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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뉴클레오티드 프로브에 대한 비-뉴클레오티드 연결시약

요약

내용 없음.

명세서

[발명의 명칭]

뉴클레오티드 프로브에 대한 비-뉴클레오티드 연결시약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구체예를 이제 도면을 참조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시약의 제법을 예시하며,

제2도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시약의 제법을 예시하며,

제3도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시약의 제법을 예시하며,

제4-8도는 본 말명의 또다른 시약의 제법을 예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의 표지 또는 삽입체 같은 부분의 단일로 또는 다중의 뉴클레오티드 프로브에,  그  위의 어떠
한  특이적  예비적-선택위치(들)에서도  편리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비-뉴클레오티드  시약에  관한 
것이다.

[기술 검토]

임상연구에서  및  진단시에,  RNA  또는  DNA의  어느  하나의  특정  뉴클레오티드  서열(표적  뉴클레오티드 
서열  또는  간단히  표적서열이라함)의  존재를  측정하기  위해  공지되어  있는  가법은  핵산  혼성체  형성 
측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정법에서,  적어도  표적서열의  일부에  상보하는  뉴클레오티드 서
열을  가지는  뉴클레오티드  다량체  프로브(전형적으로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선택된다. 전형적으
로,  프로브는 표지된다.  즉,  프로브는 거기에 연결된 원자 또는 기와 함께 제공되어 그  존재가 쉽게 
검출될  수  있다.  표지된  프로브가  혼성체형성  조건하에서,  표적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측정되는  시험샘플에  노출되면,  표적은  그렇게  표지된  어떠한  프로브와  혼성화할  것이다. 샘
플중의  표적서열의  존재는  통상  혼성  및  비-혼성  프로브를  분리한  후,  프로브  혼성체중의  표지의 존
재를  측정함에  의하여,  또는  비-혼성  프로브중의  표지의  양을  측정함에  의하여  혼성화된 표지프로브
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정성적으로 또는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방사성  표지가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취급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후에 비-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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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성  표지가  개발  되었다.  그러한  표지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존재가  측정되는  것들이 있
다.  직접  표지의  실례로는  화학발광,  인관(phosphorescent),  형광,  또는  분광학적으로  검출가능한 
표지들이  있다.  간접표지의  실례로는  적합한  검축가능  표지에  포함된  단백질에  의하여  검출될  수 있
는 비오틴과 각종 항원같은 화합물이 있다.

표지를  뉴클레오티드  프로브에  연결하기  위한  몇가지  선행  방법은  전형적으로  단일  표지를 뉴클레오
티드에  연결한  후,  그런  뉴클레오티드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프로브안에  통합시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왔다.  예를  들어,  비오틴  부분이,  피라미딘  고려의  C-5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dUTP와  UTP의 아
날로그가  화학적으로  합성되어  폴리뉴클레오티드  안에  효소적으로  톤합되어  왔다(P.R.Langer  et  al, 
Proc.  Nat.  Acad.sic.,  U.S.A.,  Vol.  78,  p.6633,  1981).  그러한  비오틴  표지  뉴클레오티드는 효소
적  과정에  의해  생물학적  또는  합성기원의  핵산  프로브안에  통합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아날로그 
5'-알릴아민  전구체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그것은  통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지에  연결될  수  있는  친핵성  아민부분이  프로브에  통합되도록  유도한다.  다른  삼인산 데
옥시뉴클레오티드  아날로그도  프로브안에  효소적으로  통합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브로모-dUTP  와 
표오도-dUTP가  통합되었고  면역화학적으로  검출도  되었다(Boultwood,  J.  et  al.,  J.  Pathol.,  Vol. 
148,  p61,  1986).  또한,  4-티오-UTP(H.  Eshaghpour  et  al.,  Nucl.  Acids  Res.,  Vol,  7,  p.1485, 
1979)가  DNA  단편의  3'-  끝에  부착되었으며  계속해서  그의  친핵성  술프히드릴  부분이  표지되었다. 
첸에  의한  PCT출원(국제공개번호  WO86/00074;  1986년  1월  3일  공개됨)에서는,  피리미딘  염기 뉴클레
오티드가  분명히  랜덤하게  탈피리미드화  될  수  있고,  그  결과  형성되는  당고리가  열리게  되어  아민 
함유 부분이 거기에 부착할 수 있는 기법을 개시하고 있다.

화학적  표지방법이  또한  제안되어  왔으며,  그  방법은  본질적으로  표지가  뉴클레오티드  다량체중의 
약간의  뉴클레오티드에  랜덤하게  연결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N-아세톡시-N-아세틸아미노플
루오렌이  핵산의  구아닌  잔기에  커플되었고  계속해서  면역화학적  기법에  의하여  검출된  바있다(P. 
Chen  et  al.,  Proc.  Nat.  Acad.  Sci.  USA,  Vol.  81,  p.3466,  1984).  표지가 연결될 수  있는  친핵성 
아민기를  제공하는  또다른  그러한  방법은  핵산프로브의  시토신  잔기의  C-6위치에서의  중아황상염 촉
매  트란스  아민화를  포함한다(R.P.Viscidi  et  al.,  J.  Clin.Biol.,  Vol.  23,  p.311,  1986).  상술한 
화학적  및  효소적  방법에는  단일  뉴클레오티드가  특이적으로  표지될  수  없다거나  또는  과정이 뉴클
레오티드 염기상의 고리외 아민을 변형시킴으로써 혼성체 형성을 간섭한다는 문제점이 따른다.

뉴클레오티드  다량체,  전형적으로는  오리고뉴클레오티드의  5'  또는  3'  끝을  오로지  단일  표지만의 
부착을  허용하는  다른  기법도  개시되어  왔다.  예를  들어,  그러한  기법은  시.  에프.  추등에  의해 
Nucl.  Acids.  Res,  Vol.  11,  p.6513(1983)에,  및  에이.  콜세등에  의해  Nucl.  Acids  Res.,  Vol.13, 
p.1529(1985)에  개시되어  있다.  유사한  말단표지화  접근법도  개시되어  있는  바,  그것은  고상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합성의  최종  단계로서  보다  더  표지부착이  잘된다.(예를  들어,  B.A.  Connolly,  Nucl. 
Acids  Res.,  Vol.  13,  p.4485,  1985;  S,  Agrawal  et  al.,  Nucl.  Acids  Res.,  Vol.  14,  p.6227, 
1986;  및  B.A.  Connolly,  Nucl.  Acids  Res.,  Vol.  15,  P.3131,  1987  참조.)  그러나,  이들 말단 표지
화 방법은 단지 뉴클레오티드 다량체에 단일-표지만을 부착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한정된 것이다.

표준자동  합성과정중에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선택위치에  일차  아민-변형  뉴틀레오티드  잔기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화합물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한  화합물로는  데옥시티미딘, 데옥시데
닌,  데옥시구아닌,  및  데옥시디티딘의  아날로그들이  있다(G.  B.  Dreyer  et  al.,  Proc.  Natl.  Acad. 
Sci.,  U.S.A.,  Vol.  82,  p.968,  1985;  J.  L.  Ruth,  PCT출원  공개번호  WO84/03285,  1984.8.30  공개). 
이론적으로,  그러한  화합물들로  인하여,  표지된  뉴클레오티드가  서열을  따라  많은  부위에  놓이게 됨
으로써  다중  표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검출의  감도를  증가시킬수  있다.  그러나,  프로브중의  그러한 
표지  뉴클레오티드의  사용은,  특히  다중표지가  존재하는  경우,  표지서열과  함께  형성된  혼성체의 안
정성을  감소  시킬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그렇게  감소된  혼성체  안정성은  우리딘,  시티딘  또는 아데
닌  염기에  부착된  다중  비오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기원의  핵산  프로브의  경우에 나타났다
(R.P.Viscidi  et  al.,  J.  Clin.  Microbiol.,  Vol.  23,  p.311,  1986;  G.  Gebeyehu  et  al.,  Nucl. 
Acids  Res.,  Vol.  15,  p.4513,  1987).  그러나,  이들  말단  표지화  방법은  단지  뉴클레오티드 다량체
에 단일-표지만을 부착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한정된 것이다.

표준자동  합성과정중에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선택위치에  일차  아민-변형  뉴클레오티드  잔기를 
삽입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화합물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한  불안정성은  또한  비오틴과 플루오레
신  표지가  시티딘  염기의  N-4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대해서도  입증  될  수 
있다.  더욱이,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내의  어떠한  소정  위치(들)에서  표지  또는  표지들을 대치하
기 위해서는 전체의 또는 8개의 상이한 화합물(4개는 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다량체에 대한 
것이고, 4개는 리보뉴클레오티드 다량체에 대한 것이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뉴클레오티드  연결용  인산기의  유도체가  개시되어  있으며,  그것의  친핵성  부분은 올리고뉴클
레오티드의  통합후에  표지될  수  있다(R.L.  Letsinger  and  M.E.  Schott,  J.  Am.  Chem.  Soc.  1981, 
Vol.  103,  p.7394;  N.Sugimoto,  Japanese  Patent  Nos.  61  44,353;  61  57,595;  61  44,352,  모두 1986
년  3월  발행).  그러나,  그러한  화합물은  뉴클레오티드  유도체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뉴클레오티드 
기저  유도체에  대해  상기  논의된  결점  중  적어도  몇가지를  나타낸다.  나아가,  전술한  설명에  개시된 
링커의 실례들은 현재의 표준 고상합성 기법에는, 이들 기법의 변형없이는 사용될 수 없다.

[정의]

본 명세서에서와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뉴클레오티드  :  인산기,  5탄당  및  질소함유  염기로  이루어지는  핵산의  하위단위.  RNA에서  5탄당은 
리보오스이며,  DNA에서는  2-데옥시리보오스이다.  이  용어는  또한  그런  하윈단위의  아날로그를 포함
한다.

뉴클레오티드  다량체  :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에  의해  연결된  뉴클레오티드  사슬  또는  그의 아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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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올리고뉴클레오티드  :  일반적으로  약  10  내지  약  100뉴클레오티드  길이의  뉴클레오티드  다량체. 그
러나,  길이가  100뉴클레오티드  보다  클  수도  있다.  이것들은  통상  뉴클레오티드  단량체로부터 합성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효소적 수단에 의해서도 얻어질 수 있다.

데옥시리보올리고뉴클레오티드 : 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단량체로 이루어지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폴리뉴클레오티드  :  일반적으로  약  100뉴클레오티드  이상  길이의  뉴클레오티드  다량체.  이들은  통상 
생물학적 기원의 것이거나 또는 효소적 수단에 의해서 얻어진다.

뉴클레오티드  다량체  프로브  :  제  2뉴클레오티드  다량체,  통상  폴리뉴클레오디트  내에  함유된  표적 
뉴클레오티드  서열과  상보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가지는  뉴클레오티드  다량체.  통상  프로브는 표
적서열의  대웅  염기에  완전하게  상보하도록  선택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프로브중의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뉴클레오티드가  표적  서열주의대웅  염기에  상보하지  않는  것이  적당하거나  또는 바람
직하기조차 하다. 전형적으로 프로브는 표지된다.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  :  이  용어는  중합체의  혼성체형성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포함되는 
단량체  단위를  의미한다.  그러한  단량체  단위는,  예를  들어  뉴클레오티드와의  어떠한  중요한 수소결
합에  표함되어서는  안되며,  구성성분으로서  5뉴클레오티드연기  또는  그의  아날로그중  어느것을 포함
하는 단량체 단위는 배제되어야 한다.

뉴클레오티드-비-뉴클레오티드  중합체  :  뉴클레오티드와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로  구성된 중
합체. 프로브로 사용되는 경우, 전형적으로, 표지된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비-뉴클레오티드  다량체  :  100개미만의  뉴클레오티드를  가지나,  200개를  넘는 
뉴클레오티드를 함유할 수 있고 하나 이상의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함유하는 다량체.

다량체 단위 :  본  발명의 뉴클레오티드 시약 또는 비-뉴클레오티드  시약의 단위로서,  이  시약은 중
합체에 기여한다. 

혼성체  :  상보염기들간의  왓슨-크릭(Watson-Crick)염기쌍에  의해  두  뉴클레오티드  다량체간에 형성
된 복합체.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뉴클레오티드  시약으로부터의  특이적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와  합성에  의해 커플링되
어  뉴클레오티드와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로  이루어진  골격을  가진  규정된  서열의  중합체를 
제조할 수 있는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가진 비-뉴클레오티드 시약을 제공한다.

상기  비-뉴클레오티드  시약은  또한  일단  링커-아암이  탈보호되면  콘주게이션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링커-아암인  리간드를  지니거나  아니면  그것은  중합의  합성을  개시하기에  앞서  유용한,  원하는 화학
적  부분이  부착된  측-아암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일커  아암에  부분들을  연결시키는  기술은 
단백질상의  기들에  표지물을  연결시키는  기술과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수정이 요구
될 것이다.

유용한  화학의  예들은  알킬아민의  활성에스테르,  활성아민,  아릴플로오라이드,  또는 이소티오시아네
이트와의  반응과,  티올의  말레이미드,  할로아세틸등과의  반응을  포함한다(더  이상의  가능한  기술은 
G.  M.  Means  and  R.E.  Feeney,  Chemical  Modification  of  Protelne,  Holden-Day  Inc.,  1971;  R.E. 
Feeney, Int. J. Peptide Protein Res., Vol. 29. 1987, p. 145-161 참조).

중합체의  형성동안에  링커아암  관능기를  보호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적당한  보호기는  단백질 화학에
서  사용된  것들과  또한  유사하다(예를들면,  The  Peptides  Analysis  Synthesia,  Biology,  Vol.  3, 
ed.E.Gross  J. Meienhofer, Academic Press, 1971 참조).

비-뉴클레오티드  시약의  화학적  성질로  인해,  골격서열내에  어떤  원하는  위치에도  놓일  수  있다. 이
것은  크게  다양한  특성들을  뉴클레오티드  단량체를  함유하는  중합체에  설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들은 다음 특성들을 포함한다 :  (1)  중합체내 어떤 원하는 위치에 특정 화학적 부분의 부
착,  이러한  부분들은(여기에  제한되지는  않으나)  검출가능한  표지물,  삽입제,  킬레이트제,  약제, 호
르몬,  단백질,  팹티드,  합텐,  라디칼  발생물질,  핵분해재,  단백질  분해제,  촉매,  수용체  결합물질, 
및  기타  생물학적  흥미있는  결합물질,  그리고  생물학적  장벽(막과  같은  것)을  가로지르는  DNA운반 
변형체,  그리고  뉴클레오티드  다량체의  용해도를  변경시키는  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원하는  뉴클레오티드에  인접하여  이러한  표지물  및  삽입제를  위치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2)  예를  들면,  뉴클레오티드  어피니티  지지체를  제조하기  위해  고체지지체의  화학적  부분에의 결합
을  위한  링커-아암을  사용하여  고체지지체에  규정된  서열을  고정시키는  능력;  (3)  중합체에  다수의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포함시킴으로써  링커-아암을  통해  중합체에  다수의  화학적  부분을 
부착시키는  능력;  (4)  폴리뉴클레오티드에  작용하는  단백질  및  효소와의  활성을  변경시킨  점에서 천
연발생  폴리뉴클레오티드와는  다른  중합체를  제조하는  능력,  예를  들면,  순수한  폴리뉴클레오티드의 
3'  말단에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놓는  것은  독사  포스포디에스테라제에  의한  분해에 저항
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는  다른  뉴클레아제에  대한  특이적  절단부위를  조장할  수  있다; 
(5)  혼성체  형성가능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와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군데군데 배치시
킴으로써  혼성체  형성  프로브를  제조하는  능력,  예를  들면,  뉴클레오티드와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의  혼합된  블록합성이  생성될  수  있고,  이로써  규정된  서열의  뉴클레오티드  단량체와,  이어서  하나 
이상의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를  단위  확장과  이어서  제2의  규정된  서열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블록
이  합성된다;  (6)  하나  이상의  염기쌍이  다른  표적  뉴클레오티드  다량체를  동시에  검출하는 합성프
로브를  제조하는  능력.  이것은  여기  기술된  비-뉴클레오티드  시약을  사용하여  여러  표적 뉴클레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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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다량체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에서  차이가  일어나는  부위에서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로 프로
브의 뉴클레오티드를 치환함으로써 달성한다.

발명의  바람직한  형태에서,  뉴클레오티드와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로  이루어진  규정된  서열을  가진 
표지된  혼성체  형성  프로브가  제조된다.  발명의  또다른  바람직한  형태에서,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는  2이상의  규정된  서열  뉴클레오티드  다량체를  연결시키는데  사용되는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는 혼성체 형성반응에서 사용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표지된다.

또다른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비-뉴클레오티드  시약은  현존하는  DNA  합성법중  한가지를  사용하여, 
혼합된  뉴클레오티드-비-뉴클레오티드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해  그것이  단계적  방식으로  첨가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이러한  뉴클레오티드와  비-뉴클레오티드  시약은  보통  단게적  방식으로  첨가하여  고체지지체에 공유
결합  고정화된  성장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사슬에  해당  단량체  단위를  부착시킨다.  전형적으로, 
제1뉴클레오티드는 합성의 개시에 앞서 절단가능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 지지체에 부착된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사슬의 단게식 확장은 보통 3'에서 5' 방향으로 수행된다.

표준 DNA  및  RNA  합성법은 예를 들면 Synthesis  and  Application  of  DNA  and  RNA  ed.  S.A.  Narang, 
Acadmic  Press,  1987,  과  M.J.  Gait,  Oligonucleotide  Synthesis,  IRL  press,  Wash.  D.C.  U.S.A., 
1984  참조.  합성이  완전할  때,  중합체는  상기한  에스테르결합을  가수분해함으로써  지지체로부터 절
단되고 지지체에 원래 부착된 뉴클레오티드는 얻어지는 올리고머의 3'-말단이 된다.

유추하여,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도입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은  그것을  DNA합성의  개시에 
앞서 DNA 합성지지체에 마찬가지로 부착시키는 것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는  유리알코올  형태의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를 
사용하여 형성된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 DNA합성 지지체에 부착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뉴틀레오티드와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중합체의 제
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는  추가로  하나이상의  보호된  링커-아암  또는 표지
물 또는 삽입제와 같은 원하는 화학적 부분에 콘주케이트된 하나이상의 링커-아암을 함유한다.

이러한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는  추가로  뉴클레오티드와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의  중합체에 
그것의 단계적 포함을 허용하도록 두 개의 커플링기를 지닌다.

상키  커플링기의  첫번째  것은  단량체  단위의  성장하는  사슬의  말단에  효율적으로  커플링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상기  커플링기의  두  번째  것은  혼합된  뉴클레오티드와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의 성
장하는  사슬을  단계적  방식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다.  이것은  제1커플링기가  커플링되는  동안 제2커
플링기는  실질적으로  동시에  커플링되지  않도록  비활성화되는  것을  요하나,  다음에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커플링하도록  그후  활성화될  수  있다.  비활성화는  바람직하게는  제2커플링기에  대한 
보호기로  달성되는데,  이것은  제2커플링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활
성화  및  활성화는  반응조건(예를  들면,  pH,  온도,  반은계의  어떤  다른  성분의  농도변경)을 변화시킴
으로써,  이러한  기술에  의해  비활성화  및  활성화에  적합한  적당한  화학구조의  두번째  커플링기로 간
단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은 본 발명의 범위내이다.

상기  커플링기는  뉴클레오티드  또는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중  어느  것의  인접  부착을 허용한
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상기  커플링기는  표준  DNA합성법중  한가지와  양립될  수  있는  커플링과 탈
보호 단계를 통해 조작된다.

이러한  방법은  합성이  일방향적으로  일어나고  모든  커플링  절단과  탈보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하에
서  일어날  것  즉,  그것들은  중합체  골격과  그것의  당,  염기,  링커-아암  및  표지물  성분이나  단량체 
시약에도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요한다.  당업자는  기능화,  커플링법, 탈보
호방법  및  이들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절단조건을  쉽게  확일할  수  있다(예를  들면,  Gait  참고  문헌, 
위와 같음 참조),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는  바람직하게는  골격을  가지며,  그의  단부에  커플링기가  결합되어  있다. 골
격은  바람직하게는  비환식  1  내지  20원자  사슬이며,  바람직하게는  1내지  20  탄소원자의  비환식 탄환
수소 사슬이다.

발명의 한구체예에서, 시약은 다음 화합물 I 또는 II중 한가지로부터 선택된다.

I 또는 II 어느 것이 선택되든지, 표지된 기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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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R
2
=비-뉴클레오티드 골격;

는  제1커플링기로서 X
2
=할로겐  또는  치환된  아미노, X

4
=할로겐;  아미노;  또는  O, R

3
=알킬;  알콕시; 

또는 페녹시. R
5
=알킬; 알콕시 또는 아릴옥시 또는 X

4
=O 라면 H도 될 수 있다.

(ⅲ) R
1
-X

1
-은  보호된  제2커플링기로서,  여기서 X

1
=O;S;NH;  또는  HN=N- R

1
=제2커플링기 H-X

1
-을  회수 

하기 위해 커플링기 탈보호 조건하에 절단가능한 보호기;

(ⅳ) n은 정수이고;

(ⅴ) R
4
-X

3
-는  리간드이며;  이것은  바람직하게는  관능성  부분으로부터  선택되거나  또는  다음에 관능

성  부분과(또한  불리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불리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탈보호  될 
수 있는 보호된 연결 아암으로부터 선택된다.

더 바람직하게는 표시된 몇가지 기는 다음과 같다.

X
2
=C1; 또는 2차 아미노(바람직하게는 디알킬아미노 및 해테로고리 N-아민으로부터 선택된 것)

R
3
=메톡시; 에톡시; 클로로페녹시; 또는 베타-시아노에톡시 

X3 -는  O;  S;NH;  또는  HN=N-말단이며,  바람직하게는 R2 로부터  확장하는  1  내지  25  원자사슬을  가지며, 

X2는 또한 바람직하게는 디이소프로필아미노, 디메틸아미노, 또는 모르폴리노이다.

R
1
은  더  바람직하게는  트리페닐메틸(이것은  그의  유도체,  전형적으로  디메톡시트리페닐메틸을 포함

하며)이며, X1은 O이다.

R
2
는  바람직하게는  -O-  에  부착된  2차  탄소를  갖는다.  이것은  합성의  동안에  2차  알코올의  사용을 

허용하는데 이것은 알코올로부터 더 높은 수율의 보호된 시약을 제조하는 이점을 갖는다.

뉴클레오티드-비-뉴클레오티드  중합체의  제조방법도  또한  기술된다.  이러한  방법은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단위를  가진  시약과  거기에  결합된  액체(상기와  같음)을  사용하고  불리하지  않은 조
건하에서  제1단량체  단위에,  그리고  제2추가의  단량체  단위  또는  고체지지체중  한가지에 비-뉴클레
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커플링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전술한 추가의 단량체 단위중 적어도 한가지는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이다.

비-뉴클레오티드  시약으로부터  또다른  단량체  단위가  선택된다면  물론  그  단량체  단위를  여전히 또
다른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에 커플링시키는 것 등등이 가능하다.

전형적으로,  전술한  커플링은  둘다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에  결합된  제1커플링기와  보호된 커
프링기를  통해  달성된다.  따라서,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는  제1커플링기를  통해 제1뉴클레오
티드  단량체  단위에  먼저  커플링되고  그  다음  제2커플링기가  탈보호되어  제2뉴클레오티드  또는 또다
른  시약의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중  한가지에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커플링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벙법에 사용될 수 있는 시약의 바람직한 화확적 조성은 위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시약과 방법으로부터 나오는 생성물을 또한 기재한다.

복수의  뉴클레오티드  및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와,  전형적으로  표지물로서  제공될,  프로브의 
해당  단량체  단위로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아크리디늄  에스테르  표지물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중합체 
프로브도 또한 개시되어 있다.

바람직하게는  아크리디늄  에스테르  부분은  화학  발광성  아크리디늄  에스테르  표지물이다.  적어도 하
나의  이러한  아크리디늄  에스테르  부분은  복수의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갖는  중합체의  해당 
단량체 단위에 결합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프로브의 제조방법도 또한 개시되어 있다. 

[발명의 바람직한 구체예의 설명]

본 발명의 세가지 다른 링커시약의 합성을 이하 실시예 1-3에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다.

아래의  실시예  4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상에,  여러  가지  특정한  사전지정된  위치에서  커플링된 시약
의  골격을  갖는  치환된  뉴클레오티드(특히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제조하기  위한  본  발명방법을 예
시한다.

실시예  5는  본  발명의  치환된  뉴클레오티드의  연결기에  표지물의  결합을  예시하는  한편,  실시예  6은 
본  발명의  치환도니  뉴클레오티드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더  이상의  이점,  즉  포스포디에스테라제에 
의해 촉매 작용되는 가수분해에의 저항성을 예시한다.

실시예1

2-(3-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 링커시약의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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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성의 합성개략도는 제1도에 나타내었으며 아래에 설명한다.

(a)  2-(니트릴로프로필)-디에틸말로네이트(1)의  합성  :  사용된  과정은  알.  아담스와  알.  엠.  카암의 
Orga-nic Synthesis 제1권 pp.250-251(Gilman  Blatt,eds.)의 방법을 응용하였다.

재료  :  디에틸  말로네이트,  3-브로모프로피오니트릴과  에톡시화  나트륨(에탄올중의  21%용액)은 알드
리히케미칼 컴파니(밀워키, WI)에서 구입하였다.

무수에탄올(200proof)은 U.S. 인더스트리얼 케미칼즈에서 구입하였다.

과정 : 에톡시화 나트륨(0.1몰)을 무수에탄올로 최종 부피가 100ml가 되도록 희석시켰다.

무수에탄올  50ml중의  디에틸  말로네이트(0.1몰)  용액을  교반하면서  적가하고, CaCl 2  건조관으로 반

응장치를  수분으로부터  보호하였다.  실온에서  1시간동안  교반시켰다.  그런후에  무수에탄올  50ml중의 
3-브로모프로포니트릴  용액을  교반하면서  적가하고,  그  혼합물을  실온에서  하룻밤동안  교반하였다. 
결과의  용액을  여과하여  침전된  브롬화나트륨을  제거하고  농축한  후  디에틸에테르(50ml)  속으로 추
출하였다.  그런후에,  이용액을  물(50ml)로  추출하고,  무수황산마그네슘으로  건조  시키고,  오일이  될 
때까지 농축시켰다.

클로로포름을  이동상으로  하는  실리카판상의  박충  크로마토그래피로써  요오드  증기로  가시화  한후에 
3개의  점을  얻었다.  :  Rf는  0.58,  0.51,  0.38  이고  각각  차례로  디에틸  말로네이트, 2-(니트릴로프
로필-디에틸말로네이트, 2,2-디-(니트릴로프로필) 말로네이트로 확인되었다.

냉장고  속에  수일동안  둔후에  조야한  오일로부터  여과하여  결정을  분리해내고  톨루엔(10ml)에 용해
시키고  핵산을  카해  재침전시켜  3.28g의  백색결정을  얻었다.  (12%의  수득률);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상기한 것처럼)에서 Rf는 0.38이었다.

이  화합물의  구조는 
1
HNMR(CDCl3 )로  2,2-디-(니트릴로프로필)  말로네이트(6)  임을  확인하였다  :  δD 

1.30(t, 6H), 2.26(t, 4H), 2.47(p, 4H), 4.27(p, 4H).

여과된  오일을  진공하에서  증류하여  (b.p.99-103℃,  0.3mmHg)  20%의  수득률로  목적  화합물(1)을 얻

었다; CDCL
3
중의 

1
HNMR분석;  1δ  1.24(t,  6H),  2.19(q,  2H),  2.47(t,  2H),  3.46(t,  1H),  4.18(q, 

4H).

(b) 2- (3-아미노프로필)-1,3- 디히드록시프로판(20)의 합성.

재료  :  파트(1)에  나열된  것외에  수소화  리튬  알루미늄(디에틸에테르  중의  1.0M  용액)을  알드리히 
화인케미칼즈(밀워티, 위스콘신)에서 구입하였다.

과정  :  무수디에틸테르(50ml)  중의  2-  (3-니트릴로프로필)-디에틸  말로네이트(1,  3.21g, 15.1mmol)
를 질소하에서 수소화 리튬 알루미늄(100ml 디에틸에테르중의 0.1몰)의 교반되는 용액에 
적가하였다.  결과의  혼합물을  두시간동안  환류하고  나서  실온에서  하룻밤동안  교반하였다.  그런후에 
물(100ml)중의 수산화나트륨 2.5mM 용액을 서서히 가하여 반응하지 않은 수소화 물을 급냉시켰다.

이  혼합물을  두시간동안  교반하고  에테르층을  따라내어  버렸다.(생성물은  수층에  남아  있다)  백색의 
젤라탄상  고형물을  원심분리하여  수층으로  제거하여  물로  씻어내고  수성상층액과  씻은  물을  합하여 
진공하에서 시럽이 될 때까지 휘발시켰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아날테크  리버어스-상  판이고  물이  이동상이고  닌히드린  시약으로  가시화됨)로 
목적  화합물(2)로  확인된  주점인  Rf  0.48과  부산물의  농축에  기인한  부점인  Rf  0.29를  얻었다. 제목
의  화합물(2)을  양이온  교환  크로마토크래피(Dowex  50X8,  0.5M  HCL  이동상)로써  50%의  총  수득률로 

정제하였다. 
1
HNMR분석(D2o) : δ 1.36(외견상 4중선, 2H), 1.68(m, 3H), 2.97(t, 2H), 3.57(d, 4H).

(c)  2-(3-N-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3)의  합성  :  과정은  여기에 참
고로 한 Methods in Enzymology 11권 p.317의 R.F. Goldfinger의 방법을 응용하였다.

재료  :  (상기한  것외에도)  S-에틸트리플루오로티오아세테이트를  알드리히화인  케미칼즈(밀워키, 위
스콘신)에서 구입하였다.

과정 : 2-(3-N-아미노프로필)-2,3-디히록시프로판(2)(3mmol)을 물(25ml)에 용해시켰다.

6N  HCI을  적가하여  용액의  pH를  9.5까지  낮추었다.  다음의  반응은  후드속에서  수행하였다  : S-에틸
트리플루오로티오아세테이트(2ml)를  격렬하게  교반시키는  용액에  적가하였다  :  6N  KOH를  적가하여 
pH를  935와  10.1사이로  유지하였다.  30분후에  S-에틸트리플루오로티오아세테이트를  몇  밀리리터  더 
가하고  pH를  상기한  것처럼  유지하였다.  다음에  6N  KOH를  사용하여  pH를  7로  조정하고  혼합물을 진
공하에서  회전증발시켜  건조할  때까지  농축하였다.  잔류물을  아세톤(20ml)으로 스월링(swirling)하
고  여과하여  아세트산  칼륨  침전물을  제거하였다.  여과물을  시럽이  될  때까지  농축시키고 아세톤
(2ml)에  재용해시킨  후  실리카겔(평균입자  직경이  40㎛  이고,  J.T.  Baker  Cheminal  Cl.(필립스 
버그,  뉴어저어지,  미국)에서  구입함)  40g을  합유한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  컬럼에  가하였다. 컬럼
을 염화메틸렌/아세톤의 50 : 50용액(v/v)(500ml)으로 25ml분획씩 취하면서 용출하였다.

실리카겔  판에  2㎕의  분취량을  떨어뜨리고  물중의  10%  피레리딘을  분무한  후  15분동안  방치하고나서 
히트  전(heat  gun)으로  건조시키고  닌히드린  시약으로  처리하여  분획을  생성물  함량에  대해 분석하
였다.  피페리딘  분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일차  아민의  트리플루오로아세틸화를  확인할  수  있는, 닌히
드린과의  착색반응이  일어나지  못한다.  이  과정을  사용하여  분획  13과  18사이에서  생성물을 찾아내
었다;  이  분획을  모아  회전증발시켜  농측하여  Rf가  0.4(상기한  것과  같은  용매  시스템과 가시화방법
을 사용한 실리카겔 박층 크로마토그래피)인 무색의 오일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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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0-(디메톡시트리틸)-2-(3-N-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4)의  합성 
:

재료  :  (상기한  것외에도)  염화  디메톡시트리틸을  알드리히  화인  케미칼즈(밀워키,  WI,  USA)에서 구
입하였다.  염화메틸렌을 CaH2 에  대해  환류하고  증류시켜  4옹스트롬(4A)  분자체에  저장하였다. 피리

딘을 수산화 칼륨 펠릿과 p-술폰산톨루엔으로 증류하여 건조한 질소하에서 저장하였다.

과정  :  2-(3-N-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3)(362mg,  1.58mmol)을 감압
하에서  건조한  피리딘으로  수회  증발하여  건조시킨  후  완전  진공하에서  수시간동안  더  건조시켰다. 
잔류물을  건조한  질소하에서  건조한  피리딘  10㎖에  용해시켰다.  건조한  염화메틸렌(1.5㎖)중의  염화 
디메톡시트리틸(401mg,  1.18mmol)을  교반하면서  가하고,  결과의  용액을  실온에서  한시간동안 교반하
였다.  용매를  감압하에서  제거하고  잔류물을  클로로프름(50ml)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을  물중의  5% 
중탄산  나트륨으로  3회  추출하고  나서  무수  황산  마그네슘으로  건조시켰다.  결과의  용액을  오일이 
될때까지  농축시키고  2ml의  클로로포름에  재용해  시킨후  클로로포름/아세트산에틸/피리딘(95:5:0.2 
v/v/v)를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한  것과  같은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류하
였다. 분획을 같은 용매시스템을 사용하여 실리카판상의 박충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였다.

HCI  발연(fume)으로  가시화한  Rf값이  0.27,  0.87,  0.93인  점들은  각각  1-(디메톡시트리틸) 생성물
(4),  디메톡시트리탄올과  1,3-디-(디메톡시트리틸)부산물로  확인되었다.  후자의  물질은  물로  포화된 
염화메틸렌중의 4% 디클로로아세트산 혼합물과 흔들어 섞어 목적 화합물(4)로 가수분해될 수 
있었다.  용매를  적당한  분획으로부터  휘발시켜  생성물(40을  분리해내고  완전  진공하에서  건조시켜 
포옴(370mg, 44%)을 얻었다.

(e) 1-0-(디메톡시트리틸)-2-(3-N-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프로필)-3-0-(메틸-N,N-디이소프로필-포
스포아미도)-1,3-디히드록시프로판(5)의 합성 :

재료  :  (상기한  것외에)N,N  :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과  N,N-디이소프로필메틸포스포아미딕 클로라이
드를  알드리히  케미칼  컴파니(밀워키,  WI  USA)에서  구입하였다.  디메틸포름아미드를  CaH로  환류하고 
증류한후 4A 분자체에 저장하였다.

과정 : 1-0-(디메톡시트리틸)-2-(3-N-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프로필)-3-0-디히드록시프로판
(4,300mg,  0.56mmol)을  건조한  피리딘으로  수회  증발하여  건조시키고  10ml의  건조한 디메틸포름아미
드에  용해시켰다.  다음의  반응은  건조한  질소하에서  수행하였다. N,N-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245
㎕;l,  0.7mmol)을  가하였다.  반응혼합물을  두시간동안  교반하였다.  그런후에  혼합물을  감압하에서 
농축시키고  염화메틸렌(50ml)에  용해  시켰다.  이  용액을  5%의  중탄산나트륨  수용액으로  3회  추출한 
후  무수  황산  마그네슘으로  건조시키고,  감압하에서  오일이  될  때까지  농축시켰다.  개시물질(4)이 

해당하는  포스포아미다이트(5)로  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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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NMR(CDCl3 ,  트리메틸  포스페이트,  외부표준)로 확인

하였다 : δ; 147.9 순도는 70%이상이었다.

실시예 2

2,2-디-(3-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 연결시약의 합성.

이  실시예는  다중표지  부착용의  2개의  아미노프로필  링커를  가진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포스포
디에스테르 골격에 통합시키기 위한 단량체로 이루어진다. 합성원리는 제2도에 나타내었다. 

제료 : 특별히 표시할 때만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 나타낸 것과 같은 재료이다.

(a) 2,2-디-(3-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7)의 합성:

다음의 과정은 상기한 실시예 1(b)의 방법을 응용한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실시예  1(a)에서  설명한  합성인  2,2-디-(니트릴로프로필)-디에틸  말로네이트(6)(2.00g,  7.51mmol)을 
무수  디에틸에테르(80ml)에  용해시켰다.  결과의  용액을  디에틸에테르(100ml)중의  수소화 리튬알루미
늄(0.1mmol)의  교반되는  용액에  적가하였다.  15분후에  혼합물을  2시간동안  환류가열하고  나서 실온
에서  하룻밤동안  교반하였다.  조야한  생성물의  생성과  회수는  상기한  실시예  1(b)에서  처럼 수행하
였다. 실시예1(b)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로 주점(Rf 약 0.2)을 얻었다.

(b) 2,2-디-(3-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8)의 합성

2,2-디-(3-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7)(3.7mmol)을  물(25ml)에  용해시키고  6N  HCL로 pH
를  약  10으로  조정하였다.  S-에틸트리플루오로티오아세테이트(1.0ml)를  격렬하게  교반하면서  가하고 
6N  KOH를  적가하여  pH를  9.5와  10사이로  유지하였다.  마찬가지로  두번더  1.0ml의 S-에틸트리플루오
로티오아세테이트를  30분  간격으로  가하였다.  혼합물을  진공하에서  오일이  될  때까지  농축시키고 아
세톤(30ml)에  용해시켰다.  침전된  아세트산  칼륨을  여과하여  제거하였다.  생성물(8)을 염화메틸렌/
아세톤(50  :  50  v/v)  이동상을  사용하여  실시예  1(c)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리카겔  플래쉬 크로마토
그래피로  정제하였다.  정제된  물질은  같은  용매시스템을  사용하여  실리카겔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로 
단일한  점(Rf  0.7)을  나타내었다  :  실시예1(c)에서  처럼  피페리딘으로  처리한후  닌히드린으로 처리
하여 가시화하였다. 수득률은 510mg(1.48mmol)이었다.

(c)  1-0-(디메톡시트리틸)-2,2-디-(3-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9)의 
합성:

2,2-디-(3-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8)(510mg,  1.48mmol)을 진공하에
서  건조한  피리딘으로  수회  증발시켜  건조한  후  질소하에서  건조한  피리딘  5ml에  용해시켰다. 건조
한  염화메틸렌중의  디메톡시트리틸  클로라이드(376mg,  1.11mmol)를  질소하에서  교반하면서  가하고, 
그  혼합물을  한시간동안  교반하였다.  혼합물을  농축하고  클로로포름(50ml)에  용해시켰다.  이  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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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화된  중탄산나트륨  수용액으로  3회  추출하고  진공하에서  오일이  될  때까지  농축하였다.  그런후에 
오일을  2ml의  클로로포름에  용해시키고  클로로포름/아세트산에틸/피리딘(80:20:0.2  v/v/v)를 사용하
여  상기한  것처럼  실리카겔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류하였다.  생성물(9)을  같은  용매시스템을 
사용하고  HCI발연으로  가시화하여  실리카겔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로  확인하였다.(Rf  0.3)  : 감압하에
서 농축하고 완전 전공하에서 건조시켜 담황색 포옴(517mg, 52%)을 얻었다.            

(d)1-0-(디메톡시트리틸)-2,2-디-(3-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프로필) -3,0-(메틸-N,N-디이소프로필
포스포아미도)-1,3-디히드록시프로판(10)의 합성:

과정  : 1-0-(디메톡시트리틸)-2,2-디-(3-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
(0)(136mg,  0.2mmol)을  건조한  피리딘(3ml)으로  3회  증발하여  건조시켰다.  결과의  잔류물을 아르곤
하에서  건조한  염화메틸렌(1.5ml)에  용해시키고  N,N-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175㎕  1.0mmol)을 교반하
면서  가하였다.  그런후에  N,N-디이소프로필메틸포스포아미딕  클로라이드(80㎕,  0.4mmol)를  가하고 
반응물을  1시간동안  교반하였다.  결과의  혼합물을  아세트산  에틸/트리에틸아민(98.2)(50ml)으로 회
석시키고  포화된  중탄산나트륨  수용액(25ml)으로  두  번  추출하였다.  유기층을  무수 MgSO4 로 건조시

키고  오일이  될  때까지  농축시켰다.(240ml)  포스포아미다이트(10)로  바뀐  것은 
31
p  NMR(cdcl3 트리메

톡시 포스페페이트, 외부표준)로 확인하였다 : δ145.5. 순도는 60%이상이었다.

실시예3

3-아미노-1,2-프로판에디올 기저 링커시약의 합성.

합성은 제3도에 그려져 있으며 아래에서 설명하였다.

(a) 3-(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1,2-프로판디올(11)의 합성.

재표  :  3-아미노-1,2-프로판에디올과  S-에틸트리플루오로티오아세테이트를  알드리히  케미칼 컴파티
(밀워키, WI USA)에서 구입하였다.

과정  :  S-에틸트리플루오로티오아세테이트(5.13ml,  45mmol)를  3-아미노-1,2-프로판에디올(2.32ml, 
30mmol)과  아세트산에틸(5.0ml)의  혼합물에  신속히  교반하면서  가하였다.  몇분후,  혼합물은 균질화
되었다.  한시간후에  반응용액을  석유에테르(100ml)와  흔들어  섞어  오일을  얻고,  그것을  분리하여 진
공하에서 농축하였다.

이  물질을  아세트산에틸/염화메틸렌(2.1)을  이동상으로  사용하여  실리카판상의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로  분석하였다.  판을  먼저  닌히드린  시약으로  가시화하는데  그것은  원점에서  반응하지  않은  미량의 
아민  출발물질을  나타내었다.  다음에  10%의  피페리딘  수용액을  분무하여  가시화하고  히트  건(heat 
gun)으로  건조하고  나서  닌히드린  시약으로  처리하였다.  후자의  경우에  95%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지
는  것으로  평가되는  주점이  나타났다.(Rf  0.28)  주점(11)과  관련된  물질의  정제는  예비  스케일의 박
층 크로마토그래피로 행해졌다.

(b) 3-(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1-0-(디메톡시트리틸)-1,2-프로판디올(12)의 합성.

재료와 일반적인 과정은 앞의 실시예 1(d)에 기술되어 있다.

3-(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1,2-디히드록시프로판(11)(1.87ml,10mmol)을  감압하에서  건조 피리미
딘(10ml)으로  3회  공증발시킴으로써  건조시켰다.  그리고나서  이  물질을  건조  피리미딘(10ml)에 용해
시켰다.  그  다음에  건조  피리미딘(10ml)중의  염화  디메톡시트리틸(3.73g,  11mmol).  용액을 질소하에
서  교반하면서  적가하였다.  약  1시간후에  메탄올(0.2ml)을  첨가하였다.  결과용액을 에틸아세테이트
(80ml)로 희석하고 포화수성탄산수소나트륨(30ml)으로 2번, 물(29ml)로 2번 추출하였다.

유기층을  무수  황산마그네슘상에서  건조시키고  감압하에서  농축시켜  6g의  원유를  산출해  내었다. 
1.1g의  원물질을  위해  기술한  바와  같이  염화메틸렌/에틸아세테이트/피리딘(10:1:0.01  v/v/v)을 사
용하는  실리카겔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분별하였다.  실리카겔  플레이트  위에서  동일한 용매
시스템을  사용하여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함으로써  분획을  분석하였다.  HCI  증기로  반점이  보이게 
되는데  2개의  적은  성분이  Rf  값  0.94  와  0.87로  나타나고  주성분은  Rf  0.53의  값으로  나타나며 이
것들은  각각  1,2-디=(디메톡시트리틸)쪽  생성물,  디메톡시트리탄올,  그리고  예상했던  생성물(12)로 
확인되었다.  위에  기술한  대로의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Rf  값  0.53을  가지는  분획을  모아 

증류시켜서 0.72g  의  (12)를  얻었고 
1
H  NMR에  의해  그  구조를  확인하였다.  (12)의  전반적  수율은 플

래시컬럼의 수율을 기초로 하여 80%였다.

(c) 3-(트리플루오로아세틸아미노)-1-0-(디메톡시트리틸)-2-0-(메틸-N,N-디이소프로필포스포르아미
도)-1,2-프로판디올(13)의 합성.

본 합성을 위한 시료들은 위의 실시예 1에 주어져 있다.

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348㎕  2mmol)을  함유하는  건조한  염화메틸렌(1.5ml)에 3-(트리플루오로아세틸
아미노)-1-0-(디메톡시트리틸-1,2-프로판디올(12)(196mg,  0.4mmol)을  용해시켰다.  아르곤(argon) 하
에서  N,N-디이소프로필메틸포스포르아미딕  클로라이드(200;l,  1mmol)를  교반하면서  적가하였다. 한
시한  후  트리에틸아민을  1%  함유하는  에틸아세테이트를  가하고(50ml),  그  결과용액을  포화수성 탄산
수소나트륨으로  세번  추출하였다.  유기층을  무수  황산마그네슘  위에서  건조시키고  감압하에서 농축

시켜  오일(oil)이  되도록했다.  이  물질의  순도는 
31
P NMR(CD3 CD,  트리메톡시  인산,  외적표준)  : δ

147.5에서 의해 95%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톨루엔/핵산  혼합물  안에서  이  물질을  결정화시키려는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러므로 미정제
샘플을 직접 링커 첨가에 대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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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3(a)

결합시약에 근거한 6-아미노-1,2-헥산디올의 합성.

본 합성을 제4도에 도시하고 아래에 기술하였다.

(a) 1,2-(이소프로필리딘)-1,2,6-트리히드록시헥산(14)의 합성.

재료  :  1,2,6-트리히드록시헥산과  1,2,6-디메톡시프로판을  Aldrich  Chemical  Co.  (milwaukee,  WI, 
USA..)로 부터 구입하였다.

과정  :  1,2,6-트리히드록시헥산(1.00g,  7.45mmol)과  건조  아세톤(10ml),  농축황산(300;l)을 자기교
반막대를  따라서  50m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가했다.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플라스크를  질소로 세척
하고 고무격막을 부착하였다.

그  다음에  30분에  걸쳐서  2,2-디메콕시프로판(3.00ml,  24.2mmol)을  교반용에  주사하여  서서히 첨가
하였다. 2시간동안 교반을 계속하였다.

반응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무수탄산나트륨(150mg)을  가하고  내용물들을  하룻밤동안  교반하였다. 마
지막으로  용액을  여과하고  진공하에서  농축시켜서  담황색의  시럽(1.6g)을  산출하였다.  이  물질을 정
제시키지 않고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였다.

(b) 1,2-(이소프로필리딘)-6-(p-톨루엔술포닐)-1,2,6-트리히드록시헥산(15)의 합성.

재료 : p-톨루엔술포닐 클로라이드를 Aldrich Chemical Co.(Milwaukee. WI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과정  :  앞단계(14)에서의  이소프로필리딘화된  미정제물질(대략  7.45mmol)을  건조  아세톤(15ml)에 용
해시켰다.  그다음에  p-톨루엔술포닐  클로라이드(2.8g,  14.9mmol)와  건조  피리딘(5ml)을  가하고 습기
를 제거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실온에서 3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그리고나서  진공하에서  용매를  제거하고  그  잔류물을  메틸렌  클로라이드(25ml)사이에  분배하고  무수 
황산나트륨  위에서  건조시키고  여과시키고  나서  진공하에서  농축시켜서  결정형  고체(15,2.8g)을 얻
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동상으로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는  실리카겔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로 
미정제  생성물을  정제하였다.  동일한  용매를  사용하여  형광  실리카겔  플래이트상에서의  얇은  박 크
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분획을  분석하였다.  스포트를  자외선  램프하에서  육안으로  보았고  생성물(R, 
0.50) 함유분획을 모아서 진공농축하여 전체수율 9639%로 오일(15, 2.37g)을 얻었다.

(c) 1,2-(이소프로필리딘)-6-아지도-1,2-디히드록시헥산(16) 합성.

과정 : 전단게로부터의 토실레이트(15, 2.37g, 7.22mmol)를 건조 디메틸 포름아미드(30ml)에 
녹였다.  아지화나트륨(1.64g,  25.2mmol)을  자기  교반  막대를  따라  첨가하고  환류  콘덴서와 CaCl 2 건

조튜브를  부착하였다.  그런  다음  혼합물을  60-65℃의  수조에서  3시간동안  교반하였다.  교반을  밤새 
실온에서  계속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분리로  침전을  제거하고  그  결과의  용액을  대략  5ml의  최종 부
피로  진공  농축하였다.  농축된  용액을  클로로포름(50ml)과  물(15ml)  사이에  분배하였다.  유기층을 
물(15ml)로  추가로  세척하고  무수 MgSO4 상에서  건조시켰으며  여과하고  암버오일(16)로 진공농축하였

다. 그런 다음 미정제 생성물을 더 이상 정제하지 않고 다음 단계에서 사용하였다. 

(d) 6-아미노-1,2-디히드록시헥산(17) 합성.

재료 : 디에틸에테르중의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1.0M)용액을 알드리히 케미칼 컴패니
(Milwaukee. WI,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과정  :  무수  디에틸에테르(10ml)와  디에틸에테르(15ml)중의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1.0M)용액
을  아르곤  대기하에  250ml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첨가하였다.  전단계에서  얻어진  무수 디에틸에테르
(25ml) 중에 미정제 아지드(16, 약 7mmol)를 적하 깔때기를 통해 교반하면서 아르곤하에 
첨가하였다.  첨가가  완료된  후  혼합액을  아르곤하에  교반하였다.  첨가가  완료된  후,  혼합액을 환류
하에  90분동안  교반하였다.  그  결과  형성된  슬러리를  디에틸에테르(25ml)로  희석하고,  다음의 용액
을  교반하면서,  기재된  순서대로  첨가하였다  :  물(1ml),  5N  NaOH(1ml)  그리고  물(1ml)  그런  다음 혼
합액을  배지  글래스  필터를  통해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실온에서  증류에  의해,  그리고  그  다음에 고
진공에서의  증류에  의해  농축하여  담황색  오일을  얻었다.  다음에,  물(10.8ml)과  88% 포름산(14.2m
l)을  첨가하였다.  결과의  혼합물을  실온에서  하룻밤  방치한  후  70-75℃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하였다. 
용액을  시럽이  될  때까지  진공하에서  농축시키고  그것을  물(50ml)에  용해시킨후  AG 50W-X8수지(H형
태,  50ml  베드부피,  Bio-Rad  Labs,  Richmond,  CA,  USA)를  함유한  양이온  교환  칼럼에  가했다. 컬럼
을  1N  HCI  용출하였다.  아민생성물을  함유한  분획은  실리카겔  TLC  판에  점을  찍고  닌히드린 시약으
로  분무하고  상기한  것처럼  가열하여  가시화하였다.  생성물을  함유한  분획을  모아  진공하에서 시럽
이 될 때까지 농축하고 그것을 메탄올로 공증발시켜 담황색 침상 결정을 얻었다.(17, 염산염으로서)

(e) 6-N-(9-플루오레닐메톡시카르보닐)-아미노-1,2-디히드록시프로판(18)의 합성.

재료  :  9-플루오레닐메틸숙신이미딜  카르보네이트(Fmoc-NHS)를  Bachem,  Inc  (Torrance,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과정  :  6-아미노-1,2-디히드록시헥산  히드로클로라이드(17)을  전단계에서  얻은  수득률에  따른 양으
로  물(10ml)에  용해시키고  5N  NaOH로  최종  pH가  8.7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중탄산나트륨(588mg, 
7mmol),  Fmoc-NHS(2.76g  7mmol)과  아세톤(10ml)을  가하였다.  현탁액을  실온에서  하룻밤동안 교반하
였고  그후에  모든  Fmoc-NHS가  용액이  되었다.  반응혼합물을  진공하에서  농축하여  아세톤을 제거하였
다.  1N  HCl(50ml)와  아세트산  에틸(150ml)을  가하고  그  혼합물을  분액  깔대기에  뎄겼다.  유기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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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해내고  0.1N  HCl(50ml)로  씻고  물(2×50ml)로  씻었다.  그런후에  유기층을  무수 MgSO4 로 건조시

킨  후  여과하고  오일이  될  때까지  농축하였다.  생성물을  클로로프름/아세톤(50  :  50)을  이동상으로 
하여  상기한  것처럼  실리카겔  플래쉬  크로마토그래리로  정제하였다.  분획은  같은  용매시스템을 사용
하여  형광  실리카겔  판상을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였다.  점은  자외선  램프아래에서 가시화하
였다.  생성물을  함유한  분획(R,0.25)을  모아  휘발시켜  백색결정성  고체를  얻었다.(18, 1.20g)총수득
률은 1,2,6-트리히드록시헥산 개시제의 양을 기준으로할 때 45%였다. 

(f) 1-0-(디메톡시트리틸)-6-N-(플루오레닐메톡시카르보닐)-6-아미노-1,2-디히드록헥산의 합성.

과정  :  전단계의  생성물(18,  0.5g,  1.41mmols)을  건조한  피리딘으로 곤등발시키고(3×3ml)아르곤하
에서  건조한  피리딘(8ml)에  용해시켰다.  건조한  염화메틸렌(2ml)중의  디메톡시트리틸 클로라이드

(0.5736g, 1.69mmols)의 용액을 수분간격으로 교반하면서 주사기로 가하였다.

실온에서  2시간동안  교반을  계속하고나서  메탄올(100㎕)을  가하여  반응을  중지시켰다.  용매를 진공
하에서  제거하고  잔류물을  클로로포름(100ml)에  용해시켰다.  얻어진  용액을  분리  깔때기로  옮겨서 
포화된  수성중탄산나트륨(3×20ml)에  이어  3M  NaCl(20ml)로  세척하였다.  무수 MgSO 4  위에서 유기층

을  건조하고  여과한  후  진공하에서  오일로  농축하였다.  생성물을 염화메틸렌/아세트산에틸/트리에틸
아민(95  :  5  :  0.5)용매계를  사용하여  상기와  같이  실리카겔  플래시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하
였다.  분획물을  같은  용매를  사용하여  실리카겔  플레이트상에  박층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분석하고 
플레이트를  HCℓ증기에  쐬여  스포트를  가시화하였다.  생성물(19,  R,  0.35)을  함유한  분획물을 모아
서 진공에서 증발시킴으로써 기포를 형성하였다(910mg, 이론수율100%).

(g) 1-0-(디메톡시트리틸)-6-N-(플루오레닐메톡시카르보닐)-2-0-(메틸-N,N-디이소프로필포스포르아
미도)-6-아미노-1,2-디히드록시헥산(20).

재료 : 재료는 상기 실시예에 기재되어 있다. 

과정  :  N,N-디이소프로필-메톡시포스피닐  클로라이드(102㎕,  0.513mmol)를  고반용액  19(225mg, 
0.34mmol)  및  건조  염화메틸렌(3ml)중의  N,N-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236㎕,  1.36mmol)에  아르곤 분위
기하에서  적가하였다.  90분후,  반응혼합물을  2%  트리에틸렌아민  (50ml)을  함유하는  아세트산에틸로 
희석하고  포화된  수성  중탄산나트륨(2×25ml)으로  세척하였다.  유기층을  무수 MgSO4 위에서  건조하고 

여과한  후  진공에서  건조  될  때까지  증발시켰다.  잔류물을  톨루엔(2ml)에  용해시키고  -20℃에서 페
트롤리움  에테르에  신속히  교반하면서  적가하였다.  얻어진  혼합물을  -20℃에서  16시간동안 저장하였
다.이어서  실온으로  가온한  후  상징액을   기울여  따랐다.  침점물(20)을  진공에서  건조하였다.  : 수
율=160mg(58%수율).이  물질의  순도는  염화메틸렌/아세트산  에틸/트리에틸아민(10  :  1  : 0.1)용매계
를  사용해서  실리카겔  플레이트상에서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를  하고  자외선  하에서  가시화하여 증명
하였다.(R, 0.9, 출발물질 0.25의 R과 비교).

실시예  3(a)에  기재된  링커시약의  연장된  유사물이  발생하였다.  이들  유사물의  구조는  제5도에 표시
된다(21-24). 이들 유사물의 제조는 다음 실시예에 기재된다. 

실시예3(b)

3-N-(글리시딜)-아미노-1,2-프로판디올 기저 링커 시약(21)의 제조.

이 합성의 스킴은 제6도에 요약되어 있다.

(a)3-N [B-(플루오레닐메톡시카르보닐- 글리시딜] -아미노-1,2-프로판디올(25)의  합성. 

재료  :  N-(플루오레닐메톡시카르보닐)-글리신-N-히드록시숙신이미드(Fmoc-글리신-NHS)를  바켐, 인코
오퍼레이티드(Torrance,CA,USA)로부터 구입하였다. 다른 시약은 상기와 동일하였다. 

과정  :  3-아미노-1,2-프로판디올(91mg,  1mmol)을  아세톤  7(ml)중의  Fmoc-글리신-NHS(394mg, 1mmol)
의  용액에  첨가하였다.  이  용액에  물(5ml)중의  중탄산나트륨(84mg,  1mmol)  용액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압액을  실온에서  16시간동안  교반하였다.  실리카겔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를  하였고  염화메틸렌/  메탄올/아세트산(20:2-0.1)용매시스템으로  반응이  완료되었음을  알았다. 생
성물(25)가  침전으로서  플라스크에  나타났으며  그것을  여과제거하여  진공하에 P2O5 상에서   2일  동안 

건조시켰다. 수율은 310mg이었다(84%)

(b) 1-0-(디메톡시트리털)-3'-N-[N-(풀루오레닐메톡시카르보닐)-글리시딜]-아미노-1,2-프로판디올
(26)의 합성.

재료 : 재료는 앞의 실시예에 기재된 것과 같다.

과정  :  화합물  25(185mg,  0.5mmol)를  건조  피리딘(3×3ml)과의  공증발에  의해  건조시켰다.  그런다음 
그것을  건조  피리딘(3ml)에  녹이고  염화메틸렌/피리딘(4ml)의  1:1  혼합물중의  염화 디메톡시트리틱
(222mg,  0.57mmol)용액에  고반하면서  적가하였다.  교반을  1.5시간동안  계속하고,  반응을 염화메틸렌
/메탄올(8:1)용매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리카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모니터하였다. 반응
액을  메탄올(0.2ml)의  첨가에  의해  순간  냉가시키고;  교반을  10분  동안  계속  하였다.  피리딘을 진공
증발시켰다.  그  잔류물을  염화메틸렌(150ml)에  녹이고  포화  중탄산  나트륨  수용액으로  세척한 후(2
×50ml),  물(50ml)로  세척하였다. 무수MgSO4 상에  건조시킨  후,  염화메틸렌  용액을  진공하에서 건조

상태까지  증발시켰다.  그  잔류물을  상술한바와  같은  방법에  따라  0.1%  피리딘  함유  염화메틸렌/에틸 
아세테이트(11:5)용매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리카겔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생성물 함
유  분획을  상술한  바와  같이,  실리카겔  얇은  충  크로마토그래피로  확인하였다.  이들  분획을  모아서 
건조상태까지 증발시켜 250mg의 26을 얻었다(75% 수율).

(c) 1-0-(디메톡시트리털)-2-0-[N,N-디이소프로필아미노-메톡시포스핀아미도]-3-N-[N-(풀루오레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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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시카르보닐)-글리시딜]-아미노-1,2-프로판디올(21)의 합성.

재료 : 재료는 앞의 실시예와 동일하다.

과정  :  합성물  21(235mg,  0.35mmol)을  건조  피리딘으로  공증발에  의하여  건조시켰다(2×3ml,  그런 
다음  그  화합물을  건조  염화메틸렌(2ml)에  녹이고  N,N-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244;l,  0.53mmol)을 아
르곤  대기하에  교반하면서  적가하였다.  염화메틸렌/에틸아세테이트/트리에틸아민(10:5:0.5)용매 시
스템을  사용하여  실리카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반응이  20분후에  완료되었음을  알았다. 
그런  다음  반응  혼합액을  표화  수성  중탄산  나트륨이  있는  에틸로  희석하였다(2×25ml),  무수 MgSO4

상에서  건조시킨  후에  아세테이트  층을  진공발시켰다.  그  잔류물을  에틸아세테이트(3ml)에  녹이고 

-25℃에서  헥산(150ml)에  부었다.  침전을  여과하여  진공  건조시켜서  210mg의  21을  얻었다(72%). 
31
P-

NMR(CDCl3 ,  트리메틸포스페이트에  비례한  ppm으로):  147.5(d),  또한  1H-NMR  분석으로  구조를 확인하

였다.

실시예 3(c)

3-N-(4-아미노부티릴)-아미노-1,2-프로판디올과  3-N-(6-아미노카프로일)-아미노-1,2-프로판  디올 기
저 링커 시약(22,23)의 합성.

이 실시예에 독특한 합성의 단계를 제7도에 도시하고 아래에 기술한다.

(a)  4-아미노부티르산과  6-아미노카프로산의  N-플루오레니메콕시카르보닐  보호된 형태(N-Fomc-6-아
미노 카프로산, (28)의 합성.

재료  :  4-아미노부티르산과  6-아미노카프로산을  알드리히  케미칼  컴패니(Milwaukee,  MI,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Fmoc-NHS는 실시예 3(a)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과정  :  이들  합성을  에이.피켓(A,  Paquae)  방법  (Can.J.Chem,  1982.  60.  97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행하였다.

(b)  N-Fomc-4-아미노부티르산과  N-Fomc-6-아미노카프로산중  어느하나와  3-아미노-1,2-프로판디올의 
커플링.

재료  :  트리메틸아세틸  클로라이드를  알디리히  케미컬사(Milwaukee,  WI,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다른 재료들은 상기 전술 실시예에 기재되어 있다.

과정 : 혼합물 27과 28중 어느하나 (1mmol)와 건조 테트라히드로푸란(3ml)와 공증발하여 
건조시켰다.  그다음  잔류물을  건조디메틸  포름아미드(3ml)와  건조  테트라히드로푸란(3ml)의 혼합물
에  용해시켰다.  결과  생성용액을  얼음욕에서  냉각시켰으며  N,N-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1mmol)을 첨가
한  다음  교반하면서  트리메틸아세틸  클로라이드(1mmol)을  천천히  첨가하였다.  교반을  45분  동안 얼
음욕에서  계속하였다.  그다음  건조  디메틀포름아미드  내의  3-아미노-1,2-프로판디올(1.2mmol)용액을 
첨가하였으며  결과  생성혼합물을  실온으로  따뜻하게  한다음  1시간동안  교반하였다.  반응을  메틸렌 
클로라이드/메탄올/아세트산(10:1:0.1)용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실리카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로 
모니터하였다.  이  분석을  기초로하여  반응을  약  90%완결까지  진행하도록  측정하였다.  그다음 반응혼
합물  진공하에서  농축시켰으며  에틸  아세테이트(100ml)로  희석하여  분리깔때기로  옮겼다. 유기용액
을  포화  수성  아탄산나트륨(2×50ml)와  물로  수세하였다.  무수 MgSO4 상에서  건조한  후  유기층을 건

조  증발시켰다.  보통  결과생성물은  95%이상의  순도를  지니도록  측정하여  더  이상의  정제없이 후속단
계에  사용한다.  그러나,  정체가  필요한  경우에  메틸렌  클로라이드/메탄을(40:1)용제  시스템을 사용
하는  상술한  과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리카겔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하였다. 화합

물 28 및 29의 순도를 
1
H-NMR분석에 의해 확인하였다.

(c) 28 및 29의 1-O-디메톡시트리틸레이션.

이  분석을  위한  재료  및  과정은  실시예  3(b),  파트(b)에  기재한  바와  같았으며  이들  재료의  순도는 
H-NMR에 의해 확인하였다.

(d)  상기  파트(c)에  언급된  화합물을  대응하는  2-O-(N,N-디이소-프로필메틸)-포스포  라미다이트(22) 
및 (23)로 전환.

이  합성을  위한  재료  및  과정은  실시예  3(b),  파트(c)에  기재한  바와  같았으며  생성물  22  및  23의 

순도는 
31
P-NMR에 의해 확인하였다.

실시예 3(d)

3-N-(6-아미노카프로일)-아미노-1,2-프로판디올 기저 링커시약의 더 연장된 아날로그의 합성.

이 분석의 유일한 단계를 제8도에 도식적으로 도시하며 아래에 기재한다.

(a) 1-O-(디아모톡시트리틸)-3-N-(6-아미노카프로일)-아미노-1,2-디히드록시프로판(31)의 합성.

재료 : 화합물 30을 실시예 3(c)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준비하였다.

과정  :  화합물  30(0.89g,  1.1mmol)을  밤새  실온에서  농축된  수산화  암모늄(10ml)  및  피리딘(10ml)과 
함께  가암모니아  분해하였다.  반응액의  분취량을  실리카겔  TLC판상에  스포트하고  닌히드린  시약으로 
처리하여  1차  아민의  보호기  탈락을  조사하였다.  그다음  반응  혼합물을  진공하에  건조시켰으며  결과 
생성한 반응 잔류물(30)을 정제하기 않고 후속단계에서 사용하였다.

(b) 화합물(31)과 화합물(28)의 커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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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화합물 28을 실시예 3(c), 파트(a)에 기재된 과정에 따라 합성하였다.

과정  :  N-Fmoc-아미노카프로산(28,  1.1mmol)을  상술한  실시예  3(c),  파트(b)에  기재된  과정에  따라 
트리메틸아세틸  클로라이드(1.1mmol)과  반응시켰다.  그다음  건조  디메틸포름아미드내의  화합물 

30(1.1mmol)용액을,  다시  실시예  3(c),  파트(b)의  과정에  따라  첨가하였다.  결과  생성부  가물  32을 
클로로포름/메탄올(30:1)  용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상술  실시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실리카겔  플래쉬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정제하였다. 생성물 수율은 250mg(23%)이었다.

(c) 화합물 32의 대응 2-O-(N,N-디이소프로필아미노)-메톡시포스포라미다이트(24)로의 전환.

과정  :  방법을  실시예  3(b),  파트(c)에  상술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하였다.  그래서,  화합물 
32(240mg,  0.285mmol)을  N,N-디이소프로필에킬아민(198㎕  1.14mmol)을  함유하는  건조 메틸렌클로라
이드(3ml)  내의  N,N-디이소프로필아미노-클로로메톡시포스틴(73㎕  0.371mmol)과  반응시켰다.  반응을 
에틸아세테이트(50ml)내의  2%트리에틸아민과  그것을  희석하고  포화수성  중탄산나트륨(25ml)  과 물
(25ml)로  추출하여  진행시켰다.  결과생성  유기층을  무수  황산나트륨상에  건조시키고  여과시킨  다음 
증발시켰다.  잔류물을  에틸  아세테이트의  수㎕에  용해시켜서  상술한  실시예에  기재된  바와  같이 헥
산(150ml)으로 침전시켰다.

화합물 32의 수율은 200mg이었으며, 그 순도를 
1
H- 및 

32
P-NMR 분광기로 확인하였다.

실시예 4

2-(3-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 기저 링커의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의 자동부착.

실시예  1에  기재된  링커시약(이후  L1으로  표시됨)의  여러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의  부착을 지금
부터 기술한다.

(a) L1 시약을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5'-말단에 커플링시켰다. 서열 5'-
GCTCGTTGCGGGACTAACCCAACAT-3'을  갖는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표준  포스포라미다이트  화학을 

사용하는  어플라이드  바이오  시스템사  모델  380A  DNA  합성기로  조절된  기공  유리지지체  상에서 합성
하였다.

5'-디메톡시  트리틸기를  제거하고  건조  아세토니트릴내의  L1(0.1M)용액을  표준  커플링  사이틀을 이
용하여  2회  커플링시켰다.  L1의  제1  및  제2부가의  커플링  백분율을  각  커플링  사이클의  끝에  해체된 
디메톡시트리틸의  498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전길이  데옥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양에 비
례하여 정하였다; 이들 값을 각각 29% 및 42%가 되도록 결정하였다.

5'-(L1)-  및  5'-(L1)-(L1)-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7M  우레아를  함유하는  20%  폴리아크릴 아미드겔상
의 겔  전기영동에 의해 정제하였다.  대응때를 UV  투영에 의해 눈에 보이게 하였으며 대응 부가 뉴트
레오티드  간격의  것보다  약  1.5배의  간격을  가진  겔상에  보다  천천히  이동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띠를 잘라서 링커 변성된 데옥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회수하여 표준 방법론으로 정제시켰다.

(b)  L1  시약을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3'-말단에  커플링시켰다.  이  분석을  위해  테플론  산화성 
고형지지체를  사용하였다.(분자  바이오  시스템스사,  샌디에고,  CA,  USA,  카타로그  #OSS-01) 데옥시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이  지지체로부터  쪼개져서  제1커플링  사이클동안  사용된  화합물은  3'-말단 포
스페이트기와 함께 3'-말단에 남아 있다.

건조  아세토니트릴  내의  L1(0.2M)용액을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스사,  모델  380A  DNA  합성기  상의 
표준 포스포라미다이트 화학의 3커플링 사이클을 사용하여 이 지지체에 커플링시켰다.

다음에  바로  위의  파트(a)에  기제된  것과  동일한  데옥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서열을  동일한 커플링
화학을  사용하여  첨가하였다.  L1  시약과의  초기  커플링  백분율  각각  제1,  제2,  제3  커플링에  대해 
40%,63%,63%가  되도록  상술한  바와  같이  결정하였다.  결과생성  삼합체로부터  말단 디메톡시트리틸기
의  제거에  뒤이어,  4(a)에서와  동일한  서열을  갖는  데옥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표준 포스포라미다
이트  화학을  사용하여  부착시켰다.  그다음  지지물질을  합성기로부터  제거하여서  16시간동안 55℃에
서  농축수산화  암모늄으로  처리하였다.  다음에  지지체를  물로  3회  수세하여  실온에서  2.5시간동안 
20mM  인산나트륨  완충제(pH7.4)  내의  50mM NaIO4 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지체를  물로  수회 수

세하여  3시간동안  55℃에서  n-프로필아민의  10%  수용액으로  처리하였다.  결과  생성용액을  7M 우레아
를 함유하는 20% 폴리아크릴아미드겔에 가하여 전기영동시켰다.

대응 3'-(L1)-(L1)-(L1)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상술한 바와 같이 회수하였다.

(c)L1을  서열  5'-AAATAACGAACCCTTGCAGGTCCTTTCAACTTTGAT-3을  갖는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3'-
말단에 커플링시켰다.

합성의  방법은  파트(b)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였고,  단,  바이오서취모델  8750  DNA  합성기를 사용하였
다.

(d)  L1을  서열  5'-CAGTCAAACTCTAGCCATTACCTGCTAAAGTCATTT-3'을  가지는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3'-끝에 커플시켰다.

다시,  파트(b)  기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단,  합성의  자동부분을  바이오서취  모델  8750  DNA 합성기
상에서 수행하였다.

(e)  뉴클레오티드  염기  사이에  삽입된  2-(3-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시프로판  링커(L1)를 함유하
는 합성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의 혼성체형상 및 용융온도(Tm).

재료  :  33-량체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의  2개의  L1-유도체를  상술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
로  합성하였다  :  L1-삽입은  뉴클레오티드  잔기  21과  22(번호는  5'-끝에서부터  시작함)  사이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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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L1을  가지고  있다:  L1-삽입  은  뉴클레오티드  잔기  21과  22(번호는  5'-끝에서부터  시작함)  사이에 
삽입된  L1을  가지고  있다;  L1-대치는  잔기  21에  대한  대치로서  뉴클레오티드  잔기  20과  22  사이에 
L1을  가지고  있다.  두가지  프로브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로부터의  리보좀  RNA(표적  tRNA)에 상
보하는  서열을  가진다.  프로브를  젠-프로우브  인코오페레이티드에서  개발한  표준  프로토콜에  의해 

125
I로 표지하였다.

히드록시  아페타이트(HAP)는  베링  다이아스노스틱,  칼바이오켐  디비젼(La  Jolla,CA)으로부터의 
것을;  도데실  황산  나트륨(SDS),  인사나트륨(단일  및  2염기성  염)  및  염산은  피셔  사이언티픽 코오
퍼레이션으로  부터  구입한  시약급을  ;  베타겔(액체  신틸레이션  칵테일)은  웨스트컴(San  Diego, CA)
으로부터의  것을  사용하였다.  모든  다른  재료도  시약급이었다.  조작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1.5ml 
스크류-캡 폴리프로필렌 에펜도르프 튜브에서 행하였다.

혼성체  형성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  48㎕  의  1N  인산나트륨(pH  6.8),  10㎕의 
125

I  표지 프로브
(약200,000  CPM),  29.5㎕의  물,  및  2.5㎕의  무르  및  2.5㎕의  rRNA  용액(0.5㎍,  VYWJR)  또는  2.5㎕의 
물(대조표준)을  혼합하여  60℃에서  1시간동안  배양하였다.  다음에  10㎕의  액을  1ml의  0.12M 인산나
트륨(pH  6.8)/0.02%  SDS/0.02%  아지화나트륨  1ml로  희석하여  5초동안  와류시켰다.  희석된  액을 실온
에서  80℃로  가열한  수조에서  배양한  후  특정온도에서  액은  버리고  얼음상에  보관하였다.  그런다음 
샘플을  0.12M  인산나트륨(pH6.8)/0.02%  SDS/0.02%  아지화나트륨  평형화하여  놓은  히드록시 아페타이
트의  작은  컬럼을  통과시키고,  용출액을  표준과정을  사용한  신틸레이션에  의해 카운트하였다.(컬럼
에 결합된 채로 남아있는 카운트의 퍼센트는 혼성된 프로브에 해당된다.)

Tm값을  그  온도에서  처음  형성된  혼성체의  50%가  열변성되어  단일  스트란드  종으로  되는  온도로서 
곗간하였다.

이  결과는  두가지  프로브가  기대했던  바와  같이  표적  rRNA에  혼성  되었음을  의미하고,  삽임 프로브
의 Tm이 대치프로브에 대한 것보다 약 3℃높은 것보다 약 3℃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5

비오틴과 플루오레신으로 표지될 수 있는 L1 변형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능력을 측정하였다.

(a)  상기  실시예  4(a)에서  기재된  5'-(L1)-  및  5'-(L1)-(11)-변형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들(5'-
L1-GCTCGTTGCGGGACTTAACCCAACAT-3' 및 5'-L1-GCTCGTTGCCCCACTTAACCCAACAT-3')을 P-32로 표지하였다.

재료  : 알파-
32
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를  뉴  잉글랜드  뉴클리어(DuPont,  Boston,  NA,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말단  데옥시뉴클레오티드  트란스퍼라제(TdT)와  5X  테일링  완충액은  베데스다  리서취 래
보레이토리스(Gaithersburg, MD, USA)의 제품이었다.

20pmol의  5'-(L1)-(L1)-변형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20㎕의  1X  테일링  완충액중의  16.5pmol의 
알파-P-32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비중  3000  Ci/mmol)와  40유니트의  TdT와  37℃에서  1시간동안 반
응시켰다.  그  결과  형성된  P-32  표지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넨소오브-20(TM)  컬럼(New  England 

Nuclear, Dupont Corp., Boston MA, USA)의 제품이었다.

20pmol의  5'-(L1)-(L1)-변형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2-㎕의  1X  테일링  완충약중  16.5pmol의 알
파-P-32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비중  3000  Ci/mmol)와  40유니트의  TdT와  37℃에서  1시간동안  반응 
시켰다. 그 결과 형성된 P-32 표지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넨소오브-20(TM) 컬럼(New England 
Nuclear,  Dupont  Corp.,  Boston  MA,  USA)상에서  제작자의  과정을  따라  정제하였다(본원에  참고로 삽
입됨).

(b)  P-32  표지'-(L1)-(L1)-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비오티-E-아미노카프로산 N-히드록신숙시이미드
(Bio-X-NHS, 칼바이오켐-베링 코오퍼레이션, San Diego, CA, USA)와 반응시켰다.

스트렙트아비딘-아가로스는  베데스다  리서취  래보레이토리스(Gaithersburg,  MD,  USA)로부터,  그리고 
D(+) 비오틴은 칼바이오켐-베링 코오퍼레이션(San Diego, CA, USA)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상술한  각  변형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1pmol씩  12.5%  디메틸술폭시드함유  125mM  붕산염 완충액(pH
9)중의  2.5mM  Bio-X-NHS와  1.5시간동안  반응시켰다.  결과반응  혼합액의  소량  액을  취하여  0.2mg/ml 
D(+)  비오틴의  존해하에  (비특이적  결합)또는  부재하에  (특이적  결합)  50mM  인산나트륨(pH7.4)/2mM 
EDTA/0.5NaCl  중에서  스트랩트아비딘-아가로스에의  결합에  대하여  시험하였다.  결합된  물질을 신틸
레이션 카운팅으로 정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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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L1-변형  올리고머에  대한  비오틴의  부착을  또한  상기  반응  혼합액의  액을  20% 폴리아크릴아미
드/7M  우레아  겔상에서  전기영동함으로써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밴드를  자동방사선사진으로 확인하
였고,  그것은  거의  비오티닐화  형태로  정량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그것은  비-비오티닐화 대조표준
보다 더 느리게 이동하였다.

(c) 실시예 4(d,d)에 기재된 3'-L1-수정 데옥시올리고뉴클레오티드.

(%-AAATAACGAACCCTTGCAGGTCCTTTCAACTTTGAT-L1-3'  및 5'-CAGTCAAACTCTAGCCATTACCTGCTAAAGTCATTT-L1-
3')를  각각  플루오레신  아소티오시아네이트  및  비오틴  -X-  NHS로  표지하였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먼저 막삼 및 길버트(Maxam  and  Gilbert;  Proc.  Natl.  Acad.  Sci.  USA,  1977,  Vol.  74,  p.560)의 방

법에  따라 T4 -폴리뉴클레오티드  카나제(Kinase)를  사용하여 [gamma-
32

P]아데노신  삼인산으로 활성화

(Kinased) 시켰다. 상기 문헌을 참고로 제출한다.

제1수정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플루오레신  이소티오시네이트와  반응시켰다(FITC,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이  올리고머  40pmol을  90%  DMSO를  함유하는  0.1M  붕산염  완충액에서 
90mM  FITC로  1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20%  폴리아크릴아미드/7M  우레아  겔상에서 전
기영동  하였다.  오토라디오그래피에  의해  밴드(띠)가  나타났다.  각  줄의  최상  밴드를  잘라내어 올리
고머로 표지된 FITC를 겔로부터 회수·정제하였다.

고형물  지지체로  유도된  항-FITC  항체에  대한  결합분석을  사용하여  플루오레신이  상기 올리고뉴클레
오티드에  부착된  것을  확인하였다.  항-FITC  자기성  미세구를  어드밴스트  마그네틱스 인코포레이트드

(Adbanced Magnetics, Inc.;Cambridge, Ma. USA), Cat #4310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정제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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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된,  FITC  수정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알리큇(aliquot)을  가수분해된  FITC  20mM의  존재(비특이적 
결합)하에  또한  부존재(특이적  결합)하에  항-FITC  미세구  20㎕를  함유하는  완충액(50mM  인산나트륨, 
pH7.4/2mM  EDTA/0.5M  NaCl)0.5ml와  혼합하였다.  1시간후  자성분리에  의해  미세구를  제거하고 상징액
을 체렌코프(Ceren kov)라디에이션에 의해 계수하여 결합물질의 양을 측정하였다.

비특이적 결합 퍼센트 : 0.1%

특이적 결합 퍼센트 : 80.2%

제2변형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비오틴-X-NHS와  반응시켰다.  이  올리고머의  40pmol을  20%DMSO를 함유
하는  0.1M  붕산염  완충액(pH9)에서  1시간  동안  10mM  비오틴-X-NHA로  처리하였다.  얻어진  비오틴화된 
소량체를  상기  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에  의해  정제하였다.  이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부착된 
비오틴의  존재는  이  실시예에서  상기  문헌에  기재된  스트랩트아비딘-아가로스상에서  결합분석에 의
해 확인되었다.

비특이적 결합 퍼센트 : 0.3%

특이적 결합 퍼센트 : 87.4%

실시예 6

포스포리에스테라제의 의해 촉매되는 가수분해에 대한 3'-L1-수정 데옥시뉴클레오티드 저항성.

재료  :  Crotalusdurissus로  부터의  포스포디에스테라제를  Boehringer  Mannheim Biochemicals(인디아
나  폴리스  안디아나,  미합중국)로부터  구입하였다.  이  효소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3'-말단으로부
터 액소뉴 클레올리틱 분해를 촉매한다.

5'-AAATAACGAACCCTTGCAGGTCCTTTCAACTTTGAT-3  서열을  가지는  합성  데옥시뉴클레오티드를  표준 포스포
르아미다이트  화학을  이용하여  Applied  Biosystem  Model  380A  DNA  Synthesizer상에서  합성하였다. 
같은 서열을 가지며 3'-L1링커가 부착된 프로브를 실시예 4에 주어진 방법에 따라 합성하였다.

두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실시예  5에  언급된  방법에  따라 
32
p로  활성화시켰다.  각각의  표지된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약  350,000  CPM을,  포스포디에스테라제  각각 3×10
-5
,  또는 3×10

-6
단위를  포함하는 10

μl의  완충액(0.1M  Tris-Hcl,  pH8.0/20mM Mgcl
2
)에서  반응시켰다.  5분,  10분,  15분  및  30분  시간 간

격으로  1.5μl  알리큇을  제거하였다.  0.1N  NaOH  3μl를  첨가하여  반응물을  퀸치하였다.  이어서 브로
모테닐  블루  및  크실란을  XCFF다이를  함유하는  90%포름아미드  5μl를  각  알리큇에  첨가하고  얻어진 
샘플을  20%  폴리아크릴아미드/7M  우레아  겔상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오토라디오그래피로  겔을 분석
하였다.

3'-L1  수정  뉴클레오티드는  시험효소의  양쪽  농도로써  30분  후의  포스포리에스테라제  촉매 가수분해
에  대한  저향성이  95%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  전체가  수정되지  않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겔 
상에서  사실상  발견되지  않았으나  효소는  정상적으로  3'-L1기  없이  올리고머를  분할  한  것을 지시하
였다.

실시예7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내로의  2,2-디-(3-아미노프로필)-1,3-디히드록기프로판  기저  링커시약의 
자동배합.

실시예 2에 기재된 링커시약(이하 L2로 약칭함)의 배합은 서열 5'-CGTT

ACTCGGATGCCCAAAT(L2)ATCGCCACATTCG-3'을  발생하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염기  사이에 삽입되
었다.

실시예  4(a)에  기재된  마지막  커플링  사이클과는  달리  L2  용액(아세토니트릴중의  0.1M)을  13번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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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링 사이클에서 반응시킨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a)에 기재된 방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었다.  L2와의  커플링  효율은  방출된  디메톡시트리틸의  양으로부터  측정한  것과  같은  약 30%였
다(실시예 4(a)참조).

실시예8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내로 링커시약의 자동배합.

5'-CCCGCACGTCCCTATT(L3)AATCATTACGATGG-3'  서열을  가지는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내로  이  링커 
(이하  L3로  약칭함)를  배합하는  것은  실시예  4(a)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이  실시예에서 
L3  용액(건조  아세토니트릴중의  0.3M)을  14번째  커플링  사이클에서  반응시켰다.  이  단계에서  커플링 
효율은 디메톡시트리틸 방출로부터 약 60%로 측정되었다.

실시예8(a)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내로 링커시약 20,21,22,23 및 24의 자동배합.

링커시약  20-24(그  합성은  상기  실시예  3(a)에  기재되어  있다.)의  배합은  실시예  4,  파트(a)에 기재
된 것과 같이 시행되었다.  이들  시약과 관련된 대웅 링커를 이하에서 각각 L4,  L5,  L6,  L7  및 L8으
로  지칭한다.  상기  시약의  하나를  사용하는  것에  대응하는  특정예로써,  건조  아세토니트릴중의 
0.12-0.2M시약  용액을  Applied  Bio  Systems  Model  380A  DNA  Synthesizer(포스터  시티,  캘리포니아, 
미합중국)의  위치  #6에  가하였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중합체  내로의  시약의  배합은  표준 포스포르
아미다이트  커플링  프로트콜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염기  길이  17내지  35범위에서  서열내의 여러위
치에  삽입된  각  링커  L4-L8로  일련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제조하였다.  커플링  사이클의  끝에서 트
리틸 방출에 의해 측정된 대로, 이들 시약과 관련된 커플링 효율은 75% 내지 98%였다.

실시예 9

아크리디늄 에스테르로 아민 링커-아암프로브의 표지 및 후속 정제.

아크리딘  에스테르의  25mM  원액(그  조성에  대해서는  I.Weeks  et  al.,  Clin.  Chem.,  Vol.29,  p.147, 
1983)을  증류  DMSO에서  제조하였다.  실시예  4,7  또는  8(a)에서  제조된  중합체의  소망량을  1.5ml 원
추형  폴리프로필렌  튜브에서  건도될  때까지  증발시켰다.  순서대로  수록된  다음  성분을  가하여  다음 
칵테일을 구성하였다.

3㎕ H20

1㎕ 1M HEPES(8.0)

4㎕ DMSO(증류)

DMSO(증류) 중에서 25mM 아크리딘 에스테르 2㎕

혼합물을  와류시키고  마이크로  원심분리기에서  2초간  회전(내용물을  튜브의  바닥으로  가게  하기 위
함)시킨  후  37℃에서  20분간  배양하였다.  그  시점에서  다음  성분을  순서대로  수록된  반응  칵테일에 
첨가하였다.

DMSO(증류) 중의 25mM 아크리딘 에스테르3.0㎕

1.5㎕ H2O

0.5㎕ 1M HEPES(8.0)

칵테일을  다시  와류,  회전시키고  37℃에서  추가적으로  20분간  배양하였다.  0.1M  HEPES(8.0),  50% 
DMSO에서  0.125M리신(lysine)  5㎕를  첨가하여  5배과량의  리신을  이용하여  미반응  표지를  퀀치하고 
실온에서 5분간 배양하였다.

이  시점에서  아크리디늄  에스테르-표지  올리고머를  다음  방법을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퀀치된 반응
혼합물  20μl에  3M  NaOAc(5.0)  30μl, H2 O  245μl  및  글리코겐  5μl를  캐리어로서 첨가하였다(글리

코겐은  전처리하여  모든  뉴클레아제  활성을  제거하였다).  샘플을  짧게  와류시키고  무수에탄올을 가
하였다. 샘플을 짧게 와류시키고 얼음에서 5-10분동안 배양한 후 마이크로 원심분리기에서 
15,000rpm으로  5분동안  원심분리하였다.  상징액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펠렛을  0.1M  NaOAc(5.0), 
0.1%  SDS  20μl에  재용해시켰다.  샘플을  다음과  같이  이온교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에 
의해  더  정제하였다.  재용해된  펠렛  20㎕를  IBM  9533  HPLC시스템에  장착된  Nucleogen-DEAE  60-7 
ion-exchange  HPLC  columm:에  주입하였다.이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완충액은  HPLC  등급물, 아세토니
트릴(CH3 CN)  및  아세트산나트륨(NaOAc)과  시약등급  아세트산(HOAc)  및  LiCl로  만들었다.  또한  모든 

완충액은  사용전에  0.45㎕  기공크기  Nylon-66  필터를  통해여과하였다.  26단량체  단위  전체를  가지는 
뉴클레오티드/비-뉴클레오티드  멀티머로서  그중  하나만이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인  특별한 경
우에  다음의  용리  프로토콜을  채용하였다.  완충액  A는  20mM  NaOAc,  (pH5.5)  20% CH3 CN;  완충액  B는 

20mM  NaOAc,  (pH5.5)  20% CH3 CN  및  1M  LiCl이였다.  용리액은  유속  1ml/분에서  25분동안  완충액  A 

55%,  완충액  B  45%  내지  완충액  A  30%,  완충액  B  70%의  선형  구배로써  이루어졌다.  작동하는  동안 
260nm에서의  흡수를  감시하였고  0.5ml의  분획을  1.5ml  원추형폴리프로필렌  튜브에서  수집하였다. 작
동직후  10%  SDS  5μl를  각  튜브에  첨가하고  각  튜브를  와류시켰다.(이것은  아크리디늄 에스테르-표
지  프로브가  튜브의  벽에  달라붙는  것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행하였다)  0.5㎕  알리큇을  분획 21-
42로부터  제거하고  12×75mm  튜브에서  물  200㎕에  첨가하였다(옮기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각 알리
큇에  대해  별도의  피펫  끝을  사용하였다).  각각  알리큇의  화확발광은  Berthoid  Clinilumat에서 
0.25N HNO3 ,  0.1% H2 O  200㎕  자동  주입후에 1초후  1N  NaOH  200㎕를  자동  주입하고 10초간  발광을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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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측정하였다.

29-33분획을  각각  5μl  글리코겐에  가하고  와류시킨  후  각  와류에  1ml에탄올을  가하고  얼음에서 5-
10분간  배양한  후  마이크로  원심  분리기에서  15,000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함으로써  에탄올 침전시
켰다.  각  상징액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각  펠렛을  0.1M  NaOH,  pH5,  0.1%  SDS  20μl에  재  용해시킨 
후 이들 별도의 분획을 모았다.

본  발명의  시약이  제조될  수  있고  그들  각각이  비-뉴클레오티드  골격,  제1  및  제2커플링기  및 리간
드를  가진다는  것이  상기  실시예에  의해  예증되었으며  이들  모두는  상기  본발명의  요약에  기재되어 
있다.  특히  시약(5)은  비-뉴클레오티드  프로필  골격을  가지며  거기에  메틸- N,N-디이소프로필포스포
르아미도의  제1커플링기가  결합되고  디메톡시트리틸(DMT)에  의해  보호된  1-히드록시  제2커플링  기가 
결합되고  트리플루오로아세틸에  의해  보호된  아미노프로필  연결  팔형태의  리간드가  결합된다. 시약
(10)은  시약(5)과  동일한데  다만  전자는  2개의  동일한  리간드(2개의  보호된  연결  팔 트리플루오로아
세틸  아미노프로필  형태의)가  제공된다.  시약(13)도  또한  시약(5)과  유사한  데,  다만 비-뉴클레오티
드  골격이  프로필이  아니라  에틸이고,  연결  팔이  길이가  짧고,  유사하게  보호된  아미노프로필이 아
니라 단지 트리플루오로아세틸 보호 메틸 아민이다.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의  단일  시약을  사용하여  원하지  않는  뉴클레오티드를  도입함이  없이 뉴클레오
티드 멀티머 상에서 어떤 미리 선택된 위치(들)에서 특이적으로 연결 팔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
기와  같이  골격을  뉴클레오티드  및  다른  골격에  커플링  시킴으로써,  (이것은  사슬을  제조하기 위하
여  차례로  다른  골격에  커플링  된다.)  본  발명의  시약은  인접  리간드(예컨데,  라벨이  부착되는  연결 
팔  또는  라벨)에  뉴클레오티드  멀티머로서  제공되는  것을  가능  하게  한다.  따라서  다수의  인접 라벨
이 프로브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브를 사용한 혼성분석의 감수성을 향상시킨다.

더욱이  하나  또는  본  발명의  일련의  후속  연결된  비-뉴클레오티드  골격의  사용은  부가적으로  표적 
뉴클레오티드  멀티머  상의  대응  서열에  상보적인  프로브  상에서  두  뉴클레오티드  서열  사이의  고량 
역할을  할수  있고,  단일의  서로  다른  뉴클레오티드  또는  피검  샘플의  다른  서열에  의해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표적  뉴클레오티드  멀티머는  실제로  관심있는  공통  뉴클레오티드  서열로  구성된  그 또
는  그  이상의  뉴클레오티드  멀티머의  기가  될  수  있고  관심없는  단일의  다른  뉴클레오티드  또는 다
른  뉴클레오티드  서열에  의해  연결된다.  단일  표적  서열이  관심인  때라도  어떠한  두  뉴클레오티드 
사이에  커플링된,  표지기를  포함하는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가지는  상보적  서열을  구비한 
프로브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한  경우에  프로브는,  표지기를  함유하는  단량체  단위가 혼성
을  발생하지  않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순웅시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  (즉  혼성구조의 
loop  out을  일으키려는  것)를  제외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적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혼성시킨다. 그
러한  배열을  프로브  특이성을  향상  시키  것과  같이  삽입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소망스러운 경우
(U.Aaaeline  et  al,  Proc.  Natl.  Acad.  Sci.USA,  V.81.pp  3297-3301)에  특히  유리할  수  있다.  물론 
본  발명이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사용하다는  사실은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사용하는 
종래의 프로브와 관련해서 상기 유형의 방해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요약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화합물(4),(9)  및  (12)은  그들의  주  히드록실기를  통한  고상 
합성지지체에  부착될  수  있다(그러한  목적에  적합한  기술에  관한,Gait  및  Sarang의  텍스트,  상기 참
조)  부가적인  중합체  합성을  위해  사용되었을  때  얻어진  유도된  지지체는  얻어진 뉴클레오티드/비-
뉴클레오티드 중합체의 3'-말단에서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가 부착되는 결과가 된다.

상기한  본  발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리간드는 실제
로,  그들이  뉴클레오티드  멀티머의  뉴클레오티드에  커플되기  전에  본  발명의  시약에  제공된  표지자 
또는 삽입자가 된다.  또한 상기 요약에 기재된 대로 상기한 특정 실시예와는 다른 여러 가지 보호기
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환외  뉴클레오티드  아민의  보호기를  탈락시키기  위해  공지의  표준 올리
고뉴클레오티드  합성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알칼리  조건  (일반적으로는  50℃에서  1내지  12시간  동안 
농축 NH4 OH)하에서  아민을  잘라  보호기를  탈락시키기  때문에,  트리플루오로아세틸  및  9-플루오레닐 

메톡시카보닐  아미노  보호기의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하게,  커플링하는  동안 
아인산염  이탈기로서  디메톡시트리틸  5'  히드록시  보호,  메틸  또는  베타-시아노에틸  포스파이트 보
호  및  N,N-디이소프로필의  사용은  모두  시약을  현재의  표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고상  합성기술에 완
전히 적당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특별적 부가적인 단계의 필요를 최소화시킨다.

본  발명의 상기 규정된 구체예의 다른 변형 및  변경은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명한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 상세히 기재한 이들 실시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  와  (b)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에  연결되고,  화학적  부분이 
부착된  측아암으로부터,  및  불리하지  않은  조건하에  화학적  부분이  연결될수  있는  연결 아암으로부
터  선택되는  리간드를  가지는  시약으로부터  치환된  뉴클레오티드를  제조하는  방법으로서, 비-뉴클레
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불리하지  않은  조건하에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와  제2단량체  단위  및  고체 
지지체중 하나에 커플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방법

청구항 2 

(ⅰ)  화학적부분이  부착된  측아암으로부터  및  화학적부분이  연결될수  있는  보호된  연결 아암으로부
터  선택된  리간드를  가지고  있는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  와  (ⅱ)  제  1커플링기  및 비-뉴클레
오티드  단량체  단위에  연결된  보호된  제2커플링기를  가지고  있는  시약으로부터  치환된 뉴클레오티드
의  제조방법으로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하에서,  (a)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제1커플링기를 
통하여  제1추가의  단량체  단위에  첫번째  커플시키는  단계;  (b)  그런다음  제2커플링기를  탈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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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그리고  (c)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제2커플링기를  통하여  제2추가의  단량체  단위에 
커플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제1  및  제2단량체  단위중  적어도  하나는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
이고 나머지 하나는 단량체 단위와 고체지지체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제1  및  제2추가의  단량체  단위  두가지가  모두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
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이어서,  제1  및  제2커플링기는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각각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 5' 히드록실과 3'인산에 커플시킬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가  그  각각의  끝에  제1  및  제2커플링기가  연결되어 있
는 비고리형 골격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제2항에 있어서, 시약이 다음식을 가지는 화합물중에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상기식에  (a) R
2
는  탄화수소  사슬을  포함하는,  1  내지  20  원자길이의  사슬;  (b)  Z는  뉴클레오티드의 

OH에 결합하거나 또는 커플링을 위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 중에서 X
2
=할로겐 또는 치환된 아미노, X

4
=할로겐; 아미노; 또는 O

-
, R

3
=알킬;알콕시; 또는 

페녹시, R
5
=알킬;알콕시;  또는  페녹시, R

5
=알킬;  알콕시;  또는  페녹시;  부가적으로 X

4
가 O

-
인 경우에

만 H일수 있다.

(c) R
1
-X

1
-은  보호된  제2커플링기이고,  그중에서 X

1
은  O;S;NH;  또는  HN=N-이고, R

1
은  H,  또는 디메톡

시  트리페닐메틸  또는  등가의  보호기;  (d)  n은  양의  정수;  (e) X
3
-R

4
-는  리간드로서 X

3
은  NH,  O,S, 

또는  O,S,  NH-NH  또는  NH로  종결되는 길이  1  내기  25원자  길이의  탄화수소 사슬이고, R
4
는 플루오레

닐메톡시카르보닐 또는 트리플루오로아세틸 또는 등가의 보호기이다.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리간드가  표지,  삽입제,  금속착화제로부터,  및  표지,  삽입제,  또는 금속착화
제중 하나에 연결될 수 있는 연결기능기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X
2
=Cl;  또는  2차  아미노, R

3
X
4
=클로로페녹시;  메톡시;  에톡시;  또는 베타-시아노에

톡시, X
4
=Cl;  2차  아미노;  또는 R

5
=H  인  경우 O-R

5
=메톡시;  에톡시;  모노클로로페녹시; 베타-시아노

에톡시; 부가적으로 X
4
가 O

-
인 경우에만 H일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시약의  2차  아미노기가  디알킬아미노와  헤테로시클릭  N-아민으로부터  선택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6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시약의 R
1
이  트리페닐메틸  또는  그의  알콕시  유도체인  것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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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6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시약의 R
1
이 디메톡시트리페닐메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6항  또는  제9항중  어느하나에  있어서서,  시약의 R
1
이  O이고 R

1
 디메톡시트리페닐메틸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5항  또는  9항중  어느하나에  있어서,  추가의  단량체  단위를  커플된  뉴클레오티드-비-뉴클레오티드 
중합체에  커플시켜서  표적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적어도  일부와  상보하고,  그  상보하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은  그안에  배열된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를  적어도  하나를  가지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가지는  중합체를  제조하는  단계와,  그런다음  뉴클레오티드-비-뉴클레오티드  중합체  서열을 표적서열
과 혼성화시키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중합체  프로브로서,  다수의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와,  프로브의  해당하는  단량체  단위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아크리디늄 에스테르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브.

청구항 15 

제14항에서  있어서  아크라디늄  에스테르  표지가  화학발광  아크리디늄  에스테르  표지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프로브.

청구항 16 

프로브의  제조방법으로,  적어도  하나의  아크리디늄  에스테르  부분을  다수의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
위를  가지는  중합체의  해당하는  단량체  단위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아크리디늄  에스테르  표지가  화학발광  아크리디늄  에스테르  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8 

뉴클레오티드-비-뉴클레오티드 중합체 제조에 적합한 하기식의 비-뉴클레오티드 시약.

상기식에서  (a) R
2
는  탄화수소  사슬을  포함하는,  1  내지  20내  원자길이의  사슬;  (b)  Z는 뉴클레오티

드의 OH에 결합하거나 또는 커플링을 위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  중에서 X
2
=할로겐  또는  치환된  아미노, X

4
=할로겐;  아미노;  또는 O

-
, R

3
=알킬;  알콜시;  또는 페녹

시, R
5
=알킬; 알콕시; 또는 페녹시; 부가적으로 X

4
가 O

-
인 경우에만 H일수 있다.

(c) R
1
-X

1
-은  보호된  제2커플링기이고,  그중에서 X

1
은  O;S;NH;  또는  NH=N-이고, R

1
은  H,  또는 디메톡

시 트리페닐메틸 또는 등가의 보호기;  (d)  n은  양의 정수;  (e) X
3
-R

4
는  리간드로서 X

3
은  NH,  O,S, 또

는  O,S,  NH-NH  또는  NH로  종결되는  길이  1  내지  25  원자  길이의  탄화수소  사슬이고, R
4
는 플루오레

닐메톡시카르보닐 또는 트리플루오로아세틸 또는 등가의 보호기이다.

청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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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항에  있어서, X
2
=Cl;  또는  2차  아미노, R

3
X
4
=클로로페녹시;  메톡시;  에톡시;  또는 베타-시아노에

톡시, X
4
=Cl;  2차  아미노;  또는 R

5
=H  인  경우 O

-
R|

5
=메톡시;  에톡시;  모노클로로페녹시;  또는 베타-시

아노에톡시; 또는 X
4
=O

-
인 경우에만 H일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리간드는 보호된 연결아암이고,  그중 X
3
는  C-  에  의해 R

2
에  연결되고 N-에  의해 R

4

에  연결된  알킬아미노이며, R
4
는  트리플루오로아세틸과  9-플루오레닐메톡시카르보닐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21 

제18항에 있어서, R
1
이 디메톡시트리페닐메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R
2
가 X

1
에 연결된 2차 탄소를 지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

청구항 23 

제18항에  있어서,  2차  아미노기가  디알틸아미노,  및  헤테로시클릭  N-아민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24 

제18항에 있어서, R
1
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량체 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25 

제18항에 있어서, X
1
은 O이고 R

1
이 트리페닐메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26 

제18항에 있어서, X
1
은 O이고 R

1
이 디메톡시트리페닐메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27 

제18항에 있어서, 비환식 탄환수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28 

제18항에 있어서, 1 내지 20 탄소원자 사슬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29 

제18항에  있어서,  에스테르는  1  내지  10  탄소원자  비환식  탄화수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30 

제18항에 있어서, R
1
은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31 

하기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함유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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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식에서  DMT  는  디메톡시트리페닐메틸이고,  q는  독립적으로  0,1,2  또는  3이며, X
5
는  H  또는 

(CH2)t-NH-CO-(CH2)sNH-M 2  또는 (CH2)t-NH-M 1  인바,  각 M1 은  독립적으로  플루오레닐메톡시카르보닐 또

는  트리플루오로아세틸이며,  r은  1내지  5의  정수이고,  m은  0,1  또는  2이며,  각각의  t는  독립적으로 
0,1,2 또는 3이고, s는 1 내지 5의 정수이며, Me는 메틸기이고, 및 iPr은 이소프로필이다.

청구항 32 

제30항에 있어서, M1은 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33 

존재하는  모든  뉴클레오티드  -비-뉴클레오티드  중합체의  대부분이  단일  서열 뉴클레오티드-비-뉴클
레오티드 중합체를 포함하는 제18항의 시약.

청구항 34 

다수의  뉴클레오티드  단량체단위,  및  대응하는  프로브의  단량체  단위에  연결된  적어도  하나의 아크
리디늄 에스테르부분을 지니는 제18항의 시약.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아크리디늄  에스테르  표지가  화학발광  아크리디늄  에스테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36 

제33항에 있어서, 단량체 단위는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37 

제33항에  있어서,  단랑체  단위는  다른  하나의  비-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에  결합된 비-뉴클레오티
드 단량체 단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38 

제33항에  있어서,  표지는  비오틴,  플루오레신,  디니트로벤젠,  로다민,  또는  텍사스  레드로부터 선택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약.

청구항 39 

하기식을 갖는 시약.

상기식에서 R
1
은  디메톡시트리페닐메틸  또는  등가의  보호기이고, X

1
는  O,S,NH  또는  NH-NH이며, R

2
는 

탄화수소  사슬을  포함하는  1  내지  20  원자길이의  사슬이고, R
3
은  NH,O,S,  또는  O,S,NH-NH  또는  NH로 

종결된  탄화수소  사슬을  포함하는  1  내지  25  원자길이의  사슬이며, R
4
는  플루오레닐메톡시카르보닐 

또는  트리플루오로아세틸  또는  등가의  보호기  이고,  n은  양의  정수이며,  A는  뉴클레오티드  단량체 
단위이다.

청구항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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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식을 갖는 시약

상기식에서 R
1
은  H,  또는  디AP톡시트리페닐메틸  또는  등가의  보호기,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

량체 단위이고,  각각의 q는  독립적이고 0  내지 3이고, X
5
는  H  또는 (CH2)5NH-M2 이고 각각의 M1 은 독립

적으로  H,  플루오레닐메톡시카르보닐,  트리플루오로아세틸  또는  표지적이고, M2 는  H, 플루오레닐메

톡시카르보닐  또는  트리플루오로아세틸이고,  r은  1  내지  5의  정수이고,  m은  0,1  또는  2이고,  각각의 
t는 독립적으로 o 내지 3이고, s는 1 내지 5의 정수이고, 및

그  중에서 X
2
=할로겐  또는  치환된  아미노, X

4
=할로겐;  아미노;  또는 O

-
,R|

3
=알킬;  알콕시;  또는 페녹

시, R
5
=알킬;알콕시;또는 페녹시; 부가적으로 X

4
가 O

-
인 경우에만 H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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