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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하나 이상의 CpG 디누클레오티드 및 5'- 또는 3'-말단에 2차 구조를 갖는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제

공한다. 이들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감소되거나 증진된 면역자극 특성을 지닌다. 본 발명은, 5'-말단 구조가 3'-말단에서

의 2차 구조보다 더욱 현저하게 면역자극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립한다. 본 발명은 또한 CpG-함유 핵산의 면역

자극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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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 CpG 디누클레오티드, 면역자극 활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관련 출원

본 출원은, 전문이 본원에 참조로 인용된, 2003년 6월 11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특허원 제60/477,608호, 2003년 8월 29

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특허원 제60/499,038호, 및 2003년 9월 18일자로 출원된 미국 가특허원 제60/504,279호의 이익

을 청구한다.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분자 생물학, 면역학 및 의약 분야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면역조절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및

이의 치료학적 용도에 관한 것이다.

관련 기술의 요약

면역계는 세균 및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의 DNA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메틸화되지 않은 CpG 디누클레오티드 모티

프를 함유하는 DNA를 특이적으로 인지하도록 진화되어 있다. 그 결과, 메틸화되지 않은 CpG-함유 DNA는 척추동물 면역

계의 강력한 자극인자이다. DNA에 의한 면역 자극의 최초 보고는 세균 DNA 및 회문식 서열(palindromic sequence)을

함유하는 DNA의 짧은 단편을 사용한 연구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들 두 서열은 포스포디에스테르 골격을 갖는 이본쇄 구조

이다. 도쿠나가, 티.(Tokunaga, T.) 등은 문헌[참조: J. Natl. Cancer Inst. 72: 955-962(1984)]에서 마이코박테리움 보

비스(Mycobacterium bovis) BCG로부터 분리된 DNA에 대한 강력한 항-종양 활성을 증명하였다. 가타오카,

티.(Kataoka, T) 등의 문헌[참조: Jpn. J. Cancer Res. 83: 244-247 (1992)], 하르트만(Hartmann) 등의 문헌[참조:

European Journal of lmmunology 33: 1673-1641 (2003)] 및 마샬(Marshall) 등의 문헌[참조: Journal of Leukocyte

Biology 73: 781-792(2003)]은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 BCG cDNA 서열을 기초로 설계된 합성 올리고데옥시누클레오

티드에 있어서 유사한 형태의 항-종양 활성을 입증하였다.

사토, 와이.(Sato, Y.) 등은 문헌[참조; Science 273: 352-354 (1996)]에서 DNA 백신의 적용시 CpG-함유 DNA의 중요

성을 나타내었다[추가 참조: Gurunathan S., et al., Annu. Rev. Immunol. 18 : 927-974 (2000)]. 피세츠키, 디. 에

스.(Pisetsky, D. S.) 등의 문헌[참조: Mol. Biol. Rep. 18: 217-221 (1993)] 및 크리에그, 에이. 엠.(Krieg, A. M.) 등의

문헌[참조: Nature 374: 546-549 (1995)]은 특정의 서열 전후에 메틸화되지 않은 CpG-디누클레오티드를 함유하는

DNA(CpG DNA)가 척추동물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B 세포의 증식 및 대식구, 단핵구, NK 세포 및 수지상 세포의 활성화

를 가져온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CpG DNA 활성화에 반응하여, 면역 세포는 IL-12, IFN-γ, INF-α, IL-6 및 TNF-α를 포

함하는 다수의 사이토킨을 분비하며 몇가지 공-자극 분자(co-stimulatory molecule)를 포함하는 다수의 사이토킨을 분

비한다[참조: Pisetsky, D. S., et al. and Krieg, A. M., et al., 상기 참조).

칸디말라, 이. 알.(Kandimalla, E.R.) 등은 문헌[참조: Curr. Opin. Mol. Ther. 4 122-129 (2002)]에서 CpG-디누클레오

티드 및 이를 플랭킹하는 서열의 존재 및 위치가 면역자극 활성에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아그라왈, 에스(Agrawal, S.)

등의 문헌[참조: Current Cancer Drug Targets 1: 197-209 (2001)]은 CpG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플랭킹 서열내 리보

스 변형에 기인한 현저한 효과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는 2'-O-메톡시에톡시 및 2'- 또는 3'-O-메틸 그룹을 포함하

는 치환체의 위치 및 특성에 의존한다. 유, 디.(Yu, D.) 등의 문헌[참조:Bioorg. Med. Chem. 9: 2803-2808 (2001)]은 포

스페이트 변형이 또한 이들의 위치에 따라 면역조절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유, 디.(Yu

D.) 등의 문헌[참조: Bioorg. Med. Chem. Lett. 11: 2263-2267 (2001)] 및 유, 디.(Yu, D.) 등의 문헌[참조; Bioorg.

Med Chem. 11: 459-464 (2003)]은 특정의 핵염기의 결실에 의해 활성이 증가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유

디.(Yu D.) 등의 문헌[참조: Bioorg. Med Chem. 11: 459-464 (2003)]은 면역자극 활성이 특정의 플랭킹 누클레오티드

를 비-누클레오티드성 링커로 치환시킴에 의해 증가시킬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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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디.(Yu D.) 등의 문헌[참조: Bioorg. Med. Chem. Lett. 10: 2585-2588 (2000)], 유, 디.(Yu, D.) 등의 문헌[참조:

Nucleic Acids Res. 30: 4460-4469 (2002)], 유, 디.(Yu, D.) 등의 문헌[참조: Biochem. Biophys. Res. Commun. 297:

83-90 (2002)], 바가트, 엘.(Bhagat L.) 등의 문헌[참조: Biochem. Biophys. Res. Commun. 300: 853-861 (2003)] 및

칸디말라, 이. 알.(Kandimalla E. R.) 등의 문헌[참조: Nucleic Acids Res. 31: 2393-2400 (2003)]은, 5'-말단이 수용체

인지에 관여하며 이의 말단의 접근성이 활성에 중요함을 이미 밝혔다. 칸디말라, 이. 알.( Kandimalla E. R.) 등의 문헌[참

조: Bioconj. Chem. 13: 966-974 (2002)]은 플루오레세인보다 큰 리간드 또는 5'-5' 연결된 디누클레오티드의 5'-말단

콘쥬게이션(conjugation) 이후에 면역조절 활성이 상실됨을 기술하고 있다. 3'-콘쥬게이션은 영향이 없으므로, 흡수의 변

화가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없다(Id.). 그러나, 면역 반응을 초래하는데 있어 DNA의 2차 구조의 역활을 설명하기 위

한 어떠한 체계적 연구도 수행되지 않았다. 본원의 발명은 듀플렉스(duplex)를 형성할 수 있는 점성 말단(sticky end) 또

는 5'- 및 3'-헤어핀 루프를 지닌 면역자극 DNA에 의한 면역자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Th1 사이토킨 생산을 유도하고 면역글로불린 생산이 증진된 CTL 반응을 촉진하는 면역조절 DNA의 능력은, 암, 바이러

스 및 세균 감염, 및 염증 장애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질병 적응증을 치료하기 위해, 그리고 면역치료요법의 보

조제로서 사용되어 왔다. 즉, 면역조절 DNA 활성을 증진시키거나 조절하는 잇점은 명백하며, 증진된 면역자극 핵산을 개

발하는 것이 당해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발명의 간단한 요약

본 발명은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역자극 특성을 갖는 면역조절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물질의 신규 조성물을 제공

한다. 본 발명은 또한 면역조절 특성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또는 대사 안정성이 증가된 면역조절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의 설계가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자들은 놀랍게도, 면역조절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3'- 말단 또는 5'-말단내로

2차 구조를 도입시킴에 의해 이러한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면역조절 활성 및 안정성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본 발명의 제1 측면은 면역조절 핵산을 제공하는 것이다. 면역조절 핵산은 CpG, C*pG, C*pG* 및 CpG*(여기서, C는 사이

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시구아노신이며, C*는 사이티딘, 2'-데옥시티미딘, 1-(2'-

데옥시-β-D-리보푸라노실)-2-옥소-7-데아자-8-메틸-푸린, 2'-디데옥시-5-할로사이토신, 2'-디데옥시-5-니트로사

이토신,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O-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5-하이

드록시사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또는 기타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이

고, G*는 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구

아노신, 2'-O-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푸린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이고, p는 포스포디에스

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이다)로 이루어

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를 함유하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한다. 특정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은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의 3'-말단에서 2차 구조를 지닌다. 특정의 바람직한 양태

에서, 면역조절 디누클레오티드는 CpG가 아니다.

일부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길이가 약 2 내지 약 50개 누클레오티드이다. 특정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길이가

약 12 내지 약 26개 누클레오티드이다. 일부 양태에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각각은 약 3 내지 약 35개 누클레오시드 잔기,

바람직하게는 약 4 내지 약 30개 누클레오시드 잔기,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4 내지 약 20개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는다.

일부 양태에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약 5 내지 약 18개 또는 약 5 내지 약 14개의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는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약"은 정확한 수가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내 누클레오시드의 수

는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 또는 2개 더 적은 수의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거나, 하나 내지 수개의 첨가적인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가 상술한 양태 각각의 균등물로서 고려된다. 일부 양태에서, 하나 이상의 올리고누클레

오티드는 11개의 누클레오티드를 갖는다.

특정의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3'-말단 스템 루프 2차 구조를 갖는다. 일부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상보성 서열과

의 수소 결합에 의해 3'- 말단에 2차 구조를 갖는다. 특정의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SEQ ID NO.: 2, 3, 4, 9, 12, 13,

14, 18, 19, 20, 21,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5, 36, 37 및 38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다.

제2 측면에서, 본 발명은 면역자극 활성이 감소된 핵산을 제공한다. 당해 측면에서, 핵산은 CpG, C*pG, C*pG* 및 CpG*(여

기서, C는 사이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시구아노신이며; C*는 2'-데옥시티미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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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옥시-β-D-리보푸라노실)-2-옥소-7-데아자-8-메틸-푸린, 2'-디데옥시-5-할로사이토신, 2'-디데옥시-5-니트

로사이토신,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O-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5-

하이드록시사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또는 기타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 유사체

이고; G*는 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

구아노신, 2'-O-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푸린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이며; p는 포스포디에

스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이다)로 이루

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를 함유하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한다. 특정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은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의 3'-말단에 2차 구조를 갖는다. 특정의 바람직한 양태에

서, 면역자극 디누클레오티드는 CpG가 아니다.

일부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길이가 약 2 내지 약 50개 누클레오티드인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이다. 특정의 양태에

서, 면역조절 핵산은, 길이가 약 12 내지 약 26개 누클레오티드인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이다.

특정의 양태에서, 감소된 면역자극 활성을 갖는 핵산은 5'-말단 루프 2차 구조를 형성한다. 일부 양태에서, 면역자극 활성

이 감소된 핵산은 상보성 서열과의 수소 결합에 의해 5'-말단에 2차 구조를 갖는다. 특정의 양태에서, 면역자극 활성이 감

소된 핵산은 SEQ ID NO.: 5, 6, 7, 10, 15, 16 및 17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다.

제3 측면에서, 본 발명은 2개 이상의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면역자극 핵산을 제공하며, 여기서, 면역자극 핵산

은 2차 구조를 갖는다. 당해 측면에서, 면역조절 핵산은 하기식 I의 구조를 포함한다.

도메인 A-도메인 B-도메인 C (I)

도메인은, 길이가 약 2 내지 약 12개인 누클레오티드일 수 있다. 도메인 A는 CpG, C*pG, C*pG* 및 CpG*(여기서, C는 사

이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시구아노신이며, C*는 2-데옥시티미딘, 1-(2'-데옥시-

β-D-리보푸라노실)-2-옥소-7-데아자-8-메틸-푸린, 2'-디데옥시-5-할로사이토신, 2'-디데옥시-5-니트로사이토신,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사이티딘, 2'-O-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5-하이드록시사

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또는 기타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이며, G는 구

아노신 또는 2'-데옥시구아노신, 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

-2'-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O-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푸린 누클레오시드 유사체

이다)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를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는 회문식 또는 자가-상보성

도메인을 갖거나 갖지 않는 5'-3' 또는 3'-5' 또는 2'-5'DNA, RNA, RNA-DNA, DNA-RNA일 수 있다. 특정의 양태에서,

도메인 A는 CpG, C*pG, C*pG* 및 CpG*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일 것이다.

하기 "X로 나타낸 바와 같은, 도메인 B는 3'-5'결합, 2'-5'결합, 3'-3'결합, 포스페이트 그룹, 누클레오시드 또는 지방족,

방향족, 아릴, 사이클릭, 키랄, 아키랄, 펩타이드, 탄수화물, 지질, 지방산, 모노- 트리- 또는 헥사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헤테로사이클릭 잔기일 수 있는 비-누클레오시드 링커일 수 있는, 도메인 A 및 C를 결합시키는 링커이다. 일부 양태에서,

도메인 B는 바람직하게는 "이뮤노머(immunomer)"로 언급되는 도메인 A 및 도메인 C의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연결하는

비-누클레오티드 링커이다.

도메인 C는 회문식 또는 자가-상보성 서열을 가지거나 가지지 않는 5'-3' 또는 3'-5', 2'-5' DNA, RNA, RNA-DNA,

DNA-RNA 폴리 I-폴리 C일 수 있으며, 이는 CpG, C*pG, C*pG* 및 CpG*(여기서, C는 사이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

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시구아노신이며, C*는 2'-데옥시티미딘, 1-(2'-데옥시-β-D-리보푸라노실)-2-옥소-

7-데아자-8-메틸-푸린,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O-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5-하이드록시사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또는 기타 피리미딘 누클레

오시드 유사체이고, G*는 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2'-

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O-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푸린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이며,

p는 포스포디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누클레오시드간 결

합이다. 특정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면역자극 디누클레오티드는 CpG이 아니다. 특정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도메인 C는 디

누클레오티드 CpG, C*pG, C*pG*, 또는 CpG*를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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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태에서, 상기식 I에 함유된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길이가 약 2 내지 약 50개 누클레오티드이다. 특정의 양태에서,

상기식 I에 함유된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길이가 약 12 내지 약 26개인 누클레오티드이다.

비-제한적인 예로서, 본 측면의 특정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하기식 II로 상세히 나타내어지는 구조를 가질 것이다.

당해 분야의 숙련가가 인지하는 바와 같이, 분자의 3' 말단에 2차 구조 성분이 분자내 스템-루프 형태로 존재한다.

비-제한적인 예로서, 본 측면의 특정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하기식 III으로 상세히 나타내어지는 구조를 가질 것이다.

상기식 III으로 나타낸 구조는, 2개의 3' 말단의 서열이 분자간 수소 결합을 허용하는 상보성이므로 2개 분자의 3' 말단이

차단되기 때문에 "말단 다이머(terminal dimmer)"로 언급된다. 또한, 도메인 A 및 A'는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

고, 도메인 B 및 B'는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메인 C 및 C'는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비-제한적인 예로서, 본 측면의 특정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하기식 IV에 상세히 나타낸 구조를 가질 것이다.

당해 분야의 숙련가에게 인지되는 바와 같이, 묘사된 분자의 3' 말단은, 3' 말단의 상보성 서열이 당해 영역에 수소 결합되

므로 2차 구조를 가진다.

특정의 양태에서, 본 발명의 면역자극 핵산은 SEQ ID NO.: 1 내지 38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서열을 갖는다. 일

부 양태에서, 본 발명의 면역자극 핵산은 SEQ ID NO.: 39 내지 68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서열을 갖는다.

제4 측면에서, 본 발명은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면역자극 활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당해 방법은 2

차 구조를 포함하는 핵산 서열을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5'-말단에 도입시킴을 포함한다. 이러한 측면의 일부 양태에서, 2

차 구조는 스템-루프 구조이다. 본 측면의 특정 양태에서, 2차 구조는 상보성 서열을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의 5'-말단

에 수소 결합시킴으로써 수득된다.

제5 측면에서, 본 발명은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당해 방법은 2차 구조를

포함하는 핵산 서열을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3'-말단에 도입시킴을 포함한다. 당해 측면의 일부 양태에서, 2차

구조는 스템-루프 구조이다. 당해 측면의 특정 양태에서, 2차 구조는 상보성 서열을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의 3'-말단

에 수소결합시킴에 의해 수득된다.

제6 측면에서, 본 발명은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면역자극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당해 방법은 2차

구조를 포함하는 핵산 서열을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3'-말단 또는 5'-말단에 도입시킴을 포함한다. 당해 측면의

일부 양태에서, 2차 구조는 스템-루프 구조(stem-loop structre)이다. 당해 측면의 특정 양태에서, 2차 구조는 상보성 서

열을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의 3'-말단 또는 5'-말단에 수소결합시킴에 의해 수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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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측면에서, 본 발명은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 당해 조성물은 단독 또는 배합된 본 발명의 제1, 제2, 제3, 제4, 제5

및 제6 측면에 기술된 조성물중 어느 하나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BALB/c 마우스 비장 세포 배양물에서 1.0㎍/mL의 농도의 올리고 1, 2 및 5에 의해 유도된 세포 증식을 나타내

는 개략도이다.

도 1B는 BALB/c 마우스에 5mg/kg의 투여량으로 복강 투여된 올리고 1,2 및 5로 유도된 비장비대를 나타내는 개략도이

다.

도 2는 3㎍/mL의 농도에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1 내지 7과 24시간 항온처리한 후 BALB/c 마우스 비장 세포에서 사이토

킨 IL-12 및 IL-6의 유도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3은 3㎍/mL 농도의 올리고누클레오티드 8 내지 10과 함께 24시간 배양한 후 BALB/c 마우스 비장 세포에서 사이토킨

IL-12 및 IL-6의 유도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4는 10㎍/mL의 올리고 1 내지 8로 1시간 자극 후 J774 대식구에서 NF-κB 경로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M

은 배지로 처리한 대조군을 나타내고 C는 비-CpG 올리고로 처리한 세포이다.

도 5는 올리고 1 내지 7 10㎍/mL의 농도에서 J774 대식구 세포 배양물에서 사이토킨 IL-12 및 IL-6의 유도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M은 PBS로 처리한 대조 그룹을 나타낸다. ND는 검출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도 6은 10㎍/ml의 올리고 11, 12, 14, 15 및 17에 노출시킨 후 형질세포모양(plasmacytoid) 수지상 세포에서 인터페론

α(IFN-α)의 유도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7은 10㎍/ml의 올리고 18, 19, 20 및 21에 노출시킨 후 형질세포모양 수지상 세포에서 인터페론 α(IFN-α)의 유도를 나

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8은 10㎍/ml의 올리고 41, 44 및 45에 노출시킨 후 세포형질세포모양 수지상 세포에서 인터페론 α(IFN-α)의 유도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이뮤노머의 병행 합성을 위한 개략도이다. DMTr = 4,4'-디메톡시트리틸; CE = 시아노에틸.

도 10은 본 발명의 이뮤노머의 선형 합성에 적합한 대표적인 소분자 링커의 그룹을 나타낸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이뮤노머의 선형 합성을 위한 개략도이다. MTr = 4,4'-디메톡시트리틸; CE = 시아노에틸.

도 12는 본 발명의 이뮤노머의 병행 합성에 적합한 대표적인 소분자 링커의 그룹을 나타낸다.

도 13은 자가-안정화된 CpG DNA가 배양액에서 (A) 사람 pDC에 의한 IFN-α 분비 및 (B) 사람 B-세포 증식을 유도함을

도시한 것이다. (A) pDC를 5 내지 8명의 건강한 공여자로부터 입수한 사람 PBMC로부터 분리하고 24시간 동안 10㎍/mL

의 CpG DNA로 자극시키고 상층액을 ELISA에 의해 IFN-α 분비에 대해 검정하였다. (B) 1㎍/mL의 CpG DNA로 72시간

동안 자극시킨 4 내지 7명의 건강한 공여자로부터 입수한 사람 PBMC로부터 B 세포를 분리하고, [3H]-티미딘 흡수를 측

정하였다. 기호는 각각의 공여자를 이용하여 수득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 표시는 패널 둘다에서 모든 공여자의 평균치를

나타낸다.

도 14는 사람 B 세포 증식의 CpG DNA 농도 의존성을 나타낸다. 상이한 농도의 CpG DNA로 72시간 동안 자극시킨 4 내

지 6명의 건강한 공여자로부터 B 세포를 분리하였다. 나타낸 데이터는 평균 ± S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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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5에서 (A)는 CpG 모티프의 존재 및 2차 구조가 사람 pDC에 의한 IFN-α 분비의 유도에 필요함을 나타낸다. 나타낸 데

이터는 10㎍/mL 농도의 CpG DNA에서 6 내지 8명의 사람 공여자의 평균 ± SD이다. (B)는 사람 B-세포 증식은 CpG 자

극 모티프의 존재를 필요로 하나 DNA에서 2차 구조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나타낸 데이터는 1㎍/mL 농도의

CpG DNA에서 5 내지 8명의 평균 ± SD이다.

도 16은 (A) 사람 pDC에 의한 INF-α분비 및 (B) 사람 B-세포 증식에 있어 헤어핀 2차 구조내 2'-O-메틸리보누클레오티

드 분절의 효과를 도시한다. 나타낸 데이터는 pDC 배양물중 10㎍/mL 농도의 CpG DNA에서 6 내지 8명의 사람 공여자 및

B 세포 배양물중 1 ㎍/mL 농도의 CpG DNA에서 5 내지 8명의 공여자의 평균 ± SD이다.

바람직한 구체예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면역자극 특성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물질의 신규 조성물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또한 면역자극 특성이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또는 대사 안정성이 증가된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설

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자들은, 놀랍게도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3'-말단 또는 5'-말단내로 2차

구조를 도입시키는 것이 이들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면역자극 활성 및 안정성에 현저히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본원된 인용된 허여된 특허, 특허출원 및 문헌은, 각각이 참조로써 인용되도록 특정하게 및 개별적으로 지시된 경우에서와

동일한 정도로 참조로서 본원에 인용된다. 본원에 인용된 어떠한 문헌의 교시와 본 특허 명세서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본 특허 명세서가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우선한다.

제1 측면에서, 본 발명은 면역자극 핵산을 제공한다. 면역자극 핵산은 CpG, C*pG, C*pG* 및 CpG*(여기서, C는 사이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시구아노신이며, C*는 2'-데옥시티미딘, l-(2'-데옥시-6-D-리

보푸라노실)-2-옥소-7-데아자-8-메틸-푸린, 2'-디데옥시-5-할로사이토신, 2'-디데옥시-5-니트로사이토신 아라비노

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O-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5-하이드록시사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또는 기타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이고, G*는 2'-데옥시

-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O-치

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푸린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이며, p는 포스포디에스테르, 포스포로티

오에이트 및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이다)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를 함유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고, 올리고누클레오시드 서열은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의

3'-말단에 2차 구조를 갖는다. 특정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면역자극 디누클레오티드는 CpG가 아니다.

일부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길이가 약 2 내지 약 50개 누클레오티드이다. 특정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길이가

약 12 내지 약 26개 누클레오티드이다. 일부 양태에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각각은 약 3 내지 약 35개 누클레오시드 잔기,

바람직하게는 약 4 내지 약 30개 누클레오시드 잔기,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4 내지 약 20개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는다.

일부 양태에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약 5 내지 약 18개, 또는 약 5 내지 약 14개의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는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약"은, 정확한 수가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올리고누클레오티드내 누클레오시드의 수는 중

요하지 않으며, 하나 또는 2개 더 적은 수의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거나, 하나 내지 수개의 첨가적인 누클레오시드 잔기

를 갖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가 상술한 양태 각각의 균등물로서 고려된다. 일부 양태에서, 하나 이상의 올리고누클레오티

드는 11개의 누클레오티드를 갖는다.

특정의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3'-말단 스템 루프 2차 구조를 갖는다. 일부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상보성 서열과

의 수소 결합에 의해 3'-말단에 2차 구조를 갖는다. 특정의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SEQ ID NO.: 2, 3, 4, 9, 12, 13,

14, 18, 19, 20, 21,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5, 36, 37 및 38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용어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다수의 연결된 누클레오시드 단위로부터 형성된 폴리누클레오시드

를 말한다. 이러한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게놈 또는 cDNA를 포함하는 존재하는 핵산 공급원으로부터 수득될 수 있으나,

바람직하게는 합성 방법에 의해 생산된다. 바람직한 양태에서, 각각의 누클레오시드 단위는 헤테로사이클릭 염기 및 펜토

푸라노실, 2'-데옥시펜트푸라노실, 트레할로즈, 아라비노즈, 2'-데옥시-2'-치환된 아라비노즈, 2'-O-치환된 아라비노즈

또는 헥소즈 당 그룹을 포함한다. 누클레오시드 잔기는 다수의 공지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중 어느 것에 의해 각각 서로

커플링될 수 있다. 이러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은 포스포디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 알킬포

스포네이트, 알킬 포스포노티오에이트, 포스포트리에스테르, 포스포르아미데이트, 실록산, 카보네이트, 카보알콕시, 아세

트아미데이트, 카바메이트, 모르폴리논, 보라노, 티오에테르, 브릿지된 포스포르아미데이트, 브릿지된 메틸렌 포스포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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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브릿지된 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설폰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용어 "올리고누클

레오티드"는 또한 하나 이상의 입체특이적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예: (RP)- 또는 (SP)-포스포로티오에이트, 알킬포스포네

이트 또는 포스포트리에스테르 결합]을 갖는 폴리누클레오시드를 포함한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올리고누클레

오티드" 및 "디누클레오티드"는, 결합이 포스페이트 그룹을 포함하든 않든 간에, 이러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을 갖는 디누

클레오시드 및 폴리누클레오시드를 포함하는 것을 명백히 의미한다. 특정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이들 누클레오시드간 결

합은 포스포디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또는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 결합, 또는 이의 조합일 수 있다.

용어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또한 단백질 그룹, 친지성 그룹, 삽입제(intercalating agent), 디아민, 엽산, 콜레스테롤 및

아다만탄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추가의 치환체를 갖는 폴리누클레오시드를 포함한다. 용어 "올리고누클레오티

드"는 또한 펩타이드 핵산(PNA), 포스페이트 그룹을 갖는 펩타이드 핵산(PHONA), 잠금(locked) 핵산(LNA), 모르폴리노

-골격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및 골격 부분에 알킬 링커 또는 아미노 링커를 갖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포함하나 이에 한

정되지 않는, 어떠한 다른 핵염기 함유 중합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누클레오시드, 변형된 누클레오시드, 또는 이의 혼합물을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변형된 누클레오시드"는 변형된 헤테로사이클릭 염기, 변형된 당 잔기, 또는 이의

조합물을 포함하는 누클레오시드이다. 일부 양태에서, 변형된 누클레오시드는 본원에 기술된 것으로서 비-천연 피리미딘

또는 푸린 누클레오시드이다. 일부 양태에서, 변형된 누클레오시드는 2'-치환된 리보누클레오시드, 아라비노누클레오시

드 또는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사이드이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용어 "2'-치환된 리보누클레오시드" 또는 "2'-치환된 아라비노사이드"는, 펜토즈 잔기의 2' 위치에

서 하이드록실 그룹이 치환되어 2'-치환되거나 2'-O-치환된 리보누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아라비노누클레오시드 ㄸ는

리보누클레오시드를 포함한다. 바람직하게는, 이러한 치환은 1 내지 6개의 포화되거나 불포화된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저

급 알킬 그룹, 또는 탄소수가 6 내지 10인 아릴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이러한 알킬 또는 아릴 그룹은 치환되지 않

거나, 또는 예를 들면, 할로, 하이드록시, 트리플루오로메틸, 시아노, 니트로, 아실, 아실옥시, 알콕시, 카복실, 카보알콕시

또는 아미노 그룹으로 치환될 수 있다. 2'-O-치환된 리보누클레오시드 또는 2'-O-치환된 아라비노사이드는 2'-O-메틸

리보누클레오시드 또는 2'-O-메틸아라비노사이드 및 2'-O-메톡시에톡시리보누클레오시드 또는 2'-O-메톡시에톡시아

라비노사이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용어 "2'-치환된 리보누클레오시드" 또는 "2'-치환된 아라비노사이드"는 또한, 2'-하이드록실 그룹이 1 내지 6개의 포화

되거나 불포화된 탄소 원자를 함유하는 저급 알킬 그룹, 또는 아미노 또는 할로 그룹으로 치환된 리보누클레오시드 또는

아라비노누클레오시드를 포함한다. 이러한 2'-치환된 리보누클레오시드 또는 2'-치환된 아라비노사이드의 예는 2'-아미

노, 2'-플루오로, 2'-알릴, 및 2'-프로파르길 리보누클레오시드 또는 아라비노사이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다.

용어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하이브리드 및 키메라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포함한다. "키메라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하

나 이상의 유형의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을 갖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이다. 이러한 키메라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하나의 바

람직한 예는 포스포로티오에이트, 포스포디에스테르 또는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 영역 및 알킬포스포네이트 또는 알킬포

스포노티오에이트 결합과 같은 비-이온성 결합을 포함하는 키메라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이다(참조: Pederson et al. 미국

특허 제5,635,377호 및 제5,366,878호).

"하이브리드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하나 이상의 유형의 누클레오시드를 갖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이다. 이러한 하이브리

드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한가지 바람직한 예는 리보누클레오티드 또는 2' 치환된 리보누클레오티드 영역, 및 데옥시리보

누클레오티드 영역을 포함한다(참조: Metelev 및 Agrawal, 미국 특허 제5,652,355호, 제6,346,614호 및 제6,143,881

호).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2차 구조"는 분자간 및 분자내 수소 결합을 말한다. 분자내 수소 결합은 스템-루프 구조를

형성한다. 분자간 수소 결합은 듀플렉스 핵산 분자의 형성을 가져온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약"은, 정확한 수가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올리고누클레오티드내 누클레오시드의

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 또는 2개 더 적은 수의 누클레옷드 잔기를 갖거나, 하나 내지 수개의 첨가적인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가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하여 상술한 양태 각각의 균등물로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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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상보성"은 핵산에 하이브리드화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이브리드화

는, 통상 상보성 가닥 사이에 수소 결합을 형성한 결과, 바람직하게는 왓슨-크릭(Watson-Crick) 또는 후스틴 염기 쌍

(Hoogsteen base pair)을 형성하지만, 다른 양식의 수소 결합 및 염기 적층(base stacking) 또한 하이브리드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제2 측면에서, 본 발명은, 면역자극 활성이 감소된 핵산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하여, 핵산은 CpG, C*pG, C*pG* 및

CpG*(여기서, C는 사이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시구아노신이며, C*는 2'-데옥시티

미딘, 1- (2'-데옥시-β-D-리보푸라노실)-2-옥소-7-데아자-8-메틸-푸린, 2'-디데옥시-5-니트로사이토신, 아라비노

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O- 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5-하이드록시사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또는 기타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이며, G*는 2'-데옥시

-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O-치

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푸린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이며, p는 포스포디에스테르, 포스포로티

오에이트 및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이다)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

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를 함유하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며,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은 올리고

누클레오티드 서열의 5'-말단에 2차 구조를 갖는다. 통상 바람직한 양태에서, 면역자극 디누클레오티드는 CpG가 아니다.

일부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길이가 약 2 내지 약 50개 누클레오티드인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이다. 특정 양태에서, 면

역자극 핵산은, 길이가 약 12 내지 약 26개 누클레오티드인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이다. 일부 양태에서, 올리고누클레

오티드 각각은 잔기가 약 3 내지 약 35개 누클레오시드 잔기, 바람직하게는 약 4 내지 약 30개 누클레오시드 잔기, 더욱 바

람직하게는 약 4 내지 약 20개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는다. 일부 양태에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약 5 내지 약 18개 또

는 약 5 내지 약 14개의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는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약"은 정확한 수가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올리고누클레오티드내 누클레오시드의 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 또는 2개 더 적은 수의 누클레오시드 잔

기를 갖거나, 하나 내지 수개의 첨가적인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가 상술한 양태 각각의 균등물로

서 고려된다. 일부 양태에서, 하나 이상의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11개의 누클레오티드를 갖는다.

특정의 양태에서, 면역자극 활성이 감소된 핵산은 5'-말단 스템 루프 2차 구조를 형성한다. 일부 양태에서, 면역자극 활성

이 감소된 핵산은 상보성 서열과 수소 결합에 의해 5'-말단에 2차 구조를 갖는다. 특정의 양태에서, 면역자극 활성이 감소

된 핵산은 SEQ ID NO.: 5, 6, 7, 10, 15, 16 및 17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다.

본 발명의 제3 측면은 2개 이상의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면역자극 핵산을 제공하며, 여기서, 면역자극 핵산은 2

차 구조를 갖는다. 당해 측면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하기식 I에서 상세히 나타낸 구조를 포함한다:

도메인 A-도메인 B-도메인 C (I)

도메인은, 길이가 약 2 내지 약 12개 누클레오티드일 수 있다. 도메인 A는 CpG, C*pG, C*pG* 및 CpG*(여기서, C는 사이

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시구아노신이며, C*는 2-데옥시티미딘, 1-(2'-데옥시-β-

D-리보푸라노실)-2-옥소-7-데아자-8-메틸-푸린, 2'-디데옥시-5-할로사이토신, 2'-디데옥시-5-니트로사이토신, 아

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O-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5-하이드록시사

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또는 기타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이며, G*는 2'

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O-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푸린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이고, p는 포스포디에스테르, 포

스포로티오에이트 및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이다)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를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는 회문식 또는 자가-상보성 도메인을 갖거나 갖지

않는 5'-3' 또는 3'-5' 또는 2'-5' DNA, RNA, RNA-DNA, DNA-RNA일 수 있다. 특정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면역조절 디

누클레오티드느 CpG가 아니다.

특정 양태에서, 도메인 A는 CpG, C*pG, C*pG* 및 CpG*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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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X"로 나타낸 바와 같은 도메인 B는 3'-5' 결합, 2'-5' 결합, 3'-3' 결합, 포스페이트 그룹, 누클레오시드, 또는 지방

족, 방향족, 아릴, 사이클릭, 키랄, 아키랄, 펩타이드, 탄수화물, 지질, 지방산, 모노-, 트리- 또는 헥사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헤테로사이클릭 잔기일 수 있는 비-누클레오시드 결합일 수 있는, 도메인 A 및 C를 연결하는 링커이다.

도메인 C는 CpG, C*pG, C*pG*, CpG*(여기서, C는 사이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시

구아노신이며, C*는 2'-데옥시티미딘, l- (2'-데옥시-β-D-리보푸라노실)-2-옥소-7-데아자-8-메틸-푸린, 2'-디데옥시

-5-할로사이토신, 2'-디데옥시-5-할로사이토신,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O-치

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5-하이드록시사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기

타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이고, G*는 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노구아노

신,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O-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푸린 누클레

오시드 유사체이며, p는 포스포디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포스포디티오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이다)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디누클레오시드를 갖거나 갖지 않을 수 있는 회문식 또는 자가

-상보성 서열을 갖거나 갖지 않는 5'-3' 또는 3'-5', 2'-5' DNA, RNA, RNA-DNA, DNA-RNA 폴리 I-폴리 C일 수 있다.

특정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면역자극 디누클레오티드는 CpG가 아니다. 일부 양태에서, 도메인 B는 "이뮤노머"라고 언급되

는 도메인 A 및 도메인 C의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연결하는 비-누클레오티드 링커이다. 특정의 바람직한 양태에서, 도메

인 C는 디누클레오티드 CpG, C*pG, C*pG* 또는 CpG*를 갖지 않는다.

일부 양태에서, 상기식 I에 함유된 올리고클레오타이드는, 길이가 약 2 내지 약 50개 누클레오티드이다. 특정 양태에서, 상

기식 I에 함유된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길이가 약 12 내지 약 26개 누클레오티드이다. 일부 양태에서, 올리고누클레오티

드 각각은 약 3 내지 약 35개 누클레오시드 잔기, 바람직하게는 약 4 내지 약 30개 누클레오시드 잔기, 더욱 바람직하게는

약 4 내지 약 20개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는다. 일부 양태에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약 5 내지 약 18개, 또는 약 5 내지

약 14개의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는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약"은 정확한 수가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올리고누클레오티드내 누클레오시드의 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하나 또는 2개 더 적은 수의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거나,

하나 내지 수개의 첨가적인 누클레오시드 잔기를 갖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가 상술한 양태 각각의 균등물로서 고려된다.

일부 양태에서, 하나 이상의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11개의 누클레오티드를 갖는다.

비-제한적인 예로서, 당해 측면의 특정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하기식 II로 상세히 나타낸 구조를 가질 것이다.

당해 분야의 숙련가가 잘 인지하는 바와 같이, 분자의 3' 말단에는 2차 구조 성분이 분자내 스템-루프의 형태로 존재한다.

비-제한적인 예로서, 당해 측면의 특정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하기식 III에 상세히 나타낸 구조를 가질 것이다.

상기식 III으로 나타낸 구조는 본원에서 "말단 다이머(terminal dimmer)"로 언급되는데, 이는, 2개의 3' 말단의 서열이 분

자간 수소 결합을 허용하는 상보성이므로 2개 분자의 3' 말단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도메인 A 및 A'는 동일하거나 동

일하지 않을 수 있고, 도메인 B 및 B'는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메인 C 및 C'는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비-제한적인 예로서, 당해 측면의 특정의 양태에서, 면역자극 핵산은 하기식 IV에 상세히 나타낸 구조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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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분야의 숙련가가 인지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나타낸 분자의 3' 말단은, 3' 말단의 상보성 서열이 당해 영역에 수소 결

합되므로 2차 구조를 갖는다. 특정의 양태에서, 리간드와 같은 분자는 세포 흡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분자의 안정성을 개선

시키기 위하여 3'-말단에 부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부 핵산 분자의 비-제한적인 예를 표 1에 나타낸다.

표 1

공개특허 10-2006-0007444

- 11 -



공개특허 10-2006-0007444

- 12 -



공개특허 10-2006-0007444

- 13 -



*: 상부 경우-PS; 하부 경우-PO; 굵은 글씨-2'-O-메틸-리보누클레오티드(서열 26 및 27); G-2'-데옥시-7-데아자-

G(서열 28); G-araG (서열 29); X-C3-링커(서열 37 및 38).

대안적으로, 본 발명의 핵산 분자는 비-누클레오티드 링커에 의해 연결된 2개의 이뮤노머일 수 있다. 당해 분자의 비-제한

적인 대표적 예를 표 2에 나타낸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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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경우-PS; 하부 경우-PO, X-C3-링커; Y-테트라에틸렌글리콜 링커; Z-헥사에틸렌글리콜 링커, 굵은 글씨-2'-O-

메틸리보누클레오티드(서열 44 및 57); G-2'-데옥시-7-데아자-G (서열 45).

특정의 양태에서, 본 발명의 면역자극 핵산은 SEQ ID NO.: 1 내지 38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서열을 갖는다. 일

부 양태에서, 본 발명의 면역자극 핵산은 SEQ ID NO.: 39 내지 68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서열을 갖는다.

본 발명의 특정 양태에서,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는 식 5'-Pyr-Pur-3'(여기서, Pyr은 천연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 또는 이의 유사체이고 Pur은 천연의 푸린 누클레오시드 또는 이의 유사체이다)의 면역자극 디누클

레오티드를 포함한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는, 누클레오시드의 염기 성분이 피리미딘

염기인 누클레오시드를 말한다. 유사하게, 용어 "푸린 누클레오시드"는, 누클레오시드의 염기 성분이 푸린 염기인 누클레

오시드를 말한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합성" 피리미딘 또는 푸린 누클레오시드는 비-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피리미딘

또는 푸린 염기, 비-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당 잔기 또는 이의 조합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사용된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및/또는 이뮤노머에서 바람직한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는 하

기식 V의 구조를 갖는다:

상기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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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수소 결합 공여체이고;

D'는 수소, 수소 결합 공여체, 수소 결합 수용체(acceptor), 친수성 그룹, 소수성 그룹, 전자 흡인 그룹 및 전자 공여 그룹으

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며;

A는 수소 결합 수용체 또는 친수성 그룹이고;

A'는 수소 결합 수용체, 친수성 그룹, 소수성 그룹, 전자 흡인 그룹 및 전자 공여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며;

X는 탄소 또는 질소이고;

S'는 펜토즈 또는 헥소즈 당 고리이거나, 또는 비-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당이다.

바람직하게는, 당 고리는 포스페이트 잔기, 변형된 포스페이트 잔기, 또는 다른 누클레오시드 또는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에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를 연결시키기에 적합한 다른 링커 잔기로 유도체화된다.

바람직한 수소 결합 공여체는 -NH-, -NH2, -SH 및 -OH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수소 결합 수용체

는 C=O, C=S, 및 방향족 헤테로사이클의 고리 질소 원자, 예를 들면, 사이토신의 N3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부 양태에서, 식 V에서 염기 잔기는 비-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피리미딘 염기이다. 비-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피리미딘 염

기의 바람직한 예는 5-하이드록시사이토신, 5-하이드록시메틸사이토신, N4-알킬사이토신, 바람직하게는 N4-에틸사이

토신, 및 4-티오우라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부 양태에서, 식 V에서 당 잔기 S'는 비-천연적으로 존재하

는 당 잔기이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당 잔기"는 핵산의 일부로서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당 잔기,

예를 들면, 리보스 및 2'-데옥시리보스이며 "비-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당 잔기"는 핵산의 일부로서 천연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올리고누클레오티드에 대한 골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당, 예를 들면, 헥소즈이다. 아라비노즈 및 아라비노즈 유도

체는 바람직한 당 잔기의 예이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에 사용된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및/또는 이뮤노머에서 바람직한 푸린 누클레오시드 유사체는

하기식 VI의 구조를 갖는다:

상기식 VI에서,

D는 수소 결합 공여체이고;

D'는 수소, 수소 결합 공여체 및 친수성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되며;

A는 수소 결합 수용체 또는 친수성 그룹이고;

X는 탄소 또는 질소이며;

각각의 L은 C, O, N 및 S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독립적으로 선택되고;

S'는 펜토즈 또는 헥소즈 당 고리, 또는 비-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당이다.

바람직하게는, 당 고리는 포스페이트 잔기, 변형된 포스페이트 잔기 또는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를 다른 누클레오시드 또

는 누클레오시드 유사체에 연결시키기에 적합한 기타 링커 잔기로 유도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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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수소 결합 공여체는 -NH-, -NH2, -SH 및 -OH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수소 결합 수용체

는 C=O, C=S, -N02 및 방향족 헤테로사이클의 고리 질소 원자, 예를 들면 구아닌의 N1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

일부 양태에서, 식 VI중 염기 잔기는 비-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푸린 염기이다. 바람직한 비-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푸린 염

기의 예는 6-티오구아닌 및 7-데아자구아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일부 양태에서, 식 VI에서 당 잔기 S'는

상기식 V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당 잔기이다.

제4 측면에서, 본 발명은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면역자극 활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당해 방법은

CpG-함유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5'-말단에 2차 구조를 포함하는 핵산 서열을 도입시킴을 포함한다. 당해 측면의 일부 양

태에서, 2차 구조는 스템-루프 구조이다. 당해 측면의 특정 양태에서, 2차 구조는 상보성 서열을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

의 5'-말단에 수소결합시킴으로써 수득한다.

제5 측면에서, 본 발명은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당해 방법은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3'-말단에 2차 구조를 포함하는 핵산 서열을 도입시킴을 포함한다. 당해 측면의 일부 양태에서, 2

차 구조는 스템-루프 구조이다. 당해 측면의 특정 양태에서, 2차 구조는 상보성 서열을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의 3'-말

단에 대한 수소결합시킴으로써 수득한다.

제6 측면에서, 본 발명은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면역자극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당해 방법은 면역

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3'-말단 또는 5'-말단에 2차 구조를 포함하는 핵산 서열을 도입시킴을 포함한다. 당해 측면의

일부 양태에서, 2차 구조는 스템-루프 구조이다. 당해 측면의 특정 양태에서, 2차 구조는 상보성 서열을 올리고누클레오티

드 서열의 3'-말단 또는 5'-말단에 수소결합시킴으로써 수득한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조절하는" 또는 "조절하다"는 모 면역자극 핵산의 면역자극 활성과 비교하여 면역자극 핵

산의 면역자극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7 측면에서, 본 발명은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공한다. 당해 조성물은 본 발명의 제1, 제2 및 제3 측면에 기술된 조성물 중

어느 하나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한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생리학적으로 허용되는"은 본 발명의 제1, 제2 또는 제3 측면의 조성물의 효능을 방해하지

않으며 세포, 세포 배양물, 조직 또는 기관과 같은 생물학적 시스템과 양립가능한 물질을 언급한다. 바람직하게는, 생물학

적 시스템은 척추동물과 같은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담체"는 약제학적 제형에 사용하기 위해 당해 분야에 잘 공지된 부형제, 희석제, 충전제,

염, 완충제, 안정화제, 가용화제, 지질 또는 기타 물질을 포함한다. 담체, 부형제 또는 희석제의 특성은 특정 적용을 위한 투

여 경로에 따를 것임은 이해될 것이다.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제형의 제조는 문헌(참조:

Remington's Pharmaceutical Sciences, 18th Edition, ed. A. Gennaro, Mack Publishing Co., Easton, PA, 1990,

ISBN: 0-912734- 04-3)에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암 백신을 포함할 수 있으며, 상기 암백신은EFG, 항-이디오타입 암 백신, Gp75 항원, GMK

흑색종 백신, MGV 강글리오사이드 콘쥬게이트 백신, Her2/new, 오바렉스(Ovarex), M-Vax, O-Vax, L-Vax, STn-

KHL 써라토프(theratope), BLP25 (MUC-1), 지질 이디오타입 백신, 멜라킨(Melacine), 펩타이드 항원 백신, 독소/항원

백신, MVA-계 백신, PACIS, BCG 백신, TA-HPV, TA-CIN, DISC-바이러스 및 ImmunCyst/TheraCys으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암 백신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각종 양태에서, 본 발명의 제1, 제2, 제3, 제4, 제5 또는 제6 측면은 항원과 공유 결합되거나, 항원과 작동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작동적으로 결합(operatively associated with)"은 본 발명의 제1, 제2, 제

3 측면의 조성물 및 항원 둘다의 활성을 유지하는 결합을 언급한다. 이러한 작동적 결합의 비-제한적 예는 동일한 리포좀

또는 기타 이러한 전달 비히클 또는 시약의 일부임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제1, 제2 또는 제3 측면의 조성물이 항원에 공유

결합된 양태에서, 이러한 공유 결합은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제1, 제2 또는 제3 측면의 조성물에서 면역자극 올리고누클

레오티드의 접근가능한 5' 말단을 제외한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원은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에 부착될 수 있

거나 비-누클레오티드 링커에 부착될 수 있다. 달리는, 항원은 자체로 비-누클레오티드 링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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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각종 양태에서, 본 발명의 제1, 제2, 제3, 제4, 제5 또는 제6 측면은 안티센스 활성을 지닌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를 포함할 수 있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안티센스 활성"은, 세포 또는 동물내로 도입되는 경우, 올리고누클레오티드

가 상보성인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의 각종 양태에서, 본 발명의 제1, 제2, 제3, 제4, 제5 또는 제6 측면의 조성물은 아프타머(aptamer)인 올리고누클

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할 수 있다. 아프타머는 다른 분자에 결합하는 이들의 능력을 기초로 무작위적인 풀로부터 선택된 핵

산 분자이다. 핵산, 단백질, 소형 유기 화합물 및 심지어 전체 유기체와 결합하는 아프타머가 선택되어 왔다. 이들 신규 분

자는 의약 및 기술에서 많은 잠재적인 용도를 지닌다[참조: Burgstaller P., et al. Curr Opin Drug Discov Devel. 5:

690-700 (2002)].

본 발명의 약제학적 조성물은 비경구, 경구, 설하, 경피, 국소, 비강내, 에어로졸, 안구내, 기관내, 직장내, 질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적합한 경로에 의해서, 유전자 총(gene gun), 경피 패취 또는 안구 점적 또는 구강세척 형태에

의해 투여될 수 있다. 약제학적 조성물은 목적하는 효과, 예를 들면, 암의 치료, 감염의 치료 및 자가면역 질병의 치료를 달

성하는데 효과적인 기간 및 용량으로 공지된 과정을 사용하여 전달될 수 있다. 전신 투여되는 경우, 약제학적 조성물은 본

발명의 제1, 제2 및/또는 제3 측면의 조성물의 혈액 수준을 약 0.0001 마이크로몰 내지 약 10 마이크로몰로 하는데 충분

한 용량으로 투여된다. 국소 투여의 경우, 이보다 훨씬 더 적은 농도가 효과적일 수 있고, 훨씬 더 높은 농도가 허용될 수 있

다. 바람직하게는,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및/또는 이뮤노머의 총 용량은 약 0.0001mg/환자 체중 kg/일 내지 약

200mg/체중 kg/일의 범위이다. 단일 치료 에피소드로서 개개인에게 본 발명의 하나 이상의 치료학적 조성물의 치료학적

유효량을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가 이뮤노머로서 고안된 경우, 하기 프로토콜을 합성에 사용하였다. 본 발명의 면역자

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및/또는 이뮤노머는 도 9 및 도11에 개략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자동화된 합성기 및 포스포르아

미다이트 방법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합성할 수 있다. 일부 양태에서,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및/또는 이뮤노머를 선

형 합성 방법(도 9)으로 합성한다. 이러한 합성을 위한 대표적인 링커는 도 10에 나타낸다. 본원에 사용된 것으로서, 용어 "

선형 합성(linear synthesis)"은 이뮤노머의 한쪽 말단에서 개시하여 다른 말단으로 선형으로 진행하는 합성을 말한다. 선

형 합성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은(길이, 염기 조성 및/또는 혼입된 화학적 변형의 측면에서) 단량체 단위가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및/또는 이뮤노머에 혼입되도록 한다.

이뮤노머를 합성하는 대체 양식은 "병행 합성(parallel synthesis)"이며, 여기서, 합성은 중심 링커 잔기로부터 밖으로 진

행된다(참조: 도 11). 이러한 합성 방법의 대표적인 링커는 도 12에 나타낸다. 고체 지지체에 부착된 링커가 미국 특허 제

5,912,332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병행 합성에 사용될 수 있다. 달리는, 조절된 공극 유리 지지체에 부착된 포스페이트와

같은 일반적인 고체 지지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뮤노머의 병행 합성은 선형 합성에 비해 몇가지 장점을 갖는다: (1) 병행 합성은 동일한 단량체 단위의 혼입을 허용한다;

(2) 선형 합성과는 달리, 양쪽(또는 모든) 단량체 단위가 동시에 합성되므로, 합성 단계의 수 및 합성에 요구되는 시간이 단

량체 단위의 것과 동일하다; 및 (3) 합성 단계의 감소는 최종 이뮤노머 생성물의 순도를 증가시키고 수율을 증가시킨다.

선형 합성 또는 병행 합성 프로토콜에 의한 합성 말기에, 본 발명에 따른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또는 이뮤노머는

변형된 누클레오시드가 혼입되는 경우, 진한 암모니아 용액으로 또는 포스포르아미다이트 공급업자에 의해 추천되는 바와

같이 편리하게 탈보호시킬 수 있다. 생성물인 면역자극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및/또는 이뮤노머는 바람직하게는 역상

HPLC에 의해 정제되고, 탈트리틸화되며, 탈염되고 투석된다.

CpG DNA 18 내지 21의 자극 도메인은 5'-말단에 사람 특이적인 'GTCGTT'모티프를 함유하였다. 구조 도메인 영역내에

서 7, 11, 15, 또는 19개 염기쌍(bp) 헤어핀 스템-루프 구조물을 형성한 상보성 서열은 자극 도메인의 3'-말단에 근접하게

혼입되었다(표 3). 자가-안정화된 CpG DNA는 자극 도메인이 구조 모티프(염기-짝지음)를 함유하지 않고 CpG 자극 모티

프가 구조 도메인에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CpG DNA에 있어서 자극 모티프 및 2차 구조 둘다는 pDC 활성화에 요

구된다. CpG DNA는 배양물중 사람 B 세포의 강력한 농도-의존적 증식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B-세포 증식은 헤어핀 듀

플렉스 길이에 의존적이지는 않았다. pDC 및 B 세포 둘다를 활성화시키는 자가-안정화된 CpG DNA의 능력은 암, 천식,

알레르기 및 감염성 질병에 대해 사용하기 위한 치료제, 및 B 세포 또는 pDC의 어느 한쪽을 자극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보조제로서의 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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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22는 자극 도메인을 갖지만 이의 3'-말단에서 헤어핀 구조(구조 도메인)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상보성을 함유하지 않

았다. 대조적으로, CpG DNA 30은 헤어핀 구조(구조 도메인)를 형성하였으나 자극 모티프를 갖지 않았다(표 3). 서열 69,

서열 19의 유사체는 헤어핀 서열의 가닥 중 하나에 2'-O-메틸-리보누클레오티드를 함유하였다.

CpG DNA에 의한 안정한 헤어핀 구조의 형성은 열 용융(도 3) 및 EMSA 연구로 확인하였다. 예측한 바와 같이 CpG DNA

18 내지 21은 상이한 길이 및 구조의 올리고누클레오티드 마커와 비교하여 변성되지 않은 폴리아크릴아미드 겔상에서 요

구된 이동성을 갖는 밴드를 나타내어 헤어핀 구조 형성이 확인되었다(데이터는 나타내지 않음).

사람 pDCs는 TLR9을 발현하며 CpG DNA-유도된 IFN-α의 주요 공급원인 것으로 여겨진다. CpG DNA 18 내지 21은 도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사람 pDC 배양물에서 IFN-α의 생산을 유도하였다. IFN-α 분비 수준은 헤어핀 듀플렉스 구조의

길이에 의존한다. 19-bp 듀플렉스를 형성한 CpG DNA 21은 가장 높은 수준의 IFN-α를 유도하였다(도 13). 비록 반응은

공여체에 따라 달랐지만, 이러한 경향은CpG DNA 간에 일치하였다(도 13). CpG DNA 70, 즉 폴리(dG) 서열을 함유하고

사람 pDC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문식 CpG 올리고는 포지티브 대조군으로서 사용되었다.

모든 4개의 CpG DNA는 배양물에서 사람 B 세포의 강력한 농도-의존적 증식을 유도하였다(도 14). 그러나, B-세포 증식

은 헤어핀 듀플렉스의 길이에 의존하지 않았다(도 13).

CpG DNA 18, 19, 22 및 30에 의한 IFN-α 분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람 pDC의 활성화를 연구하였다. 앞서의 시험에서 관

측된 바와 같이, 18 및 19는 둘 모두 IFN-α의 생산을 유도하였다(도 15). 자극 모티프를 지니지만, 2차 구조를 지니지 않

는 서열 22, 및 자극 모티프는 없지만 2차 구조를 지닌 서열 30은 pDC 배양물에서 IFN-α 생산을 유도하지 못하였다(도

15). 이러한 결과는, CpG DNA에서 자극 모티프 및 2차 구조 둘다가 pDC 활성화에 필요하였음을 제시한다.

도 4B에 나타낸 B-세포 증식에 대한 데이터는, 2차 구조를 형성한 CpG DNA 18 및 19와, 2차 구조를 형성하지 않은 22가

강력한 B-세포 증식을 유도하였음을 나타낸다. 자극 모티프를 가지지 않았던 서열 30은 최소의 증식을 유도하였으며, 이

는, CpG 모티프가 활성에 필요하지만 2차 구조는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TLR9는 CpG DNA를 특이적으로 인지하지만 RNA는 인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플랭킹 서열내 CpG 디누클레오티드의 말

단에 2'-O-알킬리보누클레오티드의 혼입은 허용된다. 본 발명자들은, 루프 영역을 포함하는 3'-말단에 근접하는 스템 서

열을 2'-O-메틸리보누클레오티드로 대체시킨 CpG DNA 19의 유사체를 합성하였다. CpG DNAs 69 및 19 둘다는, 사람

pDC 배양물에서 IFN-α 분비(도 16) 및 사람 B-세포 배양물에서 증식을 유사한 수준으로 유도하였다(도 16). 이러한 결과

는, 2'-O-메틸리보누클레오티드 치환 또는 이러한 치환에 의해 부여된 구조적 변화가 pDC 또는 B-세포 활성화를 방해하

지 않았음을 제시하였다.

톨-유사 수용체(toll-like receptor) 9(TLR9)는 메틸화되지 않은 CpG DNA를 인지하고 스트레스-키나제 및 NF-κB 경

로를 포함하는 수개의 시그날링 경로를 활성화시켜 IFN-α/β, IFN-γ, IL-12, IL-6, 및 TNF-α를 포함하는 다수의 케모킨

및 사이토킨을 시험관내 및 생체내 분비시킨다. 그러나, CpG DNA 및 이의 수용체 TLR9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CpG DNA 면역 자극에서 대체 수용체 또는 공-수용체의 가능학 역활은 제안되어 있다. 상이한 골격, 서

열 및 구조를 갖는 CpG DNA는 세포-특이적이지만 TLR9-의존적인 양식으로 면역계를 활성화시킨다.

CpG DNA의 3'-말단에서 2차 구조의 최적 배치는 상이한 사이토킨 프로파일을 유도할 수 있다. 사람-특이적인 모티프를

갖는 CpG DNA 구조물은 사람 pDC 배양물에서 높은 수준의 IFN-α를 유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2차 구조가 pDC 활

성화에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데이터는 나타내지 않음).

본 CpG DNA는 2개의 구별되는 도메인인, 5'-말단에 CpG-모티프를 갖는 자극 도메인 및 3'-말단에 헤어핀 듀플렉스 형

성을 허용하는 서열을 함유하는 구조 도메인을 함유하도록 설계되었다. 분자내 2차 구조를 형성하는 이들 CpG DNA의 능

력은 편재하는 3'-누클레아제에 대해 추가의 안정성을 제공하므로, 자가-안정화된 CpG DNA로 명명된다. 자가-안정화된

CpG DNA는, 분자간 2차 구조를 형성하고 구조 도메인 영역내에 CpG 모티프를 갖지 않는 앞서 보고된 회문식 CpG DNA

와는 상이하다.

CpG 디펩타이드를 함유하는 회문식 서열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IFN-α/β 및 -γ를 생산한다. 본원에 기술된 자가-안

정화된 CpG DNA는 본 발명자들이 사람 B 세포 및 pDC 둘다에 의해 인지된 CpG DNA의 자극성 및 구조 특징을 분석하도

록 하였다. CpG DNA 18 내지 21은 헤어핀 듀플렉스 길이-의존적 양식으로 pDC를 활성화시켰다. 구조 도메인을 갖지 않

는 대조군 DNA 분자 22 및 자극 도메인을 갖지 않는 대조 DNA 30은 둘 모두 IFN-α 분비를 유도하지 않았으며, 이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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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및 구조 도메인이 둘다 pDC 활성화에 요구되었음을 나타낸다. 대조적으로, B-세포 활성화는 자극 도메인만을 필요로

하였으며 구조 도메인은 필요로 하지 않았다. CpG DNA 20 및 21의 보다 낮은 활성은, CpG DNA내 2차 구조가 B-세포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구조 도메인을 갖지 않고 CpG DNA 18와 누클레오티드 길이가 동일한

CpG DNA 30은 B 세포를 19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활성화시켰고, 이는 단일 가닥 DNA가 B-세포 활성에 바람직함을

제시한다. 30을 사용하여 관측한 B 세포의 보다 낮은 활성화는 비-특이적인 활성과 관련될 수 있다.

CpG DNA 69를 사용한 본 결과는, DNA/RNA 하이브리드 이종듀플렉스(heteroduplex)가 pDC 또는 B 세포 활성화를 방

해하지 않았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 도메인 영역내에서 2'-O-메틸리보누클레오티드 치환에 의해 부과된 B

대 A의 구조적 변화는 면역 자극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들 위치에서 치환이 허용됨을 제시하였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본 발명자들은 사람 면역 세포의 TLR9-포지티브 서브세트인 pDC 및 B 세포의 최적 활성화를

위해 CpG DNA내 자극 및 구조 도메인의 비례적 조합을 제안하였다. 본원에 나타낸 당해 연구는 본 발명자들이 pDC 및 B

세포의 활성화에 필요한 CpG DNA의 특이적 특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CpG 자극 모티프는 사람 B 세포의 활성화에 필

요한 반면, 자극 모티프 및 추가의 구조 도메인 둘다는 사람 pDC의 활성화에 요구되었다. 동일한 TLR9 수용체가 2개의

상이한 세포 집단에서 자극을 위해 이의 리간드의 상이한 구조적 특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

은, pDC 및 B 세포에서 TLR9 시그날링에 있어 상이한 어댑터(adapter) 분자의 관여를 나타낼 수 있다. pDC 및 B 세포 둘

다를 활성화시키는 자가-안정화된 CpG DNA의 능력은 암, 천식, 알레르기 및 감염성 질병에 대해 사용하기 위한 치료제

및 B 세포 또는 pDC중의 어느 하나를 자극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보조제로서의 개발을 허용할 것이다.

표 3

CpG DNA의 개략도a, 서열, 2차 구조 및 Tms

a: 필수적인 자극 도메인 및 구조 도메인을 나타내는 신규 CpG DNA 설계의 개략적인 그림(박스). 구조 도메인이 아닌, 자

극 도메인은 적절한 CpG 모티프를 함유하였음;

b: 70을 제외한 모든 서열을 포스포로티오에이트 변형시켰고, 69에서 이탤릭체로 나타낸 누클레오티드는 2'-O-메틸리보

누클레오티드를 나타내며, 70에서 밑줄친 누클레오티드는 포스포디에스테르 골격을 나타냄;

c: ND-측정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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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의 특정의 바람직한 양태를 추가로 설명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며, 본 발명을 한정하는 것으로 의도

되지는 않는다.

실시예

실시예 1: 올리고누클레오티드 합성, 정제 및 열 용융 프로파일

CpG 올리고를 DNA 합성기(PerSeptive Biosystem's 8909 Expedite DNA synthesizer)(제조원: PerSeptive

Biosystem, Boston, MA)를 사용하여 1 내지 2μmole 규모로 합성하였다. dA, dG, dC, 및 T의 포스포르아미다이트를 업

자(PE Biosystems: Foster City, CA)로부터 입수하였다. 문헌[참조: Iyer R. P., et al. (J. Am. Chem. Soc. 112: 1253-

1254 (1990)]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요오드 산화제를 사용하여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골격 변형을 수득하였다. 모든

올리고를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탈보호시키고, HPLC로 정제하고, USP 품질의 관주용 멸균수에 대해 투석하였다. 올

리고를 동결건조시키고 다시 증류수에 용해하고 농도를 260nm에서 UV 흡광도로부터 측정하였다. 모든 올리고를 CGE 및

MALDI-TOF 질량 분광계(제조원: Applied Biosystem's Voyager-DETM STR BiospectrometryTM Workstation)로

순도 및 분자량 각각에 대해 특성화하였다. 완전한 길이의 올리고의 순도는 90 내지 96%의 범위이고 나머지는 CGE 및/또

는 변성 PAGE로 측정한 것으로서 1개 내지 2개 누클레오티드 만큼 더 짧았다(n-1 및 n-2). 모든 올리고는 리물루스 검정

(Limulus assay)[제조원: Bio-Whittaker, 현재 제조사명: Cambrex Bio Science Walkersville, Inc. , Walkersville,

MD]으로 측정한 것으로서 <0.1 EU/mL의 내독소를 함유하였다.

열 용융 연구를 150mM NaCl 및 2mM MgCl2를 함유하는 10mM 인산수소이나트륨, pH 7.2±0.2의 1mL 용액속에서 수

행하였다. 당해 용액을 95℃에서 10분 동안 가열하고 실온으로 서서히 되도록 한 후 4℃에서 밤새 저장하였다. 올리고누

클레오티드 가닥의 최종 농도는 2.0μM이었다. UV 열 용융 측정을 260nm에서 펠티어 열 조절기(peltier thermal

controller) 및 개인용 컴퓨터에 부착되고 1cm 경로 길이의 석영 큐베트를 사용하는 퍼킨-엘머 람다(Perkin-Elmer

Lambda) 20 분광광도계상에서 0.5℃/분의 가열 속도로 수행하였다. 용융 온도(Tm)를 1/2 해리 온도로서 간주하고 최초

유도체 플롯으로부터 수득하였다. 각각의 Tm 평균은 2개 또는 3개의 별개 시험의 평균이고 값은 ±1.0℃내였다.

(1)'GACGTT' 헥사머 모티프를 함유하는 17-량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올리고누클레오티드(1)를 포지티브 대조군으로서

사용하였다(표 1). 올리고누클레오티드 2 내지 7은 서열 1의 일부에 상보성인 5개, 11개 또는 17개의 누클레오티드의 추

가 서열을 함유한다(표 1). 연장부는 3'-(2 내지 4) 또는 5'-말단(5 내지 7)에 연결되며 문헌[참조: Hirao, I., et al.,

Nucleic Acids Res. 22: 576-582 (1994)]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안정한 스템-루프의 형성을 허용하는 GAA 삼량체를 함

유한다. 서열 2 내지 7에 의한 헤어핀의 형성을 UV 영 용융 실험으로 측정하였다. 150mM NaCl 및 2mM MgCl2를 함유하

는 10 mM 나트륨 포스페이트, pH 7.2중에서 40 내지 66℃의 Tm 값은, 서열 2 내지 7이 실험 조건하에서 안정한 2차 구

조를 형성하였음을 제시한다(표 1). 10㎍/ml의 올리고 18, 19, 20 및 21에 노출된 후 형질세포모양 수지상 세포에서 인터

페론 α(INF-α).

실시예 2: 세포 배양 조건 및 시약

4 내지 8주된 BALB/c, C57BL/6 또는 C3H/HeJ 마우스의 비장 세포를 문헌[참조: Zhao, Q., et al., Biochem

Pharmacol. 51: 173-182 (1996) 및 Branda, R. F., et al., Biochem. Pharmacol. 45: 2037-2043 (1993)]에 기술된 바

와 같이 RPMI 완전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쥐 J774 대식구(버지니아주 마나사스 소재의 아메리칸 타입 컬쳐 컬렉션)를

10%(v/v) 우태아 혈청 및 항생제(100 IU/mL의 페니실린 G/스트렙토마이신)으로 보충된 둘베코 변형된 이글스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모든 다른 배양 시약은 업자[Mediatech (Gaithersburg, MD)]로 부터 입수하였다.

실시예 3: 비장 세포 증식 검정

통상적으로, 마우스(Balb-C) 비장 세포를 0.1, 1.0 및 10.0㎍/ml의 농도의 CpG 올리고와 함께 48시간 동안 배양하고 세

포 증식을 문헌[참조: Zhao, Q., et al., Biochem Pharmacol. 51: 173-182 (1996)]에 기술된 바와 같이 3H-우리딘 혼입

으로 측정하였다.

초기에, 올리고 1, 2 및 5를 배양물속에서 BALB/c 마우스 비장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이들의 능력에 대해 시험하였다.

올리고 1 및 2는 용량-의존적인 비장 세포 증식을 유도하였다. 스템-루프 구조를 갖지 않았던 모 올리고 1은 1.0㎍/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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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에서 6.3±0.3의 증식 지수를 나타내었다(도 1A). 3'-말단에서 스템-루프 구조를 형성하는 올리고 2는 동일한 농도에

서 9.0±2.5의 증식 지수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5'-말단에서 스템-루프를 형성하는 올리고 5는 동일한 농도에서

1.5±0.3라는 더 낮은 증식 지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PBS 대조군의 것과 유사하다(도 1A).

실시예 4: 사이토킨 유도 검정

마우스 비장 또는 J774 세포를 각각 5x105 또는 1x106 세포/mL을 사용하여 24-웰 디쉬에서 플레이팅하였다. TE 완충액

(10 mM Tris-HCl, pH 7.5, 1 mM EDTA)중에 용해된 CpG를 0.03, 0.1, 0.3, 1.0, 3.0, 또는 10.0㎍/mL의 최종 농도로

세포 배양물에 가하였다. 그 다음, 세포를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상층액을 ELISA 검정을 위해 수집하였다. 시험

을 각각의 CpG 올리고에 대해 2 또는 3회 및 각각의 농도에서 3중으로(triplicate) 수행하였다. IL-12 및 IL-6의 분비는

문헌[참조: Bhagat L., et al., Biochem. Biophys. Res. Commun. 300: 853-861 (2003)]에 기술된 샌드위치 ELISA로

측정하였다. 사이토킨 항체 및 표준물을 포함하는 필요한 시약은 업자[BD Biosciences Pharmingen (San Diego, CA)]

로부터 입수하였다.

CpG 올리고는 IL-12 및 IL-6을 포함하는 다수의 사이토킨을 유도한다. BALB/c 마우스 비장 세포 배양물에서 시험 화합

물 1 및 2는 농도-의존적 메카니즘으로 IL-12 및 IL-6를 유도하였다. 모 올리고 1은 3.0㎍/mL의 농도에서 1514±113

pg/mL의 IL-12 및 7681±839pg/mL의 IL-6을 유도하였다(도 2). 3'-헤어핀을 함유하는 올리고 2는 약간 많은 양의 IL-

12(1771±286 pg/mL)을 유도하였고 더 적은 양의 IL-6(2582±300pg/mL)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5'-헤어핀을 갖는 올

리고 5는 사이토킨 분비를 유도하지 않았다. 이들 결과는, 안정한 헤어핀 루프가 5'-말단에서는 면역자극 활성을 차단하

나, 3'-말단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나타낸다.

CpG DNA 3 및 4는 GACGTT 모티브에 걸쳐 연장되어 있거나, 5'-말단까지 이르는 3'-헤어핀 스템을 갖는다. 그 결과, 이

들은 상부 가닥에 GACGTT와 하부에 이의 상보성 서열 AACGTC이 있는 2개의 CpG 모티프를 함유한다(표 1). 올리고 6

및 7은 유사하게 긴 5'-헤어핀을 갖는다. 2개의 CpG 모티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올리고 3 및 4는 올리고 1과 비교하여

보다 낮은 IL-12 및 최소의 IL-6을 유도하거나 IL-6을 전혀 유도하지 않는다(도 2). 5'-헤어핀을 갖는 올리고 6 및 7 둘다

도 동일한 시험 조건하에서 사이토킨 분비를 유도하지 않았다. 올리고 4에 의한 최소의 사이토킨 유도는, 5'-말단으로의

스템 구조의 연장이 해로우며 아마도 인지 및 후속적인 면역 자극을 방해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5'-말단으로 연장

된 듀플렉스(duplex) 스템 구조가 면역 자극을 방해함을 제시한다.

올리고 4의 5'-말단에서 염기 짝지음이 면역 자극을 억제하므로, 양쪽 말단에서 듀플렉스 형성을 CpG DNA 8 내지 10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올리고 8은 18개의 누클레오티드와 올리고 1과 같은 동일한 GACGTT 모티프를 함유한다. 올리고

9 및 10에서 자가-상보성 3'- 또는 5'- 연장은 점성 말단으로서 작용하여 8개 염기쌍의 이량체를 형성한다(표 1). 이들 듀

플렉스는 면역 자극에서 길이-의존적 포스포로티오에이트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을 함유한다.

올리고 9은 3'-말단에서 이량체화되며 이의 모 올리고 8과 같이 유사한 IL-12 및 IL-16 유도를 나타내었다(도 3). 그러나,

5'-듀플렉스를 형성하는 올리고 10은 최소의 IL-12 및 IL-6을 유도하였다(도 3). 즉, 5'-듀플렉스를 형성하는 특성은 면

역 자극 상실과 강력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3'-말단이 아닌 5'-말단에서 듀플렉스가 면역자극을 방해함을 제

안한다.

J774 세포 배양물에서 사이토킨 분비를 유도하는 올리고 1 내지 7의 능력을 또한 시험하였다. 10㎍/mL 올리고 농도에서

수득한 IL-12 및 IL-6 데이터(도 5)는 비장세포 배양 검정에서 수득한 결과를 보충한다. 이 결과는 또한, 수용체가 CpG

DNA 서열을 이의 5'-말단으로부터 판독하고 접근가능한 5'-말단이 CpG DNA 활성에 필요함을 입증한다. CpG 올리고에

서 5'-말단으로 연장하는 2차 구조의 존재는 수용체 판독을 방해함으로써 면역자극 활성을 방해할 수 있다.

형질세포모양 수지상 세포에서 인터페론 α(INF-α)의 생산을 유도하는 본 발명의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능력을 또한 시험

하였다. 이들 세포의 분리 및 배양은 문헌[참조: Krug, A., et al., Eur. J. Immunol, 31: 2154- 2163 (2001)]을 참조한다.

결과는 도 6, 7 및 8에 나타낸다. 이들 결과는, 3'-헤어핀 구조를 갖는 본 발명의 핵산 분자가 인터페론-α의 생산을 자극하

는 반면, 5'-말단 헤어핀 구조가 면역자극 작용, 즉, 이들 분자의 인터페론-α의 생산을 억제함을 나타낸다.

실시예 5: 마우스 비장비대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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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 BALB/c 마우스(4 내지 4주, 19 내지 21gm)를 3마리 마우스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CpG 올리로를 멸균된 포스페이

트 완충된 염수(PBS)에 용해하고 마우스에 5mg/kg의 투여량으로 피하(SC) 투여하였다. 마우스를 48시간 후 희생시키고

비장을 수거하여 문헌[참조: Zhao, Q., et al., BiochemPharmacol. 51: 173-182 (1996)) 및 Branda, R. F., et al.,

Biochem. Pharmacol. 45: 2037-2043 (1993)]에 기술된 바와 같이 칭량하였다.

올리고누클레오티드 1, 2 및 5를 BALB/c 마우스에 5mg/kg의 투여량으로 투여하여 이들이 생체내에서 비장 확대를 유발

하는지를 측정하였다. PBS를 주사한 마우스의 대조 그룹과 비교하여 올리고 처리에 있어서 비장 중량의 증가는 CpG 올리

고의 면역자극 활성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참조: Zhao, Q., et al. Biochem Pharmacol. 51: 173-182 (1996);

Branda, R. F., et al. Biochem. Pharmacol. 45: 2037-2043 (1993)]. 생체내 연구의 결과를 도 1B에 나타낸다. 스템-루

프 구조를 갖지 않았던 올리고 1, 및 5'-말단에서 스템-루프를 형성하는 서열을 가진 올리고 5는 PBS를 주사한 대조 그룹

과 비교하여 비장 중량이 각각 약 29% 및 15% 증가하였다. 대조적으로, 3'-말단에 스템-루프 구조를 가진 올리고 2는 대

조 그룹과 비교하여 약 48%의 비장 중량의 증가를 유발하였다.

실시예 6: NF-κB 경로의 활성화

톨-유사 수용체 9(TLR9)는 세균, 플라스미드 및 합성 DNA에서 메틸화되지 않은 CpG-디누클레오티드를 인지하고[참조:

Hemmi H., et al. Nature 408 : 740-745 (2000)] 스트레스 키나제[참조: Yi A. K., et al. J. Immunol. 161: 4493- 4497

(1998)] 및 NF-1κB 경로[참조; Stacey K. J., et al. J. Immunol. 157: 2116-2122 (1996)]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

졌다. CpG DNA로 처리한 J774 세포에서 NF-κB 활성화를 수행하고 문헌[참조: Yu D., et al., Biochem. Biophys. Res.

Commun. 297: 83-90 (2002) 및 Bhagat L., et al., Biochem. Biophys. Res. Commun. 300: 853-861 (2003)]에 기술

된 바와 같이 EMSA로 분석하였다.

J774에서 NK-αB 경로의 올리고 1 내지 7에 의한 활성화를 EMSA를 사용하여 쥐 대식구 세포 핵 추출물속에서 시험하였

다. 도 4는 수득된 결과를 나타낸다. 모 올리고 1 및 8 둘다는 복합체의 존재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NF-κB를 활성화시

켰다. 3'-말단에 루프를 가진 올리고 2 내지 4는 또한 적합한 복합체의 존재에 의해 나타낸 바와 같이 NF-κB를 활성화시

켰다. 대조적으로, 5'-말단 루프 올리고 5 내지 7은 J774 세포에서 전사 인자 NF-κB를 활성화시키지 못하였다(도 4). 대

조군 비-CpG 올리고는 동일한 시험 조건하에서 NF-κB를 활성화시키지 못하였다(레인 C). 당해 결과는 마우스 비장 세포

배양물 검정에서 수득한 데이터와 일치한다.

실시예 7: 전기영동 이동성 쉬프트 검정(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EMSA)

약 0.2 OD의 CpG DNA 및 기타 마커를 25μL의 100 mM NaCl, 10 mM 인산나트륨, pH 7.2 완충액에 용해시키고 90℃로

15분 동안 가열하고 실온으로 되도록 한 후 겔상에서 분석할 때까지 4℃에서 저장하였다. 제조한 DNA 샘플을 글리세롤

완충액과 혼합하고 15% 비-변성 폴리아크릴아미드 겔상에서 용해시켰다. 겔을 260nm UV 광하에 가시화시켰다.

실시예 8: 사람 B 세포 및 형질세포모양 가지줄기 세포(pDC)의 분리

새로이 채혈한 건강한 자원자 혈액의 PBMC(공급처: CBR Laboratories, Boston, MA)를 피콜 밀도 구배 원심분리 방법

(Histopaque-1077, Sigma)로 분리하고 B 세포를 제조업자 지시에 따라 CD19 세포 분리 키트(제조원: Miltenyi Biotec)

를 사용하여 포지티브 선택에 의해 PBMC로부터 분리하였다.

실시예 9: B 세포 증식 검정

약 1X105 B 세포/200㎕를 0.3, 1.0, 3.0 또는 10.0 ㎍/mL 농도의 CpG DNA로 64시간 동안 자극시킨 후 0.75μCi의

[3H]-티미딘으로 펄싱하고 8시간 후 수거하였다. 방사활성의 혼입을 액체 신틸레이션 계수기로 측정하였다. 표 4는 10.0

㎍/mL의 최종 농도에서 6개의 CpG DNA에 대한 B 세포 증식의 평균 ± SD를 나타낸다.

표 4: 이뮤노머 구조 및 사람 B-세포 증식 검정에서 면역자극 활성(72시간)

공개특허 10-2006-0007444

- 24 -



보통체는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나타내며; 밑줄친 부분은 2'-OMe 리보누클레오티드를 나타내고; X는 C3-링커를

나타낸다.

실시예 10: 사람 pDC 배양물 및 IFN-α ELISA

pDC를 사람 PBMC로부터 BDCA-4 세포 분리 키트(제조원: Miltenyi Biotec)를 사용하여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분리하

였다. pDC를 1x106 세포/mL, 200μL/웰을 사용하여 96-웰 플레이트상에 플레이팅하였다.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0.3,

1.0, 3.0 또는 10.0 ㎍/mL의 최종 농도로 세포 배양물에 가하고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에 상층액을 수거

하고 ELISA 키트(PBL)를 사용하여 IFN-α, IL-6 및 IL-10에 대해 검정하였다. 표 5A 및 5B는 10.0㎍/mL의 농도의 6개

올리고누클레오티드에 대한 IFN-α의 평균±SD를 나타낸다.

표 5A 이뮤노머 구조 및 사람의 수지상 세포 검정에서 면역자극 활성(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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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체 부분은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나타내고; 밑줄친 부분은 2'-OMe리보누클레오티드를 나타내며; X는 C3-링커

를 나타낸다.

공개특허 10-2006-0007444

- 27 -



R=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표 5B 이뮤노머 구조 및 사람의 수지상 세포 검정에서 면역자극 활성(24시간)

보통체 부분은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나타내고; 이탤릭체 부분은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을 나타낸다.

밑줄은 2'-OMe-누클레오시드를 나타낸다.

R=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G1=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이즈

X=글리세롤 링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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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11: 사이토신 분석

척추동물 세포, 바람직하게는 BALB/c 마우스 비장 세포 또는 사람 PBMC에서 IFN-2 및 IL-6의 분비를 샌드위치 ELISA

로 측정하였다. 사이토킨 항체 및 사이토킨 표준물을 포함하는 요구되는 시약은 업자(PharMingen, San Diego, CA)로부

터 입수하였다. ELISA 플레이트(Costar)를 PBSN 완충액(PBS/0.05% 나트륨 아지드, pH 9.6)에서 5㎍/mL의 적절한 항

체와 함께 4℃에서 배양한 다음, 37℃에서 PBS/1% BSA로 30분 동안 차단시켰다, 세포 배양 상층물 및 사이토킨 표준물

을 PBS/10% FBS로 적절히 희석하고, 플레이트에 3회 가하고, 25℃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플레이트를 1㎍/mL의

적절한 바이오티닐화된 항체로 덮고 25℃에서 1.5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에 플레이트를 PBS-T 완충액(PBS/0.05%

트윈 20)으로 완전히 세척하고 스트렙토아비딘 콘쥬게이트 퍼옥시다제(제조원: Sigma, St. Louis, MO)를 가한 후 25℃에

서 1.5시간 동안 더 배양하였다. 당해 플레이트를 Sure BlueTM(제조원: Kirkegaard and Perry) 발색성 시약으로 전개시

키고 반응을 정지 용액(제조원: Kirkegaard and Perry)을 가하여 종결시켰다. 색상 변화를 Ceres 900 HDI 분광광도계

(제조원: Bio-Tek Instruments)로 측정하였다.

사람 말초 혈액 단핵구 세포(PBMC)를 건강한 자원자의 말초 혈액으로부터 피콜-파크(Ficoll-Paque) 밀도 구배 원심분리

(제조원: Histopaque-1077, Sigma, St. Louis, MO)에 의해 분리하였다. 요약하면, 헤파린 처리한 혈액을 코니칼 원심분

리기에서 히스토파크(Histopaque)-1077(동 용적)상에 적층시키고 실온에서 400xg로 30분 동안 원심분리시켰다. 단층

세포를 함유하는 연막(buffy coat)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등장성 포스페이트 완충 염수(PBS)를 사용하여 250xg에서 10

분 동안 원심분리함으로써 2회 세척하였다. 수득되는 세포 펠렛을 L-글루타민을 함유하는 RPMI 1640 배지(제조원:

MediaTech, Inc., Herndon, VA)속에 재현탁시키고 10% 열 불활성화시킨 FCS 및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lOOU/ml)

을 보충시켰다. 세포를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다양한 기간 동안 24 웰 플레이트에서 1X106 세포/ml/

웰로 배양하였다. 배양 기간 말기에, 상층액을 수거하여, IL-6(제조원: BD Pharmingen, San Diego, CA) 및 IFN-α(제조

원: BioSource International)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토킨에 대해 샌드위치 ELISA에 의해 검정할 때까지, -70℃에서 동결

시켰다. 당해 결과를 하기 표 6A 및 6B에 나타낸다.

모든 예에서, 세포 배양 상층액중 IFN-2 및 IL-6의 수준을 IFN-2 및 IL-6 각각에 대해 동일한 시험 조건하에 작성한 표

준 곡선으로부터 계산하였다.

표 6 이뮤노머 구조 및 사람 PBMC 검정에서 면역자극 활성(24 시간)

보통체 부분은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나타내고; 밑줄친 부분은 2'-OMe-리보누클레오티드를 나타내며; X는 C3-링

커를 나타낸다.

R=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표 6B 이뮤노머 구조 및 사람 PBMC 검정에서 면역자극 활성(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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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체 부분은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나타내고; 이탤릭체 부분은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을 나타낸다.

밑줄친 부분 = 2'-OMe-누클레오시드

R=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G1=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이즈

X=글리세롤 링커

실시예 12: B 세포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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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세포를 1x106 세포/mL, 200 μL/웰을 사용하여 96-웰에서 플레이팅하였다.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0.3, 1.0, 3.0, 또는

10.0㎍/mL의 최종 농도로 세포 배양물에 가하고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에 상층액을 수거하고 ELISA 키

트(PBL에 의해 제공)를 사용하여 IL-6에 대해 검정하였다. 표 7은, 10.0㎍/mL의 최종 농도에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사

용한 공여체 5 내지 10의 평균 ± SD를 나타낸다.

표 7 이뮤노머 구조 및 사람 B-세포에서 면역자극 활성

보통체 부분은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나타내고; 밑줄친 부분은 2'-OMe-리보누클레오티드를 나타내며; X는 C3-링

커를 나타낸다.

R=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유동 세포계산 분석

CD69 및 CD86의 세포 표면 마커를 업자(BD Pharmingen; San Diego, USA)로부터 입수한 항-사람 CD69-Fitc 및

CD86-Fitc를 사용하는 Coulter Epics-XL 유동 세포계산기로 검출하였다. 염색 방법은 하기와 같이 간략히 기술하였다.

활성화된 배양 세포를 4℃에서 1시간 동안 염색 완충액(1% BSA 및 0.1% NaN3를 포함하는 PBS)중에서 10% 사람 AB

혈청(제조원: Sigma)으로 차단시키고 4℃에서 밤새 항체로 염색하였다. PBMC(4x105)을 CD69-Fitc 및 CD86-Fitc으로

염색하였다. PDC(2x105)를 CD86-Fitc으로 염색하였다. 세포 염색 데이터를 획득하고 Coulter System II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였다.

표 8 이뮤노머 구조 및 사람 PBMC로부터 BC의 발현(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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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체 부분은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나타내고; 이탤릭체 부분은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을 나타낸다.

밑줄친 부분 = 2'-OMe-누클레오시드.

R=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G1=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이즈

X=글리세롤 링커

표 9 이뮤노머 구조 및 사람 PBMC로부터 DC의 발현(24시간)

보통체 부분은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나타내고; 이탤릭체 부분은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을 나타낸다.

밑줄친 부분 = 2'-OMe-누클레오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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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G1=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이즈

X=글리세롤 링커

균등물

상기 발명을 명확성 및 이해의 목적을 위해 일부 상세히 기술하였지만, 당해 분야의 숙련가라면 당해 기술의 판독으로부터

형태 및 세부사항에 있어서의 각종 변화가 본 발명의 영역 및 첨부한 청구의 범위 영역에 벗어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을 인지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CpG, C*pG, C*pG* 및 CpG*(여기서, C는 사이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시구아노신

이며, C*는 2'-데옥시티미딘, 1-(2'-데옥시-β-D-리보푸라노실)-2-옥소-7-데아자-8-메틸-푸린, 2'-디데옥시-5-할로

사이토신, 2'-디데옥시-5-니트로사이토신,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O-치환된 아

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5-하이드록시사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또는 기타

비천연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이고, G*는 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O-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비천연 푸린 누

클레오시드이고, p는 포스포디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이다)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를 함유하고 3'-말단에 2차 구조

를 갖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는 면역자극 핵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이, 길이가 약 12 내지 약 50개 누클레오티드인 면역자극 핵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이, 길이가 약 12 내지 약 26개 누클레오티드인 면역자극 핵산.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이 3'-말단 스템 루프 2차 구조를 형성하는 면역조절 핵산.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이 회문식 또는 상보성 서열을 갖는 면역자극 핵산.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SEQ ID NO.: 2, 3, 4, 9, 12, 13, 14, 18, 19, 20, 21, 24, 25, 26, 27, 28, 29, 30, 32, 33, 34, 35, 36, 37

및 38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면역자극 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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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CpG, C*pG, C*pG* 및 CpG*(여기서, C는 사이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시구아노신

이며, C*는 2'-데옥시티미딘, 1-(2'-데옥시-β-D-리보푸라노실)-2-옥소-7-데아자-8-메틸-푸린, 2'-디데옥시-5-할로

사이토신, 2'-디데옥시-5-니트로사이토신,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O-치환된 아

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5-하이드록시사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또는 기타

비천연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이고, G*는 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O-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비-천연 푸린 누

클레오시드이고, p는 포스포디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이다)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를 함유하고 5'-말단에 2차 구조

를 갖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을 포함하는, 면역자극 활성이 감소된 면역자극 핵산.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이, 길이가 약 12 내지 약 50개 누클레오티드인 면역자극 핵산.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이, 길이가 약 12 내지 약 26개 누클레오티드인 면역자극 핵산.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이 5'-말단 스템 루프 2차 구조를 형성하는 면역자극 핵산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올리고누클레오티드 서열이 5'-말단에서 회문식 또는 상보성 서열을 갖는 면역자극 핵산.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SEQ ID NO.: 5, 6, 7, 10, 15, 16 및 17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면역자극 핵산

청구항 13.

CpG, C*pG, C*pG* 및 CpG*(여기서, C는 사이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시구아노신

이며, C*는 2'-데옥시티미딘, 1-(2'-데옥시-β-D-리보푸라노실)-2-옥소-7-데아자-8-메틸-푸린, 2'-디데옥시-5-할로

사이토신, 2'-디데옥시-5-니트로사이토신,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O-치환된 아

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5-하이드록시사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또는 기타

비천연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이고, G*는 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O-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비천연 푸린 누

클레오시드이고, p는 포스포디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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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이다)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를 갖는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면

역자극 활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2차 구조를 포함하는 핵산 서열을 상기 올리고누클레오티드의 5'-말단

에 도입시킴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2차 구조가 스템-루프 구조인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2차 구조가 회문식 또는 상보성 서열에 대한 수소 결합인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따른 면역자극 핵산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7.

제7항에 따른 면역자극 핵산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담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18.

2개 이상의 올리고누클레오티드를 포함하고, 2차 구조를 지니며, 하기식 I을 포함하는 면역자극 핵산:

도메인 A-도메인 B-도메인 C (I)

상기식 I에서,

도메인 A는 CpG, C*pG, C*pG* 및 CpG*(여기서, C는 사이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

시구아노신이며, C*는 2-데옥시티미딘, 1-(2'-데옥시-β-D-리보푸라노실)-2-옥소-7-데아자-8-메틸-푸린, 2'-디데옥

시-5-할로사이토신, 2'-디데옥시-5-니트로사이토신,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사이티딘, 2'-O-

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5-하이드록시사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또는 기타 비천연 피리미딘 누클레오시드이며, G*는 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

노구아노신, 2'-데옥시-2'-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O-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비

천연 푸린 누클레오시드이고, p는 포스포디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및 포스포로디티오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

에서 선택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이다)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를 함유하거나 함유하

지 않는 회문식 또는 자가-상보성 도메인을 갖거나 갖지 않는 5'-3' 또는 3'-5' 또는 2'-5' DNA, RNA, RNA-DNA, DNA-

RNA일 수 있고, 도메인 B는 3'-'5' 결합, 2'-5' 결합, 3'-3' 결합, 포스페이트 그룹, 누클레오시드 또는 지방족, 방향족, 아

릴, 사이클릭, 키랄, 아키랄, 펩타이드, 탄수화물, 지질, 지방산, 모노- 트리- 또는 헥사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헤테로사

이클릭 잔기일 수 있는 비-누클레오시드 링커일 수 있는, 도메인 A 및 C를 결합시키는 링커이며, 도메인 C는 CpG, C*pG,

C*pG* 및 CpG*(여기서, C는 사이티딘 또는 2'-데옥시사이티딘이고, G는 구아노신 또는 2'-데옥시구아노신이며, C*는 2'-

데옥시티미딘, 1-(2'-데옥시-β-D-리보푸라노실)-2-옥소-7-데아자-8-메틸-푸린, 2'-디데옥시-5-할로사이토신, 2'-

디데옥시-5-니트로사이토신, 아라비노사이티딘, 2'-데옥시-2'-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딘, 2'-O-치환된 아라비노사이티

딘, 2'-데옥시-5-하이드록시사이티딘, 2'-데옥시-N4-알킬-사이티딘, 2'-데옥시-4-티오우리딘, 또는 기타 비천연 피리

미딘 누클레오시드이고, G*는 2'-데옥시-7-데아자구아노신, 2'-데옥시-6-티오구아노신, 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

2'-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O-치환된-아라비노구아노신, 2'-데옥시이노신, 또는 기타 비천연 푸린 누클레오시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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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p는 포스포디에스테르 및 포스포로티오에이트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누클레오시드간 결합이다)이루어진 그

룹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디누클레오티드를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는 회문식 또는 자가-상보성 서열을 가지거나 가

지지 않는 5'-3' 또는 3'-5', 2'-5'DNA, RNA, RNA-DNA, DNA-RNA 폴리 I-폴리 C일 수 있다.

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SEQ ID NO.: 1 내지 38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서열을 갖는 면역자극 핵산.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SEQ ID NO.: 39 내지 68로 이루어진 그룹 중에서 선택된 서열을 갖는 면역자극 핵산.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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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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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5

도면16

서열목록

                               SEQUENCE LISTING                               

<110> HYBRIDON, INC.

<120> STABILIZED IMMUNOMODULATORY OLIGONUCLEOTIDES

<130> HYB-021PC

<140> PCT/US04/018745

<141> 2004-06-10

<150> 60/47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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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003-06-11

<150> 60/499,038

<151> 2003-08-29

<150> 60/504,279

<151> 2003-09-18

<160> 76                           

<170> PatentIn Ver. 3.2

<210> 1

<211> 1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7)

<223> phosphorothioate

<400> 1

ctgtctgacg ttctctg                                                17    

<210> 2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oate

<400> 2

ctgtctgacg ttctctggaa cagag                                       25    

<210> 3

<211> 3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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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1)

<223> phosphorothioate

<400> 3

ctgtctgacg ttctctggaa cagagaacgt c                                31    

<210> 4

<211> 3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7)

<223> phosphorothioate

<400> 4

ctgtctgacg ttctctggaa cagagaacgt cagacag                          37    

<210> 5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oate

<400> 5

gacaggaact gtctgacgtt ctctg                                       25    

<210> 6

<211> 32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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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2)

<223> phosphorothioate

<400> 6

aacgtcagac aggaactgtc tgacgttctc tg                               32    

<210> 7

<211> 3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7)

<223> phosphorothioate

<400> 7

cagagaacgt cagacaggaa ctgtctgacg ttctctg                          37    

<210> 8

<211> 1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8)

<223> phosphorothioate

<400> 8

ctatctgacg ttctctgt                                               18    

<2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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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6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8)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isc_feature

<222> (19)..(26)

<223> phosphodiester 

<400> 9

ctatctgacg ttctctgtgt gatcac                                      26    

<210> 10

<211> 26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8)

<223> phosphodiester

<220>

<221> misc_feature

<222> (9)..(26)

<223> phosphorothioate

<400> 10

gtgatcacct atctgacgtt ctctgt                                      26    

<210> 11

<211> 1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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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7)

<223> phosphorothioate

<400> 11

ctgtctgtcg ttctctg                                                17    

<210> 12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oate

<400> 12

ctgtctgtcg ttctctggaa cagag                                       25    

<210> 13

<211> 3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1)

<223> phosphorothioate

<400> 13

ctgtctgtcg ttctctggaa cagagaacga c                                31    

<210> 14

<211> 3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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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7)

<223> phosphorothioate

<400> 14

ctgtctgtcg ttctctggaa cagagaacga cagacag                          37    

<210> 15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oate

<400> 15

gacaggaact gtctgtcgtt ctctg                                       25    

<210> 16

<211> 3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2)

<223> phosphorothioate

<400> 16

aacgacagac aggaactgtc tgacgttctc tg                               32    

<210> 17

<211> 37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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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7)

<223> phosphorothioate

<400> 17

cagagaacga cagacaggaa ctgtctgtcg ttctctg                          37    

<210> 18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oate

<400> 18

tcgtcgttga gctctgaaag agctc                                       25    

<210> 19

<211> 3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3)

<223> phosphorothioate

<400> 19

tcgtcgttgt gagctctgtg aaacagagct cac                              33    

<210> 20

공개특허 10-2006-0007444

- 51 -



<211> 4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41)

<223> phosphorothioate

<400> 20

tcgtcgttgc acagagctct gctgaaagca gagctctgtg c                     41    

<210> 21

<211> 4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49)

<223> phosphorothioate

<400> 21

tcgtcgttgc tgacagagct ctgctatgaa atagcagagc tctgtcagc             49    

<210> 22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oate

<400> 22

tcgtcgttgt gctctgaact tgct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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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3

<211> 3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3)

<223> phosphorothioate

<400> 23

tcgtcgttgt gtgctctgtg aacatcagtc tac                              33    

<210> 24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8)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isc_feature

<222> (9)..(15)

<223> phosphodiester 

<220>

<221> misc_feature

<222> (16)..(18)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isc_feature

<222> (19)..(25)

<223> phosphodiester 

<400> 24

tcgtcgttga gctctgaaag agct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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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5

<211> 3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8)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isc_feature

<222> (9)..(19)

<223> phosphodiester 

<220>

<221> misc_feature

<222> (20)..(22)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isc_feature

<222> (23)..(33)

<223> phosphodiester

<400> 25

tcgtcgttgt gagctctgtg aaacagagct cac                              33    

<210> 26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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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O-methyl-ribonucleotide

<400> 26

tcgtcgttga gctctgaaag agctc                                       25    

<210> 27

<211> 3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3)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20)..(33)

<223> 2'-O-methyl-ribonucleotide

<400> 27

tcgtcgttgt gagctctgtg aaacagagct cac                              33    

<210> 28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3)

<223> 2'-deoxy-7-deaza-G

<220>

<221> modified_base

<222> (6)

<223> 2'-deoxy-7-deaz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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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28

tcgtcgttga gctctgaaag agctc                                       25    

<210> 29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3)

<223> araG

<220>

<221> modified_base

<222> (6)

<223> araG

<400> 29

tcgtcgttga gctctgaaag agctc                                       25    

<210> 30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oate

<400> 30

tgctgcttga gctctgaaag agctc                                       25    

<2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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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16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6)

<223> phosphorothioate

<400> 31

tcttgacgtt ctctct                                                 16    

<210> 32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oate

<400> 32

tcttgacgtt ctctctgaaa gagag                                       25    

<210> 33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9)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isc_feature

<2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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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phosphodiester

<400> 33

tcttgacgtt ctctctgaaa gagag                                       25    

<210> 34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6)

<223> phosphodiester

<220>

<221> misc_feature

<222> (17)..(25)

<223> phosphorothioate

<400> 34

tcttgacgtt ctctctgaaa gagag                                       25    

<210> 35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6)

<223> phosphodiester

<220>

<221> misc_feature

<222> (17)..(19)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isc_feature

<222> (20)..(25)

<223> phosphodi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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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35

tcttgacgtt ctctctgaaa gagag                                       25    

<210> 36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diester 

<400> 36

tcttgacgtt ctctctgaaa gagag                                       25    

<210> 37

<211> 16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6)

<223> phosphorothioate

<400> 37

tcttgacgtt ctctct                                                 16    

<210> 38

<211> 16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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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phosphodiester

<400> 38

tcttgacgtt ctctct                                                 16    

<210> 39

<211> 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8)

<223> phosphorothioate

<400> 39

tcgtcgtt                                                          8     

<210> 40

<211> 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8)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3)

<223> 2'-deoxy-7-deaza-G

<220>

<221> modified_base

<222> (6)

<223> 2'-deoxy-7-deaza-G

<400> 40

tcgtcgt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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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41

<211> 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8)

<223> phosphorothioate

<400> 41

ttgtgctt                                                          8     

<210> 42

<211> 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9)

<223> phosphorothioate

<400> 42

tcgtcgttg                                                         9     

<210> 43

<211> 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9)

<223> phosphodi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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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43

tcgtcgttg                                                         9     

<210> 44

<211> 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8)

<223> phosphodiester

<400> 44

tcgtcgtt                                                          8     

<210> 45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9)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isc_feature

<222> (10)..(21)

<223> phosphodiester

<400> 45

tcgtcgttgt gcatcgatgc a                                           21    

<210> 46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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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9)

<223> phosphodiester

<220>

<221> misc_feature

<222> (10)..(21)

<223> phosphorothioate

<400> 46

tcgtcgttgt gcatcgatgc a                                           21    

<210> 47

<211> 1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0)

<223> phosphorothioate

<400> 47

cagagctctg                                                        10    

<210> 48

<211> 10

<212> R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0)

<223> phosphorothio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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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1> modified_base

<222> (1)..(10)

<223> 2'-O-methylribonucleotide

<400> 48

cagagcucug                                                        10    

<210> 49

<211> 1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0)

<223> phosphorothioate

<400> 49

cacacctctg                                                        10    

<210> 50

<211> 1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

<223> phosphorothioate

<220>

<221> misc_feature

<222> (3)..(12)

<223> phosphodiester

<400> 50

ggcatcgatg cc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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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51

<211> 6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6)

<223> phosphodiester

<400> 51

gagctc                                                            6     

<210> 52

<211> 1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4)

<223> phosphodiester

<400> 52

gacagagctc tgtc                                                   14    

<210> 53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0)

<223> phosphodiester

<400> 53

gctgacagag ctctgtcagc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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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54

<211> 10

<212> R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0)

<223> phosphodiester

<220>

<221> modified_base

<222> (1)..(10)

<223> 2'-O-methylribonucleotide

<400> 54

cagagcucug                                                        10    

<210> 55

<211> 1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2)

<223> phosphodiester

<400> 55

tgcatcgatg ca                                                     12    

<210> 56

<211> 1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공개특허 10-2006-0007444

- 66 -



<220>

<221> misc_feature

<222> (1)..(12)

<223> phosphodiester

<400> 56

acgtagctac gt                                                     12    

<210> 57

<211> 1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2)

<223> phosphorothioate

<400> 57

tgcatcgatg ca                                                     12    

<210> 58

<211> 1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2)

<223> phosphorothioate

<400> 58

acgtagctac gt                                                     12    

<210> 59

<211> 10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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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0)

<223> phosphodiester

<400> 59

cagagctctg                                                        10    

<210> 60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Combined DNA/RNA Molecul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9)..(25)

<223> 2'-OMe-ribonucleotide

<400> 60

tcgtcgttga gcucugaaag agcuc                                       25    

<210> 61

<211> 2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Combined DNA/RNA Molecule:

      Synthetic oligonucleo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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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9)

<223> phosphorothi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9)..(29)

<223> 2'-OMe-ribonucleotide

<400> 61

tcgtcgttga gcucucugaa agagagcuc                                   29    

<210> 62

<211> 3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Combined DNA/RNA Molecul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3)

<223> phosphorothi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9)..(33)

<223> 2'-OMe-ribonucleotide

<400> 62

tcgtcgttga gcucucugug aaacagagag cuc                              33    

<210> 63

<211> 3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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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3)

<223> phosphorothi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3)

<223> 2'-deoxy-7-deazaguanosine

<220> 

<221> modified_base

<222> (6)

<223> 2'-deoxy-7-deazaguanosine

<400> 63

tcntcnttgt gagctctgtg aaacagagct cac                              33    

<210> 64

<211> 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8)

<223> phosphorothi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3)

<223> 2'-deoxy-7-deazaguanosine

<220> 

<221> modified_base

<222> (6)

<223> 2'-deoxy-7-deazaguanosine

<400> 64

tcntcntt                                                          8     

<210> 65

<211> 33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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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Combined DNA/RNA Molecul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3)

<223> phosphorothi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3)

<223> 2'-deoxy-7-deazaguanosine

<220> 

<221> modified_base

<222> (6)

<223> 2'-deoxy-7-deazaguanosine

<220>

<221> modified_base

<222> (20)..(33)

<223> 2'-OMe-ribonucleotide

<400> 65

tcntcnttgt gagctctgtg aaacagagcu cac                              33    

<210> 66

<211> 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8)

<223> phosphorothi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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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deoxy-7-deazaguanoise

<220> 

<221> modified_base

<222> (6)

<223> 2'-deoxy-7-deazaguanoise

<400> 66

tcntcntt                                                          8     

<210> 67

<211> 6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6)

<223> phosphorothiate

<400> 67

agagag                                                            6     

<210> 68

<211> 6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6)

<223> phosphodiester

<400> 68

agagag                                                            6     

<210> 69

<211> 33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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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Combined DNA/RNA Molecul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33)

<223> phosphorothi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20)..(33)

<223> 2'-O-methylribonucleotide

<400> 69

tcgtcgttgt gagctctgtg aaacagagcu cac                              33    

<210> 70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

<223> phosphorothiate

<220>

<221> misc_feature

<222> (3)..(15)

<223> phosphodiester

<220>

<221> misc_feature

<222> (16)..(20)

<223> phosphorothiate

<400> 70

ggtgcatcga tgcagggggg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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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71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ate

<400> 71

gtgagctctg tgaaacagag ctcac                                       25    

<210> 72

<211> 10

<212> R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0)

<223> phosphorothi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1)..(10)

<223> 2'-OMe-ribonucleotide

<400> 72

cagagcucug                                                        10    

<210> 73

<211> 25

<212> R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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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1> misc_feature

<222> (1)..(25)

<223> phosphorothi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1)..(25)

<223> 2'-OMe-nucleoside

<400> 73

gugagcucug ugaaacagag cucac                                       25    

<210> 74

<211> 10

<212> R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0)

<223> phosphodiester

<220>

<221> modified_base

<222> (1)..(10)

<223> 2'-OMe-nucleoside

<400> 74

cagagcucug                                                        10    

<210> 75

<211> 1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0)

<223> phosphoroth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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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75

ctcacctctg                                                        10    

<210> 76

<211> 10

<212> R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Description of Artificial Sequence: Synthetic

      oligonucleotide

<220>

<221> misc_feature

<222> (1)..(10)

<223> phosphorothiate

<220>

<221> modified_base

<222> (1)..(10)

<223> 2'-OMe-nucleoside

<400> 76

cucaccucu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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