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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프라이머 특이성 유무에 의한 멀티플렉스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재조합 독감 바이러스

의 스크리닝 방법

요약

본 발명은 재조합 독감 바이러스(influenza virus)를 제조하는 과정 중 프라이머(primer)와 주형간의 결합특이성에 따른

멀티플렉스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multiplex RT-PCR)의 차이를 이용하여 재조합 독감 바이러스(influenza virus)의

유전자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약독화 독감 바이러스주의 유전자와 독성 바이러스주의

대응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중 상호간의 변이가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를 제작하고 하나의 반응에서 2 내지 3개

의 중합효소 연쇄반응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약독화 독감 바이러스주의 6개의 유전자와 독성바이러스의 2개의

유전자를 갖는 6:2 재조합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독감 바이러스, 생백신, 멀티플렉스 역전사 PCR, 재조합 바이러스, 스크리닝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는 약독화 바이러스주 HTCA-A101의 8개 RNA 단편 중 PB2에 대하여 수행한 표 1에 기재된 PB2 프라이머 세트를

사용한 RT-PCR 결과를 나타낸다. 이때, 상단에 표시된 M은 분자량 마커를 나타내며, 레인 1번 내지 9번은 본 발명에 따

른 PB2의 프라이머 세트 1 내지 9번을 의미하며, C는 포지티브 PB2 프라이머 세트를 나타낸다.

도 2는 네 종류의 독성 바이러스 [A/New Caledonia/20/99 (H1N1), A/Moscow/10/99 (H3N2), A/Beijing/262/95

(H1N1), A/Shangdong/9/93 (H3N2)]의 8개 RNA 단편 중 PB2에 대하여 표 1에 기재된 PB2 프라이머 세트를 사용한

수행한 RT-PCR 결과를 나타낸다. 이때, 상단의 숫자 및 문자는 도 1의 설명에서와 동일하다.

도 3은 두 종류의 독성 바이러스 [A/New Caledonia/20/99 (H1N1), A/Moscow/10/99 (H3N2)]와 약독화 바이러스주의

cDNA를 주형으로 하여 동일 조건에서 동시에 멀티플렉스 PCR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 3의 A는 독성 바이러스 A/

New Caledonia/20/99 (H1N1)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며 이때, 상단에 표시된 M은 분자량 마커를 나타내며, 약독화 바이

러스주의 8개 RNA 에 대한 결과는 레인 1은 PB2, PB1, NP, 레인 2 는 M, NS, PA, 레인 3 은 HA, NA 에 대한 프라이머

세트, 보다 구체적으로는 레인 1 은 PB2-2 (1002bp), NP-4 (853bp), PB1-6 (559bp), 레인 2 는 PA-5 (730bp), NS-5

(521bp), M-6 (326bp), 레인 3 은 HA-4 (1086bp), NA-4 (504 bp)를 사용한 결과이고, 레인 4 내지 6은 레인 1 내지 3

에서 사용한 프라이머와 동일한 프라이머 세트를 사용한 결과를 나타내며, 레인 7 내지 14는 8개 RNA 각각에 대한 포지티

브 대조군의 결과이며 이중 레인 13 및 14는 각각 A/New Caledonia/20/99 (H1N1)의 H1 아형 및 N1 아형에 특이적인

프라이머 세트를 사용한 결과이다. 도 3의 B는 독성 바이러스 A/Moscow/10/99 (H3N2)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며 이때,

상단에 표시된 M은 분자량 마커를 나타내며, 약독화 바이러스주의 8개 RNA 에 대한 결과는 레인 1은 PB2, PB1, NP, 레

인 2 는 M, NS, PA, 레인 3 은 HA, NA 에 대한 프라이머 세트, 보다 구체적으로는 레인 1 은 PB2-2 (1002bp), NP-4

(853bp), PB1-6 (559bp), 레인 2 는 PA-5 (730bp), NS-5 (521bp), M-6 (326bp), 레인 3 은 HA-4 (1086bp), NA-4

(504 bp)를 사용한 결과이고, 레인 4 내지 6은 레인 1 내지 3에서 사용한 프라이머와 동일한 프라이머 세트를 사용한 결과

를 나타내며, 레인 7 내지 14는 8개 RNA 각각에 대한 포지티브 대조군의 결과이며 이중 레인 13 및 14는 각각 A/

Moscow/10/99 (H3N2)의 H3 아형 및 N2 아형에 특이적인 프라이머 세트를 사용한 결과이다.

도 4는 독성 바이러스 A/New Caledonia/20/99 (H1N1)와 약독화 바이러스주를 하나의 수정란에 동시에 감염시켜 생장

시킨 뒤 얻은 바이러스를 약독화 바이러스주에 대한 항체와 반응시킨 후 플라크 분리(plaque isolation)하여 얻은 바이러

스를 본 발명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로, 4개의 레인이 하나의 바이러스를 분석한 것으로 레인 1 내지 3 은 8개 유전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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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알기 위한 멀티플렉스 PCR이며 레인 4는 RNA 준비 과정과 RT-PCR 과정에서의 유전자의 존재유무를 보여주기 위

한 포지티브 대조군(positive control)으로서 여덟 개 유전자 중에서 M(649bp)에 대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이다. 레인 1

은 PB2, PB1, NP, 레인 2 는 M, NS, PA, 레인 3 HA, NA, 레인 4는 M 에 대한 프라이머 세트, 보다 구체적으로는 레인 1

은 PB2-2 (1002bp), NP-4 (853bp), PB1-6 (559bp), 레인 2는 PA-5 (730bp), NS-5 (521bp), M-6 (326bp), 레인 3

는 HA-4 (1086bp), NA-4 (504bp), 레인 4는 Positive M (649bp)를 사용한 결과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독감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유발되는 독감은 상,하부 호흡기 증상과 함께 발열, 두통, 근육통과 무력감 등이 동반되는 급

성호흡기 질환이다. 독감은 보통 겨울철에 발병하는데 유행되는 아형(subtype)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중증도를 나타내며,

전염력이 강하고 폐렴 및 심폐질환의 합병증을 일으켜 높은 치사율을 보일 수 있으므로, 노인이나 소아 뿐만 아니라 성인

의 경우에도 독감백신의 접종이 적극 권장되고 있다.

독감 바이러스(influenza virus)는 올소믹소비리데 (Orthomyxoviridae)에 속하며 PB2, PB1, PA, HA, NP, NA, M 및

NS의 여덟 개의 네가티브 센스 RNA 단편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이다. 이 중 외피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두개의 단백질 헤

마글루티닌 (hemagglutinin: 이하 "HA"라 약칭함)과 뉴라미니다아제 (neuraminidase: 이하 "NA"라 약칭함)는 면역항체

를 유도하는 중요한 면역원이며, 이들은 항원의 대/소변이(antigenic shift and drift) 과정을 통해 변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독감 바이러스의 변화는 동일 아종내의 다른 독감 바이러스에 대하여 형성된 면역도 회피할 수 있게 할 수 있으

며, 일반적으로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된 면역은 단기간에 소실되기 때문에 매 시즌에 유행이 예측되는 바이러스에 대

하여 새로이 면역을 유도해야 한다.

독감백신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행을 예측하는 독감 바이러스주(A 형 두 종류와 B 형 한 종류)에 대해 제조

된 불활화 백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불활화 백신으로는 불활화한 독감 바이러스 전체를 사용하는 인플루엔자 백

신과 독감 바이러스 입자를 항원성이 유지되도록 분쇄 및 불활화하여 제조한 인플루엔자 분할백신,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

의 헤마글루티닌만을 분리하여 제조한 인플루엔자 에이취 에이 백신의 세 종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불활화 백신에

소요되는 바이러스는 수정란에서 배양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세포배양을 통해서 생산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행을 예측하는 독감 바이러스주의 경우 수정란에서의 증식력이 낮아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정란에서 고생산성을 보이는 바이러스주와 재조합하여 바이러스의 표면 항

원인 HA와 NA의 유전자 단편은 예측된 바이러스의 것을 포함하며 나머지 여섯 개의 내부 유전자 단편은 고생산성 바이러

스주의 것을 포함하는 6:2 재조합 바이러스를 제조하여 수정란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Influenza, Plenum Medical Book Company, 291, 1987).

불활화 백신은 젊은 성인의 경우 70 % 이상의 예방효과를 보이며, 호흡기질환에 의한 입원, 2차 감염인 폐렴 등에 의한 입

원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면역 지속기간이 짧으며 근육주사로 접종하고 바이러스의 초기 감염을 방어할 수 있는

점막분비항체(sIgA)를 유도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감염된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CTL 면역이 잘 유도되

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불활화 백신이 가지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며 코점막을 통한 투여를 가능케하는 독감 생백신 개발이

여러 연구진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으며, 1965년 구소련에서의 저온적응된 약독화 바이러스주를 사용한 생백신 바이러스

주의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Rev Roum Inframicrobiol 2, 179-89, 1965). 구소련의 경

우, A/Leningrad/134/47/57(H2N2) 바이러스를 생백신의 공여 바이러스주로 하여 재조합 바이러스를 제조하여 개발하였

으며, 미국에서는 A/Ann Arbor/6/60 (H2N2)를 공여바이러스주로 하여 제조한 재조합 바이러스주를 사용한 생백신이 임

상실험을 끝내고 미국 FDA에서 49세 이하와 5세 이상에서 예방접종이 허가된 상태이다.

불활화 백신과 생백신의 경우, 백신의 생산성 또는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수정란에서 생산성이 높은 균주 또는 약독화된

바이러스주와의 재조합 바이러스 제조 과정이 필요하다. 재조합 독감 바이러스의 제조과정 중 독감 바이러스의 8개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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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된 RNA 단편들의 조합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생성될 수 있는 재조합 바이러스의 종류는 최대 28가지, 즉

256가지이다. 이들 바이러스 중 공여 바이러스의 약독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독성 바이러스의 외피 단백질인 HA와 NA

를 가진 6:2 재조합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방법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6:2 재조합 바이러스를 제조하는 방법은 우선 독성 바이러스와 공여 바이러스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후 11일간 발육한 수

정란에 접종하고 저온에서 배양하여 무작위적인 조합으로 이루어진 재조합 바이러스를 얻는다. 이들 바이러스들 중 공여

바이러스의 특성인 저온 적응성을 가진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의 외피단백질을 갖는 바이러스만을 선별하기 위해서 저

온 배양과 공여바이러스 특이 항체 존재하에 수정란에서의 계대배양을 수행한다. 공여바이러스 특이 항체 존재 하에서의

플라크 분리 (plaque isolation)을 통해 단일 바이러스 클론을 얻은 후 다시 수정란에서의 배양으로 바이러스를 증폭시킨

다. 증폭된 바이러스의 HA와 NA는 항체를 이용한 헤마그루티닌 억제 분석법(hemagglutinin inhibition assay; 이하 "HI"

라 약칭함)와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inhibition assay; 이하 "NI"라 약칭함)를 통하여 빠른 분석이 가능하지만, 나

머지 내부 유전자 6개의 경우에는 유전자 차원에서의 분석이 수행되어져야만 한다.

재조합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RNA상에서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PAG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es) 젤 상

에서 RNA 서열의 차이에 의한 단일 가닥 RNA의 이동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 (J. Virol. 29,1142-1148,1979)과 노던

블랏팅 (Northern bloting)과 크롯 분석 (Crot analysis: RNA-DNA hybridization) 방법이 사용되어져 왔다 (J. Gen.

Virol. 64, 2611-2620, 1983: Vaccine 3, 267-273, 1985). 그러나, 이들 방법들은 분해되기 쉬운 RNA를 분석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PAGE 젤을 사용하여 장시간 전개(running)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며, 젤 상에서의 유전자 이동의

차이로 유전자 염기 서열의 차이를 분석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흔히 발견되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Reverse Transcripta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RT-PCR이라 약칭함)과 제한효소의 특이성을 조합하여 유전자를 분석하는 RFLP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 등의 방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J. Virol. Methods 52, 41-49, 1995). 이들 RFLP 방법은 공여바이러

스와 독성 바이러스의 게놈이 제한효소에 의해 절단되어 생기는 양상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나,

독감 바이러스의 여덟 개 RNA 게놈을 각각 분리하여 RT-PCR로 증폭한 후 절단효소로 반응을 수행해야 하며, 분석에 적

당한 절단효소를 찾기 위해서 독성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먼저 분석해야 하고, 공여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를 구분할

수 있는 적당한 절단효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절단효소가 인식하는 염기서열 부분에 변이가 생길 경우 결과가

불확실해지는 등의 단점이 있다.

또한, RT-PCR 방법은 상기 목적 외에 독감 바이러스의 검출, 서브유형(subtype)의 구별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재조합 바

이러스의 스크리닝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공여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의 효율적인 구별과 신속한 반응에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다수의 공여바이러스 특이 프라이머의 설계와 PCR 방법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바이

러스 중 생백신 바이러스로 사용될 수 있는 재조합 바이러스만을 빠른 시간에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2개 내

지 4개의 유전자를 동일 반응에서 증폭시켜 실제 재조합 바이러스의 스크리닝에 응용하여 확인함으로써 본 발명을 완성하

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첫째, 본 발명은 저온적응 독감 바이러스 HTCA-A101 바이러스(수탁번호 : KCTC 0400 BP)와 A형 독성 바이러스와의

재조합 바이러스의 신속한 스크리닝에 필요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프라이머를 제공한다.

둘째, 본 발명은 상기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프라이머 세트를 이용한 멀티플렉스 역전사 PCR 방법을 사용하여 재조합 바

이러스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공여 바이러스의 약독화 특성과 독성 바이러스의 외피 단백질을 갖는 재조합 바이러스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얻어진 재조

합 바이러스들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그 유래를 밝혀 공여 바이러스의 내부 유전자들과 독성 바이러스의 외피 단백질 유전

자들을 포함하는 바이러스주를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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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여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를 구별하는 프라이머의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다수의 재조합 바이러스에서 RNA들을 분리하여 분석하는 작업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한다. 이런 작업은 북반구의 경

우 매년 2월에 WHO에서 권장되는 바이러스를 입수하여 단기간(약 1~2 개월)에 생백신 바이러스주를 제조하여 생산에

도입해야 하는 과정을 고려할 경우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하며 단기간에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져야 하

는 시점이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현재까지 축적된 독감 바이러스 데이터 베이스를 분석하여 약독화된 공여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프라

이머를 다수 제작하였고, 매트릭스 형태로 공여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에 대한 RT-PCR을 수행하여 두 바이러스를 구

별할 수 있는 프라이머들을 선별할 수 있었으며, 이들 프라이머를 사용한 멀티플렉스 PCR (multiplex PCR) 방법을 도입하

여 3 또는 4개 반응만으로 하나의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판별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 가지 양태에서, 본 발명의 목적은 공여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A형의 6:2 재조합 바이러스를 찾는 스크리닝

과정 중, 공여 바이러스인 HTCA-A101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프라이머 세트 및 그들을 사용한 PCR 방법을 제공한다.

추가의 양태에서, 본 발명의 추가의 목적은 상기 PCR 방법을 동시에 다중 방식으로 수행하는 보다 간단하고 경제적인 멀

티플렉스 PCR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멀티플렉스 PCR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6:2 재조합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스크리닝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독감 바이러스의 8개 유전자 RNA 게놈 절편으로부터 약독화 공여 바이러스주 게놈에 대해서

는 PCR 산물을 생성하지만 독성 바이러스 게놈에 대해서는 PCR 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PCR 프라이머 세트를 디자인하는

단계; 독성 바이러스와 약독화 공여 바이러스를 수정란에 감염시켜 두 종의 바이러스의 무작위 재조합을 통한 재조합 바이

러스를 생산하는 단계; 재조합 바이러스의 RNA 게놈의 역전사를 통해 cDNA를 수득하는 단계; 상기 재조합 바이러스의

cDNA와 함께, 각각의 PCR 산물들이 구별될 수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 선택된 8개 유전자 RNA 절편별로 한 가지 프라이머

세트를 사용하여 8개 유전자에 대한 PCR 반응을 수행하는 단계; 약독화 공여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프라이머 세트에 의해

6개 내부 유전자(internal genes, PB2, PB1, PA, NP, M, NS) RNA 절편은 증폭되지만 외피 단백질(HA 및 NA)을 암호화

하는 2개 RNA 절편은 증폭되지 않는 재조합 바이러스를 선택하는 단계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여, 독감 바이러스 생백신

생산을 위한 공여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간의 6:2 재조합 바이러스를 스크리닝하기 위한 PCR 방법을 제공한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약독화 공여 바이러스로서 HTCA-A101 균주 (KCTC 0400 BP)를 사용하는 PCR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PCR을 사용하여 스크리닝하고자 하는 독성 바이러스로서 A형 독감 바이러스인 A/Moscow/10/99, A/

New/Calenonia/20/99, A/Shangdong/9/93 및 A/Singapore/6/86 을 예시적으로 사용하지만, 이들 바이러스에 국한되지

는 않는다.

본 발명은 또한, 상기한 PCR 방법에서 8개 유전자에 대한 PCR 반응이 3 내지 4개의 튜브에서 2 내지 3개의 반응이 동시

에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플렉스 PCR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중 PCR 방법은 보다 빠르고 보다 저렴하게 원하

는 재조합 바이러스에 대한 스크리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제1 튜브에는 PB2, PB1 및 NP에 대한 프라이머 세트, 제2 튜브에는 M, NS 및 PA에 대한 프

라이머 세트 및 제3 튜브에는 HA 및 NA에 대한 프라이머 세트를 넣어 재조합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1 및 제2 튜브에서만

PCR 생성물이 증폭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플렉스 PCR 방법을 제공한다. 이때, HA 및 NA는 주된 면역원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불활화 백신 또는 생백신으로서 재조합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경우 이들은 독성 바이러스 유래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은 약독화 공여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 간의 6:2 재조합 바이러스를 스크리닝하는 멀티

플렉스 PCR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PCR 및 RT-PCR 반응은 통상적인 공지된 PCR 방법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94℃에서 5

분간 1회 변성시킨 후, 94℃에서 30초간 변성, 55℃에서 1분간 어닐링 및 72℃에서 1분 20초간 연장시키는 반응을 30회

수행함으로써 수행될 수 있으나, 이러한 PCR 조건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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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상기 PCR 방법에서 사용하기 위한 약독화 공여 바이러스 특이적인 내부 유전

자 6개 및 외피 단백질 유전자 2개를 포함하는 8개 유전자 RNA에 대한 프라이머 세트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은 독감 바이러스의 비면역원성 6개 유전자는 PB2, PB1, PA, NP, M 및 NS이고 면역원성

2개 유전자는 HA 및 NA이며, 본 발명에 따른 PCR 방법에서는 약독화 공여 바이러스 HTCA-A101에 특이적으로 PCR 산

물을 생성하지만 맹독성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PCR 산물을 생성되지 않는 특이적인 프라이머 세트를 사용함으로써, 불활

화 백신 또는 생백신으로 사용하기 위한 6:2 재조합 바이러스를 PCR 방법으로 신속하게 스크리닝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1.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프라이머의 제작

독감 바이러스 염기서열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공여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와의 상동성 비교를 수행한 후, 상동

성이 낮은 부분에 대한 프라이머를 제작하였다. 프라이머 제작 시 프라이머의 길이는 19-21 mer 정도로 하였으며, 그 중

최소한 2-3 mer는 공여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에서 연속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선택하여 그 부분을 프라이머의 3'

말단으로 하였으며, 어닐링 온도가 58-60℃ 정도가 되도록 하여 멀티플렉스 PCR 수행시 유리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중간중간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며 한가지 염기의 서열이 연속되는 부분이 있는 곳은 선택에

서 제외하여 공여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상동성이 낮은 부분은 스크리닝을 위한 프

라이머로 사용되었다. 반대로 상동성이 높은 부분은(데이터 베이스 에 기초하였을 때 100% 상동성) 포지티브 표준 프라이

머(positive control)로서 RT-PCR에 사용하였다.구체적으로, 본 발명에서는 A/X-31 바이러스를 저온적응시킨 HTCA-

A101 (이하 A101이라 약칭함)를 공여 바이러스로 사용하였다. 공여바이러스와의 상동성 비교를 위한 A형 바이러스들의

염기서열은 독감 바이러스 전문 데이터 베이스 사이트인 ()에서 얻었으며, 그 중 사람을 숙주로 하는 H3N2와 H1N1 서브

타입의 바이러스들의 염기서열만을 사용하여 상동성을 비교하였다. 상동성 비교는 A101과 독성 바이러스간의 1:1 비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바이러스들과 A101간의 비교이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염기서열 중에서 전체 염기서열이

분석되어져 있으며 사람에게 감염되는 바이러스의 서열을 전부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프라이머의 선정에 있어서 각 절편

(segment)별로 상동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적용하기가 어려웠으며, PCR 수행시의 산물의 크기도 고려해

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을 선정해서 프라이머를 제작하였다.

2. A101과 독성 바이러스의 주형에 따른 RT-PCR 경향성 확인

본 발명에서는 우선 A101의 여덟 개의 RNA 게놈에 대하여 상기에서 제작한 프라이머 세트를 이용하여 모든 PCR 산물이

나오는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같은 조건 하에서 독성 바이러스의 PCR 산물을 비교 분석하였다.

3. 멀티플렉스 RT-PCR 조건 확립

공여 바이러스주의 게놈에 대해서는 PCR 산물을 생성하지만 독성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생성하지 않는 프라이머를 검색하

여 찾은 다음, 그 중 유전자별로 한 세트씩을 선택하여 8개의 PCR 반응이 3개의 튜브에서 이루어지도록 고안하였다.

멀티플렉스 RT-PCR 조건에 관한 선행기술들은 하나의 주형에서 여러 개의 PCR 산물을 얻기 위하여 산물과 프라이머 간

의 상호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본 발명에서는 독감 바이러스의 8개의 주형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PCR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아가로오스 젤 상에서 PCR 산물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PCR 산물들의 크기를 고려한 조합을 설정해야만 했다. 멀티플렉스 RT-PCR을 통해 재조합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유래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염기서열의 부분 분석에 의한 결과와 얻은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는 것이며 본 발명의 내용

이 실시예에 의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프라이머의 설계 및 합성

A형 독감 바이러스는 8개의 네가티브 센스 RNA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PB2, PB1, PA, HA, NP, NA, M, NS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다. 이들 8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독감 바이러스 염기 서열 전문 사이트(http://www.flu.lanl.gov)

에서 사람을 숙주로 하는 H3N2와 H1N1 서브유형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염기서열과 약독화된 바이러스 HTCA-A101의

상동성 비교를 수행하였다. 다중 상동성 비교의 경우 VECTOR NTI의 얼라이먼트 프로그램(Aligment program)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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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상동성이 낮은 부분을 선택하여 5' 프라이머 3개와 3' 프라이머 3개씩 각 유전자별 여섯 부분을 선택하였다. 이

러한 유전자별 프라이머 조합으로 PB2, PB1, PA, NP, M, NS 각각에 대해서 9개 프라이머 세트를 디자인하였다. HA 및

NA에 대해서는 5 프라이머 2개와 3 프라이머 2개씩 각 유전자별로 네 부분이 선택되었으며, 각각 4개의 프라이머 세트를

디자인하였다. 이 프라이머 세트들을 사용하여 HTCA-A101 바이러스의 주형에 특이적으로 증폭되는 PCR 산물을 얻었

다. 반면 포지티브 표준 (positive control)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상동성이 높은 부분의 프라이머를 제작하였으며, PB2,

PB1, PA, NP, M, NS에 대해서는 각각 1개의 포지티브 표준 프라이머를 디자인하고, HA 및 NA에 대해서는 2개의 포지

티브 표준 프라이머를 디자인하였다. 각 프라이머의 염기서열 및 증폭산물의 크기는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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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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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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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d]

<실시예 2> 독감 바이러스에서 RNA의 분리

RNA의 분리는 제조원(GibcoBRL사)의 TRIZOL LS 시약을 이용하였으며, 바이러스 배양액에서 바로 RNA를 분리하였다.

바이러스 배양액 300 ul에 TRIZOL LS 시약 900 ul를 가한 후, 200 ul의 클로로포름을 가하고 10초간 강하게 진탕한 다음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을 취하여 새 튜브에 옮긴 다음 동일 부피의 이소프로필 알코올

(isopropanol)을 가하고 상온에서 10분간 정치시키고 12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RNA를 침전시켰다. 상등액을

제거하고 75% 에탄올 1ml을 가하여 진탕한 후 다시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RNA 침전을 얻었다. RNase를

함유하지 않은 물로 RNA 침전물을 용해시키고 소량씩 분주하여 70℃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독감 바이러스주로는 공여 바이러스주 외에 최근 유행한 독성 바이러스주 4종 A/New Caledonia/20/99 (H1N1), A/

Moscow/10/99 (H3N2), A/Singapore/6/86 (H1N1), A/Shangdong/9/93 (H3N2)을 선택하였다.

<실시예 3> 독감 바이러스 RNA에서 cDNA 제조

생성된 RNA의 농도를 260nm에서의 흡광도에 근거하여 결정한 다음, 전체 2ug의 RNA를 주형으로 하여 퀴아젠

(QIAGEN)사의 옴니스크립트(Omniscript) RT 키트를 사용하여 RT을 수행하였다. 반응 혼합액의 조성은 RNA 용액 12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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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M dNTP 2ul, 10배 RT 완충액 2ul, 10pmol/ul 프라이머 1ul(독감 바이러스 8개 유전자의 네가티브 센스 RNA 3'에 공

통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염기서열 5'-AGCGAAAGCAGG-3'를 프라이머로 이용) 및 역전사 효소(Reverse transcriptase)

1ul를 혼합하였다. 혼합액을 37℃에서 60분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한 후 94℃에서 5분간 반응시켜 역전사 효소를 불활

화하였다. 합성된 cDNA는 8개 유전자의 모든 PCR 반응에 사용되었다.

<실시예 4> 공여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의 PCR 산물 생성 확인

프라이머 특이성에 의한 독성 바이러스와 공여 바이러스의 PCR 산물 생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예 3에서 제조한

cDNA 용액 1ul와 실시예 1에서 합성한 각 유전자별 프라이머 세트를 각각 혼합하고 94℃에서 5분간 변성시킨 다음, 변성

(94℃에서 30초), 결합 (55℃에서 1분) 및 연장 (72℃에서 1분20초)을 총 30회 반복하는 PCR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PCR 산물을 아가로스 젤 상에서 분리한 결과, 공여 바이러스의 경우 각 유전자별 상동성이 낮은 프라이머 조합 즉

내부 유전자 6개에 대한 9가지 프라이머 세트와 외피 단백질 HA와 NA의 경우 4가지 프라이머 세트에 대한 PCR 산물이

모두 수득되었다. 이에 반해 독성 바이러스의 경우 양성 대조반응의 확인으로 cDNA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PCR 산물 검

출빈도가 낮았으며, 아래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도 2는 이중에 PB2를 실례로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같은 조건 하에

서의 RT-PCR 수행시 프라이머의 공여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결합에 의해 공여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의 PCR 결

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공여 바이러스 및 맹독성 바이러스의 프라이머에 따른 RT-PCR결과

 표 내 번호는 PCR 결과 포지티브를 나타내는 프라이머 세트의 번호이다.

유전자

바이러스
 PB2  PB1  PA  NP  M  NS  HA  NA

A/Moscow/10/99

(H3N2)
     2,3    

A/Shangdong/9/93

(H3N2)
        

A/New

Caledonia/20/99

(H1N1)

 2
 1,2,4,

5,7,8

2,3,8,

9
 1

1,2,3,

7,8,9
 1,4,7   

A/Singapore/6/86

(H1N1)

2,3,5,

6,9

1,2,3,

4,5,7,

8,9

 1,2,3,

7,8,9

1,2,3,

5,7,8,

9

1,2,3,

4,5,6

1,3,4,

5,6,7
  

<실시예 5> 멀티플렉스 RT-PCR의 수행

실시예 4를 통하여 공여 바이러스에서는 PCR 산물을 생성하고 독성 바이러스에서는 PCR 산물을 생성하지 않았던 프라이

머 세트를 이용하여 멀티플렉스 RT-PCR을 수행하였다. 프라이머 세트는 PB2-2 (1002bp), NP-4 (853bp), PB1-6

(559bp)를 한 튜브에 넣었으며, PA-5 (730bp), NS-5 (521bp), M-6 (326bp)를 한 튜브에 넣었고, HA-4 (1086bp),

NA-4 (504 bp)를 한 튜브에 넣고 반응을 수행하였다. 독감 바이러스의 경우 유전자가 결절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프라이

머의 양이 3배 내지 2배로 첨가되는 것 외에는 모노플렉스(Monoplex) PCR 조건과 동일하게 하여 멀티플렉스 RT-PCR을

수행한 결과 공여 바이러스의 경우, 8개 유전자를 세 튜브의 반응에서 재현성 있게 모두 얻을 수 있었으며, 독성 바이러스

A/New Caledonia/20/99 (H1N1)와 A/Moscow/10/99 (H3N2)의 경우에는 8개 유전자에 대한 양성 대조군의 PCR 산물

은 생성되나 멀티플렉스 PCR 튜브에서 PCR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도 3 참조). 이에 반해, 공여 바이러스주의 주형에서는

8개 유전자 모두에 해당하는 멀티플렉스 PCR 산물을 확인 할 수 있다(도 3).

<실시예 6> 재조합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공여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간의 재현성 있는 멀티플렉스 PCR 결과를 얻은 후, 실제 재조합 바이러스 분석을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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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바이러스 A/New Caledonia/20/99(H1N1)와 공여 바이러스를 동시에 수정란에 감염시켜 생장시킨 결과, 두 종의 바

이러스의 RNA 단편들의 무작위적인 조합을 통해 다양한 재조합 바이러스가 만들어졌으며, 재조합 바이러스들 중 저온에

서의 배양과 공여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는 선별과정을 거쳐서 독성 바이러스의 HA와 NA를 갖으며 저온적응 특

성을 갖는 바이러스를 선별하였다. 독성 바이러스도 저온에서 일부 생장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결국 유전자의 분석과정을

거쳐야 공여 바이러스의 내부 유전자들을 포함하는 목적하는 재조합 바이러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재조합 바이러스들의 유전자 분석은 상기 실시예 5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및 도 4에 나타내었다. 분

석 결과, 재조합 바이러스 7번은 내부유전자 6개에 대해서는 PCR 산물이 생성되고 외피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2개 유전자

에서는 PCR 산물이 생성되지 않는 6:2(PB2, PB1, PA, NP, M, NS는 공여 바이러스 유래, HA, NA는 독성 바이러스 유

래)의 재조합 바이러스로 예상되었으며, 재조합 바이러스 2번은 5:3(PB2, PB1, NP, M, NS는 공여 바이러스주 유래, PA,

HA, NA는 독성 바이러스 유래)의 재조합 바이러스로 예상되었고, 그 외 4:4((PA, PB1, NP, M는 공여 바이러스주 유래,

PB2, NS, HA, NA는 독성 바이러스 유래)와 7:1((PB2, PB1, PA, NP, M, NS, NA는 공여 바이러스주 유래, HA는 독성

바이러스 유래) 등의 여러 종류의 재조합 바이러스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6:2의 조합인 재조합 바이러스 7번의 유전자를 부분 염기서열을 분석해 보거나 전체 유전자에 대해 9개의 프라이머

세트를 이용하여 PCR하여 그 결과를 독성 바이러스 및 공여 바이러스와 비교한 결과 (표 4 참조), 4 개의 튜브에서 반응하

여 얻은 결과 (도 4를 참조)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로써 하나의 재조합 바이러스의 8개 유전자 유래 분석을 3 또

는 4 튜브의 PCR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빠른 시간에 많은 수의 재조합 바이러스 분석이 용이함을 알 수 있

었다.

[표 3]

독성 바이러스 A/New Caledonia/20/99 와 공여 바이러스 HTCA-A101간의 재조합 바이러스들을 본 발명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재조합 바이러스

번호

공여 바이러스 절편 개수 : 독성 바이러스 절편 개수

(공여 바이러스 유래 유전자)

 1  5:3 (PB2, PB1, NP, M, NS)

 2  5:3 (PB2, PB1, NP, M, NS)

 3  4:4 (PB1, NP, M, NS)

 4  4:4 (PB1, NP, PA, M)

 5  4:4 (PB1, NP, M, NS)

 6  4:4 (PB1, NP, M, NS)

 7  6:2 (PB2, PB1, PA, NP, M, NS)

 8  5:3 (PB2, PB1, NP, PA, NS)

 9  7:1 (PB2, PB1, PA, NP, M, NS, NA)

[표 4]

재조합 바이러스 7번의 PCR 산물의 부분염기서열을 통한 재조합 바이러스 7번과 공여 바이러스 HTCA-A101의 염기서

열 비교

 PCR 산물  부분서열분석위치  부분서열분석크기  상동성(%)

PB2 (1622-2270)

649bp
 1622-2270  649 bp  100

PB1 (1243-2268)

1026bp

1345-1906

2002-253
 754 bp (562 + 192)  100

PA (34-507)

474bp
 66-501  436 bp  100

NP (392-1505)

1114bp
 60-469  410 bp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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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48-914)

649bp
 444-849  406 bp  100

NS (1-612)

612bp
 25-578  554 bp  99

HA (1-600)

600bp
   유의한 유사성 없음

NA (1-600)

600bp
   유의한 유사성 없음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디자인된 공여 바이러스주에 특이적인 프라이머 세트를 이용하는 멀티플렉스 역전사 중합효소 반응을 통

한 바이러스 스크리닝 방법은 재조합 바이러스의 제조과정 중 다양한 조합으로 형성된 중간 단계의 바이러스들로부터 적

은 노동력과 짧은 시간 동안에 정확한 조합을 가진 바이러스를 선별 가능하게 하여, 독성 바이러스를 입수하여 단기간에

재조합 바이러스를 제조함으로써 생백신 바이러스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공여 바이러스와 독성 바이러스간의 6:2 재조합 독감 바이러스를 스크리닝하는 방법으로서,

독감 바이러스의 8개 유전자 RNA 게놈 절편으로부터 약독화 공여 바이러스주 게놈에 대해서는 PCR 산물을 생성하지만

독성 바이러스 게놈에 대해서는 PCR 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PCR 프라이머 세트를 디자인하는 단계,

독성 바이러스와 약독화 공여 바이러스를 수정란에 감염시켜 두 종의 바이러스의 무작위 재조합을 통한 재조합 바이러스

를 생산하는 단계,

재조합 바이러스 RNA 게놈의 역전사를 통해 cDNA를 수득하는 단계,

상기 재조합 바이러스의 cDNA와 함께, 상기 독감 바이러스의 8개 유전자의 RNA 절편별로 각 PCR 산물들이 구별될 수 있

는 크기를 고려하여 각각 5′말단 및 3′말단 프라이머로 구성되는 한 가지씩의 프라이머 세트를 선택하여 8개 유전자에 대

한 PCR 반응을 수행하는 단계, 및

약독화 공여 바이러스에 특이적인 프라이머 세트에 의해 6개 내부 유전자(internal genes, PB2, PB1, PA, NP, M, NS)의

RNA 절편은 증폭되지만 외피 단백질(HA 및 NA)을 암호화하는 2개의 RNA 절편은 증폭되지 않는 재조합 바이러스를 선

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조합 독감 바이러스의 스크리닝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약독화 공여 바이러스가 HTCA-A101 균주(KCTC 0400 BP)인 방법.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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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8개 유전자에 대해 3 내지 4 개의 튜브에서 2 내지 3 개씩의 PCR 반응을 동시에 수행함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플렉스 PCR을 사용하여 독감 재조합 바이러스를 스크리닝하는 방법.

청구항 5.

약독화 공여 바이러스 HTCA-A101 균주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서열번호 1 내지 서열번호 145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센스 및 앤티센스 프라이머 세트.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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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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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gggtacga ctttgaaagg                                                     20

<210>    78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P-9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78

tgctgccata atggtggttc                                                     20

<210>    79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NP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79

taaggcgaat ctggcgccaa                                                     20

<210>    80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NP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80

taagatcctt cattactcat                                                     20

<210>    81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1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81

acgtactctc tatcatcccg                                                     20

<210>    82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1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82

tctagcctga ctagcaacc                                                      19

<210>    83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2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83

ccatggggcc aaagaaatct                                                     20

<210>    84

<211>    19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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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2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84

tctagcctga ctagcaacc                                                      19

<210>    85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3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85

tctagcctga ctagcaacc                                                      19

<210>    86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3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86

acgtactctc tatcatcccg                                                     20

<210>    87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4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87

tgatatttgc ggcaatagtg                                                     20

<210>    88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4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88

ccatggggcc aaagaaatct                                                     20

<210>    89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5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89

tgatatttgc ggcaatagtg                                                     20

<210>    90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5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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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tatttgc ggcaatagtg                                                     20

<210>    91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6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91

attgctgact cccagcatc                                                      19

<210>    92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6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92

tgatatttgc ggcaatagtg                                                     20

<210>    93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7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93

acgtactctc tatcatcccg                                                     20

<210>    94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7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94

cttccctcat agactttggc                                                     20

<210>    95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8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95

ccatggggcc aaagaaatct                                                     20

<210>    96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8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96

cttccctcat agactttggc                                                     20

<210>    97

<211>    19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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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9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97

attgctgact cccagcatc                                                      19

<210>    98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9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98

cttccctcat agactttggc                                                     20

<210>    99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M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99

gcagcgtaga cgctttgtc                                                      19

<210>    100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M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00

ccttccgtag aaggccctc                                                      19

<210>    101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1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01

agttgcagac caagaactag                                                     20

<210>    102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1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02

gcaatattag agtctccagc                                                     20

<210>    103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2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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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aagacag ccacacgtgc                                                     20

<210>    104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2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04

gcaatattag agtctccagc                                                     20

<210>    105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3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05

ggaaagcaga tagtggagcg                                                     20

<210>    106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3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06

gcaatattag agtctccagc                                                     20

<210>    107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4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07

agttgcagac caagaactag                                                     20

<210>    108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4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08

ctaattgttc ccgccatttc t                                                   21

<210>    109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5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09

atcaagacag ccacacgtgc                                                     20

<210>    110

<211>    21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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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5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10

ctaattgttc ccgccatttc t                                                   21

<210>    111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6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11

ggaaagcaga tagtggagcg                                                     20

<210>    112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6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12

ctaattgttc ccgccatttc t                                                   21

<210>    113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7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13

agttgcagac caagaactag                                                     20

<210>    114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7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14

attctctgtt atcttcagtt                                                     20

<210>    115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8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15

atcaagacag ccacacgtgc                                                     20

<210>    116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8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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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ctctgtt atcttcagtt                                                     20

<210>    117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9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17

ggaaagcaga tagtggagcg                                                     20

<210>    118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S-9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18

attctctgtt atcttcagtt                                                     20

<210>    119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NS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19

agcaaaagca gggtgacaaa                                                     20

<210>    120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NS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20

cagagactcg aactgtgtta                                                     20

<210>    121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A-1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21

ggtttcactt ggactggggt                                                     20

<210>    122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A-1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22

tgagaattcc ttttcgattt ga                                                  22

<210>    123

<211>    18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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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A-2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23

tgaccaaatc aggaagca                                                       18

<210>    124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A-2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24

tgagaattcc ttttcgattt ga                                                  22

<210>    125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A-3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25

ggtttcactt ggactggggt                                                     20

<210>    126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A-3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26

gcatccagtc tttgtatcca                                                     20

<210>    127

<211>    1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A-4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27

tgaccaaatc aggaagca                                                       18

<210>    128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HA-4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28

gcatccagtc tttgtatcca                                                     20

<210>    129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H1 control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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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gaaagcaa aactactagt tca                                                 23

<210>    130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H1 control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30

agacgggtga tgaacacccc at                                                  22

<210>    131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H2 control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31

cctcaacagg tagaatatgc gg                                                  22

<210>    132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H2 control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32

aggagcaatt agattccctg tg                                                  22

<210>    133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A-1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33

agatatgccc caaattagtg                                                     20

<210>    134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A-1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34

cgattgttag ccagcccatg cca                                                 23

<210>    135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A-2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35

tgcgtttgta tcaatgggac                                                     20

<210>    136

<211>    23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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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A-2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36

cgattgttag ccagcccatg cca                                                 23

<210>    137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A-3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37

agatatgccc caaattagtg                                                     20

<210>    138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A-3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38

ctgcgatttg gaattaggtg                                                     20

<210>    139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A-4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39

tgcgtttgta tcaatgggac                                                     20

<210>    140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NA-4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40

ctgcgatttg gaattaggtg                                                     20

<210>    141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N1 control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41

agcaaaagca ggagtttaaa a                                                   21

<210>    142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N1 control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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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attgttag ccagcccatg cca                                                 23

<210>    143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N2 control 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43

atgaatccaa atcaaaagat aa                                                  22

<210>    144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ositive N2 control antisense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44

ttgccaggat cgcatgacac at                                                  22

<210>    145

<211>    1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Uni12 primer designed from HTCA-A101

<400>    145

agcaaagcag 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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