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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멀티머 항원을 사용하는 특이적 면역글로불린의 측정방법

요약

본  발명은  시료액을  고체상의  존재하에,  제  1  항원이  하나  이상의  마커기를  함유하고,  제  2 항원
이 (a) 고체상에 결합되거나 (b) 고체상에 결합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에 대한 
2개의 항원과 함께 인큐베이션하는 단계; 및 고체상, 액체상, 또는 고체상 및 액체상에서 마커기를 검출
하므로써 항체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료액내의 특이적 항체의 면역학적 측정방법에 있어서, 2개
의 항원중 1개 이상이 항체와 반응하는 수개의 동일한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
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수개의 에피토프 영역을 포함하는 항원을 사용하여 특이적 면역글로불린을 측
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5-1

1019970700497



체액,  특히  사람  혈청내의  면역글로불린의  검출은  미생물,  특히  HIV,  간염  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진단하는데 사용된다.  검사되는 시료내에 특이적 면역글로불린의 존재는 일반적
으로 특이적 면역글로불린과 반응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항원과의 반응에 의해서 검출된다.  시료액내의 
특이적 면역글로불린의 측정 방법은 감도가 높고, 확실하며, 간단하고, 신속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검사되는  시료내의  분석물,  예를  들어  특이적  항체의  존재가  광학(예를  들어, 
발광 또는 형광), NMR-활성 또는 금속-침전 검출 시스템의 도움으로 측정될 수 있는, 비방사성 마커기에 
기초한 검출 시스템이 더욱 더 개발되어 왔다.  

EP-A-O  307  149에는  두  개의  재조합  폴리펩티드가  항원으로  사용되고,  이중  하나는  고체상에 고
정되며, 다른 하나는 마커기를 함유하고, 두 재조합 항원 모두가 다른 유기체에서 발현되어 시험의 특이
성을 증가시키는, 항체에 대한 면역학적 시험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EP-A-O  366  673에는  항체가  정제된  표지  항원  및  고체상-결합  형태의  동일한  정제된  항원과의 반
응에 의해 검출되는 시료내 항체의 검출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람 IgG가 항원으로 기술되
어 있다.  

EP-A-O  386  713에는  두  개의  고체  지지물을  사용하여  HIV에  대한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HIV 항원이 두 개의 고체 지지물상에 고정되고, 그들 각각이 일정량의 시료 및 표지 HIV 항원과 
접촉하게 되며, 항체의 존재가 시험중 하나 이상에서의 포지티브 반응에 의해 검출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재조합 방법에 의해 제조된 폴리펩티드가 HIV 항원으로 기술되어 있다.  

EP-A-O  507  586에는  특이적  면역글로불린에  대한  면역학적  시험의  수행  방법으로서,  시료가 면역
글로불린과 결합할 수 있는 두 개의 항원과 접촉하게 되고, 제 1 항원이 고체 지지물에 결합하기에 적합
한 기를 함유하고, 제 2 항원이 마커기를 함유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마커기는 직접 마커기, 예를 
들어 효소, 색원체, 금속 입자이거나, 간접 마커기일 수 있다.  즉, 항원에 부착된 마커기는 신호-발생기
를 차례로 함유하는 마커기에 대한 수용체와 반응할 수 있다.  플루오레세인 유도체가 그러한 간접 마커
기의 예로 언급되고, 이것의 수용체는 효소에 차례로 결합되는 항체이다.  B형 간염 표면 항원과 같은 폴
리펩티드가 항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플루오레세인을 결합시키는데 사용되는 SH기는 유도체화에 의해 이 
항원으로 도입된다.  

EP-A-O  507  587에는  시료가  검출될  항체에  대한  표지  항원  및  고체상에  결합할  수  있는  검출될 
항체에 대한 제 2 항원과 함께 인큐베이션되는, IgM 항체의 특이적 검출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표지  항원  및  고체상에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이  사용되는  종래의  기술로부터  공지된 브리
지 시험 개념에 따른 면역학적 검출 방법은 여전히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기의 방법은 상대
적으로 낮은 친화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와 항원 사이에 존재하는 경우에 낮은 감도를 갖는다.  이것
은 특히 단지 최근에 발생한 혈청전환의 경우 및/또는 감염성 미생물의 새로운 아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종래에 공지된 브리지 시험 개념의 또 다른 단점은 훅(Hook) 효과에 기인한 고-역가 시료의 
잘못된 네거티브 평가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러므로,  본  발명의  목적은  종래  기술의  단점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거되고,  특히  단지  최근에 
발생한 혈청전환의 경우와 새로운 미생물 아형의 경우에 적절한 감도를 갖는 특이적 항체의 검출 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훅 효과를 감소시키도록 의도된다.  

이러한  목적은  시료액이  고체상의  존재하에,  제  1  항원이  하나  이상의  마커기를  함유하고  제  2 
항원이 (a) 고체상에 결합되거나 (b) 고체상에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에 
대한 두 개의 항원과 함께 인큐베이션되고,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가 고체상 또는/및 액체상에서 마커기를 
측정함으로써 검출되는 시료액내의 특이적 항체의 면역학적 측정 방법에 있어서, 두 개의 항원중 하나 이
상이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와 반응하는 수개의 에피토프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에 의
해 달성된다.  

놀랍게도,  시험의  감도,  특히  사용되는  항원에  대한  낮은  친화도를  갖는  항체를  함유하는  혈청에 
대한 시험의 감도가 하나 이상의 멀티머 항원, 즉 다수의 에피토프 영역을 갖는 항원을 사용함으로서 개
선된다는 것이 브리지 시험 면역분석법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훅 효과로 인한 
고-역가 시료의 잘못된 네거티브 평가의 위험성을 상당히 감소시킨다.  브리지 시험 개념에서 에피토프 
밀도의 증가에 의한 항원 제시의 최적화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혈청과 같은 시료액내에서 발생하는 다
중클론성 혈청에서 특이적 면역글로불린과의 반응성을 개선시킨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또 다른 장점
은 멀티머 항원이 모노머 항원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안정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두  개의  항원이  브리지  시험  개념에  따른  특이적  항체의  면역학적인  측정  방법에서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바람직한 제 1 구체예에서는 멀티머 항원이 표지 항원으로 사용되고 모노머 항원
이 고체상 항원으로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제 2 구체예에서는 멀티머 항원이 고체상 항원으
로 사용될 수 있고 모노머 항원이 표지 항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제 3 구체예에서는 멀티머 
항원이 표지 항원 및 고체상 항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멀티머  항원은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와  면역학적으로  반응하는  다수의  에피토프  영역,  즉  구조, 
바람직하게는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서열을 함유한다.  에피토프 영역은 바람직하게는 면역학적으로 비
활성인 영역, 예를 들어 스페이서 영역을 통해 연결된다.  수개의 동일한 에피토프 영역을 포함하는 멀티
머 항원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른  멀티머  항원은  1  초과  내지  80개의  면역학적  반응성  에피토프  영역  및  특히 바람
직하게는 1 초과 내지 40개의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한다.  에피토프 영역들은 고분자량 담체에 결합되거
나, 직접 또는 스페이서 영역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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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토프  영역은  바람직하게는,  6  내지  50개의  아미노산  길이를  갖는  면역학적으로  반응성인 합
성 펩티드 서열이거나, 바람직하게는 1000개 이하의 아미노산 길이를 갖는 재조합 폴리펩티드 서열이다.  
사실상의 에피토프 영역 외에, 합성 펩티드 에피토프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예를 들어 다른 에피토프 또
는 담체에 결합하거나/하고 마커기 또는 고체상 결합기에 결합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스페이서 영역을 
함유한다.  

스페이서  영역은  바람직하게는  1  내지  10개의  아미노산  길이를  갖는  면역학적으로  비활성인 펩티
드 서열이다.  스페이서 영역의 아미노산은 글리신, β-알라닌, γ-아미노부티르산, ε-아미노카프로산, 
라이신, 및 n이 2 또는 3이고 x가 1 내지 10인 NH2[(CH2)nO]x-CH2-CH2-COOH의 구조식을 갖는 화합물로 구성

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페이서 영역은 바람직하게는 에피토프 영역의 아미노 말단 
또는/및 카르복시 말단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연속 서열이다.  

브리지  시험  개념에  따른  면역분석법에서는  제  1의  표지  항원이  사용된다.   모든  마커기,  예를 
들어 방사성 및 비방사성 마커기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한 비방사성 마커기는 
직접적으로 또는/및 간접적으로 검출될 수 있다.  직접적으로 검출가능한 표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출
가능한 측정 신호를 발생하는 기가 항원에 직접적으로 정위된다.  그러한 직접 신호 발생기의 예로는 색
원체(형광 또는 발광기, 염료), 효소, NMR-활성기 또는 공지된 방식으로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항원에 
결합되는 금속 입자가 있다.  직접적으로 검출가능한 마커기는 바람직하게는 형광 또는 전기화학발광에 
의해  검출가능한  금속  킬레이트  및  특히  바람직하게는  루테늄  킬레이트,  레늄  킬레이트,  이리듐 

킬레이트, 또는 오스뮴 킬레이트, 특히, 루테늄 킬레이트, 예를 들어 루테늄-(비스-피리딜)3
2+

 킬레이트이

다.  다른 적당한 금속 킬레이트 마커기는 예를 들어 EP-A-0 580 979, WO 90/05301, WO 90/11511 및 WO 
92/14138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문헌을 참조한다.  

본  발명에  따른  항원에  적합한  표지화의  또  다른  형태는  간접적으로  검출가능한  표지이다.   이러
한 형태의 표지화에서는 항원이 신호-발생기를 차례로 함유하는 적당한 결합 파트너(스트렙트아비딘, 아
비딘, 또는 항-합텐 항체)와의 반응에 의해 차례로 검출될 수 있는 간접적으로 검출가능한 기, 예를 들어 
비오틴 또는 합텐기와 결합된다.  100 내지 2000, 바람직하게는 150 내지 1000의 분자량을 갖는 유기 분
자가 합텐의 형태로 간접 마커기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텐은  각각의  합텐에  대한  특이적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다.   수용체의  예로는  항체,  합텐에 항
체 단편, 합텐에 대한 또 다른 특이적 결합 파트너. 예를 들어 합텐이 비오틴인 경우 스트렙트아비딘 또
는 아비딘이 있다.  합텐은 스테롤, 빌산, 성호르몬, 코르티코이드, 카르데놀리드, 카르데놀리드-글리코
시드, 부파디에놀리드, 스테로이드-사포게닌 및 스테로이드 알칼로이드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합텐은 특히 바람직하게는 카르데놀리드 및 카르데놀리드-글리코시드로 구성된 군으로부
터 선택된다.  이들 물질류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디곡시제닌(digoxigenin), 디지톡시제닌
(digitoxigenin),  지톡시제닌(gitoxigenin),  스트로판티딘(strophanthidin),  디곡신(digoxin), 디지톡신
(digitoxin), 디톡신(ditoxin) 및 스트로판틴(strophanthin)이 있으며, 디곡시제닌 및 디곡신이 특히 바
람직하다.  또 다른 적당한 합텐에는 예를 들어 플루오레세인 또는 적당한 플루오레세인 유도체가 있다.  

합텐에  대한  수용체는  신호-발생기,  바람직하게는  퍼옥시다제,  알칼리성  포스파타제, β-갈락토
시다제, 우레아제 또는 Q-β-레플리카제와 같은 효소에 결합된다.  그러나, 신호-발생기는 또한 색원성, 
방사성 또는 NMR-활성기 또는 금속 입자(예를 들어, 금)일 수 있다.  합텐은 예를 들어 활성 에스테르 유
도체 형태의 합텐을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항원의 아미노 말단 또는/및 유리 아미노 측기(side group)
에 결합시킴으로써 항원에 결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활성  에스테르"라는  용어는  펩티드의  다른  반응성기와의  간섭  부반응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조건하에서,  펩티드의  유리  아미노기와  반응할  수  있는  활성화된  에스테르  기를 
포함한다.  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가 활성 에스테르 유도체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
당한  합텐-활성  에스테르  유도체의  예로는  디곡신-4'''-헤미글루타레이트-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  디곡시제닌-3-카르복시메틸  에테르-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 디곡시제닌-3-O-메틸카르
보닐-ε-아미노카프로산-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 디곡시제닌-3-헤미숙시네이트-N-히드록시숙신이
미드 에스테르, 디지톡신-4'''-헤미글루타레이트-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 및 디지톡시제닌-3-헤미
숙시네이트-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가 있다.  이들 합텐 유도체는 Boehringer  Mannheim  Company 
GmbH(Mannheim, GER)로부터 상업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  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 외에, 유사한 
p-니트로페닐, 펜타플루오르페닐, 이미다졸릴 또는 N-히드록시벤조트리아졸릴 에스테르를 사용하는 것도 
또한 가능하다.  

제  1  표지  항원  외에,  고체상에  결합되거나  고체상에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멀티머 
항원일 수도 있는 제 2 항원이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서 사용된다.  고체상 항원 및 고체상 사이의 
결합은 공유결합이거나 흡착일 수 있고, 직접, 화학적 연결기를 통해, 또는 특이적 상호작용, 예를 들어 
비오틴-스트렙트아비딘/아비딘, 항원-항체, 탄수화물-렉틴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고체상 항원은 바람
직하게는 비오틴화된 항원이고 고체상은 상응하게 스트렙트아비딘 또는 아비딘으로 코팅된다.  비오틴기
는 공지된 방법, 예를 들어 비오틴 활성 에스테르 유도체의 도입에 의해 항원에 결합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은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다.  

멀티머  항원에서  마커기  또는  고체상  결합기의  수는  가변적이다.   즉,  하나  또는  수개의  기가 존
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몇 가지 구체예에서는, 적어도 3개 및 특히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0개의 마커기 또는 고체상 결합기가 존재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감도를 현저하게 개
선시키고 훅 효과(매우 포지티브한 시료의 잘못된 네거티브 평가)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시료액내의  특이적  항체의  면역학적  측정  시험에서,  시험에  사용되는  두  개의  항원중 
적어도 하나가 멀티머 항원인 경우, 즉 수개의 에피토프 영역, 바람직하게는 수개의 동일한 에피토프 영
역을 포함하는 경우가 유리하다는 발견에 기초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에피토프 영역"이라는 용어는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와 특이적 반응을 나타내는 구조, 바람직하게는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서열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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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멀티머 항원상에 수개의 에피토프 영역을 배열시키는 것은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제  1  구체예에  있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와  반응하지  않고  에피토프  영역이  공유결합된 담
체가 멀티머 항원으로 사용된다.  적당한 담체의 예로는 펩티드, 폴리펩티드 또는 합성 담체, 예를 들어 
덱스트란이 있다.  적당한 폴리펩티드의 예로는 알부민, 예를 들어 우혈청 알부민, 비특이적 면역글로불
린, 면역글로불린 단편, β-갈락토시다제 및 폴리라이신이 있다.  담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시
료액내의 항체와 교차-반응성을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에피토프  영역은  바람직하게는  이작용기  링커를  통해  담체의  반응성기,  예를  들어 NH2 기  또는 SH

기에 결합된다.  결합은 바람직하게는 담체의 NH2기를 통해 달성된다.  

본 발명의 이러한 구체예에 있어서는, 하기 화학식 Ia 및 Ib의 항원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학식 Ia

(P-)nT(-L)m

화학식 Ib

T(-P-Lm)n

상기  화학식에서,  T는  담체를  표시하고,  P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면역학적  반응성  에피토프 영역
을 함유하고 담체에 공유 결합된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서열을 표시하고, L은 담체 또는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서열에 공유 결합된 마커기 또는 고체상에 결합할 수 있는 기를 표시하고, n은 1 초과 내지 
40의 수이며, m은 1 내지 10 사이의 수이다.  n 및 m은 에피토프 기와 또는 마커기 또는 고체상 결합기와 
담체의 적용 범위가 반응 혼합물에서 통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수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n은 2 이상
인 것이 바람직하다.  

담체에  결합된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서열은  6  내지  50개의  아미노산  길이를  갖는  합성  펩티드 
서열, 또는 바람직하게는 1000개 이하의 아미노산 길이를 갖는 재조합 폴리펩티드 서열인 것이 바람직하
다.  

사실상의  에피토프  영역  외에,  합성  펩티드  서열은  또한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  에피토프와  담체 
사이 또는/및 에피토프와 마커기 또는 고체상 결합기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상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스페이서 영역을 함유한다.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에피토프는  N-말단,  C-말단  또는  측쇄에  있는  반응성기를  통해  담체에 
결합될 수 있다.  결합의 한 방법은 공지된 링커 물질(예를 들어, 말레인이미도헥산산, 말레인이미도프로
피온산, 말레인이미도벤조산)과의 반응에 의해 담체 분자의 NH2기를 활성화시키고, SH-활성화 펩티드 유도

체를 담체에 공유 결합시키는 것이다.  마커기 또는 고체상 결합기는 보통 활성 에스테르의 형태로 담체 
분자 또는/및 에피토프 영역에 결합된다.  그러나, 다른 결합 방법, 예를 들어 이작용기 광링커를 통하는 
방법도 또한 상상할 수 있다.  

비활성  담체에  결합된  에피토프를  함유하는  멀티머  항원을  합성하기  위해,  예를  들어,  부가적인 
시스테인 잔기를 도입시킴으로써 반응성 메르캅토기를 가지는 적당한 펩티드를 합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펩티드는 N-말단, C-말단 또는 서열의 모든 위치에서 링커로 변형될 
수 있다.  멀티머 항원을 형성시키는 반응을 위하여, 1차 아미노기를 함유하는 담체가 예를 들어 먼저 마
커기의 적당한 활성 에스테르 유도체로 로딩되고, 그 다음에 말레인이미도알킬기로 로딩된다.  이러한 방
식으로 담체의 라이신 잔기의 ε-아미노 측쇄의 아미노기는 마커기(예를 들어, 디곡시제닌 또는 비피리딜
루테늄) 또는 고체상 결합기(예를 들어, 비오틴)로 부분적으로 표지되고, 다른 부분은 말레인이미드기로 
전환된다.  

다음  단계에서,  목적하는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펩티드  또는  펩티드  혼합물은  반응성 메르캅
토 작용기를 통해 말레인이미드-변형 담체에 결합된다.  마커기가 직접 펩티드에 위치하는 경우에, 멀티
머 항원은 적당하게 표지된 SH-활성화 펩티드가 담체와 반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방식으로 합성
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직접  또는  스페이서  영역을  통해  공유결합된  수개의 에피토
프 영역을 함유하는 멀티머 항원이 사용될 수 있다.  에피토프의 연결은 항원이 적어도 하나의 가지화 부
위 및 바람직하게는 1 내지 7개의 가지화 부위를 함유하도록, 적어도 부분적으로 삼작용기 링커 분자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체예에서는, 하기 화학식 II의 항원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학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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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어도  2개의  펩티드  서열이  동일하거나  상이한,  면역학적 반응

성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50개 이하의 아미노산 길이를 갖는 펩티드 서열을 표시하고, r은 1 또는 2, 
s는 0 내지 4의 정수, t는 0 내지 8의 정수이고, 항원은 적어도 하나의 가지화 부위 및 하나 이상의 마커
기 또는 고체상에 결합할 수 있는 기를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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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II의  항원은 P
1
,
 
P
2
, P

3 
및 P

4
가  선형  펩티드  서열이고,  바람직하게는  2  내지  8개의 동일하

거나 상이한 면역학적 반응성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경우에, 최대 7개의 가지화 부위를 갖는 나무-유
사 구조를 형성한다.  에피토프 영역들은 바람직하게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스페이서 영역을 통해 연결된
다.  스페이서 영역은 바람직하게는 상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1 내지 10개의 아미노산 길이를 갖는 면

역학적 비활성 펩티드 서열이다.  펩티드 서열 P
1
,
 
P
2
, P

3 
및 P

4
가 모두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이들 서열이 오직 스페이서 영역으로만 구성된 구조도 또한 가능하다.  가지는 삼작
용기 아미노산, 예를 들어 라이신 또는 오르니틴을 사용함으로써 구조에 혼입될 수 있다.  

아울러,  화학식  II의  항원은  상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하나  이상의  마커기  또는  고체상 결합기
를 함유한다.  이들 기는 예를 들어 펩티드 서열의 말단 또는/및 반응성 측쇄에 선택적으로 결합될 수 있
다.  

소위  모자이크  단백질,  즉  아미노산  서열이  임의적으로  면역학적  비활성  스페이서  영역을  통해 
연결된 수개의 면역학적 반응성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재조합 융합 폴리펩티드는 멀티머 항원의 또 
다른 구체예이다.  재조합 모자이크 단백질은 목적하는 단백질을 코딩하는 DNA 서열을 합성하고 그것을 
재조합 숙주 세포에서 발현시킴으로써 수득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은 분자생물학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
지되어 있고, 표준 교과서(예를 들어, Sambrook et al., Molecular Cloning. A Laboratory Manual, 2nd 
Edition (1989),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에 기술되어 있다.  마커기 또는 고체상 결합기도 
또한 공지된 방법에 따라 재조합 단백질로 도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에피토프  영역은  6  내지  최대  50개,  특히  바람직하게는 
최대 30개 이하의 아미노산 길이를 갖는 합성 펩티드 서열이다.  마커기 또는 고체상 결합기는 그러한 에
피토프 영역으로 이들의 수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이들의 위치에 관해서 선택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따
라서, 합성 방법에서, 반응성 측기, 예를 들어 사용되는 아미노산 유도체의 1차 아미노기에 소정의 보호
기를 사용함으로써, 보호기의 선택적 분해 후에 도입되는 마커기와 반응할 수 있는 펩티드의 위치를 특이
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목적하는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펩티드가  고체상으로  바람직하게는  시판  펩티드 합성
기(예를 들어, Applied Biosystems로부터 구입한 기기 A 431 또는 A 433)를 사용하여 합성된다.  합성은 
공지된  방법에  따라  바람직하게는  펩티드의  카르복실  말단에서부터  아미노산  유도체를  사용하여 
수행된다.  결합하는데 필요한 아미노 말단기가 플루오레닐메틸옥시카르보닐(Fmoc) 잔기로 유도체화된 아
미노산 유도체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반응성 측기는 펩티드 합성의 완결 후
에 쉽게 절단될 수 있는 보호기를 함유한다.  이것의 바람직한 예로는 트리페닐메틸 (Trt), t-부틸에테르
(tBu),  t-부틸 에스테르 (0  tBu),  tert-부톡시카르보닐 (Boc)  또는 2,2,5,7,8-펜타메틸크로만-6-술포닐 
(Pmc)과 같은 보호기가 있다.  

나중에  합텐으로  유도체화될  펩티드의  위치에  위치한  라이신  잔기  또는  1차  아미노  측기를  갖는 
다른 아미노산 유도체의 아미노 측쇄에는 특정 반응 조건, 예를 들어 산의 존재하에 정량적으로 절단될 
수 있도록 선택된 제 1 아미노 보호기가 제공된다.  적당한 산-불안정 보호기의 예로는 Boc가 있다.  합
텐의 어떠한 결합도 의도되지 않은 라이신 잔기 또는 1차 아미노 측기를 갖는 다른 아미노산 잔기의 측기
에는 제 1 보호기가 절단될 수 있는 조건하에서 그 자체가 절단될 수 없도록 선택된 제 2 아미노-보호기
가 제공된다.  제 2 보호기는 또한 펩티드가 고체상으로부터 절단되고 모든 다른 보호기가 절단되는 그러
한 조건하에서 안정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제 2 보호기의 예로는 페닐아세틸과 같은 산-내성 보호
기가 있다.  20 개의 천연 아미노산 외에, 펩티드는 또한 β-알라닌, γ-아미노-부티르산, ε-아미노-카
프로산 또는 노르루신과 같은 인조 아미노산을 함유한다.  이들 인조 아미노산은 천연 아미노산과 유사하
게 보호된 형태로 합성에서 사용된다.  

합성이  완료된  후,  합텐의  결합이  일어나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제  1  아미노-보호기를  포함한 
보호기는 임의로 고체상으로부터 펩티드를 유리시킨 후 절단된다.  그 후, 상기 방법으로 생성된 생성물
은 바람직하게는 HPLC에 의해 정제된다.  이어서, 합텐 표지가 유리 1차 아미노기, 즉, 펩티드의 아미노 
말단기 또는/및 아미노 측기와 반응하는 각 경우에 요구되는 합텐-활성 에스테르 유도체와 펩티드를 반응
시켜 도입된다.  유리 1차 아미노기당 1.5 내지 2.5 당량의 활성 에스테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반응 생성물은 바람직하게는 HPLC에 의해 정제된다.

펩티드가  여전히  펜틸아세틸과  같은  제  2  보호기로  유도체화된  아미노기를  함유하는  경우,  이들 
보호기는 마지막 단계에서 제거된다.  페닐아세틸 보호기는 예를 들어, 유기 용매를 함유하는 수용액 중
에서 고정되거나 가용성인 페니실린 G 아미다아제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효소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의해  제조된  펩티드가  분자내  이황화물  브리지를  함유하는  경우,  펩티드 
서열은 합성이 완료된 후, 마지막 아미노산의 N-말단 Fmoc-보호기의 절단 전에 예를 들어, 헥사플루오로
이소프로판올/디클로로메탄중의 요오드로(Cober et al. The Peptide, Academic Press, New York, 1981, 
pages 145 to 147) 고체상에서 산화될 수 있으며, 이어서, N-말단 Fmoc-보호기가 절단된다.  

반응성 SH기는 예를 들어, 시스테인 잔기를 펩티드의 아미노 말단에 결합시켜 도입될 수 있다.

금속  킬레이트  마커기는  (a)  목적하는  펩티드  서열이  합성된  후,  바람직하게는  고체상으로부터 
펩티드가 절단되기 전 및 펩티드를 합성하는데 사용된 아미노산 유도체의 보호기가 반응성 측기로 절단되
기 전에, 활성화된 발광 금속 킬레이트, 예를 들어 활성 에스테르 유도체를 펩티드의 N-말단 1차 아미노
기에 결합시킴으로써 및/또는 (b) 예를 들어, ε-유도체화된 라이신에 의해 발광 금속 킬레이트 마커기에 
공유결합된 아미노산 유도체를 도입하므로써 펩티드를 합성하는 중에 합성 펩티드에 도입된다.

가지화된  멀티머  항원은  두  개의  Fmoc  기에  의해  보호된  라이신과  같은  디아미노카르복실산을 사
용하여 합성될 수 있다.  펩티드는 여전히 고체상에 결합되어 있는 동안, 예를 들어, N-말단에 비오틴 유
도체를 도입하여 비오틴화될 수 있다.

25-5

1019970700497



예를  들어,  박테리아,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과  같은  병원성  유기체  또는  자가면역 항원으로부터
의 펩티드 에피토프 또는 폴리펩티드 에피토프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
역학적 반응성 에피토프 영역은 예를 들어, HIV I, HIV II, HIV 아형 O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HCV)와 
같은 바이러스 항원으로부터 유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HIV  I,  HIV  II  또는  아형  O  에피토프는  영역  gp32,  gp41,  gp120  및  gp24에서  선택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HCV  에피토프는  Core/Env  영역  또는  비-구조  단백질  영역  NS3,  NS4  또는  NS5로부터  선택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HIV  I,  HIV  II  또는  HIV  아형  O  아미노산  서열의  에피토프  영역은  하기  아미노산  서열,  6개 이상
의 아미노산, 바람직하게는 8개 이상의 아미노산 길이를 갖는 그의 부분 서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
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NNTRKSISIG PGRAFYT (I)

NTTRSISIGP GRAFYT (II)

IDIQEERRMR IGPGMAWYS (III)

QARILAVERY LKDQQLLGIW GASG (IV)

LGIWGCSGKL ICTTAVPWNA SWS  (V)

KDQQLLGIWG SSGKL (VI)

ALETLLQNQQ LLSLW (VII)

LSLWGCKGKL VCYTS (VIII)

WGIRQLRARL LALETLLQN (IX) 및 

QAQLNSWGCA FRQVCHTTVP WPNDSLT(X)

아미노산  서열(I)  내지  (III)은  HIV  I의  gp120  영역으로부터  유도되고,  아미노산  서열(IV)  내지 
(IX)는 HIV I의 gp41 영역으로부터 유도되고, 아미노산 서열(X)은 HIV II의 gp32 영역으로부터 유도된다.  
아미노산 서열(I) 내지 (X)은 또한 서열표의 서열 번호 1 내지 서열 번호 10에 개시되어 있다.  서열(V), 
(VIII) 및 (X)은 이황화물 브리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두 개의 시스테인 잔기를 포함한다.

HCV  아미노산  서열의  에피토프  영역은  하기  아미노산  서열  및  6개  이상의  아미노산, 바람직하게
는 8개 이상의 아미노산 길이를 갖는 그의 부분 서열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SRRFAQALPV WARPD (XI)

PQDVKFPGGG QIVGGV  (XII)

EEASQHLPYI EQ   (XIII)

QKALGLLQT (XIV)

SRGNHVSPTH YVPESDAA (XV)

PQKKNKRNTN RRPQDVKFPG

GGQIVGGV (XVI) 및 

AWYELTPAET TVRLRAYMNT PGLPV (XVII)

서열(XI)은  NS5  영역으로부터  유도되고,  서열(XII)  및  (XVI)은  Core  영역으로부터  유도되고, 서
열(XIII), (XIV) 및 (XV)는 NS4 영역으로부터 유도되고, 서열(XVII)은 HCV의 NS3 영역으로부터 유도된다.  
아미노산 서열(XI) 내지 (XVII)은 또한 서열표의 서열 번호 11 내지 서열 번호 17에 기재되어 있다.

본  발명은  또한  반응성  상을  포함하는  시료액중의  특이적  항체의  면역학적  측정용  시약,  제  1 항
원은 마커기를 함유하고, 제 2 항원은 (a) 고체상에 결합되거나 (b) 고체상에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존
재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에 대한 두 개의 항원에 있어서, 두 개의 항원중 하나 이상이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와 반응하는 수개의 에피토프 영역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항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시약은  하나  이상의  합텐  마커기를  함유한  수개의  에피토프  영역을 가
지는 제 1 표지 항원 및 차례로 신호-발생기를 포함하는 합텐에 대한 수용체을 포함한다.  아울러, 시약
은 하나 이상의 비오틴기 및 스트렙트아비딘 또는 아비딘으로 코팅된 반응성 고체상을 함유한 수개의 에
피토프 영역을 가지는 제 2 고체상 항원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주제는  시료액중의  특이적  항체를  측정하는  면역학적  시험  방법에서  수개의 
면역학적 반응성 에피토프 영역을 포함하는 멀티머 항원의 용도이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과  같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나타내는  그러한  항체가 측정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HIV 또는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측정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시료액은 바람직하게는 혈청이고, 특히 바람직하게는 사람 혈청이다.  또한, 본 발명
에 따른 멀티머 항원은 면역학적 방법에서 브리지 시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험  방법은  시료액을  제  1  항원  및  제  2  항원과  고체상에서  혼합하여,  제  1  항원,  항체  및 고체
상-결합 제 2 항원의 표지 고정화 복합체를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항체를 검출하기 위한 다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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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비교하여, 브리지 시험 방식은 감도가 개선(즉, IgG, IgM, IgA 및 IgE와 같은 모든 면역글로불린 
류가 인식)될 뿐만 아니라, 특이성이 개선(즉, 비특이적 반응성이 감소)된다.  이중 항원 브리지 시험의 
특이성 및 감도는, 시료액을 제 1 단계에서 제 1 및 제 2 항원과 혼합한 후, 신호-발생기를 함유하는 제 
1 항원의 합텐 표지에 대한 수용체를 1 내지 4 시간 후, 특히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2.5 시간후에 첨가
하는 2 단계 시험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더욱 개선될 수 있다. 

본 발명은 끝으로 상기 정의된 바와 같은 화학식 Ia, Ib 및 II의 신규한 항원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을 하기 실시예, 서열표 및 도면에 의해 추가로 설명한다.

서열 번호 1은 HIV I의 gp120 영역으로부터의 한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2는 HIV I의 gp120 영역으로부터의 다른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3은  HIV  I,  아형  O의  gp120  영역으로부터의  다른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
고;

서열 번호 4는 HIV I의 gp41 영역으로부터의 한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5는 HIV I의 gp41 영역으로부터의 다른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6은 HIV I의 gp41 영역으로부터의 또 다른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7은 HIV I, 아형 O의 gp41 영역으로부터의 한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8은 HIV I, 아형 O의 gp41 영역으로부터의 다른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9는  HIV  I,  아형  O의  gp41  영역으로부터의  또  다른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
내고;

서열 번호 10은 HIV II의 gp32 영역으로부터의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11은 HCV의 NS5 영역으로부터의 한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12는 HCV의 Core 영역으로부터의 한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13은 HCV의 NS4 영역으로부터의 한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14는 HCV의 NS4 영역으로부터의 다른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15는 HCV의 NS4 영역으로부터의 또 다른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16은 HCV의 Core 영역으로부터의 다른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내고; 

서열 번호 17은 HCV의 NS3 영역으로부터의 한 에피토프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낸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재조합 HIV p24 항원의 아미노산 서열을 도시한다.

도  2는  모노머  및  멀티머  루테늄화된  HIV-gp120  항원을  사용하는  경우,  이중  항원  브리지 시험에
서 측정된 신호의 비교를 도시한다.

도  3은  모노머  및  멀티머  비오틴화된  HIV-gp41  항원을  사용하는  경우,  이중  항원  브리지 시험에
서 측정된 신호의 비교를 도시한다.

실시예

실시예 1

펩티드 에피토프 영역의 합성

펩티드  에피토프  영역을  예를  들어,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스(Applied  Biosystems)  A431  또는 
A433과 같은 배치 펩티드 합성기에서 플루오레닐메틸옥시카르보닐(Fmoc) 고체상 펩티드 합성법에 의해 합
성하였다.  이를 위해, 4.0 당량의 표 1에 기재된 각각의 아미노산 유도체를 사용하였다:

[표 1]

 A  Fmoc-Ala-OH

 C  Fmoc-Cys(Trt)-OH

 D  Fmoc-Asp(tBu)-OH

 E  Fmoc-Glu(tBu)-OH

 F  Fmoc-Phe-OH

 G  Fmoc-Gly-OH

 H  Fmoc-His(Trt)-OH

 I  Fmoc-Ile-OH

 K1  Fmoc-Lys(페닐아세틸)-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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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2  Fmoc-Lys(Boc)-OH

 K3  Fmoc-Lys(Fmoc)-OH

 K4  Fmoc-Lys(BPRu)-OH

 L  Fmoc-Leu-OH

 M  Fmoc-Met-OH

 N  Fmoc-Asn(Trt)-OH

 P  Fmoc-Pro-OH

 Q  Fmoc-Gln(Trt)-OH

 R  Fmoc-Arg(Pmc)-OH

 S  Fmoc-Ser(tBu)-OH

 T  Fmoc-Thr(tBu)-OH

 U  Fmoc-βAla-OH

 V  Fmoc-Val-OH

 W  Fmoc-Trp-OH

 Y  Fmoc-Tyr(tBu)-OH

 Z  Fmoc-ε-아미노카프로산-OH

 Nle  Fmoc-ε-노르루신-OH

 Abu  Fmoc-γ-아미노부티르산-OH

시스테인  잔기가  펩티드  서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체상에서의  산화를 헥사플루오로이소프
로판올/디클로로메탄중의 요오드를 사용하여 합성의 완료 후에 즉시 수행한다. 

아미노산  또는  아미노산  유도체를  N-메틸피롤리돈중에  용해시켰다.   펩티드를  400  내지  500㎎의 
4-(2',4'-디메톡시페닐-Fmoc-아미노메틸)-페녹시  수지(Tetrahedron  Letters  28(1987),  2107)상에서  0.4 
내지 0.7 mmol/g의 로딩(JACS 95(1973), 1328)으로 합성하였다.  결합 반응을 반응 매질로서 디메틸포름
아미드중에서 Fmoc-아미노산 유도체에 대해 4 당량의 N-히드록시벤조트리아졸과 4 당량의 디시클로헥실카
르보디이미드로 20 분간 수행하였다.  디메틸포름아미드중의 20% 피페리딘을 사용하여 각각의 합성 단계 
후 20 분 내에 Fmoc 기를 분해하였다.

합성  수지로부터  펩티드의  유리  및  페닐아세틸  보호기를  제외한  산-불안정성  보호기의  절단은 20
㎖의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0.5㎖의 에탄디티올, 1㎖의 티오아니졸, 1.5 g의 페놀 및 1㎖의 물로 실온에
서 40 분내에 이루어졌다.  이후, 반응 용액을 300㎖의 냉각된 디이소프로필 에테르와 혼합시키고, 40 분 
동안 0℃에서 유지시켜 펩티드를 완전히 침전시켰다.  침전물을 여과하고, 다시 디이소프로필 에테르로 
세척하고, 소량의 50% 아세트산중에 용해시키고, 동결 건조시켰다.  수득한 미정제 물질을 적합한 구배
(용리액 A: 물, 0.1%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용리액 B: 아세토니트릴, 0.1%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를 사
용하여 델타-PAK RP C18 물질(칼럼 50 x 300㎜, 100Å, 15μ)상에서 정제 HPLC에 의해 약 120분 동안 정
제하였다.  용리된 물질의 확인은 이온 분무 질량 분광법에 의해 수행하였다.

펩티드의  유리  아미노기에  적당한  활성  에스테르  유도체,  예를  들어 디곡시제닌-3-카르복시메틸
에테르-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 (Boehringer  Mannheim  GmbH,  Mannheim,  GER)를  결합시킴으로써, 
합텐 표지, 예를 들어 디곡시제닌 또는 디곡신 표지를 용액 중에서 도입시켰다.  유도체화할 펩티드를 
DMSO 및 0.1 M 인산 칼륨 완충액 pH 8.5의 혼합물에 용해시켰다.  그 후, 소량의 DMSO 중에 용해되어 있
는 유리 일차 아미노기 당 활성 에스테르 2 당량을 한방울씩 첨가하고, 실온에서 교반시켰다.  반응을 분
석 HPLC에 의해 관찰하였다.  생성물을 정제 HPLC에 의해 정제시켰다.

라이신  유도체  K1을  합텐  표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위치를  위해  사용하였다.   라이신 유도
체 K2를 합텐 표지화가 일어나야 하는 위치를 위해 사용하였다.  라이신 유도체 K3를 스페이서 영역에서 
펩티드에 ε-아미노기를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다.

펩티드가  여전히  페닐아세틸로  보호된  라이신을  함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기를  일부  유기 
용매를 함유하는 수성 매질 중에서 페니실린 G 아미다아제를 사용하여 최종 단계에서 실온 하에 효소적으
로 절단시켰다.  효소를 여과시키고, 펩티드를 정제 HPLC에 의해 정제시켰다.  용리된 물질의 확인은 이
온 분무 질량 분광법에 의해 수행하였다.

루테늄 마커기를 루테늄(비스피리딜)3-카르복실산 유도체 (BPRu-COOH), 예를 들어 

Ru-(비스피리딜)3
2+
-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에  의해  N-말단에  도입하거나,  ε-유도체화된  라이신 

잔기 K4 (Fmoc-Lys(BPRu)OH)에 의해 서열내로 도입하였다.

비오틴  표지를  수지상에서  유도체화에  의해(비오틴  활성  에스테르)  N-말단에  도입하거나, 비오틴
으로 적당하게 ε-유도체화된 라이신에 의해 루테늄 표지의 도입과 유사하게 서열내로 도입하였다.

측쇄  멀티머  펩티드를  선형  펩티드의  합성과  유사하게  합성하였다.   이  경우,  낮은  로딩  밀도, 
예를 들어 0.2 mmol/g의 로딩을 가지는 수지를 고체상으로서 선택하였다.  비스 Fomc-보호 디아미노 카르
복실산, 예를 들어 Fmoc-Lys(Fmoc)-OH를 가지화(branching)를 위해 사용하였다.

제조된 펩티드는 표 2 및 3에 열거되어 있다.

표  2a-2d에  개시된  펩티드  화합물은  HIV  I  및  HIV  II의  영역  gp120,  gp41  및  gp32로부터 제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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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a]

SH-활성화 선형 펩티드

gp41/1 CUZU-WGIRQLRARLLALETLLQN

gp41/2 CUZU-LSLWGCKGKLVCYTS

gp41/4 CUZU-ALETLLQNQQLLSLW

gp120 CUZU-IDIQEMRIGPMAWYS

[표 2b]

디곡시제닌-표지화 선형 펩티드

gp120 디곡시제닌-3-cme-UZU-NNTRKSISIGPGRAFYT

디곡시제닌-3-cme-UZ-NTTRSISIGPGRAFY

디곡시제닌-3-cme-UZU-IDIQEERRMRIGPGMAWYS

gp41/1 디곡시제닌-3-cme-UZU-AVERYLKDQQLLGIW

디곡시제닌-3-cme-ZUZU-AVERYLKDQQLLGIW

디곡시제닌-3-cme-UZ-QARILAVERYLKDQQLLGIWGASG

디곡시제닌-3-cme-ZGGGG-QARILAVERYLKDQQLLGIWGASG

디곡시제닌-3-cme-UZU-WGIRQLRARLLALETLLQN

gp41/2 디곡시제닌-3-cme-UZU-LGIWGCSGKLICTTAV

LGIWGCSGK-(cme-3-디곡시제닌)-LICTTAV

디곡시제닌-3-cme-UZU-LGIWGCSGK-(cme-3-

디곡시제닌)-LICTTAV

디곡시제닌-3-cme-ZU-GCSGKLICTTAVPWNASWS

GCSGK-(cme-3-디곡시제닌)-LICTTAVPWNASWS

GCSGKLICTTAVPWNASWSK(cme-3-디곡시제닌)G

디곡시제닌-3-cme-UZU-LSLWGCKGKLVCYTS

gp41/3 디곡시제닌-3-cme-UZU-KDQQLLGIWGSSGKL

gp41/4 디곡시제닌-3-cme-UZU-ALETLLQNQQLLSLW

gp32 디곡시제닌-3-cme-Z-NSWGCAFRQVCHTT

[표 2c]

루테늄화된 선형 펩티드

gp120

gp41/1

gp41/2

gp41/3

gp41/4

gp32

[표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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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화된 펩티드

gp120 (NTTRSISIGPGRAFY-AbuZ AbuZ)2-K-Z-AbuZ-K-(Bi)

((NTTRSISIGPGRAFY-ZU)2-K-UU-K-(Bi)

((NNTRKSISIGPGRAFYT-UZU-K)2-UZU-

NNTRKSISIGPGRAFYT-UZU-K)2-UZU-Bi

gp120 (NTTRSISIGPGRAFY-ZU)2-K-UU-K-(BPRu)

하기  표  3a-d에  개시된  펩티드는  HCV의  NS5  영역,  NS4  영역,  Core  영역  및  NS3  영역으로부터 합
성하였다.

[표 3a]

SH-활성화 선형 펩티드

NS4/3 C-UZ-SRGNHVSPTHYVPESDAA

[표 3b]

합텐-표지화 선형 펩티드

NS5/1 디곡시제닌-3-cme-UZU-SRRFAQALPVWARPD

Core2m 디곡시제닌-3-cme-U-PQDVKFPGGGQIVGGV

NS4/1 디곡시제닌-3-cme-UU-Nle-EEASQHLPYIEQ

NS4/2 디곡시제닌-3-cme-UU-QKALGLLQT

NS4/3 디곡시제닌-3-cme-UZU-SRGNHVSPTHYVPESDAA

Core1 디곡시제닌-3-cme-UZU-KNKRNTNRR

Core1+2 디곡시제닌-3-cme-U-PQRKNKRNTNRRPQDVKFPGGGQIVGVV

NS3/1 디곡시제닌-3-cme-UZ-AWYELTPAETTVRLRAYMNTPGLPV

[표 3c]

루테늄화된 선형 펩티드

Core1 BPRu-GGGG-KNKRNTNRR

Core1+2 BPRu-UZU-KNKRNTNRRPQDVKFPGGGQIVGGV

NS4/1+2 BPRu-UZU-SQHLPYIEQG-NleNle-LAEQFKQQALGLLQT

NS4/3m BPRu-UZ-SRGNHVSPTHYVPESDAA

NS5/1 BPRu-UZ-SRRFAQALPVWARPD

Core1+2+3 BPRz-UZ-KNKRNTNRRPQDVKFPGGGQIVGGVLLPRR

Core1m BPRu-UZ-NPKPQKKNKRNTNRR

Core3m BPRu-UZ-GQIVGGVYLLPRRGPRLG

Core2m BPRu-UZ-PQDVKFPGGGQIVGGV

NS4/3m-I BPRuz-UZU-SRGNHVSPTHYVPESDAA

NS4/1 BPRu-UZU-SQHLPYIEQ

[표 3d]

가지화된 펩티드

NS4/3m (SRGNHVSPTHYVPESDAA-UU)2 KUUK (BPRu)

(SRGNHVSPTHYVPESDAA-UU)4 K2KUUK (BPRu)

(SRGNHVSPTHYVPESDAA-UU)8 K4U4K2KUUK (BPRu)

(SRGNHVSPTHYVPESDAA-UU)2 KUUK (Z-Bi)

(SRGNHVSPTHYVPESDAA-UU)4 K2KUUK (Z-Bi)

(SRGNHVSPTHYVPESDAA-UU)8 K4U4K2 KUUK (Z-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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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

펩티드 에피토프를 가지는 담체-결합 멀티머 항원 (폴리합텐)의 합성

예를  들어,  추가  시스테인을  도입시킴으로써  반응성  메르캅토기를  가지는  적당한  펩티드를 합성
하였다 (표 2a 및 2b 참조).  이러한 공정에서, 펩티드는 N- 또는 C-말단 또는 서열내의 모든 목적하는 
위치에서 이른바 링커로 변형될 수 있다.  상응하는 펩티드를 실시예 1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합성하였다.

폴리합텐을  생성시키는  반응에  있어서는, NH2 기를  함유하는  담체를  먼저  마커기의  적당한  활성 에

스테르로 로딩시키고, 그 후 바람직하게는 말레인이미도헥실- (MHS) 또는 말레인이미도프로필-N-히드록시
숙신이미드 에스테르 (MPS)로 처리함으로써 말레인이미도알킬기로 로딩시켰다.  이에 의해, 담체내의 일
차 아미노기(예를 들어, 라이신 잔기의 ε-아미노산 사슬)는 부분적으로 표지되고, 다른 부분은 말레인이
미드기로 전환되었다.

바람직하게는,  담체를  활성  에스테르와  5  내지  20  mg/ml의  농도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2  내지  4 
시간 동안 0.1 mol/l 인산 칼륨 완충액 pH 7.0-8.5 에서 반응시켰다.  저분자 성분을 투석 또는 겔 크로
마토그래피 (AcA 202-Gel, 용리액 0.1 mol/l 인산 칼륨 완충액 pH 7-8.5)에 의해 분리시켰다.

그  후,  펩티드  또는  펩티드  혼합물을  추가  단계로  0.1  mol/l  인산  칼륨  완충액  pH  8.5에서 MHS-
변형된 표지 담체 상의 반응성 메르캅토기와 실온에서 6 시간 동안 결합시켰다.  비-반응 펩티드를 투석 
또는 겔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분리시켰다.

표지를  직접  펩티드  상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폴리합텐을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고, 
적당하게 표지된 SH-활성화 펩티드를 사용하였다.

토끼  IgG,  우혈청  알부민,  β-갈락토시다아제,  아미노-덱스트란  및  소  Fab  항체  단편을  담체로서 
사용하였다.  담체에 펩티드 서열의 로딩은 몰 기준으로 1:2 내지 1:20이었다.  담체에 마커기의 로딩은 
몰 기준으로 1:1 내지 1:20이었다.

실시예 3

폴리-p24-BSA-BPRu에  의해  예시되는  폴리펩티드  에피토프를  함유하는  담체-결합  멀티머  항원 (폴
리합텐)의 합성

1. 원리

우혈청  알부민(BSA)을 루테늄-(비스-피리딜)3
2+

-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BPRu)  및 말레인

이미도헥사노일-N-히드록시숙신이미드 에스테르(MHS)와 기재된 순서로 반응시키고, 각 단계에서 유리 비-
결합 유도체화 시약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투석시켰다.

도 1에 개시된 아미노산 서열을 갖는 E.coli로부터의 재조합 p24 항원(Ghrayeb 및 Chang, 
DNA5(1986), 93-99)을 N-숙신이미딜-S-아세틸티오프로피오네이트(SATP)와 반응시켜 아미노기를 통해 티올 
잔기를 도입시키고, 유리 비-결합 SATP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투석시켰다.

활성화된  p24  항원내의  SH기를  유리시킨  후에,  이것을  BSA-BPRu의  말레인이미도기에  결합시켰다.   
과량의 기능적 결합기를 시스테인 및 N-메틸말레인이미드로 포획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그  후에,  생성물을  반응  혼합물로부터  세파크릴(Sephacryl)  S  200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단리시켰다.

2.1 BSA (MH)-BPRu의 합성

5  몰배  과량의  BPRU  시약(DMSO중에  47mg/ml를  함유하는  BPRU  원액  0.4ml)을  pH  8.0의  PBS 완충액
중에 20mg/ml의 단백질 농도인 BSA 250 mg에 첨가하였다.

첨가한  후에,  이것을 25
o
C에서  75분간  더  교반시켰다.   그  후에,  라이신을  10mmol/l의  최종 농도

까지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25
o
C에서 30분간 더 교반시켰다.

존재하는  BSA의  SH기를  요오도아세트아미드를  10mmol/l의  최종  농도까지  첨가하여 유도체화시켰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혼합물을 25
o
C 및 pH 8.0에서 45분간 더 교반시켰다.

유리  비-결합  유도체화  시약을  500배  초과  부피의  pH가  7.5인  PBS  완충액(50mmol/l의  Na  인산염, 

150mmol/l의 NaCl, pH 7.5)에 대한 투석(20시간, 4
o
C)에 의해 완전하게 분리시켰다.

BPRU의 혼입은 1몰의 BSA 당 4.7이었다.  수율은 220mg의 BSA-BPRU(89%) 이었다.

그런  다음,  25  몰배  과량의  MHS  시약(DMSO중에  50mg/ml를  함유하는  MHS  원액  0.5ml)을  pH  7.1의 

PBS 완충액중에 20mg/ml의 단백질 농도인 BSA-BPRU 220 mg에 첨가하고, 25
o
C에서 60분간 더 교반시켰다.

라이신을 10mmol/l의 최종 농도까지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25
o
C에서 30분간 더 

교반시켰다.

유리  비-결합  MHS  시약을  500배  초과  부피의  pH가  7.5인  PBS  완충액에  대한  투석(20시간, 4
o
C)에 

의해 완전하게 분리시켰다.  수율: 210mg의 BSA(MG)-BPRU(84%).

2.2 p24 항원(SATP)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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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몰배  과량의  SATP  시약(DMSO중에  35mg/ml를  함유하는  SATP  원액  0.06ml)을  pH가  7.1인  0.1M의 

Na 인산염, 0.1%(w/v)의 SDS중에 10mg/ml의 단백질 농도인 p24 항원 100mg에 첨가시키고, 이것을 25
o
C에서 

60분간 더 교반시켰다.

그  후에,  라이신을  10mmol/l의  최종  농도까지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25
o
C에서  30분간  더 

교반시켰다.

후속하여, 유리 비-결합 SATP 시약을 500배 초과 부피의 pH가 6.5인  0.1mol/l의 Na-인산염, 
0.1%(w/v)의 SDS에 대한 투석(20시간, 실온)에 의하여 완전하게 분리시켰다.

수율: 95mg p24 항원 (SATP) (95%).

2.3 폴리-p24-항원 BSA-BPRU의 합성

히드록실아민(1 mol/l; Merck)을 pH가 7.5인 0.1mol/l의 Na-인산염, 0.1%(w/v)의 SDS중에 
10mg/ml의 단백질 농도인 p24 항원(SATP) 95mg에 30mmol/l의 최종 농도로 첨가시켰다.

18mg의  BSA(MH)-BPRU를  첨가하고,  혼합물을  9mg/ml의  단백질  농도(pH  7.1; 25
o
C)로  60분간  더 교

반시켰다.  반응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시스테인을 2mmol/l의 최종 농도로 첨가하고, pH 7.1에서 30분간 
더 교반시켰다.  후속하여, N-메틸말레이미드(Sigma)를 5mmol/l의 최종 농도로 첨가하고, 이것을 pH 7.1 

및 25
o
C에서 30분간 더 교반시켰다.

상기의  방식으로  정지시킨  혼합물을  18시간  동안  실온(RT)에서,  pH가  6.5인  500배  초과  부피의 
0.1mol/l의 Na-인산염, 0.1%(w/v)의 SDS에 대하여 투석시키고, 세파크릴 S 200 칼럼(Pharmacia)상에서 정
제시켰다.  칼럼 조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반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3.0  cm/시간, 이동 완충액 
0.1mol/l Na-인산염, 0.1%(w/v) SDS, pH 6.5, 조작 온도 실온(RT).

칼럼  조작은  병류  광도계에  의해  280nm의  파장에서  모니터되고,  분획(분획  크기는  칼럼  부피의 
약 0.5%)으로 분취되었다.

UV  기록에  따라,  고분자량  용리  프로필의  분획들을  푸울로  모으고,  생성물을  YM30  막(Amicon)을 

갖는 아미콘(Amicon) 교반 셀에서 10mg/ml의 단백질 농도로 농축시키고, -80
o
C에서 동결시켰다.

혼입: 1몰의 p24 항원-BSA-BPRU 당 5몰의 p24 항원.  수율: 19mg.

 실시예 4

멀티머 항원의 사용에 의한 브리지 시험 방식의 감도 개선

a) 담체-결합된 멀티머 항원 (폴리합텐)

비오틴화  폴리합텐의  다양한  변형체를  모노머  디곡시제닌화된  합텐,  즉  동일한  몰량의 비오틴화
되거나 디곡시제닌화된 합텐과 배합하여 이중-항원 면역분석법에서 사용하였다.  HIV의 gp120 영역으로부
터의 아미노산 서열 NNTRKSISIGPGRAFYT를 에피토프로서 사용하였다.  합텐은 실시예 1 및 2의 방법으로 
합성하였다.  다양한 비오틴화 폴리합텐에 대한 천연 항-HIV 혈청의 상대적 반응성을 대응하는 비오틴화 
모노머 합텐에 대한 혈청의 반응성(=100% 반응성)으로 표준화시켰다.

상기 실험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담체 분자 담체 분자 당 

유효 로딩

반응성: 모노머 항원(=100%)과 
비교한 값

비오틴 펩티드

BSA(MW:69000)

(약 627 Aa)

1

1

4.2

5.1

약 173.0%

약 185.0%

β-Gal(MW:465000)

(약 4227 Aa)

1

1

1

2.2

3.6

9.4

약 123.5%

약 151.8%

약 125.0%

소-Fab(MW:75000)

(약 685 Aa)

1 5.9 약 146.0%

b) 멀티머 가지화된 항원

모노머  또는  멀티머  가지화된  에피토프를  갖는  비오틴화되고  루테늄화된  항원을  브리지  시험 방
식에서의 이중 항원 면역분석법에서 비교하였다.

HCV의  NS4  영역으로부터의  하나의  에피토프(서열  SRGNHVSPTHYVPESDAA)의  경우에는,  브리지 시험
에서 모노머 비오틴화된 항원 및 모노머 루테늄화된 항원의 배합을 멀티머 가지화된 비오틴화된 항원(표 
3d의 2째줄 참조) 및 모노머 루테늄화된 항원의 배합과 비교하였다.  신호 차이, 즉 포지티브 및 네거티
브 시료 사이에서 측정된 신호의 비를 결정하였다.  신호 차이가 크다는 것은 감도가 더 우수함을 의미한
다.  멀티머 비오틴화된 항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 모노머 항원의 배합에 대한 단지 208의 신호 차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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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386의 신호 차이가 얻어졌다.

이중  항원  브리지  시험을  HIV의  gp120  영역으로부터의  항원  서열을  사용하여  유사하게 수행하였
다.  사용된 에피토프는 NTTRSISIGPGRAFY의 아미노산 서열을 가진다.  모노머 비오틴화된 항원 및 모노머 
루테늄화된 항원의 배합을 멀티머 가지화된 비오틴화된 항원(표 2d, 2째줄 참조) 및 멀티머 루테늄화된 
항원(표 2d, 4째줄 참조)의 배합과 비교하였다.  두 멀티머 항원의 배합을 사용하는 시험에서는, 12의 포
지티브와 네거티브 시료 사이의 신호 차이가 측정되었다.  대조적으로, 두 모노머 항원의 배합은 단지 10
의 신호 차이만을 가진다.

실시예 5

멀티머 담체-결합된 항원의 사용에 의한 브리지 시험 방식의 감도 개선

모노머  비오틴화된  항원  및  모노머  루테늄화된  항원의  배합을  브리지  시험에서  모노머 비오틴화
된 항원 및 담체-결합된 멀티머 루테늄화된 항원(담체 분자: 우혈청 알부민; 에피토프: HIV-p24 항원; 실
시예 3에 따라 제조)의 배합, 및 담체-결합된 멀티머 비오틴화된 항원 및 모노머 루테늄화된 항원의 배합
과 함께 검사하였다.  두 개의 다른 포지티브 시료(HIV 혈청)에서, 각 경우에 2의 포지티브/네거티브 신
호 차이가 두 모노머 항원의 배합에서 발견된 반면, 모노머 비오틴화된 항원 및 멀티머 루테늄화된 항원
의 배합은 19 및 7의 차이를 주고, 멀티머 비오틴화된 항원 및 모노머 루테늄화된 항원의 배합은 4 및 3
의 차이를 주었다.

모노머  비오틴화된  항원  및  다른  멀티머  루테늄화된  항원(담체  분자:  토끼의  면역글로불린)을 배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3, 22 및 10의 훨씬 더 큰 포지티브/네거티브 신호 차이가 세 개의 다른 포지
티브 시료에서 모노머 항원들의 배합에 대한 2, 9 및 8과 비교하여 발견되었다.

또  다른  에피토프(HIV-gp41  영역으로부터의  재조합  단백질)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노머  항원에 
비해 멀티머 항원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모노머 비오틴화된 항원 및 디곡시제닌화된 
항원을 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브리지 시험에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사이의 차이가 실제로 전혀 
발견되지 않은 반면, 멀티머 폴리합텐의 배합은 매우 우수한 차이를 나타냈다.

실시예 6

멀티머 항원의 사용에 의한 브리지 시험 방식의 감도 개선

고정된  모노머  항원과  표지  멀티머  항원의  배합이  넓은  농도  범위의  특이적  면역글로불린에  대해 
최적 감도를 달성하는데 특히 바람직하다.  사용되는 바람직한 양은 0.2 내지 10 및 특히 0.2 내지 8당량
의 표지 에피토프에 대해 1당량의 고정된 에피토프이다.  

도  2는  에피토프  비율이  1:1(곡선  1)인  모노머  비오틴화된  항원과  모노머  루테늄화된  항원의 배
합 및 에피토프 비율이 1:2(곡선 2) 및 1:4(곡선 3)인 모노머 비오틴화된 항원과 멀티머 루테늄화된 담체
-결합 항원의 배합의 비교를 도시한다.  

HIV의  gp120  영역으로부터의  실시예  4a에  기술된  서열을  에피토프로서  사용하였다.   멀티머 항원
에 대한 담체 분자는 BSA이었다.  담체에 에피토프기의 로딩은 몰 기준으로 5:1이고, BPRu기의 로딩은 몰 
기준으로 3:1이었다.  

멀티머  항원의  사용이  훅  효과를  감소시키고  일반적으로  감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도  2로부터 명
백하다.  

실시예 7

마커기의 수를 증가시키므로써 멀티머 항원을 사용하는 경우 브리지 시험 방식의 감도 개선

시험  감도의  또  다른  개선은  에피토프  영역을  차폐하지  않거나  소수성을  증가시키므로써 비특이
적 바탕값을 증가시키지 않고, 마커기 및 고체상 결합기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달성된다.  

소  Fab  항체  단편  담체에  결합된  HIV의  gp120  영역으로부터의  에피토프(실시예  4b  참조)를 함유
한 디곡시제닌화된 멀티머 항원들을 비교하였다.  각 경우에 있어서, 담체에 몰 기준으로 1:6 내지 1:7 
범위로 펩티드 에피토프를 로딩시켰다.  담체에 디곡시제닌기의 로딩은 1:2 및 1:4 이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표  5에  기재되어  있다.   감도의  비-선형  개선  및  훅  효과의  상당한  감소가 마
커기의 수를 증가시키므로써 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시료 화학량론

담체:디곡시제닌

1:4

화학량론

담체:디곡시제닌

1:2

측정 범위의 역학 

희석 단계

mA mA

1/16384 36 148

1/8192 48 159

1/4096 49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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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8 82 158

1/1024 132 159

1/512 302 157

1/256 675 164

1/128 1503 190

1/64 3493 259

1/32 7436 480

1/16 9306 1066

1/8 9449 3036

1/4 9449 3378

1/2 9449 2694

희석되지 않음 9474 2266

실시예 8

멀티머 항원의 사용에 의한 안정성 개선

모노머  및  멀티머  항원의  안정성을  시험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래의  신호  강도에  대한 
35℃에서 3일 동안의 인큐베이션 이후의 신호 회수율을 측정하였다.  

두  개의  시료에  대해  3.0  및  4.0%의  신호  회수율을  새로운  비오틴화된  모노머  항원과  배합된 HIV
의 gp120 영역으로부터의 모노머 루테늄화된 항원(실시예 4의 서열 참조)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담체-결
합 멀티머 루테늄화된 항원(담체: 토끼 IgG, 담체 분자당 4개의 마커기 및 3개의 에피토프)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시험 조건하에서 73.1 및 73.6%의 신호 회수율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에피토프  서열을  갖는  비오틴화된  모노머  항원을  모노머  루테늄화된  항원과  배합하여, 담
체-결합 비오틴화된 멀티머 항원(담체:토끼 IgG, 담체당 18개의 비오틴기 및 3개의 에피토프)과 함께 유
사한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25.0 및 37.0%의 신호 회수율을 모노머 비오틴화된 항원에 대해 측정하고, 
120.3 및 79.9%의 신호 회수율을 멀티머 항원에 대해 측정하였다.  

실시예 9

저 친화성 항원과의 반응성에 관한 감도 개선

멀티머  항원은  저  친화성의  특이적  면역글로불린을  검출하기  위해,  예를  들어  최근의  혈청전환의 
경우와 새로운 바이러스 아형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루테늄화된 멀티머 항원

포지티브/네거티브  신호  차이를  HIV의  NS4/3  영역으로부터의  에피토프  서열을  갖는  항원을 사용
하여 조사하였다.  모노머 루테늄화된 항원 및 모노머 비오틴화된 항원의 배합에 의하면 두 개의 다른 포
지티브 혈청전환 시료에서 3 및 1의 포지티브/네거티브 신호 차이가 발생하였다.  즉, 포지티브 시료가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멀티머 IgG 담체-결합 비오틴화된 항원 및 멀티머 IgG 담체-결합 루테
늄화된 항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1의 신호 차이가 각 경우에서 측정되었다.  멀티머 항원의 사용만이 
포지티브 시료가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도록 한다.  

b) 비오틴화된 멀티머 항원

HIV의  gp41  영역으로부터의  동일한  펩티드  에피토프(gp41/3)를  담체-결합  멀티머  항원으로서  및 
모노머 항원으로서 각 경우에서 비교하였다.  각 경우에 있어서, 50 ng/ml의 비오틴화 및 디곡시제닌화된 
모노머 펩티드를 사용하였다.  멀티머 항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50ng/ml의 "펩티드 당량"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펩티드의 양은 폴리합텐의 로딩 정도로부터 계산하였다.  시험을 ES700 자동 분석
기에서 수행하였다.  

시료로서  다양한  혈청전환  패널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도  3은  패널이  디곡시제닌화된 
폴리합텐을 사용하는 시험에서는 포지티브로서 정확하게 분류된 반면에, 모노머 항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는 잘못된 네거티브 결과가 얻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컷오프(cut-off) 지수는 실험의 네거티브 및 포
지티브 평가 사이의 경계다.  그것은 네거티브 대조치의 두배로서 정의된다.  

[서열목록]

(1) 일반적 사항

(i) 출원인: 

(A) 성명: 뵈링거 만하임 게엠베하

(B) 스트리트: 잔트호퍼 슈트라쎄 116

(C) 시티: 만하임

(E) 국가: 독일연방공화국

(F) 우편 번호: 68305

(ii) 발명의 명칭: 멀티머 항원을 사용하는 특이적 면역글로불린의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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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열의 수: 17개

(iv) 컴퓨터 판독 형태:

(A) 매체 유형: 플로피 디스크

(B) 컴퓨터: IBM PC 호환기종

(C) 작동 시스템: PC-DOS / MS-DOS

(D) 소프트웨어: PatentIn Release #1.0, 버전 # 1.25 (EPA)

[서열 1]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17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 1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gp120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1:

[서열 2]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16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 1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gp120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2:

[서열 3]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19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25-15

1019970700497



(vi) 기원:

(A) 생물명: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 1

(B) 주명: 아형 0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gp120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3:

[서열 4]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24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 1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gp41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4:

[서열 5]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23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 1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g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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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5:

[서열 6]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15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 1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gp41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6:

[서열 7]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15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 1

(B) 주명: 아형 0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gp41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7:

[서열 8]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15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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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 1

(B) 주명: 아형 0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gp41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8:

[서열 9]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19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 1

(B) 주명: 아형 0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gp41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9:

[서열 10]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27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타입 2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g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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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10:

[서열 11]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15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C형 간염 바이러스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NS5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11:

[서열 12]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16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C형 간염 바이러스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Core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12:

[서열 13]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12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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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생물명: C형 간염 바이러스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NS4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13:

[서열 14]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9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C형 간염 바이러스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NS4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14:

[서열 15]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18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C형 간염 바이러스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NS4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15:

[서열 16]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28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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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C형 간염 바이러스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Core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16:

   

[서열 17]

(i) 서열의 특성:

(A) 서열의 길이: 25 아미노산

(B) 서열의 형: 아미노산

(D) 형태: 직쇄상

(ii) 서열의 종류: 펩티드

(iii) 추정 서열: 아니오

(vi) 기원:

(A) 생물명: C형 간염 바이러스

(viii) 게놈내에서의 위치: 

(A) 염색체/세그먼트명: NS3

(xi) 서열 기재: 서열 번호: 17: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료액을  고체상의  존재하에,  제  1  항원이  하나  이상의  마커기를  함유하고,  제  2  항원이  (a) 고
체상에 결합되거나 (b) 고체상에 결합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에 대한 2개의 항
원과 함께 인큐베이션하는 단계; 및

고체상,  액체상,  또는  고체상  및  액체상에서  마커기를  검출하므로써  항체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시료액내의 특이적 항체의 면역학적 측정방법으로서, 2개의 항원중 1개 이상이 항체와 반응하는 
수개의 동일한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측정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표지  항원이  수개의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제  2  고체상  항원이  수개의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
정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표지  항원  및  제  2  고체상  항원이  수개의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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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방법.

청구항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수개의  에피토프  영역이  공유결합되는 측정하고
자 하는 항체와 반응하지 않는 담체를 포함하는 항원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하기 화학식의 항원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방법: 

(P-)nT(-L)m (Ia)또는T(-P-Lm)n (Ib) 

상기식에서,  T는  담체를  나타내고,  P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면역학적  반응성  에피토프  영역을 함
유하고 담체에 공유결합된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서열을 나타내며, L은 담체 또는 펩티드 또는 폴리펩
티드 서열에 공유결합된 마커기 또는 고체상에 결합할 수 있는 기를 나타내고, n은 1 초과 내지 40의 수
이며, m은 1 내지 10의 수이다.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P가  에피토프  영역  이외에  면역학적  비활성  스페이서  영역을  임의로  함유하는 
6 내지 50개 아미노산 길이의 합성 펩티드 서열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방법.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P가  1000개  이하의  아미노산  길이의  재조합  폴리펩티드  서열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방법.

청구항 9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서로  직접  공유결합되거나  스페이서  영역을  통해 
공유결합된 수개의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항원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방법.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1개  이상의  가지화  부위  및  1개  이상의  마커기  또는  고체상에  결합할  수  있는 
기를 함유하는, 하기 화학식 (II)의 항원이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방법: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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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
)t]s}r(II)

상기식에서, P
1
,
 
P
2
, P

3 
및 P

4
는  2개  이상의  펩티드  서열이  동일하거나  상이한  면역학적  반응성 에

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50개 이하의 아미노산 길이의 펩티드 서열을 나타내고, r은 1 또는 2이며, s는 
0 내지 4의 정수이고, t는 0 내지 8의 정수이다. 

청구항 11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아미노산  서열이  면역학적  비활성  스페이서 영역
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수개의 면역학적 반응성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재조합 융합 폴리펩티드가 수
개의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항원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측정방법.

청구항 12 

반응성 고체상, 및 제 1 항원이 마커기를 함유하고, 제 2 항원이 (a) 고체상에 결합되거나 
(b) 고체상에 결합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에 대한 2개의 항원을 포함하는 시료
액내의 특이적 항체의 면역학적 측정용 시약으로서, 2개의 항원중 1개 이상이 측정하고자 하는 항체와 반
응하는 수개의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시약.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2개의  항원중  1개  이상이  수개의  동일한  에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14 

하기 화학식의 항원:  

(P-)nT(-L)m (Ia)

상기식에서,  T는  담체를  나타내고,  P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면역학적  반응성  에피토프  영역을 함
유하고 담체에 공유 결합된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서열을 나타내며, L은 담체에 공유결합된 마커기 또
는 고체상에 결합할 수 있는 기를 나타내고, n은 1 초과 내지 40의 수이며, m은 1 내지 10의 수이다. 

청구항 15 

1개  이상의  가지화  부위  및  1개  이상의  마커기  또는  고체상에  결합할  수  있는  기를  함유하는 하
기 화학식 (II)의 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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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식에서, P
1
,
 
P
2
, P

3 
및 P

4
는  2개  이상의  펩티드  서열이  동일하거나  상이한  면역학적  반응성 에

피토프 영역을 함유하는, 50개 이하의 아미노산 길이의 펩티드 서열을 나타내고, r은 1 또는 2이며, s는 
0 내지 4의 정수이고, t는 0 내지 8의 정수이다.

청구항 16 

하기 화학식의 항원:  

T(-P-Lm)n (Ib)

상기식에서,  T는  담체를  나타내고,  P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면역학적  반응성  에피토프  영역을 함
유하고 담체에 공유 결합된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서열을 나타내며, L은 펩티드 또는 폴리펩티드 서열
에 공유결합된 마커기 또는 고체상에 결합할 수 있는 기를 나타내고, n은 1 초과 내지 40의 수이며, m은 
1 내지 10의 수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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