의 VH 그룹(R. Dildrop, Immunol. Today 5 85-86, 1984)과 
VK 서브그룹(Kabat. E. A. 등, 1987 상기 문헌)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자료는 나타내지 않음). 시
험된 568 클론의 어느 것도, 실시예 9에서와 같이 ELISA에 의해서 검출된 바와 같이 phOx에 결합하지 않
았다.

따라서 파지 항체(실시예 21에서와 같은)를 사용하여 제공되는 항체를 선별하는 능력은 무작위적으로 결
합된 VH와 VL  도메인으로부터 항원 결합 활성을 갖는 항체들을 용이하게 분리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Huse 등(1989, 상기 문헌)의 무작위적인 조합 방안을 사용하는 경우는, 항원-결합 단편을 분리하기 위해 
아주 광범위한 검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면역된 마우스로부터 유래된 레퍼토리로부터 2-페닐-5-옥사졸론에 특이적인 항체의 선별]

항체 특이성에 의거하여 항체를 선별하는 파지 시스템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시예 20에서 제조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다.

비선별 라이브러리로부터 시험된 568 클론중 어느 것도 ELISA에 의해 검출된 바와 같이 phOx에 결합하지 
않았다.

합텐에 파지가 결합하는지에 대한 검색은 ELISA로 수행하 다: 96 웰 평판을 실온에서 밤새 인산염 완충 
식염수(PBS)중의 10μg/ml phOs-BSA 또는 10μg/ml BSA로 피복하 다. 파지-형질도입된 박테리아의 콜로
니를 96 웰 평판(Cell wells', Nuclon)에 12.5μg/ml 테트라시클린 함유 200μl의 2xTY에 접종하고, 37℃
에서 24시간 동안 진탕(300 rpm)하면서 성장시켰다. 이 단계에서, 배양물은 포화되었으며, 파지 역가는 

증식가능하 다(10
10
TU/ml). 50μl의 파지 상층액을 4%의 탈지 분유를 함유하는 50μl의 PBS와 혼합하고, 

이어서, 상기의 피복된 평판에 첨가하 다. 더욱 상세한 사항은 실시에 9에서와 같다.

파지 라이브러리를 phOx 친화성 컬럼(표 4A)에 통과시켰으며, 합텐으로 용출시켰다. 실시예 22에서 제조
된 라이브러리로부터의 콜로니를 긁어내어 50ml의 2xTY배지에 넣고, 30분간 37℃에서 진탕시켰다. 유리된 

파지를 폴리에틸렌 글리콜로 2회 침전시키고, 물중에 10
12
TU(형질도입 유니트)/ml로 재현탁시켰다(실시예 

8에서와 같은 역가). 친화성 선별을 위해서, phOx-BSA-세파로스 1ml 컬럼(O. Makela, M. Kaartinen, J. 
L. T. Pelonen 및 K. Karjalainen J. Exp.Med. 148 1644-1660, 1978)을 300ml 인산염-완층 식염수(PBS) 

및 2%의 탈지 분유 함유 PBS(MPBS)  20ml로 세척하 다. 10
12
 TU  파지를 10ml  MPBS중에 적재하고, 10ml 

MPBS로 세척하고, 최종적으로 200ml PBS로 세척하 다. 결합된 파지를 5ml의 1mM 4-ε-아미노-카프론산 
메틸렌 2-페닐-옥사졸-5-온(phOx-CAP: O. Makela 등, 1978, 상기 문헌)으로 용출시켰다. 로그기의 이. 콜

리 TGl을 감염시키고, 상기에서와 같이 평판배향하여 약 10
6
 TU의 용출된 파지 1ml를 증폭시켰다. 더욱 더 

선별하기 위해서, 콜로니들을 긁어내어 10ml의 2xTY 배지로 넣은 다음, 상기에서와 같이 처리하 다. 용
출된 클론중에서 13%는 1차 선별후 phOx에 결합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ELISA에서 약한 결합으로부터 
강한 결합까지 전 범위에 걸쳐 있었다.

클론을 서열분석하기 위해서, 주형 DNA를 24시간 동안 중식시킨 10ml 배양물의 상층액으로부터 제조하
으며, 디데독시법과 VH 유전자에 대한 프라이머 LINKFOR(실시예 14 참조) 및 VK 유전자에 대한 프라이머 
fdSEQ1(5'-GAA TTT TCT GTA TGA TGA GG)와 함께 서열분석효소 키트(USB)를 사용하여 서열분석하 다. 이
들 합텐-결합 클론중 23종을 서열분석하 으며, 8종의 상이한 vh 유전자(a-h)가 7종의 상이한 VK유전자
(a-g)와 다양한 짝짓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제24도). VH-B와 VK-d와 같은 대부분의 도메인은 
‘무작위적'으로, 합텐을 여러 파트너중의 어느것과도 결합시킬 수 있다.

V-유전자의 서열은 phOx에 대한 2차 반응에서 디스플레이된 것들과 다소차이는 있으나 관련이 있다(제24
도). 따라서, 2차 반응으로부터의 phOx 하이브리 도마에서는 Vk 유전자-Vkoxl, ‘Vkox-유사' 및 Vk 45.1 
유전자(C. Ber다, G. M. Griffiths ＆Milstein Nature 316 412-418(1985))의 세 유형의 체세포적으로 돌
연변이된 유도체들을 사용한다. 이들은 몇가지 그룹으로부터의 Vh 유전자와 쌍을 이룰 수 있으며, Vkoxl
은 VHoxl 유전자(VH 그룹 2. R. Dildrop 상기 문헌)와 더욱 흔하게 쌍을 형성한다. Vkoxl 유전자는 항상, 
그리고, Vkox-유사 유전자는 때때로, 중쇄(VHoxl 포함)와 결합 형태로 발견되며, 서열 모티프 Asp-X-Gly-
X-X를 갖는 짧은 다섯 잔기 CDR3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중심의 글리신은 phOx에 대한 공동을 만드는데 필
요하다. 그러나 무작위적인 조합 라이브러리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VH 유전자가 그룹 1에 속하고, VK유
전자의 대부분은 ox와 유사하며 모티프 Asp/Asn-X-Gly-X-X의 다섯 잔기 CDE3을 갖는 VH도메인과 결합되어 
있다(재24도). Vkoxl과 VHoxl은 단지 한 번만 발견되며(Vk-f 및 VH-E), 상호간에 결합되어 있지 않다. 실

제로, Vk-f는 phOx 결합에 관련된 Trp
91
이 결여되어 있으며, 여섯 잔기 CDR3를 갖는 VH(VH-C)와 쌍을 형성

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작위적인 조합 라이브러리로부터 선별된 phOx-결합 클론에서 VH와 VK 유전자들의 매트릭스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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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다. 각각의 조합에서 발견된 클론의 수는 제25도에 나타낸다. ELISA 시그날 판정된, phOx-BSA
에 대한 결합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제25도에 음 으로 표시). BSA 단독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합도 
보여지지 않았다.

면역된 마우스로부터의 원래의 무작위적인 조합 라이브러리의 2차 선별 결과, phOx에 결합된 클론의 93%
가 용출되었다(표 4). 이들 클론의 대부분은 Vk-d 조합이었으며, ELISA에서 phOx에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
다(자료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음). 약한 결합체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가 
결합체들을 증량시킬 뿐만 아니라 최선의 방법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형광 팍치 적정 결과, phOx-GABA에 대한 VH-B/Vk-d의 kd가 10
-8
M(실시예 23)로 측정되었으며, 이것은 2차 

반응에 전형적인 친화성을 갖는 항체들이 2차 반응으로부터 선별될 수 있고 단지 2종(규명된 11종중)만이 
VH-B/Vk-d(C. Ber다 등 1985, 상기 문헌)보다 더 높은 친화성을 갖는 항체들을 분비함을 나타낸다. phOx-

GABA에 대한 VH-B/Vk-b의 kd는 10
-5
M인 것으로 측정되었다(실시예 23). 따라서, 약한 친화성을 갖는 scFv 

단편 보유하는 파지는, 아미도 파지상의 다수의 항체 헤드의 화합력으로 인하여 힝원을 선별해 낼 수 있
다.

이 실시예는 면역된 마우스로부터 유래된 라이브러리로부터 항원 특이성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이들 항체들을 치료 및 진단 분야에서 추가 연구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가용 형태로 형질발현
시키는 것이 종종 바람직할 것이다. 실시예 23은 파지 항체들을 사용하여 선별된 가용서의 scFv 단편들의 
친화성 측정을 예시하고 있다. 실시예 27은 가용성 단편들이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된 것들과 유사한 특성
을 갖는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많은 목적을 위해서는 중쇄의 Fc 부분을 포함하는 항체 분자를 구성 및 
형질발현시키고 아마도 면역 글로블린 이소타입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Orlandi, R. 등(1989, 상기 문헌)에 의해서 기재된 바와 유사한 방법에 의해 포유동물 세포내에서 
형질발현시키고자 파지 선별 시스템을 사용하여 확인된 항원 결합 부위를 벡터내로 서브클로닝시킬 필요
가 있다. 예컨대, VH와 VL 유전자를, 적절한 제한 부위를 포함하는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CR에 의해 별도
로 증폭시키고,  중쇄 IgGl  이소타입의 일부분으로서의 VH  도메인을 형질발현시키는 pSV-gpt  HuIgGl(L. 
Riechmann 등, Nature 332 323-327(1988)) 및 K 경쇄 불변 역에 부착된 VL 도메인을 형질발현시키는 
pSV-hyg HuCK와 같은 벡터내로 삽입시킬 수 있다. 더욱이, VH와 VL 도메인의융합체는, 예컨대 효소와 같
은 비-면역글로블린 단백질을 암호하는 유전자로 만들 수 있다.

[실시예 22]

[계츨적 라이브러리의 어셈블리에 의한 추가 항체 특이성의 생성]

추가 항체 특이성은 계층적 방안을 사용하는 실시예 20과 21에서 제조되고 검색된 라이브러리로부터 유래
되었다.

본 발명자들은 Vh-B와 Vk-d 도메인의 무차별성을 이용하여, VK 또는 VH 유전자들중의 어느 하나가 동일한 
면역 마우스로부터 유해하는 경우 이들 유전자를 전체의 레퍼토리와 어셈블리함으로써 추가적 짝을 형성

하도록 하 다. 각기 4x10
7
 멤버로 된, 결과로서 얻어지는 ‘계층적' 라이브러리들(VH-B x Vk-rep 및 VH-

rep x Vk-d)을 선별 처리하 으며, 합텐-결합 클론들을 분리하 다(표 4). ELISA에 의해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은 강한 결합체이다. 본 발명자들은 각 라이브러리중 24 클론을 서열분석하여, CH-R에 대해
서는  14종의  새로운  파트너를,  그리고  Vk-d에  대해서는  13종의  새로운  파트너를  확인하 다(제24도). 
VH0B와 Vk-c와는 달리, 무작위적인 조합 라이브러리로부터의 전술한 파트너(또는, 실제로 다른 클론)는 
전혀 다시 분리되지 않는다. Vk 유전자들은 주로 ox-유사물이고 Vh 유전자들은 주로 그룹 1(Dildrop, R. 
1984 상기 문헌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이엇으나, Vkoxl(Vk-h, -p,-q 및 -r)의 예는 Trp91을 갖고 있었으
며, VH-VCDR3 모티프 Asp-X-Gly-X-X가 우세하 다. 따라서, phOx 하이브리도마의 몇가지 특징은 계층적 
라이브러리중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듯이 보 다. 새로운 파트너들은 주로 CDRs중의 작은 변화에 의
해서 상호간에 구별되며, 이것은 상당한 미묘한 다양성이 무작위적이 조합 방안에 의해서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더욱 일반적으로는. 파트너중의 하나는 그대로 두고서 나머지를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서 관련 항체들의 범위가 형성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항체 친화성 
및 특이성에 대한 정밀한 조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파지 항체들은 원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항체 분자의 분석을 가능하
게 한다.

이 실시예와 실시예 21은, 파지 표면상에의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개별적인 항체 특이성을 부니할 수 있음
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목적에 대해서는, 폴리크로날 항혈청(예컨대, 면역침전용)에 상응하는 
항체 혼합물을 가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항체 혼합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클론들을 혼합하
고 가용성인 항체나 항체 단편들을 형질발현시키거나, 또는 대안으로 관심있는 리단드 지향성 항체나 항
체 단편을 암호하는 유전자로 된 고 증식 푸울을 산출하도록 라이브러리로부터 클론을 선별하고 이들 클
론으로부터 항체를 형질발현시킬 수 있다.

[실시예 23]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르를 사용한, 2-페닐-5-옥사졸론에 대하여 상이한 친화성을 갖는 박테리오파지상
에 노출된 항체의 선별]

실시예 21에 디스플레이된 ELISA 데이터는,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가 결합◎에들을 증량시킬 할 뿐만 아
니라,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르 확인하기 위해서, 강한 결합과 약한 결합 파지의 
결합 친화성을 측정한 후,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이들이 상호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
다.

클론 VH-B/Vk-b 및 VH-B/Vk-d를, MJK1FONX, MJK2FONX, MJK4FONX 및 MJK5FONX(실시예 14 참조)와, VH유전
자의 5'  단부레 SfiIqndnl(및줄 부분)를 도입한 프라이머인 포1BACK-SfiI(5'-TCG  CGG  CCC  AGC  CGG  CCA 
TGG CC(G/C) AGG T(C/G)(A/C) A(A/G)C TGC AG(C/G) AGT C(A/T)GG)를 사용하여 재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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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B/Vk-d를, 주변세포질 분비(M. Better 등, 상기 문헌)를 위해 pelB 리더의 하방에 있고 검출용의 C-말
단 펩티드 표지를 보유하고(실시예 24 및 도면 참조), PL 프로모터(H. Shimatake ＆ M. Rosenberg Nature 

292 128-132, 1981)의 제어하에 있는 SfiI-NotI 카세트러소, 예컨대, pJM1(A. Greffiths 및 J. Marks로부
터 입수)과 같츤 파지미드내로 클로닝하 다. 이 파지미드는 하기의 특징을 보유하여야 한다: a) pelB 리
더의 하방에 유일한 SfiI 및 NotI 제한 부위 위치; b) 검출용의 C-말단 펩티드 표지를 암호하는 서열; 및 
c) 형질발현을 제어하는 λPL 프로모터, 각각의 파지미드를 보유하는 이. 콜리 n4830-1(M. E. Gottesman, 

S. Adhya ＆ Das j. Mol. Biol 140 57-75, 1980)의 10ℓ 배양물을 문헌[K. Nagai 및 H. C. Thogerson, 
Methods Enzymol 153 461-481 1987]에서와 같이 도입하 으며 상층액을 50% 호아상 암모늄으로 침전시켰
다. 재현탁시킨 침전물을 PB + 0.2mM EDTA(PBSE)중에서 투석시키고, 1.5㎖의 phOx:세파로스 컬럼에 적재
하고, 컬럼을 100ml PBS: 100ml 0.1M 트리스-HCl, 0.5M NaCl, pH 8.0: 10ml의 50mM 시트레이트, pH 5.0: 
10ml의 50mM 시트레이트, pH 4.0 및 20ml의 50mM 글리신으로 용출시키고, 트리스 염기로 중화시킨 후, 
PBSE에 대해서 투석하 다. VH-B/Vk-b를 동일한 시그날 및 pJM1에 대한 표지 서열을 암호하는 pUC119에 
기초한 파지미드 벡터내로 클로닝하 으며, 문헌[D. de Bellis ＆ I. Schwartz, 1980 Nucleic Acids Res 
18 1311]에서와 같이 파지미드를 보유하는 이. 콜리 TGl의 10ℓ 배양물 중에서 30℃로 형질발현을 유도하

다. 클론 VH-B/Vk-b의 낮은 친화성으로 인하여, phOx-세파로스상에서의 정제는 불가능하 다. 따라서, 
한외여과(Filtron, Flowgen)에 의한 농축후, 상층액(600ml중 100ml)을 펩티드 표지를 인식하는 모노클로
날 항체 9E10(Evan. G. I. 등, Mol. Cell Biol. 5 3610-3616 1985)에 결합된 1ml 용량의 단백질 A-세파로
스 컬럼(E. Harlow ＆ D. Lane 1988 상기 문헌)상에 적재하 다. 컬럼을 NaCl중에서 0.5M로 만든 200ml의 
PBS와 50ml의 PBS로 세척하 다. scFv 단편들을 pH3.0의 0.2M 글리신 100ml로 용출시켰으며, 앞에서와 같
이 중화 및 투석하 다.

클론 VH-B/Vk-d에 대한 Kd(1.0±0.2x10
-8
M)를, 4-E-아미노-부티르산 메틸렌 2-페닐-옥사졸-5-온(phOx-GABA 

Co. Makela 등, 1978 상기 문헌)으로 형광 팍치 적정하여 측정하 다. 280nm에서 여기시켰으며, 340nm에

서 방사를 모니터하 고 Kd를 산출하 다. 저친화성 클론 VH-B/Vk-b의 Kd는 1.8±0.3x10
-5
M로 측정되었다

(디스플레이되지는 않음), 더 높은 농도의 phOx-GABA에 의한 광흡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260nm에서 여
기시켰으며, 304nm에서 방사를 모니터하 다. 또한, 형광도 수치를 리소자임 결합 Fv 단편 D1.3의 병행 
적정으로부터 얻은 값으로 나누었다. 이 값은 문헌[H. N. Eisen Meth. Med. Res. 10, 115-121, 1964]에서

와 같이 산출하 다. 20:1의 비율로 클론 VH-B/Vk-b와 VH-B/Vk-d의 혼합물, 7x10
10
 TU 파지를 10ml MPBSso 

phOx-BSA-세파로스 컬럼상에 적재하고 상기와 같이 용출시켰다. 용출된 파지를 사용하여 이. 콜리 TGl의 

재감염시키고, 앞에서와 같이 파지를 생성시키고 수확하 다. 대략 10
11
 TU의 파지를 제2 친화성 컬럼상에 

적재하고, 상기한 과정을 반복하여 총 3개의 컬럼을 통과시켰다. 각 단계에서 용출된 파지 희석액을 이중
으로 평판배양하 으며, VK-b에 특이적인 올리고뉴클레오티드(5' GAG CGG GTA ACC ACT GTA CT) 또는 VK-d
에 특이적인 올리고뉴클레오티드(5'-GAA TGG TAT AGY ACT ACC CT)로 별도로 프로빙하 다. 2회 수행후, 
거의 모든 용출 파지는 포-B/Vk-d 다(표4). 따라서, 파지 항체들을 디스플레이된 항체의 항원 친화성에 
의거하여 선별할 수 있다.

[실시예 24]

[중감염후 박테리오파지 표면성에 형질발현된 항체 단편의 형질발현용의 파지미드 Phen1의 작제]

파지미드 pHEN1(제26도)은 pUC119(Vieira, J. ＆ Messing, J. Methods Enzymol 153 pp3-11, 1987)의 유도
체이다. 시그날 펩티드와 클로닝 부위를 포함하는 fdCAT2로부터의 g3p의 암호 역을 프라이머 G3FUFO 및 
G3FUBA(이하에  나타냄)(각각,  EcoRI과  HindIII  부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PCR로  증폭시켰으며, 
HindIII-EcoRI  단편으로서 pUC119내로 클로닝하 다. g3p  시그날 서열을 암호하는 HindIII-NotI  단편을 
내부 SfiI 부위를 갖는 pelB 시그날 펩티드(Better, M. 등, Science 240 1041-1043, 1988)로 치환하여, 
항체 유전자가 fiI-NotI 단편으로 클로닝되도록 하 다. 펩티드 표지인 c-myc(Munro, S. ＆ Pelham, H., 
Cell 46, 291-300, 1986)을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카세트를 클로닝하는 것에 의해서 NotI 부위 바로 뒤에 
도입시킨 후, 시험관내 돌연변이유발 키트(Amersham International)를 사용한 부위-직접 돌연변이 유발에 
의해 앰버 코돈을 도입하 다(제26b도).

G3FUFO, 5'-CAG TGA ATT CTT ATT AAG ACT CCT TAT TAC GCA GTA TGT TAG C;

G3FUBA, 5'-TGC GAA GCT TTG GAG CCT TTT TTT TTG GAG ATT TTC AAC G;

[실시예 25]

[pHEN1과 fdCAT2를 사용한, 박테리오파지 fd상으로의 항-옥사졸론 항체 NQ10.12.5로부터 유도된 단일쇄 
Fv와 Fab 단편의 디스플레이]

마우스 항-phOx(2-페닐-5-옥사졸론)항체 NQ10.12.5(Griffiths, G. M. 등, Nature 312, 271-275, 1984)로
부터의 가용성인 Fab 단편(Better 등, 1988, 상기 문헌)을 박테리아에서 형질발현하도록 고안된 클론(본
질적으로 pUC19내의 구성체 II)으로부터 소정 범위의 구성체(제27도 참조)를 만들었다. 구성체 II에 있어
서, V-역역은 NQ10.12.5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인체의 CK와 Chl(γ1 이소타입) 불변 도메인에 부착되어 있
었다. 통상 항체의 경쇄와 중쇄 사이에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C-말단의 시스템인 잔기가 불변 도메인 양
자 모두에서 결실되어 있다. 파지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경쇄 및 중쇄 유전자를 Fab 단편(구성체 II)으로
서 함께 클로닝하거나 또는 별도의 사슬(구성체 III과 IV)로서 클로닝하기 위하여, PCR에 의해 구성체 II
로부터 DNA를 증폭시켜 3' 말단에 NotI 제한 부위를 그리고 5' 말단에는 ApaLI 부위(fd-CAT2로의 클로닝
을 위한)나 SfiI  부위(pHEN1으로의 클로닝을 위한)중 하나를 도입하 다. VH1BACKAPA(또는 포1BACKSFI1
5)를 갖는 프라이며 FABNOTFOK를 Fab 단편(구성체 II)을 암호하는 유전자의 PCR 증폭에 사용하 으며, 중
쇄(구성체 III)에 대해서는 포1BACKAPA(또는 포1BACKSFI15)를 갖는 프라이머 FABNOTFOH를 사용하고, 경쇄
(구성체 IV)에 대해서는 프라이머 FAVNOTFOK와 MVKBAAPA(또는 MVKBASFI)를 사용하 다.

NQ10.12.5의 단일쇄 Fv 변형물(구성체 1)은 가용성 링커(Gly4Ser)3(Huston, J. S. 등, Proc. Natl. Acad. 

112-39

1019930700061



Sci., USA, 85, 5879-5883, 1988)에 의해 연결된 중쇄(VH) 및 경쇄(VK) 가변 도메인을 가지며, 실시예 14
에서와 같이 ‘중첩 연장에 의한 접속'에 의히여 구성체 II로부터 작제하엿다. 어셈블리된 유전자를 프라
이머 파3F2NOT  및 VH1BACKAPA(또는 VH1BACKSFI15)를 사용하여 재증폭시켜서, fd-CAT2(ApaLI-NotI)  또는 
pHEN1(SfiI-NotI)으로 클로닝하기 위한 제한 부위들을 부가시켰다.

VH1BACKAPA, 5'-CAT GAC CAC AGT GCA CAG GT(C/G) (A/C)A(A/G) CTG CAG (C/G) AG TC(A/T) GG;

VH1BACKSFI15. 5'-CAT GCC ATG ACT CGC GGC CCA GCC GGC CAT GGC CiC/G)A GGT (C/G)(A/C)A (A/G)CT GCA 
G(C/G)A GTC (A/T)GG;

FABNOTFOH, 5'-CCA CGA TTC TGC FFC CGC TGA AGA TTT GGG CTC AAC TTT CTT GTC GAC;

FABNOTFOK, 5'-CCA CGA TTC TGC GGC CGC TGA CTC TCC GCG GTT GAA GCT CTT TGT GAC;

MVKBAAPA, 5'-CAC AGT GCT CTC GAC ATT GAG CTC ACC CAG TCT CCA;

MVKBASFI, 5'-CAT GAC CAC GCG GCC CAG CCG GCC ATG GCC GAC ATT GAG CTC ACC CAG TCT CCA;

파3F2NOT, 5'-TTC TGC GGC CGC CCG TTT CAG CTC GAG CTT GGT CCC.

제한 부위는 밑줄을 쳤다.

[파지와 파지미드 입자의 구제]

구성체 I-IV(제27도)를 fd-CAT2와 pHEN1의 양자내로 도입하 다. 파지 fd-CAT2(그리고, fd-CAT2-zI, II, 
III 또는 IV)를 12.5μg/ml 테트라시클린 함유 2xTY 배지중에서 밤새 도안 37℃로 진탕한 후 감염된 이. 
콜리 TGl의 상층액으로부터 취하여 직접 ELISA에 사용되었다. 이. 콜리 TGl(supE)중의 파지미드 pHEN1(그
리고, pHEN1-I 및 II)을 100μg/ml 암피실린과 1% 글루코스(글루코스가 없으면, g3p의 형질발현은 헬퍼 
파지에 의한 이후의 중감염을 저지시킨다) 함유 2ml 2xTY 배지중에서 밤새 성장시켰다. 10μl의 밤새 배
양시킨 배양물을 100μg/ml 암피실린과 1% 글루코스 함유 2ml의 2xTY 배지에 접종하고 37℃에서 1시간 동

안 진탕시켰다. 이  세포들을 세척하고 100μg/ml 암파실린 함유 2xTY중에 재현탁시키고, 2μl(10
8
pfu) 

VCSM13 헬퍼 파지(Stratagene)를 첨가하여 파지미드 입자들을 구제하 다. 1시간동안 성장시킨 후, 4μl
의 카나마이신(25mg/ml)을 첨가하고, 배양물을 밤새 성장시켰다. 파지미드 입자들을 ELISA를 위해서 폴리
에 틸렌 글리콜로 침전시켜 10배로 농푹하 다.

[ELISA]

2-페닐-5-옷사졸론(phOx)에 대한 파지의 결합을 실시예 9에서와 같이 수행하여 검출하 다. 96 웰 평판을 
PBS중의 10μg/ml BSA 또는 10μg/ml phOx-BSA로 실온에서 밤새 피복하고, 2%의 탈지 분유 함유 PBSS로 
블로킹하 다. 4% 탈지 분유 함유 50μl PBS와 혼합한 파지(미드) 상층액(50μL)을 웰들에 첨가하고 분석
하 다. pHEN1으로부터 분비된 가용성 scFv 또는 Fab 단편의 결합을 검출하기 위해서, [Munro와 Pelham, 
1986,  상기  문헌]에  기재된 c-myc  펩티드 태그를 항-myc  모노클로날 9E10(Evan,  G.  I.  등,  Mol  Cell 
Biol., 5, 3610-3616, 1985)을 사용하여 검출한 후, 퍼옥시다제-어셈블리된 염소 항-마우스 면역글로블린
으로 검출하 다. 다른 세부사항들은 실시예 9에서와 같다.

fdCAT2와  pHEN1중의  구성체는 필라멘트형 파지  표면에  항체  단편을  디스플레이한다.  파지  벡터인 fd-
CAT2(제8도)는 벡터 fd-tet(Zacher, A. N. 등, Gene 9 127-140, 1980)에 기초한 것으로, 파지 코트 단백
질 g3p의 N-말단에 융합체로서 형질발현시키기 위한 항체(또는 다른 단백질)유전자를 클로닝하기 위한 제
한 부위(ApaLI과 NotI)를 보유한다. fd-CAT2중의 항체-g3p 융합체의 전사는 유전자 III 프로모터와 g3p 
리더에 의해서 주변세포질을 표적으로 하는 융합체 단백질로부터 유도된다.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fd-CAT2
내로 클로닝된 NQ10.12. 5의 Fab와 scFv 단편들은 phOx-BSA(BSA가 아님)에 결합하는 것으로 ELISA에 의해
서 밝혀졌다(표 5). 샘플에 대한 A405가 ELISA에서의 배경치 보다 적어도 10배 더 크다면, 파지들이 결합

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파지미드 벡터 pHEN1(제26도)은 pUC119에 기초한 것으로, 융합체 단백질을 클로닝하기 위한 제한 부위
(SfiI와 NotI)를 포함한다. 여기서, 항체-g3p 융합체의 전사는 유도가능한 lacZ 프로모터와 pelB 리더에 
의해서 주변세포질을 표적으로 하는 융합체 단백질로부터 유도된다. 파지미드를 글루코스와 IPTG를 포함
하지 않는 2xTY 배지중에서 VCSM13 헬퍼 파지로 구제하 다: 이들 조건하에서는, 항체-g3p의 충분한 형질
발현이 이루어진다.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pHEN1내로 클로닝된 NQ10.12.5의 Fab와 scFv 단편들은 상기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 ELISA(표 5)에 의해서 phOX-BSA(BSA가 아님)에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지 표면상에 형질발현된 Fab 단편의 라이브러리를 제조하기 위한 대안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파지 게놈내의 삽입물로부터 중쇄(VHCH)유전자를 형질발현하는 파지 라이브러리를 제조.

2. 이. 콜리중에서의 플라스미드 형질발현 벡터, 바람직하게는 파지미드내에 경쇄 유전자의 라이브러리를 
제조하고, 이 라이브러리로부터 형질발현된 가용성 단백질 경쇄를 분리.

3. 상기 라이브러리로부터의 가용성 단백질 경쇄를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된 중쇄 라이브러리에 결합.

4. 친화성 및 특이성에 관하여 바람직한 특성을 갖는 파지를 선별, 이것은 중쇄(VHCH)유전자를 암호할 것
이다.

5. 선택된 중쇄와 조합하여 적절한 항원 결합 부위를 형성하는 경쇄를 암호하는 경쇄 유전자를 바람직하
게는, 경쇄를 형질발현하는 파지미드를 포함하는 박테리아를 선택된 중쇄를 형질발현하는 파지로 중감시
키는(실시예 20에 기재한 바와 같음)것에 의해서 분리한 다음, 항원 결합에 대해서 분석.

[실시예 26]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된 상보성 항체 사슬를 암호하는 파지에 의한 항체 중쇄 또는 경쇄와의 유전자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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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융합체를 암호하는 파지미드의  구제와 이 기술을 사용한 이중 조합 라이브러리의 작제]

무작위 조합 라이브러리의 사용에는 박테리아 세포의 형질전한 효율로 인해, 디스플레이되는 Fab 단편의 
잠재적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방법(이중 조합 라이브러리)은 본원에 기술된 바

에 의하면 조사되는 파지수를 10
7
배까지 증가시킨다.

중쇄 및 경쇄의 어셈블리를 다른 벡터로부터 형질발현하기 위해서는, 파지미드(pHEN1-III 또는 IV)를 이. 

콜리 HB2151(비-억제인자 균주)에서 성장시켜 가용성 사슬를 생산하고, 헬퍼 파지가 g3p(각각 10
9
 TU fd-

CAT2-IV 또는 III)에의 융합체로서 형질발현 파트너 사슬를 사용하고 카나마이신 대신에 2μl 테트라시클
린(12.5 mg/ml)을 사용한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상기(실시예 27)와 같이 구제하 다.

[Fab 중쇄 및 경쇄를 암호하는 분리된 벡터들]

Fab 단편의 중쇄 및 경쇄를 동일 벡터내에서 함께(실시예 25) 또는 다른 벡터내에 암호될 수 있다. 이것
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쇄(구성체 III)를 pHEN1내로 클로닝하고(가용성 단편을 제공하기 위해), 경쇄(구성
체 IV)는 fd-CAT2내로 클로닝했다(g3p와의 융합체를 만들기 위해). 이. 콜리 HB2151(비-억제인자)에서 성
장 시킨 상기 파지미드 pHEN1-III을 fd-CAT2-IV 파지로 구제하 으며, 파지(미드)는 phOx:BSA에는 결합하
지만 BSA에는 결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것은 가용성 경쇄가 g3p에 연결된 중쇄와 정확히 
결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중쇄나 경쇄는 어느것도 단독으로 항원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이다(표 5).

유사한 결과를 그 반대의 실험(파지미드 pHEN-1-IV와 fd-CAT2-III 파지사용)에서 얻었는데, 그 실험에서
는 중쇄가 가용성 분자로서 생산되었고 경쇄는 G3P에 연결되었다(표 5). 그러므로 다른 사슬가 같은 혹은 
다른 벡터를 사용하여 분비된다면, fAB 단편은 중쇄 또는 경쇄중의 하나를 g3p에 융합시킴으로써 파지표
면상에 어셈블리된다(제28도).

수득되는 파지 집단은 파지 abd로 구제된 파지미드의 혼합물이다. 로그기의 이. 콜리 TGl을 감염시키고, 
15μg/ml 테트라시클린(fd-CAT2 선별용) 또는 100μg/ml 암피실린(pHEN1 선별용)을 포함하는 TYE 평판상

에서 평판배양하여 2가지 입자 유형의 비율을 측정하 다. fd-CAT2 파지의 역가(titre)는 5x10
11
TU/ml이고 

pHEN1의 역가는 2x10
10
TU/ml 는데, 이것은 파지미드당 25개 파지의 패키징 비를 나타낸다.

본원 명세서에는 파지 표면상으로의 이형이합체 항체 Fab 단편의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대안의 방법이 설
명되어 있다. 사슬중의 하나는 g3p에 융합되고 다른 하나는 가용 형태로 이. 콜리의 주변세포질 공간으로 
분비되는데, 여기서 이것은 g3p 융합체와 비공유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항원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경쇄 
또는 중쇄중 하나는 g3p에 융합될 수 있다: 그들은 파지상에 Fab 단편으로 디스플레이되어 항원에 결합한
다(제28도). 표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파지와 파지미드 벡터 둘다 알려져 있다. 대형 파지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도 파지미드가 파지 벡터보다 더 좋다. 특히 그들의 보다 높은 형질감
염 효율(2 내지 3차 더 높은)의 관점에서 볼 때, 더 큰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 파지미드 벡터인 
pHEN1 역시 비-억제인자 이. 콜리에서 가용성 Fab 단편을 형질발현시킬 수 있다.

본원에서는 또한 같은 벡터(구성체 II)상에 또는 다른 벡터(구성체 III과 IV)상에 암호된 중쇄 및 경쇄가 
Fab 단편으로 디스플레이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것은 디스플레이를 위한 무작위 조합 라이브러리
를 만드는 2가지 별개의 방법을 제공한다. PCR에 의해 증폭된 중쇄 및 경쇄 유전자의 라이브러리는 ‘중
첩연장에 의한 접속(splicing)'에 의거하는‘PCR 어셈블리' 과정(실시예 14)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연결되
어, 파지(미드)디스플레이 벡터내로 클로닝되고 상기한 바와 같은 전사체(구성체 II)의 일부로서 동일한 
vfhahxj로부터, 또는 사실상 분리된 전사체로서 다른 프로모터로부터 형질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파지

(미드)벡터는 두 사슬을 둘다 암호하여 디스플레이한다. 10
7
개의 중쇄와 107개의 경쇄의 조합 라이브러리

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되는 Fab 단편의 잠재적 다양성(10
14
)은 상기 벡터에 의한 박테리아 세포의 형질 

감염 효율에 의해 제한된다(최상으로 절단하고 결합된 플라스미드 μg당 약 10
9
 클론)(W. J. Dower 등, 

Nucl. Acids. Res. 16 6127-6145. 1988). 이렇게 제조된 라이브러리는 문헌[Huse, W. D. 등, Science 246 
1275-1281(1989)]에 기술된 무작위 조합 라이브러리 방법과 유사하지만, 파지 표면상의 디스플레이로 생
성되는 다수의 클론으로부터 항체 다양성을 선별하는 강력한 방법이 제공된다는 중요한 추가 성질을 가진
다. 

대안으로, 중쇄 및 경쇄의 라이브러리는 같은 세포 내에서의 형질발현을 위해 g3p 융합체를 암호하는 파
지 벡터와 가용성 사슬을 암호하는 파지미드와 함께 다른 벡터들내로 크로닝시킬 수 있다. 파지는 헬퍼로
서 작용하고, 감염된 박테리아는 패키지된 파지와 파지미드 모두를 생산했다. 각 파지 또는 파지미드는 
양 사슬을 둘다 디스플레이하지만, 한 사슬만을 암호하며 따라서 하원-결합 부위의 반에 대한 유전 정보
만을 암호한다. 그러나, 두 항체 사슬에 대한 유전자들은 선별 배지상에서 평판배양함으로써 따로따로 회
수될 수 있는데, 이것은 상호 상보적 쌍의 항원 결합 중쇄 및 경쇄 조합을 무작위 조합 라이브러리로부터 
선별할 수 있는 수단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fd 파지상의 경쇄 레퍼토리를 사용하여 파지미드상에 갇용
성 중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이. 콜리를 감염시키고, 친화성 정제된 파지 라이브러리와 함께 구제될 
수 있으며, 그 새로운 조합 라이브러리는 계속되는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하여 항체 중쇄 및 경
쇄 유전자는 매정제과정후 재편성된다. 결국, 여러 과정 후에, 감염된 박테리아를 평판배양시키고, 항원-
결합 파지를 개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그러한‘이중' 조합 라이브러리는 단일의 벡터상에 암호된 라이

브러리보다 잠재적으로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진다. 10
7
개의 경쇄 파지(미드)들의 별개의 라이브러리들을 조

합함으로써, 디스플레이되는 Fab 단편의 다양성(잠재적으로는 10
14
)은 단지 박테리아의 수(리터당 10

12
개)

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더 간단히 말하면, 2개 벡터의 사용은 고정된 중쇄 또는 경쇄가 라이브러리 또는 
파트너(실시예 22)와 짝을 이루고 있는‘계층적' 라이브러리의 작제를 용이하게 하고, 항체 친화성과 특
이성의 미세 조정 수단을 제공한다.

[실시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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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미드 pHEN1을 사용한 가용성 scFv 및 Fab 단편의 유도]

용액내의 형질발현으로의 전환이 간단하다면, 파지 표면상에서 형질발현된 항체들의 심층 연구가 상당히 
용이해질 것이다.

이. 콜리 HB2151을 pHEN 파지미드(pHEN1-I 또는 II)로 감염시키고, 100μg/ml 암피실린을 함유하는 YTE 
평판에 평판배양하 다. 콜로니를 37℃에서 2xTY 배지, 100μg/ml 암피실린, 1% 글루코스에서 한 번 세척
하고, 100μg/ml 암피실린과 1mM 이소프로필 β-D-티오갈락토시드(IPTG)가 함유된 배지에 재현탁 시키고, 
16시간을 더 성장시켰다. 세포들을 펠릿화시키고, 분비된 사슬들을 함유하는 상층액을 ELISA에 직접 사용
하 다.

파지미드 pHEN1은 항체가 디스플레이(이. 콜리의 supE 균주에서 성장시킴으로써)를 위해서 또는 표지된 
가용성 단편(비-억제인자 균주에서 성장시킴으로써)으로서 생산될 수 있고 펩티드 말단(실시예 24) 및 앰
버 코돈이 항체와 g3p 사이에 도입된다는 점에서 파지 fd-CAT2에 비해 이점을 가진다. pHEN1-II로부터의 
가용성 Fab 단편 또는 pHEN1-I으로부터의 scFv 단편의 분비는 웨스턴 블롯을 사용하여 이. 콜라 HB2151에
서의 성장과 IPTG에 의한 유도후에 입증되었다(제29도). 분비된 단백질의 검출을 위해서는, 유도된 배양
물의  10μl의  상층액을  SDS-PAGE에  전개시키고  단백질은  전기블로팅에  의해 이모빌론-P(Immobilon-
P)(Millipore)로 이전시켰다. 가용성 중쇄 및 경쇄는 염소 폴리클로날 항-인체 Fab 항혈청(Sigma) 및 퍼
옥시다제가 축합된 토끼-염소 면역글로블린(Sigma)을 가각 1:1000으로 희석한 것을 이용하여 검출하 다. 
표지된 VK 도메인은 9E10 항체(1:1000) 및 퍼옥시다제가 어셈블리된 염소 항-마우스 면역글로블린(Fc 특
이적)(1:1000)(Sigma)으로 또는 퍼옥시다제로 표지된 항-인체 CK 항혈청(Dako)으로 검출하 다. 3.3'-디
아미노벤지딘(DAB:Sigma)이 페옥시다제 기질로서 사용되었다(Harlow E., 등. 1988 상기 문헌). scFv로는 
단편들을 9E10 항-myc 표지 항체를 사용하여 검출하 다(자료는 디스플레이하지 않았음). Fab로는 예상 
대로 9E10(항-인체 CK) 항체에 의해 경쇄만을 검출하 으며, 반면 항-인체 Fab 항혈청으로는 중쇄와 경쇄 
양자 모두를 검출하 다. 가용성 scFv와 Fab 단편의 phOX-BSA에의 결합(BSA에는 아님)이 ELISA에 의해 역
시 증명되었다(표 5B). 이에 의해, scFV와 Fab 단편들이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될 수 있거나 또는 동일한 
파지미드 벡터로부터 가용성 단편으로서 분비될 수 있다.

[실시예 28]

가용성 scFvD1.3 대비 1차 항체로서 FDTscFvD1.3을 사용한 리소자임의 ELISA 분석에서 민감도 증가

원칙적으로 파지 항체의 사용은 용해성 항체에 의한 것보다는 더 민감한 면역분석이 수행되도록 한다. 파
지 항체는 특이적 항원에 결합하는 능력과, 각각의 비리온상의 주요 코트 단백질(g8p)의 다수(약 2800)의 
복제물의 존재를 통해 증폭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있다. 이것은 M13 지향성 여러 항체 분자의 각각의 비리
온으로의 부착과 아래의 경우에 퍼옥시다제-접합된 항-종 항체 (항-양) IgG의 여러 분자에의 부착을 가능
하게 한다. 이에 의해 항원에 결합된 모든 파지 항체에게는 여러 퍼옥시다제 분자에 부착하는 능력이 있
으며, 반면 가용성 항체를 제1 항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이 증폭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ELISA 평판들을 50mM NaHCO3 (pH 9.6)내에서 헨 에그 리소자임의 10배 희석액 200μℓ를 사용하여 실온에

서 밤새 피복하 다. ELISA는 하기 (ⅰ), (ⅱ), (ⅲ)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4에 기술된 것과 같이 수행되

었다. (ⅰ) 항-리소자임 항체와의 항온처리는 FDTscFvD1.3(pAb; 10
11
 파지/웰; 1.6mol) 또는 친화성 정제

된 가용성 scFvD1.3(18μg/웰;0.7nmol)으로 이루어졌다. (ⅱ) 제1항체와의 항온처리는 FDTscFvD1.3 샘플
에는 양의 항-M13 혈청의 1/100 희석액으로, 또는 가용성 scFvD1.3 샘플에는 토끼의 항-scFvD1.3혈청(S. 
Ward로부터 입수)의 1100 희석액으로 수행하 다. (ⅲ) 퍼옥시다아제-접합된 토끼으 항-염소 면역 글로블
린(Sigma; 1/5000)이 FDTscFvD1.3 샘플에 대해 사용되었고, 퍼옥시다아제-접합된 염소의 항-토끼 면역글
로블린(Sigma; 1/5,000)이 가용성 scFvD1.3 샘플에 대해 사용되었다. 15시간후에 405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 다. 그 결과들이 제30도 및 제31도에 나타나 있다. 이들 도면에서 피복을 위한 리소자임 농도는 1
μg/㎖에 대해 로그 규모의 희석액으로 나타내었다(즉, log=-3=1㎎/㎖; log=2=0.01㎍/㎖).

FDTscFvD1.3로는 더 높은 시그날들이 리소자임의 모든 농도에서 얻어졌으나(제31도), 즉 항원의 양이 가
장 제한적인 경우 그 차이는 가장 희석률이 클 때, 매우 현저하 따(제30도와 제31도). 이것은, 파지 항
체가 샌드위치형 분석법에 대해 특히 유용하며, 이 분석법에서는 다른 에피토프(epitope) 지향성 파지 항
체가 항원 결합 제2항체로서 사용될 때, 제1항체에 의한 작은 양의 항원 포착이 증폭된 시그날을 발생시
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실시예 29]

박테리오파지 fd의 표면상에서의 단일쇄 Fv 단편으로서 마우스의 모노클로날 항체의 직접 구제 및 형질발
현

그 원리는 실시예 14에 기술된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것은 마우스의 모노클로날들로부터 제조된 cDNA로
부터 단일쇄 항체의 PCR 어셈블리로 이루어진다. 일례로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에스트리올(Oestriol)에 
대한 항체를 형질발현시키는 모노클로날로부터 그러한 2종의 항체들의 구제와 형질발현이 하기에 기술되
어 있다.

A. RNA의 제조

RNA는 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지된 많은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 실시예에서, 트리톤 X-100
용균, 페놀/SDS RNase 불활성화를 이용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1. 여기서 사용되었던 마우스 모노클로날 세포들을 원심분리에 의해 수확하고무 혈청 배지에서 재현탁시

켰다. 그것들을 원심분리한 후, 식염수에 재현탁시키고, 최종 원심분리 단계 후에 멸균수에서 ㎖당 1×10
7

개의 세폴 재현탁시켰다.(통상 세포들은 PSB 완충액에서 세척하고 최종적으로 PBS 완충액에 
재현탁하지만, 이들 특정 세포들은 기술한 바와같이 수중 동결 형태로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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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50㎕의 세포에 250㎕의 빙냉 4×용균 완충액(40mM 트리스 HCI pH 7.4/4mM NaCl2/600mM NaCl/40mM VRC

(베로닐 리보실 착물)/2% 트리톤 X-100)을 첨가했다. 그 현탄액을 잘 혼합하고 얼음에 5분동안 방치하
다.

3. 마이크로원심분리기 13,000rpm로 4℃에서 5분동안 원심분리를 수행했다. 상층액을 페놀로 3번 추출한 
후, 페놀 클로로포름으로 3번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재료와 방법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에탄올 
침전시켰다. 침전물을 50μℓ의 물에 재현탁시켰다.

4. RNA의 광학 밀도를 260nm에서 1㎖의 물중의 2.5㎕ 샘플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1% 아가로스 겔상에서 
2㎕의 샘플을 전기 동하여 RNA를 조사하 다. 32㎕ 내지 42㎕ 범위의 RNA가 이 방법에 의해 얻어졌다.

B. cDNA의 제조

사용된 방법은 실시예 14에 기술된 것과 같다. 2개의 cDNA 제제가 만들어졌다. 이 제제는 세포주 013과 
014로 공지되어 있는 모餓클로날로부터 추출된 RNA로부터 만들어졌으며, 상기 세포주는 둘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에스트리올에 대응한 항체를 항질발현시켰다.

C. 일차 PCR

사용된 방법은 실시예 14에 기술된 것과 거의 같다. VH 역은 프라머 VH1BACK 및 VH1FOR-2로 
증폭시켰다.  V카파  역에  대해서는,  4개의  별개의  반응을  프라이머  VK2BACK과  MJK1FONK,  MJK2FONK, 
MJK4FONX 또는 MJK5FONX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샘플들(5㎕)을 1.5% 아가로스 겔에서 조사되었다. 이것
으로부터 2개의 에스트리올 모노클로날로부터 제조된 cDNA에 대해서는 프라이머 VK2BACK와 MJK1FONK가 V
카파 역을 가장 잘 증폭시킨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VH 밴드와 VK2BACK/MJK1FONX로 증폭된 V카파 밴드를 
각각의 모노클로날에 대해 2%의 저 융점 아가로스 겔상에서 정제하 다. 그 DNA 밴드들을 겔로부터 절제
하고 실시예 14에 기술된 전용 진클린 키트를 사용하여 정제하 다.

D. ◎이커의 제조

사용된 방법은 실시예 14에 기술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증폭된 링커 DNA를 아가로스 겔에
서  정제하고  전용  '머메이드'  키드('Mermaid'  kit;  BIO  101,  Geneclean,  La  Jolla,  San  Diego, 
California, USH)를 제조자의 지시를 따라 사용하여 그 겔로부터 회수하 다.

E. PCR 어셈블리

사용된 방법은 실시예 14에서 기술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 이 경우에는 어셈블리된 PCR 생성물을 2% 아가
로스 겔에서 정제하고, 전용 '머메이드' 키트를 사용하여 겔로부터 회수하 다.

F. 제한 부위의 첨가와 분석

어셈블리된 생성물에 ApaLI과 NotI 제한 부위를 첨가하 다. 그리고나서 그 DNA를 ApaLI와 NotI으로 분해
하여 클로닝에 적절한 점착성 말단Sticking ends)을 제공한 후, 2% 저 융점 아가로스 겔상에서 정제하고 
진클린 키트를 사용하여 추출하 다. 사용된 방법은 실시예 14에 기술된 것과 동일하다.

G. 벡터 fd-CAT2내로의 클로닝

CsCl 정제된 fd-CAT2 DNA 15㎍의 전량 1×NEB 아세틸화된 BSA를 포함하여◎ 1×NEB NotI 완충액의 전체 
부피 200㎕에서 총 3시간동안 37℃에서 제한 요소 NotI(New England Biolabs) 100 유니트로 분해하 다. 
벡터 DNA를 15㎕의 스트래타클린(Strataclean;  단백질 제거를 위한 시판 수지)으로 제조자(stratagene, 
11099 North Torrey Pines Road, La Jolla, california, USA)의 지시에 따라 두 번 처리했다. 그리고나서 
DNA를 에탄올로 침전시키고 TE 완충액(Sambrook 등., 1989 상기 문헌)에서 재용해시켰다. 그후 그 DNA는 
전체  부피  200㎕의  1×NEB  완충액  4에서  37℃로  밤새  100  유니트의  제한  요소  ApaLI(New  England 
Biolabs)로  분해했다.  그리고 나서 벡터를 크로마 스핀(Chroma  Spin)  1000  칼럼으로,  제조자(Clontech 
Laboratories Inc, 4030 Fabian Way, Palo Alto, caloifornia, USA)의 지시에 따라 정제하 다. 이 단계
는 ApalI/NotI 단편을 제거하여 최대의 결찰 효율로 절단 벡터 DNA를 제공한다.

결찰 반응은 1㎕의 NEB 리가제(New England Biolabs)를 포함하는 1×NEB 리가제 완충액의 전체 부피 10㎕
에서 16℃로 밤새(약 16시간) 2.5내지 10ng의 DNA 삽입물과 10ng의 벡터로 수행하 다.

H. 형질전환 및 성장

이. 콜리 균주 TG1을 감응성으로 만들어서 문헌(Sambrook 등, 1989 상기 문헌)에 기술된 것처럼 fdCAT2 
재조합 DNA로 형질전환시켰다. 세포들을 LBtet 평판(평판에 깔기 직전에 첨가되는 15㎍/ul의 테트라시클
린과 함께 리터당 10g의 트립통, 5g의 효모 추출물, 10g의 NaCl, 15g의 박토-한천)상에서 평판배양하고 
밤새성장시켰다.

그리고 나서 단일 웰에 분리된 코로니들을 50㎕ 튜브내 LBtet 육즙(15㎍/ul의 테트라시클린을 포함한 LB 
배지)내로 접종시켰다. 그후 벤치 탑 원심분리기에서 350℃/350rpm로 밤새 성장하 다. 상층액을 15㎖의 
원심분리 튜브에 옮기고 각각에 2㎖ 20% LPG 8000/2.5M NaCl로 첨가하 다. 실온에서 20 내지 30분 동안 
항온처리한 후, 재조합 파지를 소발(Sorval) SM24 로우터에서 9000rpm으로 30분동안 원심분리하여 펠릿화
시켰다. PEG 상층액은 폐기했다. 남아있는 PEG는 단시간(2분) 원심분리 단계를 거친 후 파스퇴르 피펫으
로 제거하 다. 이 마지막 단계를 PEG가 전혀 남지 않도록 반복하 다. 그후, 파지 펠릿을 500㎕ PBS 완
충액에 재현탁시켰다. 이것을 마이크로원심분리 튜브로 옮기고 13,000rpm로 회전시켜 남아있는 세포를 모
두 제거하 다. 파지 상층액을 새로운 튜브로 옮겼다.

I. 항체 형질발현에 대한 분석

박테리오파지 fd 재조합들을 ELISA에 의해 에스트리올에 대한 항체의 형질발현에 대해 검색하 다. 이 방
법은 실시예 6에서 기술되었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사항들은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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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적정(microtitre)  평판을  40㎍/㎖의  에스트리올-6  카르복시메틸옥심-BSA(Steraloids,  31 
Radcliffe Road, Croydon, CRO 5QJ, England)로 밤새 피복시켰다.

2. 제1항체는 추정의 파지 항 에스트리올 항체 다. 0.25% 젤라틴과 멸균 PBS를 합쳐 최종 부피 200㎕중
의 50㎕의 파지를 각 웰에 첨가하 다.

3. 제2항체는 1:1000 희석된 양의 항 M13이었다.

4. 제3항체는 퍼옥시다제 축합된 토끼의 항 염소 면역글로블린이었다.

작용성 항체를 형질발현하는 재조합체들을 발색성 기질 2'2' 악시노비스(3-에틸 벤즈티아졸린 술폰산)와 
항온처리하여 검출하 다.

[실시예 30]

박테리오파지 fd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의 역학적 특성

이 실시예는 파지상에 형질발현되는 효소의 역학적 특성이 용액내에서의 특성과 질적으로 유사함을 입증
하는 것이다. 유전자 3과, 천연 아르기닌(실시예 31 참조) 또는 위치 166의 돌연변이 잔기 알라닌중 하나
와의 알칼리성 포스파티제 융합체 디스플레이하는 박테리오파지 fd를 상기 재료와 방법에 기술된 바와같
이 PEG 침전에 의해 제조하 다.

fd 파지의 표면상에 형질발현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의 역학적 변수들을 기질로 1㎖의 4-니트로페닐 포스
페이트를 사용하여 1M 트리스/HCl(pH 8.0)에서 20℃로 연구하 다. 반응은 원래의 배양 상층액보다 50배 
농축된 100㎕의 파지-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융합 제제를 첨가함으로써 개시되었다. 필립스 70 분광기를 사
용하여 410nm에서 흡광도의 변화율을 모니터하고 16200ℓ/mol/㎝의 물 흡광도를 사용하여 초기 반응 속도
를 산출하 다. fdphoArg166이 아닌 fdphoAla166 효소에 대해서는 지체기(lag phase)의 파지가 이 첨가반
응 후에 나타났고 이후 반응 속도가 가속되어 약 60 내지 90초 후에는 정체기가 나타났다. 이 정체기의 
속도를 역학적 변수들의 결정에 사용하 다. 둘중 어느 한 가지 파지 효소에서도 미카엘리스 멘텐 역학
(Michaelis Menten Kinetics)의 편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와 kcat의 값은 s에 대한 s/v의 플롯에서 유도

되었으며, 이는 표 6에 나타내었다.

파지 입자들의 숫자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의 난점 때문에, 파지 kcat 값에서 형성된 활성 효소 

이합체의 숫자는 절대값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 두 효소 형간의 상대값으로 표시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파지 효소 제제의 웨스턴 블롯(항 g3p 항혈청을 사용하여 실시예 31에서와 같이 수행)은 유전자 3지향성 
항체를 사용하여 검출시 전 길이의 융합 밴드에 대해서 Arg166 및 Ala166 효소와 대략 동일한 강도를 나
타내었다. 이 제제에서 본래의 융합체는 검출된 물질의 약 30%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그 두 개의 제제는 
대략 동일한 농도의 본래의 융합체를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6에 이 실험의 역학적 자료를 요약하고 그것을 와일드형 및 돌연변이 효소형의 가용성 제제로 얻은 문
헌[Chaidaroglou, A. 등, Biochemistry 27, 8338-8343(1988)]의 자료와 비교하 다. 동일한 기질과 분석 
조건을 두 실험에서 사용하 다. 가용성의 알칼리성 포스파타제를 또한 본 실험과 병행해서 시험하 다

(㎞=8.5㎛; kcat=3480 몰 기질의 전환된 몰 효소
-1
분

-1
).

위치 166의 아르기닌을 알라닌으로 돌연변이시키는 효과는 파지 효소에 대해 가용성 효소와 질적으로 유
사하다. ㎞은 약 15배 증가되었고, 상대적인 kcat은 와일드형의 경우엘 비해 36%로 감소되었다. 이 증가된 

㎞은 동일한 역학적 메카니즘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가용성 효소에 대해 제안된 것처럼
(Chaidaroglou 등, 1988 상기 문헌) Arg166의 돌연변이로 인해 파지 효소내에 기질 친화도의 감소에 향
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파지 효소의 ㎞에는 약간의 양적 차이가 존재한다. fdphoArg166에 대해 측정된 
73㎛의 ㎞은 유리 효소에 대한 12.7㎛의 ㎞과 비교된다; fdphoAla166에 대한 ㎞은 1070㎛인 반면에 유리 
돌연변이  효소는  1620㎛의  ㎞을  갖는다.  가용성  효소에  비해,  fdphoArg166에  대한  더  높은  ㎞값과 
fdphoAla166에 대한 더 낮은 ㎞값은 상호작용에 의해 자유 요액에서 다른 방식으로 효소에 이합체를 형성
하는 고정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융합체 분자들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Arg166 및 Ala166형에 대한 상대적인 kcat값은 파지 효소와 가용성 효소 양자에 대해서 매우 유사

하며, 돌연변이에 의해 본래의 효소에 대한 값이 35 내지 40%까지 감소된다 가용성 phoArg166에 대해서 
kcat를 결정하는 속도결정 단계는 효소로부터 비공유 결합된 포스페이트를 분리하는 단계로 생각된다(Hull 

W. E. 등, Biochemistry 15, 1547-1561, 1976). 문헌[Chaidaroglus 등, (1988) 상기 문헌]에서는 가용성 
효소에 대해서 Arg166을 알라닌으로 돌연변이 시키는 것이 부가되는 단계들을 변화시키며, 그 단계들중의 
하나가 인산효소 중간체의 가수분해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했다. 파지 효소들에 대해서 Arg166의 알라닌
으로의 돌연변이에서 kcat의 감소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동일한 단계들이 정량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돌연

변이 파지 효소에서 돌연변이 가용성 효소에서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된 효소들은 가용성 효소들과 질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낸다.

[실시예 31]

클로닝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가 바이러스 입자의 일부로서 행동한다는 것에 대한 한외여과를 이용한 입
증

프린터 APARG166(5' TAGTCATTTGCGCGAGGTCACA 3')을 사용한 시험관내 돌연변이유발(Amersham 
International)에 의해 구성체 fdphoAla166(실시예 11에서 유도된)를 위치 166에서 와일드형 잔기(아르기
닌)로 역 전환시켰다.  와일드형 삽입물을 가진 이 구성체를 fdphoArg166으로 명명했다.  fd-phoAla166, 
fdphoArg166 또는 fd-CAT2중 어느 하나를 함유하는 이. 콜리 TG1 또는 KS272 세포(내인성의 phoA 유전자
에 결실이 있는 세포, Strauch 및 Beckwith, 1988 상기 문헌)을 15㎍/㎖의 테트라시클린이 들어 있는 2×
TY에서 37℃로 16시간동안 성장시켰다. 농축된 파지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 다. 파지-효소 배양물을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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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소발 RC-5B 원심분리기, 8×50㎖ 로우터, 10,000rpm에서 15분)에 의해 청정화시켰다. 파지 20% 폴리
에틸렌 글리콜 1/5부피, 2.5M NaCl을 첨가하여 침전시키고 4℃에 1시간동안 방치시킨 후, (상기와 같이) 
원심분리하 다. 파지 펠릿을 10mM 트리스-HCL, pH 8.0에서 원래 부피의 1/100로 재현탁시키고 남은 박테
리아와 응집된 파지는 벤치 마이크로원심분리기로 13,000rpm, 4℃에서 10 내지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제거하 다.

SDS/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 동과 웨스턴 블롯 과정은 전기한 것(실시예 2)과 기본적으로 같다.

파지의 50배 농축물 16㎕로 구성되는 변성된 샘플을 10% SDS/폴리아크릴아미드 겔을 사용하여 분리하고, 
이. 콜리 알칼리성 포스파타제(Northumbria Biologicals, South Nelson Industrial Estate, cramlington, 
Northumberland,  NE23  9HL)  또는  유전자  3에  의해  암호된  소량  피복  단백질(Prof.  I.  Rasched, 
Universitat Konstanz, Stengele 등, 1990 참조)중 어느 하나에 대해 생성된 폴리클로날 항혈청을 1:1000 
희석하여 검출하 다. 다음에 퍼옥시다제-접합된 염소-항-토끼 면역글로블린(Sigma 1/5,000)으로 항온처
리하고 ECL 웨스턴 블로팅 시스템(Amersham International)으로 검출하 다.

fd-phoAla166(파자-효소) 또는 fd-CAT2(벡터 파지)로부터 유래된 파지입자들의 단백질을 웨스턴 블로팅하
여 융합 단백질의 존재를 확인하 다. 유전자 3 단백질에 대해 생성된 항혈청을 검출한 결과, 벡터 파지
에서 63,000의 겉보기 상대적 분자량(Mr)을 갖는 산물이 나타났다(제34e도). 이것은 아미노산 서열에 의
거하여 예측되는 분자량(42,000)과는 다르지만, 유전자 3의 천연 생성물은 전기 동 동안 운동성이 감소
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Stengele 등, 1990).

fd-phoAla166 샘플에서 가장 큰 밴드는 115,000의 겉보기 Mr을 가졌다(제34도). 융합체의 유전자 3 부분
의 비정상적 운동성을 고려하면, 이것은 47kD의 일킬리성 포스파타제와 융합하는 것에서 예상되는 크기와 
대략 같다. 분석 결과, 이 파지-효소 제제내 일부 유전자 3 반응성 물질이 천연 유전자 3 생성물의 크기
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해가 일어남을 암시한다. 제34도에 디스플레이된 제제에서는, 유
전자 3 융합체의 약 5 내지 10%가 본래의 것이다. 더 최근의 제제와 본 실시예 및 실시예 32에 사용된 모
든 제제에서는 융합체의 대략 30 내지 60%가 전 길이를 갖는 것이다.

이. 콜리 알칼리성 포스파타제(항-BAP)에 대해 생서된 항혈청으로 프로빙하여, 이 밴드가 본래의 융합체
에 할당됨을 확인한 결과, 115,000의 Mr을 갖는 단백질이 TG1 세포로부터 유래된 파지-효소의 웨스턴 블
롯에서 관찰되는 주요  단백질이다.  게다가,  파지  효소가  내인성의 phoA  유전자(Strauch  및  Beckwith, 
1988, 상기 문헌)에 결실이 있는 KS272 세포를 사용하여 제조될 때, 그것도 역시 주요 밴드이다. 항-BAP 
항혈청과 반응하는 Mr 95,000과 60,000에서 추가의 밴드가 존재하는데, 이는 융합 새성물의 분해를 나타
내는 것일 수 있다.

항-BAP 항혈청은 또한 염료와 Mr 45,000인 분자와 함께 전개하는 물질과 반응하지만, 이 물질이 알칼리성 
포스파타제는 아니라는 증거가 디스플레이돼 있다. 이 패턴은 PEG 침전된 백터 파지 샘플(제34c도)에서 
검출되었으며, 따라서 이는 클로닝된 phoA 유전자로부터 형질발현된 단백질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밴드들은 fd-CAT2를 보유하고 있는 세포의 배양 상층액에서는 검출되었으나, 비감염된 세포의 상층액
에서는 않았으며, 따라서 어느 하나는 파지 암호된 물질 또는 감염 세포로부터 누출되는 PEG 침전성 세포 
성분과 교차-반응성을 나타내었다(Boeke 등, Mol. Gen. Genet. 186, 185-192, 1982). Mr 45,000의 단편은 
유리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의 크기(47,000)에 가깝지만, 그것은 phoA 유전자 좌에 결실이 있는 KS272 세포
로부터의 파지 제제내에 존재한다. 게다가 그 운동성은 정제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와 달라, 전기 동에 
의해 구별할 수 있다(제34d도).

파지 입자에 결합된 효소에 대한 예상대로, 융합 단백질이 더 큰 구조물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
을  확인하는데  한외여과법을  사용했다.  파지  샘플들(50배  농축물  100㎕)을  명목상의  분자량  한계가 
300,000달톤인  한외여과  필터(Ultrafree-MC  filters,  Millipore)에  통과시키고,  MSE 마이크로센토르
(microcentaur) 마이크로원심분리기에서 13,000rpm으로 5 내지 15분간 원심분리하 다. 잔류하는 물질을 
100㎕의 10mM 트리스, pH 8.0에서 재현탁시켜 회수하 다.

벡터 파지와 함께 혼합된 파지-효소 또는 유리 알칼리성 포스파타제(83ng)를 300,000 달톤의 명목상 분자
량 한계를 갖는 필터(Ultrafree-MC filters, Millipore)를 통과시켰다. 제35a도는 Mr 115,000의 밴드가 
항-BAP 항혈청과 반응하는 주요 생성물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항-BAP와 반응하는 이것과 다른 소
량의 생성물들은 한외여과막에 의해 잔류하는 물질내에 존재한다. KS272로부터 유래한 파지 제제의 여과
잔류 분획과 통과 분획을 분석한 결과 다른 분자종들이 한외여과막에 의해 분리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제35b도는 Mr 115,000의 단백질이 여과기에 잔류하는 반면에 KS272 세포로부터 유래한 파지 제제물에서 
발견되는 Mr 95,000 및 60,000의 추정 분해 생성물은 잔류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와 벡터 파지의 혼합물에 있어서(제35c-f도), 유리 알칼리성 포스파타제(94,000달톤
의 이합체 크기)는 유출물에서 변성 폴리아크릴아미드 겔상에 Mr 47,000의 단량체 밴드로서 검출되는(제
35b도) 반면에, 벡터 파지 제제(Mr 45,000)에서 발견되는 교차 반응 분자는 여과기에 잔류한다(제35b도). 
이것은 교차 반응 분자가 파지 입자의 일부임을 암시하며, 한외여과막이 분리에 향을 준다는 사실을 강
조한다. 따라서, 이 파지-효소에서 예상되는 융합체 밴드는 한외여과막에 잔류하는 물질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비루스 결합된 효소에 대해 예상되는 바와같이 더 큰 구조물의 일부임을 증명한다.

촉매  활성이  알칼리성  포스파타제를  형질발현시키는  파지  입자에  대해  증명되었다.  표  7은 파지(fd-
phoArg166)상에서 형질발현되는 와일드형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유전자가 3,700/min의 특이적 활성(바이러
스  입자의  몰당  전환되는  기질의  몰수)을  가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문헌[Malamy  and  Horecker, 
Biochemistry 3, 1893-1897, 1964]에 의해 정제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에 대해 밝혀진 4540/min의 전환가
(turnover value)에 근접한다.

문헌[Chaidaroglou 등, 상기 문헌]은 활성 부위(잔기 166)의 아르기닌을 알라닌으로 치환하면 촉매 속도
의 감소가 초래된다는 것을 입증하 다. TG1과 KS272로부터 유래된 이 돌연변이를 가진 알칼리성 포스파
타제를 디스플레이하고 있는 파지의 제제는 각각 380과 1400몰 전환 기질/몰 파지/분으로 감소된 특이적 
활성을 나타내었다. 효소 활성을 한외여과에 의해 제조된 잔류 및 유출 분획에서 측정하여, 제35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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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다. 파지-효소의 활성의 대부분은 여과기에 잔류하는 반면, 유리 효소 활성의 대부분은 유출물에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융합체에서의 효소 활성은 바이러스 결합된 효소에 대해 예상되는 바와같이 나타
났다(디스플레이 하지는 않음). TG1 또는 KS272 세포중 하나의 벡터 파지의 제제에서는 촉매 활성이 거의 
또는 전혀 측정되지 않았는데(표 7), 이것은 상기 촉매 활성이 파지 효소 때문으로, 박테리아 포스파타제
에 의한 오염 때문이 아님을 나타낸다. 파지입자를 가용성 효소에 첨가하는 것을 활성에 크게 을 주지 
않았다(표 7).

그러므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의 촉매 및 면역화학 활성은 파지 입자의 일부인 효소 때문이라는 것이 증
명되었다.

[실시예 32]

파지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의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효소의 특이적 결합 특성을 이용하는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를 정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
로 판명되었다. 상기의 방안에 의해 파지-효소를 정제하면 효소를 암호하는 유전 물질이 효소 자체에 의
해 분리되도록 할 수 있다. 즉, 필라멘트형 박테리오파지의 표면상에 형질발현된 클로닝된 효소의 돌연변
이 유발로 목적하는 결합 특성을 갖는 변이체를 분리해 낼 수 있는 효소 변이체의 전체 집단을 생성할 수 
있다.

가용성의 알칼리성 포스파타제(송아지 장에서 얻음)을 고정된 아르세네이트(경쟁적 억제제)에 
결합시키고, 효소 반응의 생성물(및 경쟁적 억제제)인 무기 포스페이트로 용출시켜 정제했다[Brenna, O. 
등, Biochem. J. 151, 291-296, 1975]. 본 발명자들은 또한, 이. 콜리로부터의 가용성의 알칼리성 포스파
타제가 상기 매트릭스에 의해 유지됨(도시되지 않음)을 측정했다. 이 실시에에서, 이. 콜리 알칼리성 포
스파타제를 디스플레이하는 파지가 아르세네이트-세파로스에 결합하고, 특이적으로 용출될 수 있다는 것
을 입증했다.

문헌[Brenna 등, 1975, 상기 문헌]의 방법에 의해 4-(p-아미노페닐아조)◎ 페닐 아르손산을 티르아미닐세
파로스에 연결시켜 아르세네이트-세파로스를 제조하 다. 파지 효소 fdphoArg166의 친화성 크로마토그래
피(실시예 31)를 0.5㎖ 칼럼 부피를 갖는 1회용 크로마토그래피 칼럼에서 실시했다. 100부피의 칼럼 완충
액(100mM 트리스 pH 8.4, 1mM MgCl2, 0.1mM ZnCl2, 0.1% 트윈 20, Brenna 등, 1975)으로 칼럼을 미리 세척

하고, 1㎖의 파지-효소의 40배 농축물(컬럼 완충액에서; 실시예 31에서와 같이 제조됨)을 적재하고, 100
부피의 칼럼 완충액을 사용하여 세처했다. 20mM NaHPO4를 함유한 5㎖의 칼럼 완충액으로 결합된 파지-효소

를 용출시켰다. 용출물과 세척 분획을 니트로셀룰로스상에서 도트블로팅시켜 정량분석시키고, 기지량의 
파지-효소와 비교했다. 양의 항-M13 항혈청(M. Hobart로부터 입수), 양의 항-퍼옥시다제(sigma) 및 강화 
화학발광 기질(Amersham)을 사용하여 상기 블롯을 검출했다. 노출 범위를 측정했다.

표 8은 아르세네이트-세파로스상의 알칼리성 포스파타제를 디스플레이하는 파지의 친화성 크롤마토그래피
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별도의  실험에서,  돌연변이체(fdphoAla166;  실시예  11)  또는 와일드형
(fdphoArg166) 형태를 형질발현하는 파지 입자는 아르세네이트-세파로스상에서 잔류하 으며, 무기 포스
페이트로 용출시켰다. 적재된 대략 0.5 내지 3%의 첨가된 파지 효소 입자('유입 파지')를 특이적으로 벡
터 입자 0.05%에 해당하는 포스페이트('배출 파지')로 용출시켰다. 아르세네이트는 4-니트로페닐 포스페
이트에 대해서 20㎛의 Ki를 갖는 경쟁적 억제제이다. 유사한 친화도를 갖는 상호작용을 토대로 하여 파지 

입자 항체를 미리분리시켰다(실시예 23). 상기 결합은 다수의 효소-리간드 상호작용의 범위내에 있으며, 
이는 상기의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응용성을 디스플레이 하는 것이다.

또한, 표 8은 효소를 형질발현하는 파지 입자의 감염성이 벡터 파지 입자와 비교하여 감소되었음을 나타
낸다. 따라서, 감염 입자의 적정은 파지 효소 입자의 수를 정량분석하는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트 블로팅으로 파지의 수를 측정했고, 상기와 같이 항-M13 항혈청으로 파지를 검출했다.

한편 촉매 활성의 총 회수율이 효소 저에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이는 파지-효소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낮은 수준의 파지-효소만이 결합되고, 친화성 칼럼으로부터 특이적으로 용출될지라도, 이
는 파지-효소로서 대량으로 성장될 수 있는 클론을 생성하거나 또는 가용성 생성물을 생성하는 형질발현 
벡터로 이전될 수 있을 것이다.

[실시예 33]

옥자졸론 지향성 항체의 Fab 단편을 암호하는 DNA의 PCR 어셈블리

실시예 25는 Fab 단편을 암호하는 유전자를 벡터 fdCAT2 및 pHEN1내로 서브클로닝할 수 있으며, 단백질 
도메인이 결합 기능을 보유하면서 파지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됨을 디스플레이하 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VHCH 및 VKCK 도메인이 따로 증폭한 후, 링커에 의해 연결시켜 유전자 Ⅲ 단백질 융합체로서 경쇄와 가용
성 분자로서 VHCH 단편의 형질발현을 가능케할 수 있다. 그후, 이들 도메인의 결합에 의해 파지상에서 작
용성 Fab 단편이 디스플레이 된다. 이 실시예에서 설명된 어셈블리 과정은 단일 벡터내에서 중쇄 및 경쇄 
도메인을 모두 암호하고자 하는 경우, 면역 레퍼토리로부터 유래된 Fab 단편으 라이브러리를 디스플레이
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2-페닐-5-옥사졸론  지향성  항체  NQ10.12.5로부터  유래된  구성체(실시예  25;  pUC19내의  구성체  Ⅱ)의 
VHCH1 및 VKCK 도메인을 PCR을 사용하여 증폭시켰다. 벡터 fdCAT2낼 클로닝시키기 위해서, 올리고뉴클레
오티드 VH1BACKAPA(실시예 25) 및 HuIgG1-4 CH1FOR(실시예 40)을 사용하여 VHCH1 도메인을 증폭시켰다. 
pHEN1 내로 클로닝시키기 위해서, 상기 증폭에서 VH1BACKAPA를 VH1BA찬로5(실시예25)로 치환했다. 두 벡
터내로 클로닝시키기 위해서, VK2BACK(실시예 25) 및 CKNOTFOR(실시예 40)을 사용하여 VKCK 도메인을 증
폭시켰다. 박테리오파지 fd 유전자 8 종결인자 및 fd 유전자 3 프로모터를 함유한 링커 올리고누클레오티
드 단편을,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한 PCR에 의해 벡터 fdCAT2로부터 이들을 함유한 역을 증폭시켜 
제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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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TERM-FOR

5' TGG AGA CTG GGT GAG CTC AAT GTC GGA GTG AGA ATA GAA AGG 3'(VK2BACK와 중첩[실시예 14] 및

CH1-TERM-BACK

5' AAG CCC AGC AAC ACC AAG GTG GAC AAG AAA GTT GAG CCC AAA TCT AGC TGA TAA ACC GAT ACA ATT AAA GGC 
3'(HuIgG1-4 CH1-FOR와 중첩)

증폭된  VHCH1  및  VKCK  도메인으로부터의  Fab  단편  및  상기에서와  같이  제조된  링커는,  프라이머 
VH1BACKAPA(fdCAT2내로 클로닝시킬 때) 또는 VH1BACKSFH5(pHEN1 내로 클로닝시킬 ┴) 및 CKNOTFOR을 최종 
재증폭에 사용하여, fdCAT2(ApalI-NotI) 또는 pHEN1(sfiI-NotI)내로 클로닝시키기 위한 제한 부위를 도입
한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실시예 14E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어셈블리하여, 어셈블리된 Fab 단편은 제34도에
서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링커의 부재하에서 어셈블리된 생성물이 보이지 않았다. 비교용으로 실시예 14
에 의해 제조된 어셈블리된 scFv를 디스플레이했다.

실시예 25에 따라 파지 항체를 제조했으며, 실시예 6에 따라 항원으로서 옥사졸론을 사용하여 ELISA를 실
시했다. 결과는 fdCAT2 및 pHEN1 샘플 모두에서 클로닝된 Fab 단편에 대한 것과 같으며, 파지 입자는 양
성 ELISA 시그날에 의해 검출되는 바와같이 옥사졸론에 결합됐다.

[실시예 34]

유전자 Ⅲ 결여된 헬퍼 파지의 작제

파지미드 클로닝 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자 Ⅲ가 결여된 헬퍼 파지가 바람직하다. 
상기 헬퍼 파지를 사용한 유전자 Ⅲ 융합체의 구제는 와이들형 분자와의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이들 캡시드
상에 유전자 Ⅲ 융합체를 갖는 후대의 모든 파지미드에서 일어난다.

각각의 파지에 함유된 융합 분자의 수를 조절하는 것이 특히 유용하다. 예를들어, 유전자 Ⅲ 결여된 헬퍼 
파지를 사용하면 천연 레퍼토리에서 저 친화성의 항체를 구제할 수 있는데, 이때 정확한 항체 특이성을 
갖는 상기의 파지를 분리하는 데에는 높은 화합력이 요구될 것이다. 그 후 높은 친화성 변형물이 작제되
면, 돌연변이 되지 않은 헬퍼 파지를 사용하여 화합력 성분을 감소시키고, 친화도에 의거하여 순수하게 
선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천연 라이브러리에서 항체의 분리와 친화성 성숙에 대해서 매우 효과적
인 방법임이 입증됐다.

헬퍼 파지를 작제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엑소뉴클레아제 Bal 31을 사용하여 M13K07의 유전자 Ⅲ을 부분
적으로 결실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유전자 Ⅲ 단백질이 결여된 파지는 비-감염성이므로 유전자 Ⅲ를 형
질발현하는  이.  콜리  균주를  작제했다.  실시예  24에서  설명된  것과  똑같이  프라이머  gIIIFUFO  및 
gIIIFUBA를 사용하여 와일드형 M13 유전자 III를 PCR-증폭시켰다. EcoRI 및 HindIII을 사용하여 PCR 생성
물을 분해하고 lac 프로머터의 제어하에서 EcoRI 및 HindIII-절단 pUC19(이는 필라멘트형 파지의 SS DNA 
복제 기점이 결여된 파지미드가 아니다)내로 삽입시켰다. 프라스미드를 이. 콜리 TG1내로 형질전환시켰으
며, 생성된 균주를 TG1/pUC19gIII로 명명했다. 상기 균주는 트란스 형태로 헬퍼 파지에 gIII 단백질을 제
공한다.

M13K07에는 유일한 단일 BamHI 부위가 있으며, 이는 대략 gIII의 중심에 있다. 알칼리 용균 및 염화 세슘 
원심분리로 이중-스트랜드 M13K07DNA를 제조하고[Sambrook 등, 상기 문헌, 1989]; 20㎍의 DNA를 BamHI으
로 절단하고,  페놀 추출하고,  에탄올 침전후,  50㎕의 Bal  31  와충액(600mM  NaCl,  20mM  트리스-HCl  pH 
8.0, 12mM CaCl2 및 1mM EDTA)중에 재현탁시키고, Bal 31(New England Biolabs)의 1 유니트로 4분동안 분

해시켰다. 상기 처리로 대략 1Kb의 DNA를 제거했다. 20mM에 EGTA를 첨가하고, 반응물을 페놀 추출하고, 
에탄올 침전시킨 후, 아가로스 겔 상에서 절두형 게놈을 정제했다. 클레노우 효소로 DNA를 복구하고, T4 
DNA 리가제(new England Biolabs)로 자가-결찰시켰다.

결찰 반응물의 분취액을 감응성 TG1/pUCL19gIII내로 형질전환시키고, 50㎍/㎖의 카나마이신 및 100㎍/㎖
의 암피실린을 함유한 SOB 배지에서 평판배양했다. 프라이머 gIIIFUBA 및 KSJ12(CGGAATACCCAAAAGAACTGG)
를 사용하여 PCR에 의해 결실의 존재에 대해서 콜로니를 검색했다.

KSJ12를 파지 게놈내에서 gIII의 하방에 있는 유전자 Ⅵ에 어니일링하여 플라스미드상에 존재하는 것과 
헬퍼상에서 존재하는 gIII를 구별했다. 3개의 클론은 약 200, 400 및 800bp의 결실부에 상응하는 절두형 
PCR 생성물을 생성했다. 상기 클론은 각각 M13KO7 gIII △No 1,2 및 3으로 명명했다. 상기 Bal 31 시점으
로부터는 클론이 전혀 분리되지 않았는데, 이는 어떤 방식에서든 숙주 세포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후자의 시점으로부터는 여러개의 클론이 분리되었지만, 이들중 어느 것도 PCR 생성물을 생성하지 못
했는데, 이는 결실 반응이 너무 멀리에서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M13KO7 gIII △No. 1,2 및 3을 배양하고, 실시예 18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ELISA로 항체 gIII 융합체(scFv 
D1.3)를 구제하는 능력에 대해서 생성된 헬퍼 파지를 시험했다. 제37도에서 도시된 바와같이, 단 하나의 
클론, M13K07, gIII △No 3이 항체를 잘 구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실상, 이 헬퍼를 사용한 시그날
은 M13KO7 모체를 사용하여 관찰된 것보다 컸다. M13K07, gIII △No 3 구제된 파지미드는 이의 표면상에 
훨씬 높은 밀도의 항체 융합체를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상기 ELISA에서 사용된 파지를 항 
gIII 단백질 항혈청으로 웨스턴 블로팅시켜 분석했을 때 입증되었다(제38도). 상기 분석으로 파지(미드) 
입자상에서 존재하는 gIII 융합 단백질 대 유리 gIII 단백질의 함량 평가가 가능해진다.

본래의 융합체로서 M13K07-구제된 물질상의 gIII 단배질의 소 분획만이 존재한다. IPTG에 의해 융합 단백
질 밴드가 유도되며, 따라서 파지미드로 합성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예상한 바와같이, gIII 융합 단
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lac 프로모터가 완전하게 유도될지라도(100㎛ IPTG), 낮은 복제물 수로 훨씬 약한 
프로모터로부터 유래된 와일드형 gIII 단백질이 주를 이룬다. 이는 M13K07, gIII △No 3으로 구제된 동일
한 클론에 의해 생성된 패턴과는 정반대로, 상기 패턴은 fd CAT2 scFv D1.3에 의해 생성됐다. 상기의 경
우 모두에서, 와일드형 gIII과의 경쟁은 없으며, 융합 단백질 밴드는 이에 상응하여 더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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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3K07, gIII △No 3의 작제는 매우 불충분하며; 20㎍의 출발 DNA로부터 1개의 클론을 갖는 것으로 보고

됐다. 더욱이, 밤새 배양한 배양물로부터의 gIII 헬퍼 파지의 수율은 모체 파지의 약 10
11
cfu/wl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약 10
6
cfu/㎖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성장시킨 후 생성된 파지미드 입자의 수에 의

해 판단해 볼 때, M13K07, gIII △No 3을 파지미드 뿐아니라 모체 파지도 구제한다. 이는 헬퍼의 트랜스 
복제와 패키지 기능이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또 이의 복제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gIII의 불활성화는 숙주 세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는 독성을 나타내며, 일례로 복제에 향을 미치는 보
상 돌연변이 때문에 M13K07, gIII △No 3의 분리가 가능하다. 파지 fd-tet는 숙주 세포에 대해서 정상적
으로는 치명적인 구조 유전자에서의 돌연변이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데, 이는 독성인 파지 생성
물의 축적을 감소시키는 복제 결점을 가지기 때문으로, M13K07, gIII △No 3도 또한 상기의 결점을 가질 
수 있다.

M13K07, gIII △No 3는 1991년 6월 28일자로부타페스트 조약에 의거하여 국, 엔더블유 9 6에이치티, 런
던,  콜린데일  애비뉴  61에  소재하는  내셔날  콜렉션  오브  타입  걸쳐에  기탁되었다(수탁  번호  NCTC 
12478번). 이는 염기 1979 내지 2768이 M13 게놈으로부터 결실된 것이다[Van Wezenbeek, P.G.M.F. 등, 유
전자 Ⅱ, p129-148, 1980 M13 게놈의 DNA 서열에 대한 것임].

[실시예 35]

패닝 과정을 사용하여 친화도에 따라 혼합물에서 리소자임 지향성 scFv 단편을 형질발현시키는 박테리오
파지의 선별

목적하는 높은 친화도를 갖는 항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집단보다 단지 수배 정도의 높은 친화도
를 갖는 항체를 선택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이는 불충분한 친화성을 갖는 항체를, 예를 들어 면역된 
동물로부터 유래된 레퍼토리에서 분리하여 부작위 돌연변이에 의해 잠재적으로 증가된 친화성을 갖는 유
도체를 제조할 때 특히 중요하다. 이 실시예에서는, 헨 에그 리소자임 지향성의 상이한 친화성을 가진 항
체를 형질발현시키는 파지의 혼합물에 대해 패닝 과정을 실시했다. 파지 항체는 13nM의 Kd를 갖는 항체에 
대해 2nM의 Kd를 갖는 항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 실시예에서 사용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하기 레퍼토리에 디스플레이된 바와 같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VHBHD13APA : 5'CAC AGT GCA CAG GTC CAA CTG CAG GAG AGC GGT

VHFHD13 : 5'-CGG TGA CGA GGC TGC CTT GAC CCC

HD13BLIN : 5'-GGG GTC AGG GCA GCC TCG TCA CCG

HD13FLIN3 : 5'-TGG GCT CTG GGT CAT CTG GAT GTC CGA T

VKBHD13 : 5'-GAC ATC CAG ATG ACC CAG AGC CCA

VKFHD13NOT : 5'-GAG TCA TTC TGC GGC CGC ACG TTT GAT TTC CAC CTT GGT CCC

MURD13SEQ : 5'-GAG GAG ATT TTC CCT GT

HUMD13SEQ : 5'-TTG GAG CCT TAC CTG GC

FDPCRFOR : 5'-TAG CCC CCT TAT TAG CGT TTG CCA

FDPCRBAK : 5'-GCG ATG GGT GTT GTC ATT GTC GGC

플라스미드내의 클로닝된 Fab 단편으로부터 리소자임 지향성 scFv 단편을 디스플레이하는 파지를 수득하
다.

Fab 단편(J. Foote로부터 입수)을 제조하기에 적절한 인체화된 VH-CH1 또는 VH-CK 삽입물을 함유하는 플
라스미드로부터 폴리머라제 사슬 반응(PCR)에 의해 중쇄 및 경쇄 가변 역을 증폭시켰다. Fab로서 결합
된 2개의 플라스미드의 여러 가지 조합물의 해리상수 Kd는 하기에 나타낸 바와 같다.

중쇄 플라스미드       경쇄 플라스미드     Kd

HuH-1                      HuK-3           52nM

HuH-1                      HuK-4           180nM

HuH-2                      HuK-3           13nM

HuH-2                      HuK-4           (측정되지 않음)

[일차 PCR]

하기와 같은 성분들을 합하여 가변 역의 일차 PCR을 실시했다:

36.5㎕             물

5㎕            PCR 완충액(10x)

2㎕            dNTP(5mM)

2.5㎕         백 올리고(10pmol/㎕)(VHBHD13APA 또는 VKBHD13)

2.5㎕         포워드 올리고(10pmol/㎕)(VHBHD13 또는 VKBHD13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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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광선의 조사로 반응물의 오염을 제거하여 5분동안 외부 DNA를 파괴하고, 1㎕의 플라스미드 DNA를 첨가
했다(0.1㎍/㎕). PCR 혼합물을 2방울의 파라핀 오일로 덮고, 5분동안 94℃에서 PCR 블록 상에 놓은후, 파
라핀하에서 0.5㎕의 Taq DNA 폴리머라제를 첨가했다. 사용된 주기 조건은 94℃ 1분, 40℃ 1분, 72℃ 1.5
분로 하여 17회 수행했다.

0.1㎍의 플라스미드 DNA로 올리고 HD13BLIN  및 HD13FLIN3를 사용하여 항-phOx(2-페닐옥사졸-5-온) 클론 
fd-CAT2-scFv NQ11로부터 링커(Gly4-Ser)3를 증폭시켰다. 사용된 PCR 주기 조건은 94℃ 1분, 25℃ 1.5분으

로 하여, 17회 수행하 다.

90mA에서 2% 저 융점 아가로스 겔에서 샘플을 전개하고, 적절한 밴드를 절제하고, VH 및 VK에 대한 진클
린  Ⅱ  키트(BIO  101  Inc.)를  사용하여  DNA를  추출시키거나,  또는  링커에  대한  스핀-X  필터 유니트
(Costar)를 사용하여 증폭된 DNA를 정제했다. 10㎕의 최종 부피를 사용하여 상기 추출한 DNA를 재현탁시
켰다.

[PCR 어셈블리]

4개의 단일쇄 Fv 인체화 Df1.3(scFv HuD1.3) 구성체의 어셈블리는 실시예 14의 '중첩 연장에 의한 어셈블
리'의 방법에 의해 수행했다.

하기의 성분들을 합했다:

34.5㎕             물

5㎕             PCR 완충액(10x)

2㎕            dNTP(5mM)

2.5㎕         백 올리고(10pmol/㎕)(VHBHD13APA)

2.5㎕        포워드 올리고(10pmol/㎕)(VKBHD13NOT)

5분동안 UV 처리로 반응물을 오염제거한 후, 1㎕의 일차 PCR 생성물; VH-1 또는 VH-2, VK-3 또는 VK-4 및 
링커 DNA를 첨거했다. 2방울의 파리핀으로 반응물을 덮고, 5분동안 94℃에서 가열한 후, 0.5㎕의 Taq 폴
리머라제를 첨가했다. 사용된 PCR 주기 조건은 94℃ 1분, 60℃ 1.5분, 72℃ 2.5분으로 하여 20회 수행하
다.

파리판 아래의 수성층을 페놀로 1회 추출하고, 페놀:클로로포름으로 1회 추출하고, 에테르로 1회 추출하
고, 에탄올 침전시키고, 36㎕의 물에 재현탁시켰다. 여기에 NotI에 대한 5㎕의 10x 완충액, 5㎕ 1㎎/㎖ 
BSA 및 40㎕(40U)의 NotI(New England Biolabs)를 첨가했다. 상기 제한물을 37℃에서 밤새 항온처리했다.

DNA를 에탄올 침전시키고, 36㎕의 물, 5㎕ 10x  NEB  완충액 4㎕ 1㎎/㎖ BSA,  및 2㎕(40U)의 ApaLI(New 
England Biolabs)에 재현탁시켰다. 이를 37℃에서 5시간동안 항온처리하고; 추가로 2㎕의 ApaLI를 첨가하
고, 반응물을 37℃에서 밤새 항온 처리하 다.

1.3% 저 융점 아가로스 겔에서 겔 정제로 절단 DNA를 추출한 후, 진클린으로 처리하여 클로닝용 삽입물 
DNA를 수득했다.

실시예 20에서와 같이 벡터 fd CAT2(실시예 20에서와 같이 ApaLI 및 NotI로 제조하고 분해함) 및 scFv 
DNA를 결찰시켰다.

[클론의 분석]

우선, 결찰물로부터의 콜론을 PCR 검색에 의해 삽입물에 의해서 검색했다. 검색되는 콜로니당 14.8㎕ 1x 
PCR 완충액, 1㎕ dNTP(5mM), 1㎕ 백 올리고(FDPCRBAK), 1㎕ 포워드 올리고(FDPCRFOR) 및 0.2㎕ Taq 폴리
머라제를 합하여 대량으로 PCR 혼합물을 제조했다. 20㎕의 상기 PCR 혼합물을 96 웰테큰 평판에 일정 부
분씩 분취했다. 콜로니의 상부를 이쑤시개로 찍어, 신속하게 PCR 혼합물내로 빙빙돌리고, 250㎕의 2x TY 
배지를 함유한 셀웰 평판(Nunc)에 이쑤시개를 놓음으로써 상기 콜로니를 구제했다. 1방울의 파라핀으로 
PCR 혼합물을 덮고, 94℃에서 10분동안 블록상에 평판을 놓은 후, 94℃ 1분, 60℃ 1분, 72℃ 2.5분의 과
정을 수행했다.

그후, 이렇게 해서 유도된 클론을 하기와 같이 명명했다. Fab 단편을 유도시킨 scFv 단편의 친화도는 측
정되지 않았으며 상기 결과들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R.E. 
Bird 및 B.W. Walker, TIBTECH 9 132-137, 1991]

구성체명               조성                 Fab의 친화도(Kd)

TPB1          VH-HuH2-(Gly4-Ser)3-VK-HuK3           13nM

TPB2          VH-HuH2-(Gly4-Ser)3-VK-HuK4          180nM

TPB3          VH-HuH2-(Gly4-Ser)3-VK-HuK4       (알려지지 않음)

TPB4          VH-HuH2-(Gly4-Ser)3-VK-HuK3           52nM

실시예 6에 설명된 바와같이 파지를 제조하고 ELISA를 수행했다. fd CAT2에서 생성된 클론은 예상한 바아
같이 리소자임에 결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화성 선별

[최고의 친화도 결합 파지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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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CAT2 scFv D1.3 파지(실시예 19)를 fd-CAT2 TAP1, fd-CAT2 TPB2 또는 fd-CAT2 TKPB4와 혼합하고 1회의 
패닝에서 사용하여 혼합 실험을 실시했다.

패닝에 의한 친화성 선별에 사용된 일반적인 방법은 하기에서 설명된 바와같다. 사익 프로토콜과의 차이
점은 해당 부분에서 설명된다. 조작동안 록킹 플랫폼에 패닝 평판을 위치시켰다.

1㎖의 리소자임(다양한 농도)으로 밤새 팔콘(Falcon) 35㎜ 조직 배양 접시를 피복시키고, 50mM 탄산 수소 
나트륨, pH 9.6에 용해시키고, 실온에서 2시간동안 2㎖ 2% MPBS로 블로킹시켰다. 1㎖ 2% MPBS에서 파지를 
제조하고, 실온에서 2시간동안 로킹시켰다. 2㎖의 하기의 용액들로 5분동안 평판을 세척했다: PBS-트윈, 
50mM 트리스-HCl, pH 7.5; 500mM 염화 나트륨, 50mM 트리스-HCl, pH 8.5; 500mM 염화 나트륨, 50mM 트리
스-HCl, pH 9.5; 500mM 염화 나트륨, 50mM 탄산 수소 나트륨, pH 9.6; 500mM 염화 나트륨으로 5회, 그후 
1㎖ 100mM의 트리에틸아민을 첨가하고, 5분동안 로킹하여 파지를 용출시킨 후, 100㎕ 1.0M 트리스-HCl, 
pH 7.4로 중화된 용출물을 제거했다.

하기에 디스플레이한 농도의 리소자임으로 평판을 밤새 피복시켰다.

패닝을 1회 실시한 것으로부터 얻은 콜로니를 MURDSEQ(fd CAT2. scFvD1.3용) 또는 HUMD13SEQ(fdCAT2 TPB 
구성체용)로 프로빙했다.

니트로셀룰로스(Schleicher ＆ Schuell, BA 85, 0.45㎛)의 원을 연필로 표지하고, 패닝 실험으로부터 유
래된 콜로니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1분동안 방치했다. 그 후 필터를 한쪽 구석으로부터 신속히 당겨, 
5분동안 변성 용액(500mM 수산화 나트륨: 15M 염화 나트륨)에 침지시킨 3㎜ 페이퍼(Whatman) 조각에 콜로
니를 놓았다. 그후, 이를 1분 동안 중화 용액(3.0m 염화 나트륨; 500mM 트리스-HCl, pH 7.5)에 침지시킨 
3㎜로 옮긴후, 1분동안 5x SSC; 250mM 암모늄 아세테이트에 침지시킨 3㎜로 옮겼다. 필터를 대기 건조시
킨 후, 30분동안 80℃ 진공오븐에서 베이킹하 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는 하기의 성분들을 합하여 제조했다.

2㎕  올리고뉴클레오티드(1pmol/㎕)

1㎕  γ-
32
P ATP(3000 Ci/mmol)(Amersham Internationalplc)

2㎕  10x 키나제 완충액(0.5m 트리스-HCl, pH 7.5: 100mM 염화 마그네슘; 100mM DTT)

12㎕ 물

2㎕  폴리뉴클레오티드 키나제(20 유니트)

이를 1시간 동안 37℃에서 항온처리했다.

테큰 HB-1 하이브리드화기에서 하이브리드화를 실시했다. 베이킹한 필터를 37℃에서 15분동안 40㎖의 하
이브리드화 완충액(10㎖ 100mM 나트륨 피로포스 페이트; 180㎖ 5.0m 염화 나트륨; 20㎖ 50x 덴하르츠 용
액; 90㎖ 1.0m 트리스-HCl, pH 7.5; 24㎖ 250mM EDTA; 50㎖ 10% NP40; 물로 1ℓ를 만듬; 60.4㎎ rATP; 
200㎎ 효모 RNA(sigma))에서 예비-하이브리드화 시킨 후, 20㎕의 키나제 처리한 올리고를 첨가했다. 필터
를 37℃에서 적어도 1시간동안 항온처리한 후, 50㎖의 6x SSC로 37℃에서 10분동안 3회 세척했다(그리 엄
격하지 않은 조건으로 세척). 필터를 대기 건조시키고, 수란 랩으로 덮고 코닥 X-AR 필름으로 밤새 노출
시켰다.

[fd-CAT2 TPB4로부터 fd-CAT2 scFv D1.3의 선별]

제39도는 높은 친화성의 fd-CAT2 scFv D1.3 파지(Kd-2nM) 및 fd-CAT2 TPB4 구성체(Kd-52nM)의 혼합물을 
사용한 패닝 실험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3000㎎/㎖ 리소자임의 피복 농도에서는, 증균을 거의 또는 전혀 수득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낮은 농도의 
리소자임을 평판 피복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scFv D1.3 파지에 대한 증균을 얻는 것이 가능했다. 수득된 
최상의 증균 수치는 30㎍/㎖ 리소자임으로 밤새 피복한 평판상에서 출발 혼합물에서 1.5% fd-CAT2 scFv 
D1.3으로부터 용출 분획내에서 33% fd-CAT2 scFv D1.3까지 다.

[fd-CAT2 TPB1 또는 fd-CAT2 scFv D1.3의 차별]

fd-CAT2 TPB1 파지(Kd-13nM)에 대한 고 친화도 scFv D1.3 파지의 증균을 제40도에 디스플레이된 바와같이 
평판을 낮은 농도의 리소자임으로 밤새 피복한 실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요약해 설명하면, 일련의 인체화된 D1.3 항체의 단일쇄 Fv 변형물을 파지 Fd-CAT2에서 작제하 다. fd-
CAT2 파지 혼합물의 친화성 선별에 의해 작은 페트리 접시에서 패닝함으로써, 고 친화도의 scFv D1.3 파
지가 저 친화도의 scFv HuD1.3 파지의 배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36]

박테리오파지 fd의 표면상에서의 촉매 활성인 스타필로콕커스 뉴클레아제의 형질발현

실시예 11 및 12는 이. 콜리로부터의 알칼리성 포스파타제가 박테리오파지 fd의 표면상에서 촉매 활성 효
소로서 형질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스타필로콕커스 뉴클레아제는 촉매 활성 형태로 형질발현될 
수 있으므로, 상기 방법은 일반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

효소 스타필로콕커스 뉴클레아제(SNase)에 대한 유전자를 내부 ApaLI(5'-GGAA 
TTCGTGCACAGAGTGCAACTTCAACTAAAAAATTAC-3')  및 NotI(5'-GGGATCCGCGGCCGCTTGACCTGAA  TCAGCGTTGTTCTTCG-3') 
제한 부위로 프라이머를 사용한 PCR에 의해 M13 mp18-SNase[Neuberger, M.S. 등, Nature 312, 604-608, 
1984]로부터 증폭시키고, ApaLI-NotI 제한 효소로 분해한 후 파지 벡터 fd-CAT2 내로 클로닝시키고 SNase 
유전자 및 유전자 Ⅲ를 갖는 연결부의 뉴클레오티드 서열 DNA 서열분석에 의해 조사했다. PEG 침전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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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감염된 이. 콜리 TG1 배양물의 상층액으로부터 fd-tet-SNase 파지를 제조했으며, 융합 단백질은 
실시예 27에서 설명된 바와같이 토끼 항-g3p 항혈청(Prof. I. Rasched, Konstanz) 및 퍼옥시다제-표지된 
염소 항-토끼 항체(Sigma)(제41도)를 사용하여 SPS-겔 전기 동 및 웨스턴 블로팅하여 입증했다. 융합 단
백질 밴드(Mr 59749로 계산되었지만, 비정상적인 g3p 행동으로 인해 더 높은 위치로 전개됨) 뿐아니라, 
더 작은(단백분해?) 생성물도 보 다.

Ca
2+
의 존재하에 37℃에서 1식나동안 단일 스트랜드 DNA(1㎍)와 함께 fd-tet-SNase 파지(4×10

9
 테트라시

클린 내성 콜로니[TU])를 항온처리하고, 아가로스 겔 전기 동으로 분해물을 분석한 결과, 융합 단백질이 

촉매 활성인 것으로 나타났다(제42도). 뉴클레아제 활성이 모체 fd-CAT2(2×10
10
TU) 파지 단독으로 또는 

SNase(0.7㎍)와 fd-CAT2(2×10
10
TU)의 혼합물로 3회 PEG 침전시킨 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즉, 뉴클레아

제 활성은 파지의 표면상에 효소의 디스플레이로부터 기이한 것으로, 융합 단백질의 분해에 의해 방출된 
공침전된 또는 가용성 SNase에 의한 것이 아니다. fd-tet-SNase의 뉴클레아제 활성(제42도)은 동물량의 

SNase(0.03ng 또는 10
9
 입자)와 동일한 수치 수준(2×10

8
TU 및 TU당 SNase의 3가지 복제물로 추정됨)으로, 

고유의 SNase는 40mM MgCl2 및 25mM EGTA 블로킹된 활성(디스플레이되지 않음)과 함께 항온처리했기 때문

에 CA
2+
에 따라 좌우된다.

[실시예 37]

fd 파지 표면상으로의 인체 CD4의 두 아미노말단 도메인의 디스플레이

면역글로블린 슈퍼패밀리의 맴버인 단백질 CD4는 MHC Ⅱ군 제한된 면역 인식에 관여하는 세포 표면 수용
체이다.  또한,  이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AIDS  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단백질  gp120에  의해 
인식된다. 표면 항원 CD4의 첫 번째 두 도메인(V1 및 V2로 명명, 잔기 1-178)을 내부 ApaLI(5'-GGA ATT 
CGT GCA CAG AAG AAA GTG GTG CTG GGC AAA AAA GGG G-3') 및 NotI(5'-GGG ATC CGC GGC CGC AGC TAG CAC 
CAC GAT GTC TAT TTT GAA CTC-3') 제한 부위로 프라이머를 사용한 PCR에 의해 인체 CD4의 cDNA를 함유하
는  pUC13-T4(T.  Simon으로부터  입수)로부터  증폭시켰다.  상기  두  효소들로  분해한  후,  PCR-생성물을 
fdCAT2내로 클로닝시키고, CD4-V1V2 DNA 및 유전자 Ⅲ를 포함하는 연결부의 완전한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올리고뉴클레이티드 fd-seq1(5'-GAA TTT TCT GTA TGA GG), CD4-seq1(5'-GAA GTT TCC TTG GTC CC-3') 및 
CD4-Seq2(5'-ACT  ACC  AGG  GGG  GCT  CT-3')을  사용한  디데옥시  서열분석에  의해  조사했다.  동일한 
방법으로, 잔기 1-107을 유전자Ⅲ의 N-말단에 연결하고, 증폭을 위해 상기 언급된 프라이머와 올리고뉴클
레오티드 5'-GGG ATC CGC GGC CGC GGT GTC AGA GTT GGC AGT CAA TCC GAA CAC-3'을 사용하고, PCR 조건 및 
클로닝은 ApaLI 및 NotI(제조사 지시에 따라 사용)로 분해한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실시예 15에서 설명된 
바와 거의같이 하여, fd-CD4-V1 변형물을 제조했다.

3회의 PEG 침전에 의해 감염된 이. 콜리 TG1 배양물의 상층액으로부터 fd-CD4-V1 및 fd-CD4-V1V2 파지 모
두들 제조하고, ELISA 분석을 위해 샘플을 100배 농축시켰다. 토끼 항-유전자 Ⅲ 항혈청을 사용하여 웨스
턴 블롯(결과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음)으로 융합 단백질을 검출한 결과, 원하는 크기의 밴드가 나타났다.

CD4  부분의  가용성  gp120(CHO  세포로부터의  재조합체  HIV-IIIB  gp120,  ADP604,  the  Aids  Directed 
Programme, National Institute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Controls, South Mimms, Potters Bar, U
K)에 대한 결합을 피복(밤새, PBS내에서)용으로 5㎍/㎖ gp120을 사용하여 ELISA로 분석했다. 항-M13 항혈
청을 사용하여 결합된 파지를 검출했는데; 다른 모든 조건은 실시예 9에서와 같았다. 제43도는 와일드형 
파지(fd-tet) 및 두 CD4 파지 모두의 ELISA 시그날을 나타낸 것이다. 두 CD4-파지 모두 gp120와 결합할 
수  있지만,  fd-CD4-V1V2는  fd-CD4-V1보다  gp120에  훨씬  강하게  결합한다.  결합  경쟁제,  가용성 
CD4(Baculovirus, ADP 608로부터의 재조합 가용성 CD4, AIDS Directed Programme으로부터 입수)(25㎍/㎖) 
또는 가용성 gp120(20㎍/m)을 ELISA동안 5㎖파지 저장액 샘플과 함께 첨가하고, 배경 수준으로 시그날을 
감소시켰다. 그 결과, gp120에 결합되는 파지는 이의 표면에 디스플레이된 CD4 분자에 의해 중개되고 CD4
의 2개의 아미노말단 도메인이 디스플레이될 때 결합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CD4는 박테리오파지 fd 상에 디스플레이 되었을 때 활성인 세포 표면 수용체 분자이다. 그 작용성 디
스플레이가  실시예  15  및  16에서  설명된  PDGF-BB와  마찬가지로,  CD4는  면역글로블린  슈퍼패밀리의 
멤버로, 상기 결과는 상기 분자군이 일반적으로 파지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 되기에 적합한 것일 수 있음
을 암시한다.

[실시예 38]

돌연변이유발 균주를 사용하여 파지상에 형질발현된 항-4-히드록시-3-니트로페닐아세트산(NP) 항체의 돌
연변이체의 생성 및 선별

종종, 항체 유전저 푸울과 같은 파지내에 클로닝된 유전자 푸울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단일 클로
닝된 유전자의 수많은 변이체를 생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험관내 돌연변이 방법에는 적절한 방법이 다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 특히 항체 유전자의 라이브러리의 더욱 다양한 집단을 제조하는 방법은 
돌연변이 유발 균주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수많은 돌연변이체를 생성하는 잇점을 가지며, 주로 취급할 
수 있는 파지 수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파지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개선 또는 변경된 클론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잇점을 제공한다.

4-히드록시-3-니트로페닐아세트산(NP) 지향성 항체 scFv 단편을 암호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 즉, NP에 대
한 모노클로날 항체로부터 실시예 14에서와 같이 유래된 scFvB18을 암호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실시예 
11에서와 같이 ApaLI 및 NotI 제한 부위를 사용하여 fdCAT2내로 클로닝시켜 fdCAT2scFvB18을 생성시키거
나 또는 PstI 및 NotI 제한 부위를 사용하여 fdDOGKan(테트라시클린 내성 유전자를 제거하고 카나마이신 
내성 유전자를 치환한 fdCAT2)내로 클로닝시켜 fdDOGKanscFvB18을 생성시키거나 또는 유전자 Ⅲ와의 융합 
단백질로서 제한 부위 SfiI 및 NotI을 사용하여 파지미드 벡터 pHEN1내로 클로닝시켜 pHEN1scFvB18을 생
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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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돌연변이유발 균주를 사용했다[R.  M.  Schapper  ＆  R.  L.  Dunn  J.  Mol.  Biol.  262  1627-1670, 
1987; R. M. Schaaper Proc. Natl. Acad. Sci, U.S.A 85, 8126-8130, 1988]:

NR9232: ara, thi, mutD5-zaf13::Tn10, prolac, F'prolac

NR9670: ara, thi, azi, mutI1, leu: Tn10, prolac

NR9292: ara, thi, mutH101, prolac, f'prolac

NR9084: ara, thi, mulT1, azi, prolac, F'prolacI
-
Z
-
△M15 M15

NR9046: ara, thi, supE, rif, nalA, metB, argE(am), prolac, F'prolac

이들은 Dr.  R.  M.  Schaaper(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N1H,  PO  Box  12233,  Research 
Triangle Park, N.C. 27709)로부터 입수.

NR9046mutD5: NR9046 mutD5::Tn10

NR9046mutT1: NR9046 muT1::Tn10

이들은  표준  절차에  따라  P1  형질도입에  의해  작제된  것이다.  돌연변이  균주를  fdCAT2scFvB18  또는 
fdDOGKanscFvB18으로 형질감염시키고, 이 형질감염체를 항생제 내성에 대해 선별했다. 이 형질감염체를 
24시간동안 37℃에서 성장시킨 후, PEG 침전에 의해 돌연변이 파지를 수확했다. 200㎖의 PBS로 미리세척
하고, 20㎖ MPBS로 블로킹시킨 1㎖ NIP(4-히드록시-2-요오드-5-니트로페닐아세트산)-BSA-세파로스 친화성 
칼럼(제조사 지시에 따라 제조함)으로 돌연변이 파지를 선별했다. 10㎖ MPBS 내의 칼럼에 파지를 적재하
고, 결합되지 않은 물질을 다시 투입하여 완전히 결합시켰다. 10㎖의 MPBS 및 500㎖ PBS으로 상기 칼럼을 
연속 세척했다. 친화성 매트릭스에 결합된 파지를 0.33mM NIP-Cap(실시예 48)의 5 칼럼 부피로 용출시켰
다.

항생제 선별을 수행하지 않은 채로 파지 용출물을 로그기(2×10
8
 세포/㎖)의 이. 콜리 돌연변이유발 균주

로 30분 내지 1시간 동안 항온처리했다. 그후, 감염된 세포를 2×TY 중에서 1:100으로 희석하고 선별용 
항생제(각각 fdCAT2scFvB18 또는 fdDOGKanscFvB18에 대해서 15㎍/㎖ 테트라시클린 또는 30㎍/㎖ 카나마이
신) 존재하에서 24시간 동안 성장시켰다. 상기 배양물로부터의 파지를 다른 친화성 선별 및 돌연변이 과
정에 사용했다.

ELISA  평판을 NIP-BSA(4-히드록시-3-요오드-5-니트로페닐아세트-BSA;  0.4㎎/㎖)로 피복시킨 점만 제외하
고는 실시예 9와 같이 파지 항체의 결합을 ELISA에 의해 평가했다. 실시예 21에서 설명된 바와같은 셀웰
에서 성장시켜 배양 상층액을 제조하고, 20㎕의 배양 상층액을 각각의 웰에 첨가하여 200㎕의 MPBS로 희
석시켰다.

배경치의 2배이상의 시그날을 ELISA에서 나타내는 파지 샘플을 리소자임, BSA 또는 Ox-BSA(실시예 9)에 
대한 비-특이 결합에 대해 상기와 같은 ELISA로 시험했다. NIP에 대한 특이성은 NIP-CAP의 계열의 희석액
을  파지  항체와  함께  첨가하여  ELISA에  의해  추가  확인했다.  증가된  농도의  NIP-CAP를  첨가한  결과, 
ELISA 시그날이 배경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ELISA에서 양상 시그날을 나타내는 파지를 서열분석하고, 2가지의 다른 돌연변이체를 pHEN1 파지미드내로 
서브클로닝시키고 가용성 형질발현을 위해 NB2151 및 파지 디스플레이를 위해 TG1내로 형질전환시켰다(실
시예 27).

가용성 scFv 단편을 형질발현시키기 위해서, 이. 콜리 HB2151내 형질전환체를, 37℃로 1ℓ 2×TY, 0.2% 
글루코스, 0.1㎎/㎖ 암피실린에서 OD600이 1이 될 때까지 성장시키고, IPTG를 1mM로 첨가하여 가용성 scFv 

단편의 형질발현을 유도했다. 배양물을 16시간 동안 30℃에서 진탕시켰다.

FLOWGEN 한외여과 유니트내의 미정제 박테리아 상층액으로부터 가용성 scFvB18을 200㎖의 부피로 농축시
켰다.

200㎖의 PBS로 미리세척한 NIP-BSA-세파로스의 2㎖ 칼럼에 상기 농축물을 2회 통과시켰다. 상기 칼럼을 
500㎖의 PBS 및 200㎖의 0.1m 트리스 pH 7.5, 0.5m NaCl로 세척하고, 파지 항체 50mM 시트레이트 완충액 
pH 2.3으로 용출시켰다. 용출물을 즉시 1m 트리스 pH 8로 중화시켰다. 1ℓ PBS, 0.2mM EDTA로 2가지를 변
화시켜 용출물을 투석시키고, 침전된 단백질을 10000g에서 원심 분리에 의해 제거하고 280nm에서 상층액
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단백질 수율을 측정했다.

4회의 돌연변이 및 선별 과정후, 분리한 클론을 검색하고 ELISA에서 fdCAT2scFvB18 및 fdDOGKanscFvB18 
각각의 돌연변이로부터 유래된 파지 항체로부터 강한 양성 ELISA 시그날을 수득했다. ELISA 조건은 모체 
파지 fdCAT2scFvB18만이 약한 시그날을 생성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강한 양성 ELISA 시그날을 나타내는 
상기 파지 항체를 추가 과정에 1회 마다 당 대략 2.5의 배로 증균시켰다. 강한 양성 시그날을 나타내는 
40 파지 항첼르 서열분석한 결과, 이들 각각은 scFvB18 뉴클레오티드 서열내의 6개의 다른 위치에서 단일 
돌연변이를 나타냈는데, 이들 중 5개는 경쇄내에 존재한다. 70% 이상의 돌연변이가 경쇄의 J 분절(골조 
4)내 첫 번째 글리신을 세린(21 경우) 또는 아스파르테이트(3 경우)로 변화시킨 위치 724 및 725에서 일
어났다. 발견된 돌연변이가 표 9에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scFvB18의 서열은 제44도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
다.

경쇄의 CDR3에서의 Tyr이 아스파라테이트로 돌연변이된 변이체 뿐 아니라, 상기 글리신이 세린으로 돌연
변이된 골조 변이체의 svFv 단편을 암호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파지 항체 클론으로부터 PCR에 의해 증
폭시키고,pHEN1 파지미드내로 서브클로닝시켰다(거의 실시예 25에서와 같음). 이는 돌연변이유발 균주에 
의해 야기되는 유전자 Ⅲ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해소한다. 상기와 같은 파지 게놈으로부터 
형질발현시킨 경우, 돌연변이체를 평가한 것과 동일한 ELISA 시그날 패턴이 파지미드를 헬퍼 파지(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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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서 설명된 바와같이)로 구제한 후, 돌연변이체가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되었을 때 나타났다.

scFvB18로부터의 scFv 단편, 글리신을 세린으로 그리고 티로신을 아스파르테이트로 돌연변이된 scFv 단편 
각각을 30℃로 용액내에서 형질발현시켰다(이후에 실시예 27에서와 같이 이. 콜리 HB2151내로 형질전환시
켰다). 이들은 와일드형 B18 및 골조 돌연변이체간의 ELISA 시그날에서 전혀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scFvB18의 CDR3내에서 아스파르테이트로 돌연변이된 Tyr을 갖는 파지 항체로부터 수득된 시그날은 약 10x 
정도로 더 강했다. g3p(상기 설명된 바와같이)에 대해서 생성된 항혈청을 사용한 웨스턴 블로팅에 의해 
판단한 바에 의하면 형질발현수율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시예 23에서 설명된 바와같은 형광 종결
법을 사용하여 친화도 측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친화성 정제된 scFv 단편의 친화도 측정 결과 scFvB18 
및 scFvB18(Gly→Ser) 및 scFvB18(Tyr→Asp) 돌연변이체 모두가 NIP-CAD에 대해 29nM 정도에 상당하는 친
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유전자 Ⅲ를 사용한 웨스턴 블롯 결과, 골조 돌연변이체는 scFvB18보다 훨씬 적게 단백분해 절단이 일
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돌연변이 균주를 유전자 Ⅲ 융합체의 클로닝에 숙주로서 사용할 때, 이 돌연변이유발 균주의 사
용으로 파지 항체에서 다양한 범위의 돌연변이체가 생성된다. 이 경우, 몇몇의 클론은 단백분해 공격에 
대한 안정성 증가에 기인하여 높은 ELISA 시그날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돌연변이 균주를 사용하면 클론 
또는 클론 집단으로 다양성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높은 친화성 또는 특이성과 같은 바람직
한 특성을 갖는 콜론을 생성해야만 한다. 그후, 이러한 클론을 파지상의 단백질 디스플레이후 선별할 수 
있다.

[실시예 39]

VH 도메인과 VL 도메인의 비-공유 결합에 이한 박테리오파지의 표면상으로의 Fv 단편의 형질발현

이 실시예는 VH 도메인과 VL 도메인의 비-공유 결합에 의해 작용성 Fv 단편들이 박테리오파지의 표면상에 
형질발현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 사슬은 유전자 Ⅲ 융합체으로서 또다른 것은 가용성 폴리펩티
드로서 형질발현된다. 따라서 Fv 단편들을 2중 조합 라이브러리(실시예 26)를 비롯한 Fab 단편들에 대해 
거론된 모든 방법들에 사용할 수 있다.

하나의 V 도메인이 유전자 Ⅲ 단백질에 융합되고, 다른 V 도메인이 분비형으로 별도 형질발현되어 상호작
용 강도가 충분히 높은 조건하에서 융합 단백질상의 V 도메인과 결합될 수 있도록 파지 표면상에 융합 단
백질로서 Fv 단편의 형질 발현이 가능하다면, 안정하게 결합된 Fv 단편에 유용한 유전적 선별 시스템이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D1.3 VK 유전자를 유전자 Ⅲ에 융합시키고 각각 D1.3 VH 도메인을 형질발
현시킴으로써 항-헨 에그 리소자임 항체 D1.3으로부터 취한 V 도메인을 사용하여 모델 실험을 통해 시험
하 다.

이를 다음과 같이 실험적으로 수행하 다; 제한 효소 PstI 및 Xhol로 벡터 fd-DOG1을 분해하 다. Fv 형
질발현 플라스미드 pSW1-VHD1.3-VKD1.3myc 변형물 3/pUC119(Ward 등, 1989, 상기 문헌)로부터, VH 도메인 
암호 서열(2개의 중지 코돈에 의해 종결), VK 유전자의 형질발현을 위한 리보솜-결합 부위를 비롯한 VH 
유전자와 VK 유전자 사이의 역, pelB 리더 서열, 및 프레임중의 VK 유전자를 지닌 PstI/XhoI-분해된 제
한 단편을 분리하 다. 이 단편을 분리된 fd-DOG 벡터내로 클로닝시켜 FD-tet-FvD1.3 구성체를 생성시켰
다. 제45도에 지도로 디스플레이된 바와같이, 이중시트론성 VH/VK-유전자 Ⅲ 오페론은 유전자 Ⅲ 프로모
터로부터 전사되고; VH 도메인은 유전자 Ⅲ 단백질 리더에 의해 분비되며, VK-유전자 Ⅲ 융합 단백질은 
pelB 리더 서열에 의해 분비된다. 제어의 목적으로 상기된 바와 유사한 방식으로 일명 Fd-tet Fv D1.3(△
S-Stuffer)를 지닌 제2 구성체를 제조하 다: 이 구성체에 사용된 VH는 VH CDR 3/FR4의 연결부의 StyI 제
한 부위내에 200bp 단편 삽입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골격내 몇 개의 중지 코돈에 의해 VH가 차단된다. 
이러한 삽입물은 가용성 Fv나 단일쇄 Fv 단편 또는 단일쇄 Fv 단편으로서 파지 표면상에 형질발현되는 경
우, 항원 리소자임으로의 결합을 것을 방지하기에 충분히 VH 구조를 파괴한다는 사실은 종전의 작업을 통
해  알려진  사실이다.  이  구성체를  대조물로서  사용하 다.  fd-tet  Fv  D1.3,  fd-tet  Fv D1.3(△S-
Stuffer)를 지니거나 단일쇄 와이드형의 대조물로서 fd-tet scFv D1.3 플라스미드를 지니는 TG1 박테리아
를 24시간동안 배양액(15㎍/㎖의 테트라시클린을 함유한 2×TY 배지)중에서 성장시켜 상층액중의 파지 입
자들을 생성시켰다. 원심분리를 통해 박테리아 세포를 제거한 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TG1 세포를 상
층액 희석액으로 재감염시키고 테트라시크린상에서 평판배양후 테트라시클린-내성 콜로니를 계수함으로써 
상층액중의 파지  역가를  결정하 다.  수득된  감염성  파지의  역가는  단일쇄 와일드형의 대조물 fd-tet 

scFv D1.3의 경우 1×10
11
 tetR 형질도입 유니트/㎖이고, Fv 파지 구성체 fd-tet Fv D1.3 및 fd-tet Fv 

D1.3(△S-Stuffer)의 경우 2×10
10
tet

R
 형질도입 유니트/㎖ 다.

[헨 에그 리소자임의 ELISA 도 실시예 2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 다.]

그 결과는 제46도에 디스플레이한 바와같다. Fv 구성체 fd-tet Fv D1.3을 지니며 이를 형질발현하는 박테
리아부터 유래한 파지는 고정된 헨 에그 리소자임에 결합되며, 파지 역가를 수치로 환산했을 때, fd-tet 
scFv D1.3 보유 박테리아에 의해, 단일쇄 Fv 보유 파지보다 며액히 월등한 수치가 산출되었다. 작용성 VH 
도메인의 반응 특이성 및 필요조건은 fd-tet Fv D1.3(△S-Stuffer) 대조물에 의해 VH 도메인 및 결과적으
로 Fv 단편 결합의 파열로 리소자임에 대한 결합이 제거되는 것으로 증명된다.

VK/유전자 Ⅲ 융합 단백질의 예상 구조체의 최종적인 대조를 위해 웨스턴 블롯을 수행하 다. PEG를 사용
하여 2회 연속 침전시킴으로써 100배로 농축된 파지 현탄액 20㎕ 10% SDD-PAGE 겔을 적용시키고, 전기
동에 의해 분리한 후 반-건식 웨스턴 전이 장치(Hoefer)에서 PVDF막(Immobilon, Millopore)으로 전이시켰
다. 필터상에 잔재하는 결합 부위는 PBS중의 3% BSA과 함께 1시간동안 항온처리함으로써 블로킹시키고, 
그리고 1:1000으로 희석된 토끼의 항-유전자 Ⅲ 항혈청과 함께 2시간동안 항온처리하고, PBS/0.1% 트윈 
20 중에서 수회 세척한 후 퍼옥시다제-축합된 염소의 항-래트 면역글로블린 항체와 함께 항온처리하고, 
세척하고, 발색 기질인 디아미노벤지딘/CoCl2/0.03% H2O2로 발색시킴으로써 유전자 Ⅲ 단백질을 검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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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v 파지 fd-tet Fv D1.3은 유전자 Ⅲ 융합 단백질에 대한 밴드를 나타냈는데(자료는 디스플레이되지 
않음), 이는 fd-DOGl로부터의 와일드형 유전자 Ⅲ 단백질 및 fd-tet scFv D1.3로부터의 scFv-유전자 Ⅲ 
융합 단백질에 대해 수득된 밴드 크기의 중간으로서, Fv 파지중의 유전자 Ⅲ 생성물에 공유결합으로 융합
된 단일 면역글로블린 도메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요약해서 설명하면, 하나의 V 도메인이 유전자 Ⅲ 단백질에 결하되고 다른 V 도메인은 비-공유 결합된 
Fv-유전자 Ⅲ 융합체를 필라멘트형 파지의 표면상에 작용성 활성 형태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다. 이로써 
파지에서 형질발현된 V 유전자 라이브러리로부터 한정된 결합 특이성을 갖는 안정하게 결합된 Fv 단편에 
대해 유전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실시예 40]

Fab 구성체로서 인체의 V-유전자를 일단계 클로닝시키는 PCR계 방법

이 실시예는 중쇄 DNA와 경쇄 DNA를 별도의 '링커' DNA 조각으로 접속시킴으로써 인체의 Fab들을 '어셈블
리'시키는 PCR계 방법을 기재한 것이다. 상기 방법에서는 일반적인 프라이머의 혼합물을 사용하므로 모든 
인체의 V-유전자에 적용가능하다.

인체의 V-유전자를 PCR 어셈블리시켜 Fab 구성체를 생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기재한다. 이 방법의 효율
은 IgG-K 모노클로날 하브리도마로부터의 인체 항리서스-D(Rh-D) Fab를 '어셈블리', 클로닝 및 형질발현
시킴으로써 평가하 다. 또한 폴리클로날 임파아세포 세포주(LCL)로부터의 IgG-람다 모노클로날 항-Rh-D 
Fab를 어셈블리, 클로닝, 형질발현 및 분리시킴으로써 폴리클로날 세포군으로부터 인체의 모노클로날 항
체를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하 다.

PCR 어셈블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은 제47도에 디스플레이하 는데, 이는 하기에 보다 상세히 기재하기
로 된다. Fab 어셈블리를 위해, VH-CH1 및 Vk_CK 또는 V 람다-C 람다 경쇄를 제1 스트랜드 cDNA로부터 증
폭시키고 겔을 정제하 다. 이후, 중쇄 DNA와 경쇄 DNA를 링커 DNA와 함께 합하고 새로운 PCR 반응을 통
해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플랭킹시켰다. 그 결과, 링커 DNA의 5' 단부는 CH1 도메인의 3' 단부에 상보적
이고 링커의 3' 단부는 경쇄 도메인의 5' 단부에 상보적이므로, 완전한 길이의 Fab 구성체를 완성할 수 
있었다. 링커 DNA는 인체 CH1 도메인의 말단 잔기, 경쇄에 대한 박테리아 리더 서열(pelB) 및 VK 또는 V 
람다 경쇄의 초기 잔기를 포함한다(제2도 참조). 최종적으로, 겔 정제후 Fab 구성체를 클로닝을 위한 제
한 부위가 포함된 플랭킹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재증폭시켰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라이머]

인체의 V 유전자를 PCR 클로닝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위의 인체 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라이머
에 대한 고안이 필요했다.

VH 및 VK의 5 단부의 PCR 프라이머와 V 람다 유전자 엑손(백 프라이머)은 Kabat 데이터베이스(Kabat, E. 
A.  등,  Sequences  of  Proteins  of  Immunological  Interest  4판,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7)), EMBL 데이터베이스, 문헌[Chuchana, P. 등, Eur J. Immunol, 1990. 20:1317] 및 미공
개된 자료중에서 추출한 서열 자료에 기초한다. VH, VK 및 V 람다 프라이머의 서열은 표 1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 또, 어셈블리후 제한 부위를 첨가하도록 5' 단부에 SfiI 부위로 연장된 VH 프라이머를 고안하
다(표 10).

표 10은 또한 인체의 V 유전자를 PCR 의거 클로닝하기 위해 고안된 3' 프라이머(포워드 프라이머)를 나타
낸다. 이것들은 Fab 또는 scFv의 생성여부에 따라 2세트가 있다. Fab 어셈블리시, 포워드 프라이머는 CH1 
도메인, CK 도메인 및 C 람다 도메인의 3' 단부를 기점으로 한다. 또, CK 및 C2 포워드 프라이머는 또한 
5' 단부에 NotI 부위가 연장된 변형물로서 합성시켰다.

CH1 포워드 프라이머 및 VkK 및 V 람다 백 프라이머에 상보적인 프라이머들을 합성시켜 Fab 리엌를 함유
한 플라스미드 주형의 PCR 증폭에 의해 링커 DNA를 생성시켰다(표 10). 적절히 증폭시키기 위해, 프라이
머를 실제 링커 서열내로 연장시켰다.

A. RNA 제조

이 과정은 실시예 14에 기재된 바와 거의 동일하나, 단 인체의 것을 사용하 다. 이 실시예에서는, 인체 
하이브리도마 및 인체 폴리클로날 임파아세포 세포주를 사용했다.

B. cDNA 제조

20㎕의 물중의 약 4㎍의 전체 RNA를 3분동안 65℃에서 가열하고, 얼음으로 팍칭한 후, 30㎕의 반응 혼합
물에 첨가함으로써 140mM의 KCl, 50mM의 트리스, HCl(pH 8.1 42℃), 8mM의 MgCl2, 10mM의 DTT 50㎛의 데옥

시트미딘 트리포스페이트, 500㎛의 데옥시시토신 트리포스페이트, 50㎛의 데옥시아데오신 트리포스페이트 
및 50㎛의 데옥시구아노신 트리포스페이트, 80유니트의 인체 태반 RNAase 억제제 및 10pmol의 적절한 포
워드 프라이머(HulgG14CH1FOR, HuIgMFOR, HuCKFOR, HuCLFOR)가 함유된 50㎕의 반응 혼합물을 제조하 다. 
2㎕(50유니트)의 조류 미엘로블라스토시스 바이러스(AMV) 역전사효소를 첨가하고, 반응물을 42℃에서 1시
간 동안 항온처리한 후 3분동안 100℃까지 가열하고, 얼음으로 팍칭한 후 5분동안 원심분리하 다.

C. 1차 CPRS

1차 PCR 증폭을 위해, 백 프라이머와 포워드 프라이머에 의거한 적절한 슈퍼패밀리의 동몰량 혼합물을 사
용했다(구체적인 사항은 이 실시예에서 하기 디스플레이된 실시예 40a 및 40b를 참조). cDNA 합성시 생성
된 5㎖의 상층액,  총농도가 20pmol인  포워드 프라이머,  250㎛의 dNTPs,  50mM의  KCl,  10mM의 트리스·
HCl(Ph  8.3),  1.5mM의 MgCl2 ,  175㎍/㎖의  BSA  및  1㎕(5  유니트)의  터무스  아쿠아티쿠스(Thermus 

aquaticus)(Taq) DNA 폴리머라제(Cetus, Emeryville, CA)를 함유한 50㎕의 반응 혼합물을 제조하 다. 반
응 혼합물을 파라핀 오일로 덮고 데큰 열 순환장치를 사용하여 30분동안 증폭시켰다. 94℃에서 1분(변
성), 57℃에서 1분(어니얼링) 및 72℃에서 1분(연장) 처리하 다. 2%의 아가로스 겔상에 5㎕를 전개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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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을 분석하 다. 나머지 물질은 에테;르로 2회 추출하고 페놀/클로로포름으로 2회 추출한 후 에탄올 
침전시키고 50㎕의 물중에 재현탁시켰다.

D. 링커의 제조

Fab 링커 DNA를 제조하기 위해, HulgG1-4 CH1FOR 및 각각의 역 VK 또는 V 람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사
용하여 각각의 13 RCR 반응을 수행하 다. 주형은 대략 1ng의 pJM-1Fab D1.3이었다(제48도). PCR 반응의 
시약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그 사이클은 94℃에서 1분, 45℃에서 1분 그리고 72℃에서 1분이었다. 링커를 
4% 아가로스 겔상에서 분석하고, 2%의 아가로스 겔상에서 정제한 후 스핀-X 칼럼상의 겔로부터 용출시켜 
에탄올 침전시켰다.

E. PCR 어셈블리

인체의 Fab를 PCR 어셈블리시키기 위해서는 약 1㎍의 1차 중쇄 증폭물 및 1㎍의 1차 경쇄 증폭물을 프라
이머 없이 PCR 반응 혼합물중의 약 250ng의 적당한 링커 DNA와 혼합하고 7회의 사이클(94℃에서 2분, 72
℃에서 2.5분)에 적용시킴으로써 단편들을 연결시켰다. 이후, 20pmol의 적당한 플랭킹 백 프라이머와 포
워드 프라이머를 첨가한 후 반응 혼합물을 25회의 사이클로 증폭시켰다(94℃에서 1분, 68℃내지 72℃에서 
1분, 72℃에서 2.5분).

F. 제한 부위의 첨가

어셈블리된 생성물을 겔 정제하고 25회 사이클로 재증폭시키는데(94℃에서 1분, 55℃에서 1분, 72℃에서 
25분), 이때 플랭킹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는 제한 부위가 부착되어 있었다. PCR 완충액 및 NTRs는 상기된 
바와 같다.

인체 면역글로블린 유전자의 PCR 어셈블리의 구체적인 에

a. 인체 하이브리도마로부터의 Fab의 PCR 어셈블리 반응

인체의 모노클로날 항 Rh-D  세포주 Fog-1(IgG-k)는 Rh-D
+
 혈액으로 면역된 Rh-D

-
 혈액 공여체의 PBLs를 

EBV  형질전환시킨  것으로부터  수득하 으며,  이는  이전에  기재한  바와  같다[(Melamed,  M.  D.  등,  J. 
Immunological  Methods,  104:245(1987)),  (Hughes-Jones  N.  C.  등,  Biochem.  J.  268:135(1990)), 

(Gorick, B. D. 등, Vox. Sang. 55:165(1988))]. 약 10
7
의 하이브리도마 세포로부터 전체 RNA를 제조했다. 

프라이머 HulgG1-4CH1FOR 및 HuCKFOR를 사용하여 상기와 같이 제1 스트랜드 cDNA를 합성하 다. VH-CH1의 
경우 6 HuVHBACK 프라이머와 HuIgG1-4CG1FOR의 혼합물을 사용하고, VK-CK의 경우에는 6HuVKBACK 프라이머
와 HuCKFOR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1차 PCR을 수행하 다. Fab 구성체를 상기와 같이 어셈블리하고, SfiI 
및 NotI로 제한시키고, 겔 정제한 후 SfiI 및 NotI로 제한된 pJM-1Fab D1.3 형내로 결찰시켰다. 결찰 혼
합물을 사용하여 이. 콜리 E. M. G. 세포를 형질전환시켰다. 96개의 클론을 취해서 미량역가 평판 웰내의 
배지내로 넣은후 30℃의 미드-로그기까지 성장시킨 후 42℃에서 30분동안 열 충격을 가함으로써 Fab의 형
질발현을 유도한 후 37℃에서 4시간동안 성장하 다. 이어서 96개의 클론은 하기된 바와같이 항-RH-D 활
성에 대해 검색하 다.

b. 폴리클로날(LCL)로부터의 인체 Fab의 어셈블리

Rh-D
+
 적혈구 세포로 면역된 Rh-D

-
 공여체로부터의 약 10

7
개의 말초 혈액 임파구(PBLs)를 EBV 형질전환시

켜 폴리클로날 LCL 'OG'를 유도하 다. 상기 세포를 약 10
5
 세포/웰의 농도로 평판배양하 다. 수확된 세

포를 검색하여 양성 웰을 확인한 후 1회 서브클로닝시켰다. IgG-람다 항체가 생성된 웰을 분류하 다. 이 

단계에서, 약 10
6
의 세포로부터 전체 RNA를 제조하 다. 프라이머 HulgG1-4CG1FOR 및 HuCLFOR를 사용하여 

상기된  바와같이  제1  스트랜드  cDNA를  합성하 다.  VH-CH1의  경우  6  HuVHBACK2  프라이머와 HulgG1-
4CG/FOR의 혼합물을 사용하고, V 람다-C 람다의 경우에는 7 HuV 백프라이머와 HuCFOR의 혼합물을 사용하
여 1차 PCR을 수행하 다. 상기된 바와같이 제한, 클로닝 및 검색 작업을 진행하 다. 클론들의 다양성을 
판정하기 위해, 15 클론의 VH 및 V 람다 유전자를 PCR 증폭시키고, 빈번 절단성 제한 효소 BstNI로 제한
한 후 4%의 아가로스 겔상에서 분석하 다(실시예 20).

[항-Rh-D 활성에 대한 분석 및 특이성의 증명]

인산염 완충 식염수(PBS, pH 7.3)중의 Rh-D
+
(OR2R2) 또는 RH-D

-
(Orr) 적혈구의 5%(vol/vol) 현탄액을 37℃

에서 10분동안 파파인 용액과 함께 항원처리하 다. 상기 적혈구를 PBS중에서 3회 세척하고, 1%(vol/vo
l)의 적혈구 현탄액은 1%(vol/vol)의 소의 혈청 알부민(BSA )이 강화된 PBS중에서 조성하 다. 50㎕의 파
파인처리한 적혈구 현탄액 및 50㎕의 파지 상층액을 둥근 바닥의 미량적정 평판의 웰내에 넣고 이 평판을 
2분동안 TIterteK 평판 진탕기상에 배치하 다. 37℃에서 15분동안 항온처리한 후, 10㎕의 PBS/BSA를 각 
웰에  첨가하 다.  평판을  약  200g로  1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은  폐기시켰다.  적혈구를  나머지 
PBS/BSA 중에 재현탁시키고 myc 펩티드 태그(Ward, E. S. 등, Nature 1989, 상기 문헌) 지향성 9E10 모노
클로날 항체(PBS/BSA 중의 1㎍/㎖ 용액 50㎕)를 첨가함으로써 Fab 단편들을 가교결합시켰다 침강이 일어
날 때까지 평판을 실온에서 유지시켰다. 적혈구 응집으로 인해 적혈구의 확산 버튼(button)이 생겼으며, 
그 결과를 육안으로 판정하 다. 모든 임상학적 관련이 있는 적혈구 혈액군 동종항원을 호모접합적으로 

형질발현시키는 것으로 공지된 PBS중의 적혈구 현탄액(모든 현탄액 혈액군 0, 4D
+
 및 5D

-
)의 표준 파파인

처리(상기와 같이) 패널을 통해 특이성을 확인하 다. D
+
 세포상의 D 항원의 복제물 수는 유전자형에 따라 

적혈구 당 10,000 내지 20,000의 범위 다. 간단히 설명하면, 2%(vol/vol)의 탈지 분유가 강화된 PBS중의 
50㎕ 파지 상층액을 유리 튜브내의 PBS중 2% 적혈구 현탄액 50㎕와 혼합훈 후 37℃에서 15분동안 한온처
리하 다. PBS/BSA로 1회 세척한 후 적혈구를 펠릿화하고 50㎕의 당나귀 항-인체 람다 경쇄(Sigma L9527, 
PBS/BSA 중에서 1:40로 희석)중에 재현탁시켰다. 상기 튜브를 200g로 1분동안 원심분리하고 '팁 앤드 롤' 
방법을 사용하여 육안으로 응집을 판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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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a. 인체 하이브리도마로부터의 Fab의 PCR 어셈블리

증폭시킨 후 정확한 크기의 단일 밴드를 수득하 다. 96 클로중 36개(40%)가 특이적으로 응집된 Rh-D
+
(Rh-

D
-
가 아님) 적혈구인 것으로 검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셈블리 과정중 성공적인 접속이 높은 빈도로 일

어난다는 것과 인체 하이 브리도마를 1단게로 클로닝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가능성을 입증한다.

b. 폴리클로날 임파아세포 세포주(LCL)로부터의 인체 Fab의 어셈블리

클론들의 다양성 분석 결과, 3종의 상이한 중쇄 패밀리와 2종의 상이한 경쇄 패밀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
었다. 검색한 96개중 5개의 항-Rh-D 특이성 클론이 확인되었다. 각 클론중의 VH 및 Vλ쇄는 동일한 뉴클
레오티드 서열을 지니며 항-Rh-D V-유전자 다(미발표된 결과). 이 결과는 폴리클로날 세포 집단으로부터 
인체 항체 단편들을 어셈블리, 클로닝 및 분리하는 방법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다.('비면역된' 인체 
라이브러리로부터 특이적 결합 활성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섹션(실시예 42 및 43) 참조).

[실시예 41]

표면상에 Rh D 항원을 디스플레이하는 세포의 결합에 의한 Rh-D 항원 지향성 인체 Fab 단편을 디스플레이 
하는 파지의 선별

다수의 중요한 항원이 세포 표면막의 필수 성분으로, 즉 그것들은 세포 표면 항원이다. 이것들에는 종양 
특이성 항원 및 백혈구 항원과 적혈구 표면 항원이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들 항원에 대한 항체를 분
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적혈구상의 리서스-D(Rh-D) 항원 지향성 항체는 진단 및 치료둘다에 
사용된다. 이들 항원중 대다수가 정디스플레이키기 어려우며, Rh-D와 같은 일부는 막으로부터 분리시킬 
경우 생체학적으로 활성을 띠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세포 표면 항원상의 박테리오파지 표면사에 디스플레
이된 항체 단편들을 정제하는 방법이 유용하다. 세포 표면 항원상에서의 친화성 정제 실행성을 시험하기 
위해, 항 Rh-D인체 모노클로날 항체 Fog-B를 박테리오파지 Fd 표면상에 Fab 단편으로서 디스플레이했다. 

디스플레이된 Fog-B Fab 단편은 응집 분석에 의해 측정된 바와같이 항원과 결합하여, Rh-D
-
 적혈구가 아닌 

Rh-D
+
 적혈구의 표면상에 이들이 결합하는 것을 이용하여 친화성 정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질 및 방법]

파지미드 pHENI에서 항 Rh-D Fab 단편을 암호하는 클론의 작제 및 박테리오파지 fd의 표면상에 Fab 단편
의 디스플레이.

인체의  하이브리도마  Fog-B는  이전에  기재된  바  있다(N.  C.  Hughes-Jones  등,  Biochem,  J.  268 
135(1990)). Rh-D 항원에 결합하는 IgG-1/람다 항체를 생성한다. 변형된 카탈라법(실시예 14에 기재)을 

사용하여 10
7
 하이브리도마 세포로부터 RNA를 제조하고 실시예 14에 기재된바와 같이 특이적 면역글로블린 

중쇄 및 경쇄 프라이머(HuVH1FOR [실시예 40] 및 HuCλ FOR(5'-GGA ATT CTT ATG AAG ATT CTG TAG GGG CCA 
C'3'))를 사용하여 제1 스트랜드 cDNA를 합성시켰다. 이어서 VH 유전자를 HuVH4aBACK 및 HuVH1FOR를 사용
하여 제1 스트랜드 cDNA의 일정분획으로부터 증폭시켰다. Fog-B에 특이적인 Vλ 프라이머(VλFog-B, 5'-
AAC CAG CCA TGG CC AGT CTG TGT TGA CGC AGC C-3')를 사용하여 Vλ유전자를 증폭시켰다. PCR 조건은 실
시예 40에 기재된 바와같다. 2%의 아가로스 겔상에서 5㎕를 전개시켜 PCR 생성물을 분석했다. 나머지 물
질은 에테르로 2회, 페놀/클로로포름으로 2회 추출하고, 에탄올 침전시킨 후 50㎕의 물에 재현탁시켰다. 
증폭된 VH DNA는 PstI 및 BstEII로 분해하고,  증폭된 Vλ-Cλ DNA는 NcoI 및 EcoRI으로 분해하 다. 단
편들을 2%의 아가로스 ◎상에서 정제하고, 진클린을 사용하여 추출한 후 가용성 형질발현 벡터 pJM-1 Fab 
D1.3내로 결찰시켰다(제48도). 정확한 삽입물을 포함한 클론은 우선 제한 분석을 통해 규명한 후 형질발
현된 가용성 Fab를  분석함으로써 증명하 다(유도  조건은  시시예  23  참조).  HuVH4BACK-Sfi  및 HuCλ-
Not를 사용하여 PCR을 통해 pJM-1으로부터 Fog-B Fab 카세트를 증폭시킨 후 적당한 제한 효소로 절단하여 
pHEN1내로 결찰시켰다. 정확한 삽입물을 함유한 클론을 우선 제한 분석한 후 이어서 분석함으로써 확인하
다(유도 조건은 실시예 25 참조).

항-Rh-D 활성 및 특이성에 대한, 가용성 Fog-B Fab 단편 및 Fog-B Fab 단편을 디스플레이한 파지의 분석.

형질발현된 가용성 Fab를 비농축된 이. 콜리 상층액상에서 분석하 다. 파지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 Fog-
B를 PEG 침전에 의해 10배 농축시킨 후 PBS에서 재현탁시킨 파지에 대해 분석하 다. 활성 및 특이성에 
대한 분석은 실시예에 기재된 바와같이 수행한다.

Fog-B 항-Rh-D Fab 단편을 디스플레이 하는 파지의 세포 표면 친화성 정제

정제된 Fog-B 파지를 항-리소자임 scFv D1.3(fpAbD1.3)을 디스플레이하는 정제된 파지 Fd-Tet CAT-1과 약 

1 Fog-B:50 scFv D1.3의 비율로 혼합하 다. 미리 파파인처리한 적혈구(OR2R2 [Rh
+
] 또는 Orr [Rh-])를 2% 

탈지 분유가 강화된 PBS 중에 4×10
7
/㎖의 농도로 현탁시켰다. 상기 현탁액 1㎖를 2% 탈지 분유가 강화된 

2㎖의 PBS에 현탁된 10
11
 파지와 혼합한 후 연속적으로 회전시키면서 실온에서 30분동안 항온처리하 다. 

적혈구를 과량의 빙-냉 PBS(매세척시 10㎖)로 3회 세척한 후 펠릿화하 다. 상기 파지를 PBS중의 75mM 시
트르산(pH 2.8) 200㎕중에 1분동안 재현탁시킴으로써 세포로부터 용출시켰다. 이어서 세포를 3000rpm으로 
1분동안 원심분리시킴으로써 펠릿화하고 1% w/vol 알부민 중의 240mM 트리스-베이스, 22mM 인산 수소 이
나트륨 200㎕를 첨가함으로써 용출된 파지를 함유한 상층액을 중화시켰다. 용출물의 계열 희석액을 사용
하여 TG1 세포를 감염시켰다. Fog-B Fab 파지는 암피실린 평판상에서 선별하고 scFvD1.3 파지는 테트라시

클린 편팡상에서 선별하고, 각각의 선별 이전에 Rh-D
-
 세포 선별후 및 Rh-D

+ 
세포 선별후에 각각의 역가를 

측정하 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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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미드 pHEN 클론으로부터 유래된 파지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 Fog-B Fab 단편은 Rh-D
+
 적혈구를 특이

적으로 응집시켰으나, Rh-D
-
 적혈구는 응집시키지 않았다. Rh-D

+
 적혈구상에 Fog-1 Fab 파지미드를 친화성 

정제한 결과, 1:50에서 500:1(Fog-B Fab:scFvD1.3)로 증균이 된 반면, Rh-D
-
 적혈구에 대한 정제 결과에서

는 증균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10배).

[실시예 42]

인체의 scFv 구성체의 1단계 클로닝에 대한 PCR계 기술

인체의 scFv를 어셈블리시키는 방법은 실시예 14에 기재된 마우스 scFvs의 어셈블리 방법과 유사하다. 인
체의 V 유전자를 PCR 클로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주의 인체의 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라이머를 
고안해야 한다(표 10). 인체 Fabs를 생성하기 위해 이들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방법은 실시예 40에 기재되
어 있다. 인체 scFv의 어셈블리는 VH, VK 및 V 람다 유전자의 J 분절에 상보적인 1세트의 포워드 프라이
머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하다(Fabs의 경우에는 불변 역에 상보적인 포워드 프라
이머를 사용). J 분절 특이적 프라이머는 공개된 JH, JK 및 J 람다 서열(Kabat, E. A. 등, Sequences of 
Proteins of Immunological Interest, 4판,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87))을 기초
로 고안하 다.

또, scFv는 Fab에서와는 다른 링커가 필요하므로, 인체 scFv의 경우에는 링커를 제조하기 위해 새로운 세
트의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JH 포워드 프라이머와 VK 및 V 람다 백 프라이머에 상보적인 프라이머를 합성
하여, scFv  링커를 함유한 플라스미드 주형을 PCR  증폭시킴으로써 링커 DNA를 생성시켰다(표 10, 제49
도). 적당히 증폭시키기 위해서, 프라이머를 실제 링커 서열내로 연장시켰다. 이들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scFv 링커 DNA를 제조하고 각각 13개의 역 VK 및 V 람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함께 4개의 각각의 역 JH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52개의  별개의  PCR  반응을  수행하 다.  상기  주형은  짧은  펩티드(Gly4Ser)3 
(Huston,  J.  S.  등,  Gene  77:61  (1989))를  포함한 약 1ng의  pSW2scD1.3(Ward,  E.  S.  등,  1989,  상기 
문헌)이었다.

[인체 scFv 라이브러리의 PCR 어셈블리의 구체적인 예]

이 실시예는 비면역된 인체로부터 제조한 인체의 scFv 라이브러리를 생성시키는 방법을 기재한 것이다.

약 10
8
의 B-세포를 함유한 500㎖의 혈액을 건강한 헌혈자로부터 채혈하 다. 백혈구를 피콜(Ficoll)상에서 

분리하 고 RNA는 실시예 14에 기재된 바와같이 제조하 다.

약 2×10
7
의 B-세포로부터 취한 유전 물질을 함유하는 RNA의 20%를 실시예 40에 기재된 바와같이 cDNA 제

조에 사용하 다. IgG 및 IgM 항체로부터 유래한 중쇄는 IgG 특이적 프라이머(HuIgG1-4CH1FOR) 또는 IgM 
특이적 프라이머(HuIgMFOR)로 cDNA  합성을 프라이밍함으로써 분리 유지시켰다. cDNA  분취물을 사용하여 
실시예 40에 기재된 바와같이 4개의 분리된 scFv 라이브러리(IgG-K, IgG-람다, IgM-K 및 IgM-람다)를 생
성시켰다. 생성된 라이브러리를 1.5%의 아가로스상에서 정제하고, 전기용출시킨 후 에탄올 침전시켰다. 
후속 클로닝을 위해, K와 람다 라이브러리를 합해 별도의 IgG 라이브러리와 IgM 라이브러리를 
생성시켰다.

[라이브러리의 클로닝]

정제된 scFv 단편(1-4㎍)을 제한 효소 NotI 및 SfiI 또는 NcoI로 분해하 다. 분해 후, 단편들을 페놀/클
로로프름으로  추출하고,  에타올  침전시켰다.  분해된  단편들을  2,000U  T4  DNA  리가제(New  England 
Biolabs)와의 100㎕ 어셈블리 혼합물중에서 실온하에 밤새 SfiI-NotI 또는 NcoI-NotI 분해된 아가로스 겔 
전기 동 정제된 pHEN1 DNA(6㎍)내로 결찰시켰다(실시예 24).

상기 결찰 혼합물은 페놀 추출물에 의거 정제하고 에탄올 침전시켰다. 결찰된 DNA를 100㎕의 물중에 재현
탁시키고, 2.5㎕의 샘플을, 이. 콜리 TG1(50㎕1)내로 전기투과시켰다. 세포를 1시간동안 1ml의 SOC 내에
서 성장시킨 후 243 ×243mm의 접시(Nunc)내에서 100㎍/ml의 임피실린 및 1%의 글루코스를 포함하는 2 ×
TY 배지상에서 평판배양하 다. 밤새 성장시킨 후 평판에서 콜로니를 긁어내어 AMP-GLU 및 15% 글리세롤
을 포함하는 10ml의 2 ×TY 내로 넣고 라이브러리 저장액으로서 -70℃에서 저장하 다.

SfiI-NotI 및 NcoI-NotI 분해된 pHEN1내로의 클로닝처리 결과, IgM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각각 10
7
 및 2 

×10
7
의 클론 라이브러리가, 각기 2개의 IgG 라이브러리에는 약 5 ×10

7
클론이 수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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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43]

[면역되지 않은 인체의 scFv 라이브러리로부터의 결합 활성의 분리]

파지의 표면상에 디스플레이된 인체의 항체 라이브러리로부터 결합 활성을 선별하는 능력이 쥐의 라이브
러리로부터 결합활성을 분리시키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이유는 마우스에 적용했던 
하이브리도마 기술을 통해 항체를 생성시키는 표준 방법이 인체의 항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
이다. 몇몇 경우에서는, 면역된 인간으로부터 라이브러리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는 적당한 면역원의 독성 또는 이용가능성의 결여 또는 윤리적인 문제로 인해 면역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
혀졌다. 대안으로, 치료 항체가 면역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질병을 가진 개체로부터 만들어진 라이브러리
에서 결합 활성을 분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는 비장에 위치하고 있어 
말초 혈액 임파구(라이브러리를 생성하기 위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의 순환 푸울에서는 입수
할 수가 없다. 또, 면역억제와 관련된 질병의 경우, 치료 항체는 생성될 수 없다.

비면역된 개체로부터 제조된 라이브러리로부터 결합 활성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대안의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방안은 10
7
개의 상이한 항체의 제 1 레퍼토리가 10

5
M
-1 

또는 그 이상의 친화 상수를 갖는 
에피토프의 99%  이상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다(Perrelson,  A.  S.,  Immunol.  Rev,  110:5 
(1989)). 이것은 친화성이 높은 항체를 생성시킬 수 없지만, 친화성은 V-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통해 및/또
는 경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계층적 방안에서 분리된 VH 도메인을 사용함으로써(또는 그 반대의 경우
를 적용시켜) 상승시킬 수 있다. 이 섹션에서는, 비면역된 인체의 scFv 라이브러리로부터 3종의 상이한 
항원에 대한 특이적 항원 결합 활성을 분리시킴으로써 상기 방안이 실현가능한 것임을 증명하 다.

[물질 및 방법]

이 실시예에 기재된 결합 활성의 분리시 사용된 인체 scFv 라이브러리를 생성시키는 방법은 실시예 42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원래의 라이브러리와 선별된 라이브러리의다양한 평가

프라이머 LMB3(pe1B 리더 서열의 5' 부위에 있으며 pUC19의 역 서열분석 프라이머(-40n)와 동일) 및 fd-
SEQ1(실시예 37 참조)를 사용한 PCR에 의해 선별 전후 재조합 클론을 검색한 후 빈번-절단성 효소 BetN1
으로 분해시켰다. 각각의 미선별된 라이브러리로부터의 48개의 클론을 분석한 결과, 클론의 90%가 삽입되
었고, 상기 라이브러리는 BstN1 제한 패턴을 통해 판단한 바와 같이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증균 실험을 위한 파지미드 라이브러리의 구제]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지미드 입자를 구제하기 위해, AMP-GUL(실시예 42 참조)를 함유하는 100ml 2 ×쇼를 

라이브러리(실시예 42에서 제조)(약 10μl )부터 취한 10
9
 박테리아로 접종한 후 진탕하면서 37℃에서 1.5

시간동안 성장시켰다. 세포를 회전시키고 (IEC-원심분리기, 4K,  15분),  예비가온처리된(37℃) 10ml의 2 

×TY-AMP(실시예 41 참조) 배지중에 재현탁시킨 후 2 ×10
10
 pfu의 VCS-M13(Stratagene) 입자를 첨가하고, 

진탕하지 않으면서 37℃에서 30ns동안 항온처리하 다. 이어서 세포를 암피실린(f100㎍/ml) 및 카나마이
신(25㎍/ml)(AMP-KAN)이 함유된 900ml의 2 ×TY에 전이시킨 후, 진탕시키면서 37℃에서 밤새 성장시켰다. 

파지 입자를 정제하고, 3차례의 PEG-침전(물질 및 방법 참조)을 통해 농축시키고, PBS 중에 10
3 
TU/ml로 

재현탁시켰다(암피실린 내성 클론).

[튜브상에서의 선별에 의한 phOx :BSA 결합체의 증식]

증식을 위해, 75 ×12mm의 Nunc-면역튜브(Maxisorp; Cat. No. 4-44202)를 4ml의 phOx:BSA(1mg/ml ; 50mM
의 NaHCO3(pH 9.6) 완충액중의 BSA 당 14 phOx)로 밤새 실온에서 피복하 다. PBS로 3차례 세척한 후 상기 

튜브를 2시간동안 37℃에서 블로킹을 위해 2%의 Marvel이 함유된 PBS(2%  MPBS)로 항온처리하 다. 3회 

PBS 세척후 4ml의 2% MPBS 중의 파지미드 입자(10
13
 TU)를 첨가하고, 회전 턴테이블상에서 실온하에 30분

동안 항온처리한 후 추가 1.5시간동안 방치하 다. 이후, 튜브를 PBS로 20회, 0.1% Tween 20 및 PBS로 20
회 세척했다(각 세척 단계는 완충액을 붓고 즉시 버림으로써 수행하 다). 1ml의 100mM 트리에틸아민(pH 
11.5)을 부가하고 15분동안 회전시킴으로써 결합된 파지 입자를 튜브로부터 용출시켰다. 0.5ml의 1.0M 트
리스-HCL(pH 7.4)를 첨가함으로써 상기 용출된 물질을 즉시 중화한 후 진탕하 다. 파지는 4℃에서 저장
하 다.

용출된 파지(1.5ml)를 사용하여 15ml의 2 ×TY 배지중에서 로그적으로 성장하는 이 콜리 TG1 세포 8ml를 

감염시킨 후 상기와 같이 AMP-GLU 평판상에서 평판배양함으로써 평균 10
7 
파지 감연됨 콜로니를 수득하

다.

phOx : BSA 결합체의 선별을 위해, 구제-튜브 증식-평판배양 사이클을 4차례반복한 후 ELISA를 통해 파지
미드 클론의 결합여부를 분석하 다.

[컬럼상에서의 패닝에 의한 리소자임 결합체의 증식]

페트리 접시(35 ×10mm의 Falcon 3001 조직 배양 접시)를 패닝에 의해 증식시키는데 사용하 다. 모든 단
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기 평판을 A600 로킹(Raven Scientific)위에서 흔들어 주었다. 평판을 50mM의 
탄산 수소 나트륨(pH 0.6)중 1ml의 칠면조 난백 리소자임(3mg/ml)으로 밤새 피복하고, 2ml의 PBS로 3회 
세척한 후 실온에서 2시간동안 2ml의 2% MPBS로 블로킹시켰다. PBS로 3회 세척한 후 1ml의 2% MPBS 중의 

약 10
12
 TU 파지 입자를 평판을 기준으로 첨가하고, 실온에서 2시간동안 흔들리도록 하 다. 평판을 2ml의 

하기  용액으로  5분동안  세척하 다:  PBS로  5차례,  PBS-트윈(0.02%  Tween-20),  50mM의  트리스-HCl(pH 
7.5)+500mM NaCl, 50mM의 트리스-HCl(pH 8.5)+500mM의 NaCl, 50mM의 트리스-HCl(pH 9.5)+500mM의 NaCl 및 
최종적으로 50mM의 탄산 수소 나트륨(pH 9.6). 이어서 1ml의 100mM 트리에틸아민(pH 11.5)을 첨가하고, 
1mM의 트리스-HCl(pH 7.4)로 중화시키기전에(상기와 같이) 5분동안 흔들어 줌으로써 결합된 파지 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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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출시켰다. 대안으로, 친화성 정디스플레이키는데 1ml의 칠면조 난백 리소자임 세파로스 컬럼을 사용하
다(McCafferty, J. 등, Nature, 348:552(1990)). PBS로 철저히 컬럼을 세척하고 15ml의 2% MPBS로 블로

킹시킨 후 1ml의 2% MPBS중의 파지(10
12 
TU)를 적재하 다. 50ml의 PBS로 세척한 후 10ml의 PBS-트윈(PBS-

0.02%,  트윈-20),  5ml의  50mM  트리스-HCl(pH  7.5)+500mM의  NaCl,  50mM의  트리스-HCl(pH  8.5)+500mM의 
NaCl,  5ml  50mM의 트리스-HCl(pH  9.5)+500mM의 NaCl  및 최종적으로 5ml의 50mM의 탄산 수소 나트륨(pH 
9.6)으로 세척하 다. 1.5ml의 100mM 트리에틸아민을 사용하여 결합된 파지를 용출시키고 1M의 트리스-
HCl(pH 7.4)로 증화하 다.

칠면조 난백 리소자임 결합체 선별을 위해, 구제-튜브 증식-평판배양 사이클 또는 구제-컬럼-평판배양 사
이클을 4회 반복한 후 ELISA를 통해 파지 클론의 결합여부를 분석하 다.

[ELISADP 대한 개별 파지미드 클론의 구제]

4차례의 증식후 용출된 파지 입자를 재감염 및 평판배양한 것으로부터 생성된 클론을 96-웰 평판(Cell 
Wells, Nunclon)에서 15μl  의 2 ×TY-AMP-GLUSO로 접종시키고, 37℃에서 밤새 진탕하면서 (250rpm) 성
장시켰다. 96-웰 평판 복제장치('플런저')를 사용하여 마스터 평판상의 약 4μl 의 배양물을 200μl 의 

새로운 2 ×TY-AMP-GLU 내로 접종하 다. 1시간후 10
8
 pfu의 VCS-M13을 함유한 50μl 의 2 ×TY-AMP-GLU를 

각 웰에 첨가하고, 상기 평판을 37℃에서 45분동안 항온처리한 후 1시간동안 37℃에서 상기 평판을 진탕
했다. 이어서, 상기 세포를 회전(4K, 15분)시키고, 유리 파스퇴르 피펫으로 상층액을 흡인하여 글루코스
를 제거하 다. 세포를 200μl 의 2 ×TY-AMP-KAN(카나마이신 50㎍.ml)중에 재현탁시킨 후 37℃에서 진탕
하면서 20시간동안 성장시켰다. 파지를 함유하는 미농축된 상층액을 ELISA를 통해 분석하기 위해 취하
다. 

[ELISA]

phOx :BSA, BSA 도는 리소자임에 결합시키기 위한 분석은 100㎍/ml의 phOx :BSA 또는 BSA, 또는 피복에 
사용된 3mg/ml의 칠면조 난백 리소자임을 사용하여 ELISA(실시예 9)에 의해 수행하 다.

분리된 클론과 무관한 항원에 대한 교차 반응성을 100 ㎍/ml의 무관한 항원(키홀 림펫 헤모시아닌(KLH), 
오브알부민, 키모트립시노겐, 시토크롬 C,  티로글로블린, GAP-오(글리세르알데히드-3-포스페이트 탈수소
효소), 또는 트립신 억제제)으로 피복된 평판 상에서 ELISA를 통해 판정하 다.

[ELISA 양성 클론의 특징규명]

분리된 모든 항원 특이적 클론을 상기된 바와 같이 무관한 항원 패널에 대한 교차 반응성에 대해 조사했
다. 상기된 바와 같이 PCR 검색을 통해 클론들의 다양성을 측정하고 각각의 제한 패턴으로 부터의 2개 이
상의 클론을 디디옥시 사슬 종결 방법을 통해 서열 결정하 다.

[결과]

[phOx : BSA 결합체의 분리 및 특징규명]

4회의 선별후에, ELISA-양성 클론을 phOx : BSA 에 대하여 분리시켰다. 모든 클론은 IgM 라이브러리로부
터 유래한 것이다. 분석한 96 클론중에서, 43 클론이 0.4 내지 1.3(배경치 0.125)의 OD 범위로 phOx : 
BSA 및 BSA 모두에 결합하 다. 이러한 클론은 BSA 결합체로 명명하 다. 분석한 11 클론중 KLH, 오브 알
부민, 키모트립시노겐, 시노크롬 C, 리소자임, 티로글로블린, GAP-오, 또는 트립신 억제제와 함께 ELISA
에서 사용했을 때 배경치 이상의 시그날을 나타내는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BSA 에 대한 결합은 특이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BSA 결합 클론은 동일한 BstNI 제한 패턴을 가지며, 14 클론은 완벽하게 서열이 
분석되었다. 14 클론중 13 클론이 동일한 서열을 가지며, VH는 인체의 VH3 패밀리 유전자로부터 유래되고 
VL은 인체의 V1λ3 패밀리 유전자로부터 유래되었다(표 1). 그 밖의 BSA 결합체는 인체의 VH4 패밀리 유
전자 및 인체의 Vk1 패밀리 유전자로부터 유래되었다(자료는 디스플레이하지 않음).

phOx : BSA 에만 결합하는(OD 0.3) 한 클론이 분리되었으며, 결합된 파지는 경쟁자로서 0.02mM의 4-1 -아
미노-카프론산 메틸렌 2-페닐-옥사졸-5-온(phOx-CAP)을 첨가함으로써 완벽하게 분리되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은 무관한 단백질의 패널에 대해 배경치 이상의 결합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서열분석을 통해 
VH는 인체의 VH1 패밀리 유전자로부터 유래되며 VL은 인체의 V1λ1 패밀리 유전자로부터 유래됨이 밝혀졌
다.

[리소자임 결합체의 분리 및 특징규명]

4회의 선별후에, ELISA-양성인 50 클론을 칠면조의 리소자임에 대하여 분리하 다. 95% 이상인 대다수의 
클론이 IgM 라이브러리로부터 유래하 다. 클론을 분석한 결과 KLH, 오브알부민, 키모트립시노겐, 시토크
롬 C, 티로글로블린, GAP-DH 또는 트립신 억제제와 함께 ELISADP 사용했을 때, 배경치 이상의 시그날을 
제공하는 클론은 전혀 없었으므로, 리소자임에 대한 결합은 특이저인 것으로 생각된다. 리소자임 결합 클
론은 3종의 상이한 BstNI 제한 패턴을 제공하며, 각각의 제한 패턴으로부터 2 이상의 클론의 서열이 완전
하게 결정되었다. 결정된 서열은 4개의 고유한 인체 VH-VL 조합의 존재를 시사한다(표 11).

[결론]

위와 같은 결과는 항원 결합 활성이 특이적으로 면역된 바 없는 인체로부터 얻은 IgM cDNA로부터 제조한 
scFv 레퍼토리로부터 분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시예 44]

유전자 3(1  g3)이 결여된 헬퍼 파지를 사용한 인체 IgM 라이브러리의 구제

이 실시예는 유전자 3이 결실된 헬퍼 파지를 이용하여 인체 라이브러리로부터 유전자 3 융합체를 구제하
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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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8 
개의 박테리아를 함유하는, 전술한 바와 같이(실시예 42) 제조한 IgM 파지미드 라이브러리의 박테

리아  저장액  100μl를  사용하여  F100㎍/ml  암피실린,  2%  글루코스를  함유하는  100ml의  2  ×TY 배지
(TY/Amp/Glu)를 접종하 다. 이를 37℃에서 2.5시간동안 성장시켰다. 상기 배양물 10ml를 90ml의 에열된 
TY/Amp/Glu에 첨가하고, 유전자 3이 결여된 KO7 헬퍼 파지(M13K07gIII△No.3)(실시예 34)의 200배 농축물 
10ml를  첨가함으로써 감염을 수행한 후에,  진탕하지 않은 상태로 37℃에서 1시간동안 항온처리하 다. 
M13KO7gIII No.3의 제조방법은 실시예 34에 기술된 바와 같다. 4,000 r.p.m.하에 10분동안 원심분리한 후
에 박테리아를 100㎍/ml의 암피실린을 함유하는(글루코스를 함유하지 않음) 2 ×TY 배치 10㎖에 재현탁시
켰다. 이 시점에서의 배양물을 적정한 결과, 암피실린(100㎍/ml)과 카나마이신(50㎍/ml)을 모두 함유한 

평판상에서의 성장 능력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 ×10
8
개의 감염된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시간동안 진탕하면서 계속 항온처리한 후, 5개의 2.5ℓ플라스크에 포함된, 100㎍/ml의 암피실
린, 50㎍/ml의 카나마이신을 함유한 2.5ℓ의 2 ×TY 배지에 옮겼다. 이 배양물을 16시간동안 항온처리한 
후 원심분리에 의해 상충액을 제조했다(4℃에서 Sorvall RC5B 원심분리기로 10.000 r.p.m 하에 10-15분). 
1/5 부피의 20% 풀리에틸렌 글리콜, 2.5M NaCl을 첨가하고 4℃에서 30분동안 방치한 후 전술한 바와 같이 
원심분리하여 파지 입자를 수확했다. 생성된 펠릿을 40ml의 10mM 트리스, 0.1mM EDTA pH 7.4중에 재현탁
시킨 후 전술한 바와 같이 원심분리에 의해 박테리아 잔편을 제거했다. 이후, 패키지된 파지미드 제제를 
재침전시키고 전술한 바와 같이 수집한 후, 10ml의 10mM 트리스, 0.1mM EDTA pH 7.4중에 재현탁시켰다. 

상기 제제의 리터단위는 4 ×10
13
 형질도입 유니트/ml(암피 실린 내성)를 나타낸다.

실시예 42로부터 얻은 파지미드 라이브러리를 패닝하기 위해 실시예 45에 기술한 바와 같이 OX-BSA로 피
복된 튜브를 제조했다. 또한 소의 티로글로블린(Sigma)으로 피복된 튜브에 대하여 구제된 라이브러리를 
패닝했다. 상기 튜브는 37℃하에 50mM NaHCO3 pH 9.6 중에서 밤새 1mg/ml의 티로글로블린 농도로 피복하

다. 튜브를 2% 분유를 함유하는 PBS(PBS/M)로 블로킹하 으며 3ml의 PBS/M과 혼합된 1ml의 구제된 파지미
드 라이브러리(배양 상층액의 250ml에 해당)와 함께 3시간동안 항온처리했다. 실시예 45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세척, 용출, 중화 및 감염단계를 수행했다.

[결과]

[옥사졸론-BSA 에 대한 패닝]

OX-BSA 에 대한 1차 패닝으로 2.8 ×10
6
개의 파지를 수득했다. 이 용출물로부터 유래한 1.4 ×10

6
개의 콜

로니를 가진 대규모의 박테리아 평판을 긁어내어 10ml의 2xTY, 20% 글리세롤에 넣고 10분간 진탕한 후에 
분취하여 보관했다. 이것을 사용하여 M13KO7gIII No.3에의해 구제하고자 하는 새로운 배양물을 접종하
다(OX-BSA 에 대한 1차 패닝으로부터 유도된 박테리아 및 구제된 파지는 OXPAN1으로 명명하 다. 2차 및 
3차 패닝으로부터 유도된 박테리아 또는 구제된 파지는 각각 OXPAN2 및 OXPAN3로 명명하 다). 매회의 패
닝후에  M13KO7gIII  No.3를  사용하여  파지미드를  구제하는  단계는  전술한  바와  거의  동일하지만, 
GY/Amp/Glu 중의 초기 배양액으로 5ml 부피를 이용하고 1ml의 헬퍼 파지를 이용하며, 100㎍/ml의 암피실
린과 50㎍/ml의 카나마이신을 함유하는 100-500ml의 2xTY 배지에 옮기는 점이 상이하다. 2차 및 3차 패닝 
단계를 1차 패닝 단계에 대해 전술한 바와 동일하지만, 0.8-1.0ml의 100배 농축된 파지(배양상충액 80-

100ml에 해당)를 사용하여 점이 상이하다. 2차 패닝 단계로부터 얻은 용출물은 8 ×10
8
개의 감염성 입자를 

함유하며, 3차 패닝 단계로부터 얻은 용출물은 3.3 ×10
9
개의 감염성 입자를 함유하고 있었다.

[티로글로블린에 대한 패닝]

티로글로블린에 대한 1차 패닝 단계로부터 2.52 ×10
5
개의 감염성 입자를 수득했다. 용출물의 절반을 사용

하여 대형 평판상에 1.26 ×10
5
개의 박테리아 콜로니를 생성시켰다. 상기 콜로니를 긁어내어 10ml의 2xTY, 

20% 글리세롤에 넣고 10분동안 진탕한 후에 분취하여 보관했다. 이들로부터 유도된 박테리아 및 구제된 
파지를 THYPAN1으로 명명하 으며, 이를 사용하여 M13KO7gIII No.3에 의해 구제하고자 하는 새로운 배양
물을 접종하여 폴리클로날 구제된 파지 제제를 수득했다. 2차 및 3차 패닝 단계로부터 유사하게 유도된 
물질들은 각각 THYPAN2 및 THYPAN3으로 명명하 다. 티로글로블린을 이용하는 2차 및 3차 패닝 단계는 2

차 및 3차 OX-BSA 패닝 단계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다. 2차 패닝 단계로부터 얻은 용출물은 8 ×10
7
형질도

입 유니트를 함유하며 3차 패닝 단계로부터 얻은 용출물은 6 ×1O
7
개의 감염성 입자를 함유하고 있었다.

[패닝에 의해 유래된 클론의 ELISA 검색]

티로글로블린에 대한 3차 패닝 단계로부터 유도된 40 콜로니(THYPAN3)를 96 웰 평판으로 채취해 넣고 37
℃하에 밤새 200μl 의 GY/Amp/Glu 중에서 성장시켰다. 마찬가지로 OX-BSA 에 대한 2차 패닝으로부터 얻
은 48 콜로니와 3차 패닝으로부터 얻은 48 콜로니를 성장시켰다(OX-PAN2 및 OX-PAN3). 동시에 폴리클로날 
파지를 제조했다. 다음날 각각의 배양물로부터 5μl를 분취하여 예열된 TY/Amp/Glu 100μl 에 옮겨넣고 

1.5시간동안 성장시킨후, M13KO7gIII No.3를 첨가했다(100μl 의 GY/Amp/Glu 중에서 2 ×10
5
 감염성 파지/

웰). 이를 1시간 동안 37℃에서 진탕하지 않은 상태로 항온처리하고, 4,000 r.p.m.하에 10분동안 원심분
리한 후 100㎍/ml 암피실린을 함유하는 2xTY 배지 50μl 중에 재현탁시키고 이후 1시간동안 진탕하면서 
항온처리한 후에 100㎍/ml 암피실린과 50㎍/ml 카나마이신을 함유하는 2ml의 배지에 첨가했다. 배양물을 
밤새 성장시키고 10분동안 4,000 r.p.m.로 원심분리한 후에 상충액을 수집했다. THYPAN3 클론을 검색하는
데 사용한 ELISA 평판을 37℃에서 밤새 50mM NaHCO3(pH 9.6)중의 200㎍/ml 티로글로블린을 사용하여 피복

했다. OXPAN2 및 OXPAN3에 사용된 평판을 37℃에서 밤새 PBS 중의 100㎍/ml OX-BSA로 피복했다. 

120μl 의 배양 상충액을 30μl 의 5 ×PBS, 10% 분유와 혼합하여 실온에서 2시간동안 항온처리하 다. 
ELISA는 실시예 18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행했다.

티로글로블린에 대하여 40클론중 18클론이 양성이었다(30분후 0.3-2.0 O.D.).(파지 대조군(벡터 pCAT3)은 
0.07  O.D.의  판독치를 제공한다).  또한  폴리클로날 파지  제제  THYPAN1(0.314  O.D.)  및  THYPAN2(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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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에 대해서는 원래의 비-패닝된 파지미드 라이브러리(0.O69 O.D.)로부터 유래된 파지에 비해 양성으
로 나타났다. 모든 폴리클로날 파지는 PEG 침전되었으며, 10배 농축하여 사용했다.

양성인 클론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PCR 반응과 BstNI 분해 단계를 수행했으며, 적어도 6종류의 상이
한 클론이 분리되었음을 보여주는 6종류의 상이한 패턴을 가진 DNA 단편을 얻었다.

2회의 패닝 단계후에 OX-BSA 에 대해서는 48 클론중 30 클론이 ELISA 결과 양성이었으며, 3회의 패닝 단
계후에는 48 클론중 42클론이 양성이었다. 별도의 실험에서, 폴리클로날 파지 제제 OXPAN1(0.988 OD) 및 
OXPAN2(1.717  OD)는 30분후에 원래의 비-패닝된 파지미드 라이브러리로부터 유래된 파지(0.186  O.D.)에 
비해 양성이었다.

[티로글로블린 또는 OX-BSA 에 대한 클론의 특이성]

각각의 상이한 BstNI 제한 분해 패턴을 나타내는 선별된 클론(11 항-티로글로블린, 5 항-OX-BSA)을 무관
한 항원의 패널에 대한 결합에 대해 분석하 다.  ELISA  평판을 37℃에서 밤새 항온처리함으로써 항원
(50mM NaHCO3, pH 9.6 중의 100μl /ml)으로 피복했다. 항원의 패널은 키흘 림페트 헤모시아닌, GPS 에그

리소자임, 소의 형청 알부민, 오브알부민, 시토크롬 C, 키모트립시노겐, 트립신 억제제, GAP-D11(글리세
르알데히드-3-포스페이트 탈수소화효소), 소의 티로글로블린 및 옥사졸론-BSA 로 구성되어 있다. 파지 상
충액의 이중 샘플(80μl  + 20μl  5 ×PBS, 10% 분유)을 각각의 항원에 첨가한 후 1시간동안 실온에서 
항온처리하 다. ELISA 단계른 실시예 18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행했다.

티로글로블린 특이적 클론(11 클론중 11)은 각각 티로글로블린에 대해서는 양성이었으나(OD 0.12-0.76), 
60분후에는 9개의 무관한 항원에 대해서는 전혀 결합하지 않았다(OD < 0.03). 마찬가지로 OX-BSA 특이적
인 5 클론중 3 클론은 무관한 항원에 대해 OD < 0.02를 가지는 것에 비해 OD 0.07-0.52를 가졌다. 5 클론
중 BSA 에 결하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M13KO7gIII No.3에 의해 구제함으로써 단 2회의 패닝후에 양성 클론을 분리시킬 수 있다. 또한 하
나 이상의 완전한 항체 분자를 가진 파지 입자를 생성시키는 헬퍼에 대해 존재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잠
재적으로 파지-항체의 항원을 증가시킬 것이며 더욱 약한 친화도를 가진 클론을 분리시킬 수 있다. 

[실시예 45]

[고정된 칠면조 리소자임상에서의 돌연변이유발 및 선별에 의한 파지상에 디스플레이된 scFv D1.3의 미세 
특이성의 변형]

D1.3 항체는 GPS 에그 리소자임(HEL)에 4.5 ×10
7
M
-1
의 친화 상수로 결합하는 반면, 칠면조 에그 라임소자

임(TEL)에는  <  1 ×10
5
M
-1
의  친화도로  결합한다(Harper  등(1987),  Molecular  Immunology  24,  p97-108, 

Amit 등 (1986) Science 233, p747-753).

이는 HEL의 121 위치에 존재하는 글루타민 잔기(gln 121)가 TEL 내의 동일한 위치에서 히스티딘 잔기에 
의해 표시되기 때문이라고 제안된 바 있다. 따라서 HEL 의 gln 121과 상호작용하는 D1.3 항체 잔기들에 
돌연변이 유발시키는 것은 TEL 에 대한 결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

전술한 문헌의 저자인 Amit 등에 의하면 경쇄의 아미노산 위치 32의 티로신, 위치 91의 페닐알라닌 및 위
치 92의 트립토판이 H디의 gln 121과 상호작용한다. 또한 중쇄의 위치 101에 존재하는 티로신도 상호작용
을 한다. 이러한 잔기들중 항체 가변 역의 주쇄 구조를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전
혀 없다(Chothia 및 Le나(1987), Journal of Molecular Biology 196, p901-917).

[pCAT3scFvD1.3의 돌연변이유발]

경쇄의 91 위치의 페닐알라닌(L91) 및 92 위치의 트립토판(L92)을 무작위화시키기 우해 올리고뉴클레오티
드 mu씨91.92를 제조했다. 경쇄 위치32(L32)의 티로신을 무작위화시키기 위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 mutL32
를 제조하 으며, 중쇄의 위치 101(H101)의 티로신을 무작위화시키기 위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 mutH101을 
제조했다.

mutL91,92:

5' CGT CCG AGG AGT ACT NNN NNN ATG TTG ACA GTA ATA 3'

mutL32:

5' CTG ATA CCA TGC TAA NNN ATT GTG ATT ATT CCC 3'

mutH101:

5' CCA GTA GTC AAG CCT NNN ATC TCT CTC TCT GGC 3'

(N은 동량의 A, C, G 또는 T의 무작위 삽입을 나타낸 것이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mutL91,92에 의한 파
지미드  벡터,  pCAT3scFv  D1.3(실시예  17)의  시험관내  돌연변이유발은  시험관내  돌연변이유발 키트
(Amersham)를 이용하여 수행했다. Bio-Rad 전기투과기를 사용하여 전기 동에 의해 TG1 세포내로 생성된 
DNA를 형질전환시켰다. 78,000 클론을 수득했으며 이를 긁어내어 15ml의 2xTY/20% 글리셀로에 넣었다. 이
러한 푸울을 D1.3L91.92로 명명하 다. 전술한 Sambrook 등의 문헌에 기술된 바와 M13K07에 의해 구제함
으로써  단일  스트랜드의  DNA를  제조하 으며,  Sequenase  서열분석  키트  (United  States  Biochemical 
Corporation)를 이용하여 프라이머 FDTSEQ1에 의해 서열을 분석했다.

이 결과, L91과 L92를 암호하는 누클레오티드 위치에서 네 개의 모든 DNA 서열분석 트랙에 존재하는 밴드
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NARK 성공적으로 돌연변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돌연변이유발된 
단일 균주의 DNA를 mutL32 도는 muth101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이용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1회 더 돌연변
이 유발시켰다. mutL32에 의한 돌연변이유발 결과, 71,000 클론을 얻었으며(이러한 푸울을 D1.3L32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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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반면에 mutH101으로는 102,000 클론을 얻었다(이 푸울은 D1.3H101로 명명함). 이들 클론을 긁어내
어 15ml의 2xTY/20% 글리세롤내로 넣었다. 각각의 푸울로부터 유래된 단일 스트랜드의 DNA를 각각 전술한 
바와 같이 올리고뉴클레오티드 D1.3L40 및 LINKSEQ1을 사용하여 서열분석하 으며, 이는 정확하게 무작위
화된 것을 밝혀졌다.

D1.3L40 : 

5' CAG GAG CTG AGG AGA TTT TCC 3'

LINKSEQ1 :

5' TCC GCC TGA ACC GCC TCC ACC 3'

친화성 정제를 위한 구제된 파지의 제조

각각의  돌연변이유발된  푸울(평판  분취물)로부터  유래된  10-20μl  의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5ml의 
TY/Glu/Amp를 접종했다. 모든 박테리아는 37℃에서 성장시켰다. 2-3시간의 성장후에, 1ml를 5mlDML 예열
된 TY/Glu/Amp에서 희석하고 실시예 34에 기술된 바와 같은 M13K07gIII  △ No.3  제제의 200배 농축물 
0.5ml를 첨가함으로써 감염시켰다. 감염후 1시간이 경과했을 때 배양물을 4,000 r.p.m.하에 10분동안 원
심분리하고 2xTY, 100㎍/ml 암피실린중에 재현탁시키고 이후 1시간동안 항온처리한 후, 100㎍/ml 암피실
린, 50㎍/ml 카나마이신을 함유하는 2xTY 배지 500ml로 옮기고 16시간동안 성장시켰다. 파지의 나머지 제
조  단계는  실시예  44에  기술된  바와  같다.  최종적으로  파지를  원래의  배양물  부피의  1/100로  10mM 
트리스, 1mM EDTA pH 7.4에 용해시켰다.

[친화성 정제]

0.1M NaHCO3, 0.5M NaCl pH 8.3중의 10mg/ml 농도의 칠면조 에그리소자임 10ml를,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공유 결합시키고 세척한 동일한 부피의 팽윤된 시아노겐 브로마이드 활성화된 세파로스 4B(Pharmacia)와 
혼합했다. 사용전에 이 매트릭스(TEL-세파로스)를 100부피의 PBS 로 세척한 후에 10부피의 PBSM으로 세척
했다. TEL-세파로스를 동일한 부피의 PBSM 에 재현탁시키고, 1ml를 PBSM 중의 파지의 50배 농축액 1ml에 
첨가한 후 실온에서 30분동안 회전 플랫폼상에서 항온처리했다. 이 단계에 실제 사용된 파지는 세종류의 
무작위화된 푸울(D1.3L9192, D1.3H101 및 D1.3L32)의 별도의 제제를 동일한 부피로 혼합하여 제조하 다. 
상기의 결합 단계 이후에, 현탁액을 1회용 프로필렌 컬럼(Poly-Prep 컬럼, Bio-Red)상에 적재하고 0.1% 
트윈 20을 함유하는 200 부피의 PBS로 세척했다. 결합된 파지를 1ml의 100mM 트리에틸렌아민으로 용출시
키고 0.5ml의 1M 트리스(pH 7.4)를 상요하여 중화시켰다. 용출액으로부터 계열 희석액을 제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TG1 세포를 감염시켰으며, 100㎍/ml의 암피실린과 2% 글루코스를 함유하는 TY 평판상에서 평판

배양하 다.  약 10
6
 콜로니를  지닌  평판을  긁어내어  3ml의  2xTY,  20%  글리세롤에  넣고  -70℃하에 

보관했다. 이중 10μl 를 사용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M13KO7gIII △ No.3에 의해 구제된 2차 배양단계를 
개시하 다(100ml 부피의 최종 배양물 이용). 2차 및 3차 친화성 컬럼 정제 단계를 1차 단계에 대해 전술
한 바와 같이 수행하 다.

[ELISADP 의한 분석]

TEL-세파로스에서 3차 컬럼 정제하여 얻은 40 콜로니를 채취해 96 웰 평판에 넣고 37℃로 밤새 200μl 의 
TY/Amp/Glu 중에서 성장시켰다. 실시예 18에 기술된 바와 같이 ELISA 분석을 위해 파지미드 입자를 구제 
및 제조했다. ELISA 평판은 50mM NaHCO3(pH 9.6)중에 200㎍/ml의 농도로 헨 에그 리소자임(HEL) 또는 칠면

조 에그 리소자임(TEL)으로 37℃으로 밤새 피복했다. ELISA 분석은 실시예 18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행했
다.

기질중에서  15분간  항온처리한  결과,  13  클론이  음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HEL  및  TEL에  대해  OD  < 
0.05). 모두 양성인 클론에 있어서, HEL 에 대한 시그날이 0.078인 하나를 제외하고는, HEL 에 대해 0.1-
0.78 범위의 시그날이 기록되었으나, TEL에 대한 시그날(OD 0.169)은 양성 군으로 간주하 다. 대조군의 
파지미드 제제의 TEL:HEL의 시그날 비율(%)은 22% 이었다. TEL:HEL의 비율이 40% 이하인 경우, 클론은 결
합성이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 다. 9 클론이 이러한 범누내에 속했다. 변화된 결합성을 가지는 18
개 샘플의 TEL:HEL 비율은 40-200%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10 클론에 대한 계열 희석액을 제조하여 ELISA 에 의해 분석한 결과, 이들 중 6클론에 있어서, HEL 에의 
결합 양상은 원래의 클론(pCAT3scFvD1.3)과 동일한 반면에, TEL에 의한 시그날은 증가하 다(제50도 클론 
B1 참조). 나머지 4 클론에 있어서는, TEL 에서의 시그날 증가와 함께 HEL 에 대한 시그날 감소가 나타났
다(제50도 클론 A4 참조).

[가용성 항원과의 경쟁]

분리된 모든 클론은 다양한 정도로 HEL 에의 결합성을 보유하고 있었다. 가용성 항원이 고정된 항원과 경
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병행 실험을 수행하 으나, 이 실험에서는 헨 
에그 리소자임(1mg/ml)을 TEL-세파로스에 첨가한 후에 파지 제제와 함께 항온처리하는 점이 상이하다. 이 
실험은 3회의 컬럼 정제를 통해 수행했으며, 40 콜로니를 수집했다. 이들 클론중 HEL 또는 GEL 에 결합하
는 것은 없었으며, 이는 가용성 항원이 고정된 항원에 비해 결합 경쟁에서 우세함을 입증한다.

[실시예 46]

[면역되지 않은 마우스로부터 유래된 VLK 라이브러리에 의한 VLK 도매인의 치환에 의한 항체 특이성의 변
형]

항체 특이성을 분리하고자 할 때, 일부 성질, 구체적으로 친화성 또는 특이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종종 요
구된다. 본 실시예는 항체의 특이성을 VL 도메인의 레퍼리로부터 유래된 상이한 VL 도메인을 이용하여 변
형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파지상의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모노클로날 항체 뿐
만 아니라 파지 항체에 의해 유래된 항체 특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실시예는 헨 난백 리소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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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에 대해 특이적인 scFvD1.3의 VL 도메인을 VL 도메인의 라이브러리로 치환하면 칠면조 헨 난백 리소
자임(TEL)에도 결합하는 scFv 단편을 선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일반적으로 이 실시예의 방안은 
항체의 특이성을 가변 도메인의 치환에 의해 변형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항체 특이성을 분리하기 
위한 계층적 방안의 실례를 제공한다.

프라이머  VHIBACK  및  VHIFOR을  이용한  PCR  에  의해  기존의  구성체(pSW1-퐁1.3,  Ward  등,  1989,  상기 
문헌)로부터 D1.3 중쇄를 증폭하 고, 경쇄 라이브러리는 실시예 1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 1 스트랜드에 
대해 MJKFONX  프라이머 1,  2,  4,  5를 이용하여 합성한,  면역되지 않은 마우스의 비장으로부터 유래된 
cDNA 라이브러리로부터 증폭하 다. 차후의 증폭 단계는 동일한 포워드 프라이머와 VK2BACK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수행했다. D1.3 중쇄와 경쇄 라이브러리의 PCR 어셈블리는 실시예 14에 기술된 바와 같은 시그
날 사슬 FV링커에 의해 중개하 다.

어셈블리된 PCR 생성물(scFv 서열)의 클로닝단계는 실시예 14에 기술된 바와 같이 ApaLI 부위를 제공하는 
백 프라이머와 NotI 부위를 함유하는 포워드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부가의 PCR 단계(인취)이후에 수행하
다. ApaI/NotI 분해된 PCR 단편을 실시예 11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유사하게 분해된 벡터 fdCAT2내로 클로

닝하 다. MC1061내로의 결찰 반응에 대한 전기투과 단계 이후에 5 ×10
5
개의 형질전환물을 수득했다.

TEL 결합체에 대한 파지 라이브러리의 검색은 패닝에 의해 수행했다. 폴리스티렌 팔콘 2059 튜브를 2ml의 
TEL-PBS(3mg/ml)로 피복하 고(16시간) 2시간 동안 4ml의 MPBS(2%의 탈지 분유를 함유하는 PBS)를 사용하

여 블로킹했다. 2ml의 MPBS(2%)중의 라이브러리(5 ×10
10
 형질도입 유니트)로부터 유래된 파지를 상기 뉴

브에서 실온하에 2시간동안 항온처리하 다. 튜브를 PBS로 3회, 50mM 트리스-HCL, pH 7.5, 0.5M NaCl로 1
회; 50mM 트리스-HCL, pH 8.5, 0.5M NaCl, 50mM 트리스-HCL, pH 9.5, 0.5M NaCl로 1회 세척하 다. 최종
적으로 파지를 100mM 트리에틸아민으로 용출하 다. 용출된 파지를 취해 TG1 세포를 감염시켰으며, 세포
를 15㎍/ml의 테트라시클린을 함유하는 2xTY 평판상에서 평판배양하여 16시간동안 성장시켰다. 콜로니를 
긁어내어 25ml의 2xTY 배지내로 넣고, 파지는 PEG 침전에 의해 회수했다. TEL 결합체에 대한 2회의 선별
과정후에 ELISA 단계를 전술한 바와 같이(실시예 2)수행했다.

TEL로 피복한 평판상에서 ELISADP 의한 친화성 선별 단계 이전에 라이브러리로부터 100클론을 분석한 결
과 결합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는 달리, TEL 결합 파지에 대한 2회의 선별과정후에는 약 10%의 
파지 클론은 양성의 ELISA 시그날을 나타내었다. ELISA 시그날은 삽입물이 없는 fdCAT2 벡터 보다적어도 
2배 큰 값의 양성 시그날을 기록했다. TEL 결합 파지의 결합 특성에 대한 더욱 상세한 분석은 제51도에 
도시하 다.

제5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몇몇의 클론은 TEL과 HEL 에 대등하게 결합하는 반면에 원래의 D1.3 scFv는 
거의 HEL에만 결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SA 에 결합하는 클론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scFv의 특이성
이 D1.3에 비해 광범위하며, 그 이유는 두 리소자임(HEL 및 TEL)이 모두 인식되었지만 그 밖의 BSA는 인
식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여 리소자임에 대한 특이성이 보유되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제51도의 클론 3과 9
에 해당하는 클론 MF1과 M21로부터 얻은 두 경쇄의 추정 아미노산 서열(DNA 서열분석에 의해 유래됨)은 
제52도에 도시하 다.

분리된 항체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은 실험 방안은 상이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원들에 대한 광범
위한 인식이 필요할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예를 들면 HIV-1 gp120의 V3 루프와 같은 바이러스 항원에 대
한 모노클로날 항체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의 특정한 바이러스 분리체에 대해 매우 특이적인데, 이는 
HIV-1 env 유전자에서의 상기 부분의 가변성에 기인한다. 이 실시예에 기술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항체들을 변형시킴으로써 더욱 광범위한 HIV-1 분리체와 교차 반응하는 항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치료학
적 또는 진단학적인 잠재 가치가 높다.

목적하는 특성을 가진 경쇄의 가변 역을 고정시키고 중쇄의 가변 역의 라이브러리와 조합하는 유사한 
방안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일부의 중쇄, 예를 들면 VHD1.3은 단일 도메인으로서 결합 활성을 보유한다. 
이를 통해 VH 도메인을 파지상에 형질발현시킨 후에 결합하는 도메인을 적합한 경쇄 파트너의 선별을 위
해 VL 도메인의 라이브러리와 조합시킬 때 VH 도메인의 결합 활성을 검색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실시예 47]

[자성 비이드에 부착된 항원으로의 결합에 의한 파지 항체 특이성의 선별, 온화한 조건하에 결합된 파지
의 용출을 가능하게 하는 절단성 시약 사용]

파지 항체가 고도의 친화성 또는 화합력으로 그것의 항원에 결합할 때, 항원 관련 분자를 가진 친화 매트
릭스로부터 파지 항체를 용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대안으로, 충분히 높은 농도로 적합한 특잊
거인 용출 분자를 제조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경우에, 항원-항체 복합체에 특이적이지 않은 용출 방법을 
상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의 비-특이적 용출 방법은 파지 구조를 파괴하는데, 예를 들면 pH 12하
에서는 파지의 생존능력이 저하된다(Rossomando, E. F. 및 Zinder, N. D. J. Mol. Biol. 36, 387-399, 
1968). 따라서 파지 구조를 파괴시키지 않고 온화한 조건(디티오트레이톨에 의한 디티올기의 환원)하에서 
결합된 파지 항체를 용출시킨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표적의 항원을 절단가능한 비오틴일화 시약을 사용하여 비오틴일화하 다. 2-페닐-5-옥사졸론과 축합된 
BSA(O. Makela 등, 상기 문헌)를 절단가능한 디티올 기를 가진 비오틴일화 시약(Pierce에서 시판하는 술
포숙신이미딜 2-(비오틴아미도)에틸-1,3-디티오프로피네이트)을 사용하여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변형시
켰다. 비오틴일화된 항원을 스트렙타비딘으로 피복된 자성 비이드에 결합시켰으며, 복합체는 파지를 결합
하는데 사용했다. 1ml의 PBS 중의 650㎍의 비오틴일화된 OX-BSA와 200μl 의 비이드를 실온에서 적어도 1
시간동안 혼합하여 스트렙타비딘으로 피복된 자성 비이드(Dynal)를 예비-피복하 다. 유리 항원은 PBS 중
에서 세척하여 제거했다. 복합체의 1/40(비이드 5μl 에 해당, 17.5㎍의 OX-BSA 투입량)을, 표 12에 나타
낸 바와 같은 리소자임 지향성 pAbD1.3(실시예 2) 대 2-페닐-5-옥사졸론 지향성 pAbNQ11(실시예 11)의 비

율로 혼합된 1.9 ×10
10
개의 파지입자를 함유하는 PBSM(2% 탈지 분유를 함유하는 PBS) 중의 파지 0.5ml에 

112-63

1019930700061



첨가했다.

실온에서 혼합하면서 1시간동안 항온처리한 후에, Dynal MPC-E 자성 데스퍼레이숀 장치를 사용하여 자성 
비이드를 회수했다. 이어서 이를 0.5% 트윈 20을 함유하는 PBS로(3 ×10분, 2 ×1시간, 2 ×10분) 세척하
고 10mM의 디티오트레이톨을 함유한 PBS 50μl 중에서 5분간 항온처리하여 파지를 용출시켰다. 용출물을 
사용하여 TG1 세포를 감염시키고 생성된 콜로니는 NQ 11항체(이는 pAb D1.3에는 하이브리드화하지 않고 
pAbNQ11에 대해 하이브리드화한다)의 CDR3으로부터 유래된 올리고 NQ11CDR3(5' AAACCAGGCCCCGTAATCATAGCC 
3')를 사용하여 프로빙하 다.

pAbNQ11(표 12)의 670배 증균은 17.5㎍의 비오틴일화된 OX-BSA를 사용하여 단 1회의 정제를 통해 배경치
의 pAbD1.3으로부터 달성하 다. 

상기 용출 절차는 온화한 조건하에 용출 절차에 대한 한가지 예에 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유리한 방
법은 삽입된 외부 유전자(이 경우에는 항체 단편에 대한 유전자이고, 서열의 나머지는 유전자 III이다) 
사이의 매우 특이적인 단백질분해 효소에 의해 절단하고자 하는 인식 부위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암호하
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도입시키는 것이다. 전술한 매우 특이적인 단백질분해효소의 일례는 인자 X와 트
롬빈이다. 친화성 매트릭스에 파지를 결합시키고, 용출시켜 비-특이적 결합 파지와 결합이 약한 파지를 
제거한 후에, 강하게 결합된 파지는 절단 부위에서 분해하기에 적합한 조건하에서 단백질분해효소로 컬럼
을 세척함으로써 제거하게 된다. 이를 통해 파지를 용출하는 파지 입자로부터 항체 단편을 절단하 다. 
이러한 파지는 단백질분해효소 부위만이 특이적으로 유입된 유일한 부위이므로 감염성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강하게 결합하는 파지는 이후 예를 들면, 이. 콜리 TG1 세포를 감염시켜서 회수할 수 있다.

[실시예 48]

증식된 항원 특이적 항체 유전자의 푸울을 제공하기 위해 세포 선별을 사용하는 방법, 박테리오파지 표면
상에 디스플레이된 항체 단편의 레퍼토리의 복합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면역된 마우스의 비장으로부터 유래한 중쇄와 경쇄의 상이한 조합체는 약 10
14
개이다. 무작위 조합 기술을 

사용하여 경쇄와 중쇄 단편을 파지상에 scFv, Fv또는 Fab 단편이 디스플레이되도록 단일 벡터내로 클로닝

하는 경우, 이는 모든 10
14
개의 조합체를 디스플레이하는 실제적인 방안이 아니다. 이 실시예에 기술된 복

합도를 감소시키는 한 가지 방안은 유전자를 단지 세포 선별된 항원으로부터 클로닝하는 것이다(복합도에 
맞서는 또 다른 방안은 실시예 26에 기술된 이중 조합 라이브러리이다).

면역 시스템은 표면 면역글로블린에 의한 항원의 결합을 이용하여 특이적인 항체를 생성하는 세포 집단을 
선별한다. 조합 확률의 수를 감소시켜 중쇄와 경쇄의 원래 조합을 회수할 확률을 증가시키고자 항원 결합 
세포를 선별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합텐 4-히드록시-3-니트로페닐아세트산(NP)에 대한 면역 반응을 면밀하게 연구해왔다. NP에 대한 1차 면
역  반응은  단  하나의  경쇄를  이용하므로,  본  발명자들은 NIP(4-히드록시-3-요오도-5-니트로페닐아세트
산)에 결합하는 항체를 암호하는 유전자의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 고정된 경쇄와 중쇄의 라이브러리를 이
용하는 조합법을 사용하는 방◎버을 조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파지상에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조합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전에 세포집단을 선별하는 장점을 조사하 다. 

[방법]

2.1 합텐 축합체 

치킨 감마 글로블빈(CGG, Sigma, Poole, UK)과 소의 혈청 알부민(BSA, Boehringer Mannheim, 독일)을 브
라운스톤(Brownstone, A., Mitchison, N. A. 와 Pitt-Rivers, R., Immunology 1966, 10:465-492)에 의해 
기술된  방법에  의거하여  NP-O-숙신이미드나  NIP-카프로에이트-O-숙신이미드(Cambridge  Research 

Biochemicals,  Northwich,  UK)에  축합시켰다.  상기  활성화된  화합물을  디메틸포름아미드중에  용해하고 
0.2M 탄산 수소 나트륨중의 단백질에 첨가했다. 이것을 4℃에서 16시간동안 일정하게 교반하면서 혼합한 
다음 0.2M 탄산 수소나트륨을 여러번 교체하면서 이에 대하여 투석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인산염 완충 
식염수(PBS)로 투석시켰다. 이로써 제조되는 축합체는 NP12CGG, NIP10BSA 다. 이 NIP10BSA 유도체를 아머

샴(Amersham International, Amersham, UK)으로부터 구입된 비오틴일화 키트를 사용함으로써 연속적으로 
비오틴일화시켰다.

2.2 동물과 면역

10주된 C57BL/6의 마우스에게 완전 프로인트 보조액중의 100㎍ NP-CGG를 복강내 주입함으로써 
면역시켰다.

2.3 비장 제조

면역한지 7일후, 문헌(Galfre, G 및 Milstein, C. Method Enzymol. 1981. 73:3-46)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이 비장으로부터의 세포를 제조했다. 적혈구를 염화 암모늄으로 용균하고(Boyle, W. Transplantation, 
1968,  6:71),  세포선별을  수행할  때  사세포는  문헌(von  Boehmer,  H.  및  Bhortman,  K,  J.  Immunol, 
Methods 1973:1:273)에 기술된 방법으로 제거했다. 상기 세포를 인산염 완충 식염수(PBS), 1% 소의 혈청 
알부민, 0.01% 아지드화 나트륨중에 현탁시켰다; 모든 세포 선별 절차중에 상기 세포들은 상기 배양액내
에서 4℃로 유지시켰다. 

2.4 세포 용액

100㎍의 비오틴일화된 단백질을 10
8
 비드와 함께, 때때로 교반하면서 1시간 동안 항온처리하고, 그 다음 5

회  세척하여  비결합된  항원을  제거함으로써  비오티일화된  NIP-BSA를  스트렙타비딘  결합된  자성 비드
(Dynabeads M280 스트렙타비딘, Dynal, Oslo, Norway)에 결합시켰다. 결합된 비드를 필요할 때까지 배지

내에서 4℃로 저장했다. 항원 결합 세포의 선별을 위해, 우선 상기 세포(2-4 ×10
7
/ml)를 비결합된 비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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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비드:세포 비율을 1:1로 하여 30분동안 항온처리함으로써 비-특이적 결합 정도를 조사했다. 그 다
음 상기 튜브를 자기 장치(MPC-E Dynal)내에 3-5분동안 방치함으로써 상기 비드를 분리했다. 비결합된 세
포를 제거한 다음, NIP-BSA 결합된 자성 비드와 함께, 비드:세포 비율을 0.1:1로 하여 때때로 교반하면서 
60분 동안 항온처리했다. 상기 비드와 로제트형 세포를 전술한 바와 같이 분리했다. 그 다음 상기 비드를 
배지 1ml중에 재현탁하고 상기 분리단계를 반복했다; 이 과정은 혈구계수기로 계수할 때 비결합된 세포가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5-7회 반복했다. 

표면 면역글로블린 양성 세포를 검출하기 위해, 상기 세포를 비오틴일화된 염소 항-마우스 다가 면역글로
블린(Sigma, Poole, UK) 20㎍과 함게 항온처리했다. 그 다음 상기 세포를 배지로 2회 세척하고 비드:세포 
비율을 30:1로하여 스트렙타비딘 결합된 자성 비드에 첨가했다. 30분 항온처리한 후 비드와 로제트형 세
포를 자기 장치에 3회 적용하고 각 시기 마다 그 상층액을 취함으로써 분리했다. 

2.4 DNA/cDNA 제조. PCR 증폭 및 클로닝

소수의 세포에 특히 편리한 간단한 단백질분해효소-K 분해 방법으로 DNA를 제조했다(PCR  프로토콜 : A 
Gulde  to  Methods  and  Applications,  Ed  Innis  M.  A.,  Gelfand  D.  H.,  Sninsky  J.  J  및 White  T.  J. 
Academic Press). RNA 제조 및 연속적인 cDNA 합성을, 문헌(Gherardi E., Pannell R. 및 Milstein C. J. 
Immunol. Methods, 1990. 126: 61-68)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이 실시했다. 중쇄 라이브러리의 PCR 및 클
로닝은 문헌(Ward, E. S., Gussow, D., Griffiths, A. D., Jones, P. T. 및 Winter, G., Nature, 1989. 
341: 544-546)에 기술된 프라이머와 조건을 이용하여 실시했다; PCR 증폭을 40회 실시했다. 이용된 VH 및 
Fv 형질발현 벡터는 Ward 등에 의해 종래 기술된 것들 중에서 채택했다. 이들 둘 모두를 pUC119내로 서브
클로닝하고(Veira 및 Messing, 하기 참조), Fv 형질발현 벡터는 생식계열 람다-1 경쇄를 포함하도록 변형
시켰다.(T.  Simon으로부터  입수(원래는  Siegfried  Weiss에  의해  클로닝됨,  Basel  Institute  of 

Immunology)). 벡터는 제53도에 나타낸다.

2.5 형질발현과 ELISA

검색을 위해 단일 콜로니를 채취해 미량적정 평편(Bibby)의 각 웰내의 2xTY/암피실린 100㎍/ML/0.1% 글루
코스 200μl  중에 넣은 후, 37℃에서 5-6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항온처리했다. 그 다음 이소프로필-1 -D-
티오갈락토피라노시드(IPTG, Sigma, Poole, UK)를 최종 농도가 1mM로 되게 첨가하고 30℃에서 추가로 16
시간동안 계속 항온처리한 후, 상층액을 수확했다. 팔콘 ELISA 평판의 웰(Becton Dickenson, N. J., US
A)을 실온에서 밤새 NIP10-BSA(PBS 중에 40㎍/ml)로 피복한 다음 실온에서 2시간동안 PBS 중의 2% 탈지 분

유로 블로킹했다. 박테리아 상층액을 첨가하고 실온에서 1시간동안 항온처리한 다음 상기 평판을 PBS 로 
3회 세척했다. 퍼옥시다제 축합된-DAUTH 항-마우스 람다-쇄(Southern Biotechnology, Birmingham, USA)를 
첨가하고 다시 실온에서 1시간동안 항온 처리한 다음 PBS 로 6회 세척한 후 퍼옥시다제 기질로서 2, 2'-
아지노-비스(3-에텔벤즈티아졸린-6-술폰산(Sigma,  Poole,  UK)을 사용하여 발색시켰다. 405nm에서의 광학 
밀도는 30분후 써모맥스(Thermonax) 미량평판 리더(Molecular devices, Menlo Park, USA)를 사용하여 측
정하 다. 실시예 27에 기술된 바와 같이 C-말단 myc 표지를 사용하여 웨스턴 블로팅을 실시했다.

3.1 RNA/DNA와 항원 선별된 세포의 비교

항원 선별 결과를 표 13에 나타냈다. 1%이하의 세포가 NIP-BSA 피복된 비드에 결합하며 비특이적인 결합
은 매우 낮다. 웨스턴 블로팅을 사용함으로써 각 VH 라이브러리로부터 형질발현된 유전자의 비율을 평가
한 결과, 완전 길이의 VH 도메인이 RNA를 출발 물질로 사용한 경우에는 모든 클론중 95%(19/20)내에서 형
질발현되었으며, DNA(선별된 세포나 전체 비장으로부터의 DNA)를 출발 물질로 사용한 경우에는 클론들중 
단지 60%(12/20)내에서만 형질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아마도 많은 재배열된 가(假) 유전자
들이 이때 사용한 프라이머로 증폭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초래되며, 전사 수준에서 작용 유전자가 어느 
정도 선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각 형태의 라이브러리로부터 다양한 수의 클론들을 NIPDP 결합된 Fv 단편을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색
하 다. 초기 검색 ELISA를 실시하 고 배경치보다 적어도 2배의 광학 밀도를 가진 것을 포함하도록 양성
군을 취했다. 초기 양성군을 제형질전환하고 결합성을 2회 조사했다; 상기 결합은 BSA 가 아닌 NIP 에 특
이적임을 확인했다. 각 출발 물질에 대하여 확인된 양성 NIP 결합 클론의 빈도를 표 14에 나타냈다. PCR 
증폭시 출발 물질로서 DNA를 사용하는 것은 B-세포당 단지 하나의 재-배열된 작용성 중쇄 유전자와 기껏
해야 하나의 재-배열된 가유전자가 있는 존재하는 세포를 샘플링하는 것과 거의 같은 것이다. 동물의 RNA 
로부터 증폭시키는 것은 반응성 B-세포들에 대한 레퍼토리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최근 면
역된 동물내에서 면역원에 ◎나 약간의 편견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4의 자료는 1차 면역후 1주째
에 만들어진 RNA를 출발 물질로서 이용할 때 적어도 96배 증식된 항원 특이적인 유전자의 수로서 상기 선
별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명맥히 나타낸다. 상기 데이터는 또한 항원 결합 세포의 선별이 필요한 유
전 출발 물질을 선별하는 강력한 대안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2 전체 비장/표면 면역글로블린 고갈된 비장의 비교

출발 물질로서 RNA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선별의 세포 거점을 조사하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비오틴일
화된 항-다가 면역글로블린과 스트렙타비딘 축합된 자성 비드를 사용하여 표면 면역글로블린 양성인 비장 
세포를 고갈시켰다. 이 방법이 표면 면역글로블린 양성 세포의 96% 이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종래의 FACS 
분석으로서 증명되었다. 표면 면역글로블린 고갈된 비장 분획과 비-고갈된 비장 분획으로부터 RNA를 제조
하고, 그 각각으로부터 VH 라이브러리도 만들었다. ELISA 결과(표 14), 상기 고갈에 의해 양성군의 수가 
크게 감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RNA 사용에 따른 선별 효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 표면 
면역글로블린 음성 G-세포(아마도 혈장세포)로부터 유래할 수도 있음을 디스플레이한다. 

결론

본 발명자들은 조합 라이브러리로부터 임의의 적절한 빈도를 취함으로써 결합 활성이 수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면역에 의해 생성된 특이적 RNA 증폭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본 발명자들은 또한 면역계 자체
의 것과 유사한 대안적인 방안을 예시했다. 간단하게 항원 결합 세포를 선별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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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증식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또 이것은 더 넓은 범위의 유전자를 사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면역글로블린 유전자의 광번위한 다양성 때문에 무작위적인 조합 방안이, 원래의 
경쇄와 중쇄의 조합체를 생성할 수 없을 것처럼 보 다. 그러나, 본 발명자들은 우수한 항원으로 면역 
후, 분리된 전체 비장 RNA로부터 얻은 VH 유전자의 10%가 항원 특이적 세포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따라서 
레퍼토리의 유효 크기가 크게 감소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중쇄 및 경쇄의 무차별성이 일어난다는 
(실시예 21과 22) 사실과 함께 조합 시스템이 적합한 빈도로 항원 결합 클론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다. 이 데이터는 또한 가장 가능하게는 혈장 세포일 것 같은 표면 면역글로블린 음성 세포로부터 항원 특
이적인 RNA의 대부분이 수득된다는 것을 디스플레이하고 있다.

이 자료는 또한 상기 간단한 항원 선별 방법이 조합 라이브러리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음
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 항원 특이적인 유전자의 적어도 56배의 증식은 중쇄와 경쇄가 미지의 것인 보통 
경우에 조합 라이브러리의 복잡성을 3000배 이상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항원 선별 세포를 사용하는 
것(그리고 세포 상태에 의한 임의의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해 DNA 로부터 증식시키는 것)의 추가의 장점은 
결과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증폭 항체 유전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자들이 파지 선별과 관련
하여 본원 명세서에 기술한 것과 같은 간단한 세포 선별 방법이 이상적인 것이다. 이 실시예로부터 세포

와 파지 선별 방법을 병합시키면 중쇄 및 경쇄의 모든 조합체(약 4 ×10
10
)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

라서 이것이 현재 전체 비장(50%가 b-세포라고 가정할 때 약 4 ×10
4
 조합체)으로부터는 가능하지 않을지

라도 모든 결합 조합체를 선별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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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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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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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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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 6]

가용성 효소 및 파지 효소의 kcat 및 km의 상대적인 값은 와일드형 효소(phoArg166)와 파지-와일드형 효
소(fdphoArg166)의 값을 비교함으로써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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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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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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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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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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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c]

[표 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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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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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표 14]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특히 결합쌍(specific binding pair;sbp)의 멤버(member)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방법은 상기 sbp 
멤버 또는 이 sbp 멤버 유형의 유전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암호하는 핵산을 재조합 숙주 세포에서 형질발
현하는 단곌르 포함하는 방법이며, 이때 상기 sbp 멤버 또는 상기 각각의 sbp 멤버 또는 그 폴리펩티드 
성분은,  상보적인  sbp  멤버에  대한  폴딩된(folded)  결합  도메인을  포함하는  상기  sbp  멤버를 분비형
(secreted) 박테리오파지 입자의 표면에 디스플레이(display)하는 분비형 박테리오파지의 표면 성분과의 
융합체 형태로서 형지발현되고, 상기 입자는 상기 표면 성분을 사용하여 입자 내부에 패키지된 유전 물질
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또는 그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
호하는 핵산은, sbp 멤버를 디스플레이하는 입자의 유전 물질이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또는 그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호하도록, 상기 표면 성분을 사용하여 상기 입자내에 패키지될 수 있는 형태로 숙주 
세포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가 다합체(multimer)이고, 상기 폴리펩티드 성분이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의 제 1 폴리펩티드 사슬이며, 상기 방법은 상기 재조합 숙주 유기체에서 상기 
다합체의 제 2 폴리펩티드 사슬을 형질발현시켜 상기 폴리펩티드 사슬들이 함께 상기 입자의 일부로서 상
기 다합체를 형성하도록 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고, 이때 상기 폴리펩티드 사슬중 하나 이상은, 상기 
각 입자의 유전 물질이 상기 폴리펩티드 사슬을 암호하도록 상기 표면 성분을 이용하여 상기 입자내에 패
키지될 수 있는 핵산으로부터 형질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두 사슬 모두 동일한 숙주 유기체내에서 형질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폴리펩티드 사슬을 형질발현할 수 있는 벡터를 상기 제 2 폴리펩티드 사슬을 
유리된 형태(free form)로 형질발현하는 숙주 유기체내로 도입시키거나, 또는 상기 제 2 폴리펩티드를 유
리된 형태로 형질발현할 수 있는 벡터를 상기 제 1 폴리펩티드 사슬을 형질발현하는 숙주 유기체내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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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다합체의 제 1 및 제 2 사슬이 그것의 각 핵산을 함유하는 단일 벡터로부터 별개의 
사슬로서 형질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2항 내지 제5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각 폴리펩티드 사슬은, 이들 두 폴리펩티드 사슬을 암호
하는 핵산이 각각의 입자내에 패키지되도록, 상기 성분 융합체를 사용하여 상기 입자내에 패키지될 수 있
는 핵산으로부터 형질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가 단일쇄 Fv 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또는 그 폴리펩티드 성분이 파지 벡터로부터 형질발현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또는 각각의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또는 
그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호하는 핵산이 상기 사슬 또는 상기 사슬의 변이체 집단을 암호하는 핵산을 포함
한 핵산의 라이브러리로부터 수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가 제 1 및 제 2 폴리펩티드 사슬을 포함하는 다합체이고, 
상기 제 1 및 제 2 폴리펩티드 사슬은 둘 다 각각의 상기 핵산 라이브러리로부터 수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또는 각각의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또는 
그 폴리펩티드 성분이 파지미드 벡터로부터 형질발현되며, 상기 방법은 파지미드 게놈을 패키지하는 것을 
돕도록 헵퍼 파지 또는 상보적 파지 유전자를 형질발현하는 플라스미드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상기 
표면 성분은 캡시드 단백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캡시드 단백질이 상기 헬퍼 파지에 부재하거나, 결여되지 않거나 또는 조건부에 
결여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헬퍼 파지가 NCTC 12478로 기탁된 재조합 이 콜리 TG1 M13KO7 GIII No.3으로부터 
수득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융합체가 박테리오파지 캡시드 단백질과의 융합체이고, 상기 입자는 와
일드 타입 형태로 형질발현된 상기 캡시드 단백질의 부재하에서 상기 융합체와 함께 형성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융합체가 박테리오파지 캡시드 단백질과의 융합체이고, 상기 캡시드 단
백질이 상기 융합체를 디스플레이하는 상기 입자내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융합체를 디스플레이하는 입자 당 단일의 융합체가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또는 각각의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또는 그 폴리펩티
드 성분이 sbp 멤버 핵산내로 유전적 다양성을 도입하는 돌연변이유발 균주(mutator strain)인 숙주 세포
내에서 형질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라이브러리 또는 유전적으로 다양한 집단이 하기 (i) 내지 (vi)로부터 
수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i)상보성 sbp 멤버로 면역된 동물의 재배열된 면역글로블린 유전자
의 레퍼토리(repertoire), (ⅱ) 상보성 sbp 멤버로 면역되지 않은 동물의 재배열된 면역글로블린 유전자
의 레퍼토리, (ⅲ) 인위적으로 재배열시킨 면역글로블린 유전자 또는 유전자들의 레퍼토리, (ⅳ) 면역글
로블린 유전자 또는 유전자들의 시험관내 돌연변이유발에 의해 유도된 면역글로블린 유전자의 레퍼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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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면역글로블린 유전자 또는 유전자들의 상동체(homolog)의 레퍼토리 또는 (vi) 상기 (i), (ⅱ), (ⅲ), 
(iv) 및 (v)중 임의의 것의 혼합물.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가 면역글로블린 도메인 자체 또는 그와 상동인 도메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숙주가 박테리아이고, 상기 표면 성분이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캡시드 단백질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박테리오파지가 필라멘트형 파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파지가 제 1 부류 파지 fd, M13, f1, If1, 1ke, ZJ/Z, Ff 및 제II 부류 파지 Xf, 
Pf1 및 Pf3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또는 각각의 디스플레이된 sbp 멤버 또는 그 폴리펩티드 
성분이 파지 fd의 유전자 III 캡시드 단백질 또는 다른 필라멘트형 파지내의 상기 단백질의 대응물과의 
융합체로서 형질발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도는 그 폴리펩티드 성분이 분비성 리더 펩티드 하방의 
성숙(mature) 캡시드 단백질의 N-말단 역내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숙주가 이 콜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폴리펩티드를 암호하는 핵산이, 억제가능한 해독 중지 코
돈(suppressible translational stop codon)을 거쳐 바이러스 캡시드 단백질의 하방에 결합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1항 또는 제7항의 방법에 따라 형질발현에 의해 형성된 박테리오파지 입자를 선별 또는 검색하여, 디스
플레이되는 sbp 멤버나 그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호하는 핵산을 갖는 각각의 입자내에 결합된 디스플레이
되는 개별적인 sbp 멤버 또는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의 혼합 집단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가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에 상보성인 멤버와의 친화성에 의해 선별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용출액으로 세척함으로써 상기 상보성 멤버에 결합된 임의의 입자들을 회수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상기 용출액이 상보성 sbp 멤버에 결합하는데 있어 상기 입자와 결쟁하는 분자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1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상보성 sbp 멤버에 결합하는데 있어 상기 입자와 경쟁하는 분자의 존재하에서 상
기 상보성 sbp 멤버에 상기 입자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sbp 멤버 또는 sbp 멤버들이 항체 경쇄 가변 도메인과 항체 중쇄 가변도메인에 의
해 형성된 결합 도메인을 포함하고, 또 선별 또는 검색된 입자에 의해 제공된 sbp 멤버의 항체 중쇄 또는 
경쇄 도메인을 각각의 상보성 경쇄 또는 중쇄 항체 가변 도메인을 포함하는 폴리펩티드의 라이브러리와 
조합하고, 상보성 sbp 멤버에 결합할 수 있는 sbp 멤버를 선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선별되거나 검색된 입자로부터 유래된 핵산을 사용하여 재조합 숙주 
유기체내에서, 디스플레이되는 상기 sbp 멤버 또는 그 단편이나 유도체를 형질발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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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입자로부터 핵산을 취하고 이를 사용하여, 암호 핵산을 제공함으로써, 개
별적인 sbp 멤버 또는 sbp 멤버들의 혼합 집단이나 이를 암호하는 핵산을 수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형질발현 최종 생성물을 변형시켜 그것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형질발현 최종 생성물 또는 그 유도체를 사용하여 치료제 또는 예방약이나 진단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특히 결합쌍(sbp) 멤버 유형의 유전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암호하는 단편을 포함하는 핵산 단편의 라이브
러리를 내포하는 재조합 숙주 세포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sbp 멤버 도는 그 폴리펩티드 성분은 분비성 
박테리오파지의 표면 성분과의 융합체 형태로서 형질발현되고, 상기 sbp 멤버는 상기 박테리오파지 입자
의 표면상에, 상보성 sbp 멤버에 대한 폴딩된 결합 도메인을 포함하는 형태로 디스플레이되며, 상기 표면 
성분을 이용하여 패키지되는 입자의 유전 물질을 결합된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또는 그 폴리펩티드 성
분을 암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조합 숙주 세포.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유형의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가 면역글로블린이나 면역글로블린 상동체이고, 
이것의 제 1 폴리펩티드 사슬은 입자의 표면 성분과의 상기 융합체 형태로서 형질발현되고, 제 2 폴리펩
티드 사슬은 유리된 형태로 형질발현되어 입자내에서 융합된 제 1 폴리펩티드 사슬에 결합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재조합 숙주 세포.

청구항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유형이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가 단일쇄 Fv 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조합 
숙주 세포.

청구항 40 

제37항에 또는 제39항에 있어서, 상기 유전적으로 다양한 집단이 하기 (i) 내지 (vi)로부터 수득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재조합 숙주 세포: (i)상보성 sbp 멤버로 면역된 동물의 재배열된 면역글로블린 유전자
의 레퍼토리, (ⅱ) 상보성 sbp 멤버로 면역되지 않은 동물의 재배열된 면역글로블린 유전자의 레퍼토리, 
(ⅲ) 인위적으로 재배열시킨 면역글로블린 유전자 또는 유전자들의 레퍼토리, (ⅳ) 면역글로블린 유전자 
또는 유전자들의 시험관내 돌연변이유발에 의해 유도된 면역글로블린 유전자의 레퍼토리, (v) 면역글로블
린 유전자 또는 유전자들의 상동체의 레퍼토리 또는 (vi) 상기 (i), (ⅱ), (ⅲ), (iv) 및 (v)중 임의의 
것의 혼합물.

청구항 41 

표면상에 상보성 특이 결합쌍(sbp) 멤버에 대한 폴딩된 결합 도메인을 포함하는 sbp 멤버를 디스플레이하
는 분비형(secreted) 박테리오파지.

청구항 42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가 다합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

청구항 43 

제41항 또는 제42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가 면역글로블린의 결합 도메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

청구항 44 

제41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가 단일쇄 Fv 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

청구항 45 

제41항 또는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박테리오파지가 필라멘트형 파지이고,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가 파지의 캡시드 단백질과의 융합체 형태로서 디스플레이되며, 이때 상기 파지가 단일 유합체를 디스플
레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

청구항 46 

제41항 또는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박테리오파지가 필라멘트형 파지이고,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가 파지의 캡시드 단백질과의 융합체 형태로서 디스플레이되며, 이때 상기 파지의 모든 캡시드 단백질은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와의 융합체 형태로서 형질발현되고, 상기 파지 게놈은 완전한 와일드타입 
파지 게놈을 포함하지 않는 파지미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

청구항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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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항 또는 제44항에 있어서, 상기 박테리오파지가 필라멘트형 파지이고,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
가 파지 fd의 유전자 III인 파지의 캡시드 단백질 또는 다른 필라멘트형 파지내의 이것의 대응물과의 융
합체 형태로서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

청구항 48 

제1항의 방법을 수행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키트로서, (i) 단일-스트랜드의 박테리오파지용 복제 기점, 파
지 캡시드 단백질의 성숙한 암호 서열의 5' 단부 역의 상기 sbp 멤버 또는 그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호
하는 핵산, 및 상기 캡시드 단백질과 sbp 폴리펩티드의 융합체를 박테리아 숙주의 주변세포질 공간으로 
지향시키기 위한, 상기 부위의 상방에 위치한 분비성 리더 서열을 지니는 하나 이상의 벡터; 및 (ii) 상
기 방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조 성분을 포함하는 키트.

청구항 49 

제48항에 있어서, 상기 sbp 멤버가 단일쇄 Fv 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5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융합체가 박테리오파지 캡시드 단백질과의 융합체이고, 상기 입자는 와일드타입 형
태로 형질발현된 상기 캡시드 단백질의 부재하에서 상기 융합체와 함께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5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융합체가 박테리오파지 캡시드 단백질과의 융합체이고, 상기 캡시드 단백질이 상기 
융합체를 디스플레이하는 상기 입자내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51항에 있어서, 상기 융합체를 디스플레이하는 입자 당 단일의 융합체가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18항의 방법에 따라 형질 발현에 의해 형성된 박테리오파지 입자를 선별 또는 검색하여, 디스플레이되
는 sbp 멤버나 그 폴리펩티드 성분을 암호하는 핵산을 갖는 각각의 입자내에 결합된 디스플레이되는 개별
적인 sbp 멤버 또는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의 혼합 집단을 제공하는 방법.

청구항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입자가 상기 디스플레이되는 sbp 멤버에 상보성인 멤버와의 친화성에 의해 선별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용출액으로 세척함으로써 상기 상보성 멤버에 결합된 임의의 입자들을 회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용출액이 상보성 sbp 멤버에 결합하는데 있어 상기 입자와 경쟁하는 분자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7 

제54항에 있어서, 상기 상보성 sbp 멤버에 결합하는데 있어 상기 입자와 경쟁하는 분자의 존재하에서 상
기 상보성 sbp 멤버에 상기 입자를 적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8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sbp 멤버 또는 sbp 멤버들이 항체 경쇄 가변 도메인과 항체 중쇄 가변 도메인에 
의해 형성된 결합 도메인을 포함하고, 또 선별 또는 검색된 입자에 의해 제공된 sbp 멤버의 항체 중쇄 또
는 경쇄 도메인을 각각의 상보성 경쇄 또는 중쇄 항체 가변 도메인을 포함하는 폴리펜티드의 라이브러리
와 조합하고, 상보성 sbp 멤버에 결합할 수 있는 sbp 멤버를 선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9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선별되거나 검색된 입자로부터 유래된 핵산을 사용하여 재조합 숙주 
유기체내에서, 디스플레이된 상기 sbp 멤버 또는 그 단편이나 유도체를 형질발현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

청구항 60 

제59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입자로부터 핵산을 취하고 이를 사용하여, 암호 핵산을 제공함으로써, 개
별적인 sbp 멤버 또는 sbp 멤버들의 혼합 집단이나 이를 암호하는 핵산을 수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1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형질발현 최종 생성물을 변형시켜 그것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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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청구항 62 

제60항에 있어서, 상기 형질발현 최종 생성물 또는 그것의 유도체를 사용하여 치료제 또는 예방약이나 진
단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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