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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적어도 한군데 이상의 지정된 위치에서 지정된 위치에 근접하게 위치한 비-지정 위치로부터 간섭받지 않

고 다형성을 확인하는 방법과 그 공정을 제공한다. 지정된 각 부위의 조성을 결정하기 위해 지정 부위를 검색할 수 있

는 프로브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방법을 이용하여 CFTR 유전자와 HLA 유전자 내에 한가지 이상의 다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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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출원은 2001년 10월 14일 제출된 미국 분할 출원 60.329,427, 2001년 10월 15일 제출된 미국 분할 출원 60/329

,620, 2001년 10월 14일 제출된 미국 분할 출원 60/329,428, 2001년 10월 15일 제출된 미국 분할 출원 60/329,61

9에 우선권을 주장한다.

본 발명은 분자 진단 및 유전자 유형분석(typing)이나 프로필링(profiling)에 관한다. 본 발명은 고도 다형성 유전자의

다중 분석을 위한 방법, 과정, 프로브에 관한다. 본 발명은 또한, 사람 백혈구 항원(HLA) 유전자 복합체와 낭포성 섬

유증 전도성 막통 조절유전자(CFTR)의 분자 유형분석과 프로필링 및 이와 관련된 조성물, 방법, 설계에 관한다.

배경기술

이해(利害) 유전자의 핵산 서열에서 다형성을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명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은 분자 진단 분석법의 개

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기 분석법은 유전자 검사(genetic testing), 담체 스크리닝(carrier screening), 유전자

형분석(genotyping)이나 유전자 프로필링(genetic profiling), 동일성 검사(identity testing) 등에 이용된다. 가령, 유

전자 검사와 담체 스크리닝의 목적은 특정 질환과 연관된 돌연변이가 이해 유전자에 존재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공지된 돌연변이를 포함하는 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형성 좌위의 분석은 예로써 약리유전

학적 유전자형분석 또는 HLA 분자 유형분석에서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는데, 여기서 이식 공여자와 수용자의 HLA 좌

위에서 대립유전자 대합(matching)의 정도는 동종 조직과 골수 이식의 배경에서 결정된다.

다량 환자 시료의 분석을 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다형성의 다중 분석은 새로운 다형성, 유전자 마커, 돌연변이가 확

인되고 분석에 포함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 상당한 수준의 복잡성에 직면한다. 높은 시료량을 수용하면서 신뢰할만

한 분석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다중 형식의 분석에서 이런 복잡성을 처리하는 현존 방법의 한계 및 다형성과 돌연변

이의 다중 분석의 신규한 방법의 결과적 요구가 본 발명의 요부이다. 가령, 낭포성 섬유증 막통 전도성(CFTR) 채널과

사람 백혈구 항원(HLA)을 인코드하는 유전자 좌위는 본 발명의 방법으로 분석한다. 섬유성 낭포증(CF)은 백인에서 

가장 흔한 퇴행 질환중 하나이며, 미국에서 이환률이 2000명당 1명이다. 인구의 대략 4%는 CF 돌연변이중 하나를 

보유한다. CFTR 유전자는 매우 가변적이다: 900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지금까지 동정되었다(http'//www.genet.sicl

ddds.on.ca/cftr). CFTR 유전자의 특성화는 서열-특이적 프로브의 개발을 조장함으로써 CF의 분자 진단에 열쇠를 

제공한다(Rommens et al., 1989; Riordan, et al., 1989; Kerein et al., 1989). 국립보건원(NIH)-후원 Consensus 

Development Conference는 CF의 양성 가족력을 갖 는 성인에서 CFTR 돌연변이에 대한 담체 스크리닝을 권고하였

다(NIH 1997). American College of Medical Genetics(ACMG)의 Committee on Carrier Screening은 미국의 전

체 인구에서 >0.1% 대립형질 빈도로 발생하는 25가지 CF 돌연변이를 포함하는 범-민족적 돌연변이 패널을 전체 인

구 담체 스크리닝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http://www.faseb.org/genetics/acmg). ACMG 패널에서 돌연변이에는

아시케나지 유대인(Ashkenazi Jewish)과 흑인 인구에서 가장 흔한 돌연변이 역시 포함된다.

CFTR 돌연변이를 검출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보고되었다: 변성 구배 겔 전기영동법(Devoto et al., 1991); 단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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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 형태 다형성 분석법(Plieth et al., 1992); RFLP(Friedman et al., 1991); 대립유전자-특이적 프라이머(ASP)로 증

폭(Gremonesi et al., 1992), 대립유전자 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프로빙( probing)(ASO)(Saiki et al., 1986).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방법은 PCR 증폭, 이후 증폭된 표적 가닥의 막으로의 블랏팅 및 정상('야생형') 또는 변이 형태

에 대합하도록 설계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가닥의 프로빙을 수반한다. 특히, 12 CF 돌연변이를 선별하는데 이런 도

트 블랏 형식의 ASO 혼성화와 함께 다중 PCR이 이용되었다(Shuber et al., 1993). 여러 경우에, 기질-고정화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프로브의 어레이를 사용하여 '역 도트 블랏'형식으로 공지된 게놈 DNA 서열 변이의 탐지를 조장하였다

(Saiki, RK et al., 1989). 사진식각 과정(photolithographic processes)에 의해 in-situ 합성된 짧은 올리고뉴클레오

티드의 어레이를 사용하여 CFTR 유전자의 코딩 영역에서 공지된 돌연변이를 탐지하였다(Cronin, MT., et al., 1996)

. 역전사효소를 이용한 프라이머 연장은 CFTR에서 A508 돌연변이를 탐지하는 방법으로 보고되었다(Pastinen,T. , 

2000). 이런 방식은 1989년에 처음 보고되었다(Wu, D. Y. et al, Proc. Nad. Acad. SE USA. 86:2757-2760(1989),

Newton, C. R. et al, Nucleic Acids Res. 17:2503-2506(1989)). 아래에 더욱 상세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이들 방

법은 연구실 환경에서 적합한 탐지를 제공하긴 하지만,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고 처리속도가 완만하며 시료 처리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시료당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반점 마이크로어레이와 관련하여, 여러 스포팅(spotting) 방법 및 많은 기질 재료와 프로브 고정화 방법이 보고되었

다. 하지만, 현존 방법의 반점 어레이는 현저한 어레이-어레이 변이성뿐만 아니라 현저한 반점-반점 변이성을 보이는

데, 이는 분석 신뢰성과 감수성을 제한한다. 이에 더하여, 반점 어레이는 500 ㎛ 중심에서 100 ㎛ 직경의 현행 반점 

크기 이상으로 소형화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시료량이 증가하고 혼성화 분석의 성과를 제한하는 느린 분석

동역학의 원인이 되는데, 반점 어레이에서 혼성화 분석을 완결하는데 18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게다가, 반점 어레이

의 사용은 매우 전문적인 공초점 레이저 스캐닝 기구를 통한 판독을 수반한다. 대안적 방식으로 사진식각 과정에 의해

in-situ 합성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어레이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어레이 제조의 복잡성은 기계적인 맞춤(customiz

ation)을 제한하고 진단 응용의 유통성 부족으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주요 조직접합성 복합체(MHC)는 사람의 6번 크로모좀의 단완(short arm)에 위치하는 사람 백혈구 항원(BLA) 유전

자 복합체를 보유한다. 상기 영역은 세포-세 포 상호작용 기초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세포-표면 단백질을 인코드한다

. 다양한 I형 HLA 좌위는 세포 표면에서 β-2 마이크로글로불린과 결합하고 세포독성 T 림프구에 의한 표적 세포의 

인식을 매개하는 44,000 달톤 폴리펩티드를 인코드한다. Ⅱ형 HLA 좌위는 보조 T 림프구에 의한 표적 세포의 인식

을 매개하는 29,000 달톤과 34,000 달톤 폴리펩티드로 구성되는 세포표면 이형이합체를 인코드한다. HLA 항원은 '

자가'단백질의 상황에서 외래 병원성 펩티드를 T-세포에 제시함으로써, 면역 반응의 개시를 매개한다. 결과적으로, 

펩티드의 대형 레퍼토리가 숙주의 면역 반응 잠재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 상응하는 높은 

면역학적 다형성 정도는 동종이식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HLA 좌위에서 미스매치는 동종이식편 거부반응의

주요 원인중 하나이다. 공여자와 수용자의 HLA 좌위에서 대립유전자 대합의 정도는 동종 조직과 골수 이식의 성공에

주요 인자이다.

I형 HLA 영역의 HLA-A, HLA-B, HLA-C 좌위 및 Ⅱ형 HLA 영역의 HLA-DRB, HLA-DQB, HLA-DQA, HLA-DP

B, HLA-DPA 좌위는 매우 높은 다형성 정도를 보인다. 현재까지, HLA 체계의 인자에 대한 WHO Nomenclature Co

mmittee는 225개의 HLA A 대립유전자(HLA A*0101, A*0201 등), 444개의 HLA-B 대립유전자, 111개의 HLA-C

대립유전자, 358개의 BLA-DRB 대립유전자, 22개의 HLA-DQA 대립유전자, 47개의 HLA-DQB 대립유전자, 20개

의 HLA-DPA 대립유전자, 96개 HLA-DPB 대립유전자를 지정하였다(IMGT/HLA 서열 데이터베이스, http'//www3

.ebi.ac.uk:80/imgt/hla/index.html; Schreuder, G. M. Th. et al, Tissue Antigens. 54:409-437(1999)).

HLA 유형분석은 이식 공여자의 면역학적 프로필을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과정이다. HLA 유형분석의 목

적은 이해 유전자 좌위에서 일단의 지정된 다형성의 분석에 기초하여, 필요 분석 수준에서 환자의 대립형질 형태의 

결정이다. HLA의 분자 유형분석은 전통적인 혈청 유형분석보다 많이 선택되는 방법인데, 그 이유는 이런 분석이 생

존 세포를 요구하지 않고 좀더 높은 대립형질 분석을 제공하며 적합하지 않은 Ⅱ형으로 HLA 유형분석을 확대하기 때

문이다(Erlich, H. A. et al, Immunity. 14:347-356(2001)).

임상적 HLA 유형분석에 현재 응용되는 한가지 방법은 증폭된 표적 서열에 혼성화되어 HLA 유형분석을 위한 기초 

패턴을 산출할 수 있는 서열-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SSO 또는 SSOP)와 공동으로 중합효소 연쇄 반응(P

CR)을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가용한 HLA 대립유전자에 대한 서열 정보의 입수가능성은 공지된 HLA 다형성의 특성화 및 혼성화에 의한 서

열분석을 위한 서열-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SSO)와 대립유전자-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ASO)의 설계를 가

능하게 하였다(Saiki, R.K. Nature 324:163-166(1986), Cao, K. et al, Rev Immunogenetics, 1999: 1: 177-208).

'도트 블랏 형식'이라고 하는 SSO 분석의 한 구체예에서, DNA 시료는 환자로부터 추출하고 증폭시키며 8x12 격자 

형식으로 일단의 나일론 막에 블랏하였다. 하나의 방사성-표지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는 이들 막에서 각 반점

에 부가하였다; 혼성화이후, 반점은 자가방사사진으로 검사하고 파지티브(1) 또는 네거티브(0)로 기록하였다. 각 환자

시료에서, 모든 막의 분석으로부터 조립된 일련의 1과 0은 대립형질 형태를 정의한다. '역 도트 블랏 형식'으로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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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다중 형식에는 평면 지지체에 고정된 여러 세트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가 사용된다(Saiki, R. et al, Im

munological Rev. 167: 193-199(1989), Erlich, H. A. Eur. J. Immunogenet. 33-55 (1991)).

HLA 유형분석의 다른 방법에서는 대립유전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열-특이적 프라이머(SSP)의 중합효소-촉매된 

신장(elongation)을 이용한다. DNA 중합효소의 높은 특이성은 상기 방법에 우수한 특이성을 부여한다. SPP 방법에

서, 각 다형성 서열 모티프에 특이적인 프라이머 쌍 또는 3'-> 5' 엑소뉴클레아제 활성이 부재하는 DNA 중합효소와 

모티프의 쌍으로 PCR 증폭을 실시하여, 3' 말단이 주형과 완전히 상보적('대합된')인 프라이머에서만 신장(및 증폭)이

진행되도록 한다. 상응하는 PCR 산물의 존재는 겔 전기영동 분석법으로 확인한다. 고도 다형성 좌위의 예는 높은 다

형성 발생률을 특징으로 하는 Ⅱ형 HLA DR의 280 nt DNA 단편이다.

사진유형분석(phototyping)(Dupont, B. Tissue Antigen. 46: 353-354 (1995))이라고 하는 서열-특이적 프로브(SS

P)의 사용에 기초한 HLA 유형분석이 I형과 Ⅱ형 유형분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용 기술로 개발되었다(Bunce, 

M. et al, Tissue Antigens; 46:355-367(1995), Krausa, P and Browning, M. J., Tissue Antigens. 47: 237-244(

1996), Bunce, M. et al, Tissue Antigens. 45:81-90(1995)). 하지만, 선행 SSP 방법에서 앰플리콘의 개별 탐지를 

위한 광범위한 겔 전기영동 분석의 요구는 높은 처리량을 달성할 수 있는 다중 분석 형식의 실행에 현저한 장애물이

다. 이런 문제점은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극복된다.

신장 반응의 배경에서, 특히 다중 형식에서 고도 다형성 부위 및 비-지정 다형성 부위의 간섭 다형성으로서 효과는 

선행 출원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지정 부위의 존재를 수용하면서 이런 비-지정 부위로부터 간섭없이 지정

부위의 탐지가 가능한 다형성 좌위의 다중 분석을 위한 방법, 조성물,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비-지정 다형성 부위의 존재하에 이런 비-지정 부위로부터 간섭없이 다중 지정된 다형성 부위의 공동 검

색을 위한 방법과 과정을 제시한다. 이런 공동 검색을 조장하는 여러 세트의 프로브를 제시한다. 본 발명은 또한, HL

A 유전자 복합체와 CFTR 유전자의 다형성 동정을 위한 방법, 과정, 프로브를 제시한다.

특히 다중 형식에서 프로브 연장 또는 신장을 이용한 탐지 방법의 특이성은 혼성화를 이용한 방법의 특이성보다 본질

적으로 우수한데, 그 이유는 서열 형태의 구별이 차별적 혼성화가 아닌 효소 인식의 충실도(fidelity)에 의존하기 때문

이다. 현재까지, 효소-매개된 분석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출원에서는 단일 염기 프로브 연장을 이용한다. 하지만, HLP

유형분석의 SSP 방법에 이용되는 것과 유사한 프로브 신장은 본원에 개시된 바와 같이, 다형성의 다중 분석에 여러 

이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단일 뉴클레오티드 및 다중-뉴클레오티드 다형성이 쉽게 수용된다. 본원에서 밝힌 방법은 

단일 표지 탐지로 실시되고 다형성 좌위의 공동과 연속 검색을 수용하며 프로브 설계에 복잡성을 병합한다.

본 발명의 한 측면은 한가지이상의 표적에 위치하는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 뉴클레오티드의 공동 결정 방법을 제시한

다. 상기 방법은 아래의 단계로 구성된다:

(a) 하나이상 세트의 프로브를 제공하고, 여기서 각 프로브는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 근접 위치하는 한가지이상의 표적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서열에 어닐링할 수 있고;

(b) 지정된 다형성 부위와 직접 정렬하는 프로브 서열이내에 검색 부위를 위치시킴으로써 혼성화 복합체의 형성이 가

능하도록 상기 프로브 세트와 한가지이상의 표적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접촉시키고;

(c) 각 혼성화 복합체에서 검색 부위와 지정된 다형성 부위 사이에 매치 또는 미스매치의 존재를 결정하고;

(d) 지정된 다형성 부위의 구성을 결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생물학적 시료에서 이해 핵산 서열의 분석에서 발생된 분석 신호의 서열-특이적 증폭 방법을 

제시한다. 상기 방법은 아래의 단계로 구성된다:

(a) 이해 서열과 혼성화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한 세트의 고정화 프로브를 제공하고;

(b) 이해 서열이 적어도 하나의 고정화 프로브에 어닐링하여 혼성화 복합체를 형성하는 조건하에 상기 세트의 고정화

프로브를 이해 서열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시료와 접촉시키고;

(c) 혼성화 복합체를 중합효소와 접촉시켜 혼성화 복합체내에 포함된 프로브가 신장 또는 연장되도록 하고;

(d) 프로브의 신장 또는 연장을 광학 신호로 전환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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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상기 세트의 고정화 프로브로부터 광학 신호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한가지이상의 표적 핵산 서열에 위치하는 지정된 다형성 부위의 공동 검색을 위한 커버링 

프로브 세트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기 방법은 아래의 단계로 구성된다:

(a) 프로브의 검색 부위를 지정된 다형성 부위와 정렬할 수 있는 신장 프로브 서열을 결정하고;

(b) 완전한 세트의 퇴행 프로브를 추가로 결정하여, 프로브 검색 부위와 지정된 다형성 부위의 정렬을 유지하면서 모

든 지정되지 않거나 비-선택적으로 지정된 다형성 부위를 수용하고;

(c) 모든 관용된 다형성을 제거하여 축퇴(degeneracy) 정도를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한 측면은 표적 폴리뉴클레오티드 서열에서 하나이상 지정된 위치에 다형성을 동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기 방법은 아래의 단계로 구성된다: (a) 상기 지정 부위를 검색할 수 있는 하나이상 프로브를 제공하고; (b) 다형성 

각각에 근접 위치하는 비-지정 다형성 부위를 수용하면서 지정 부위 각각에 수치를 부여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표적 폴리뉴클레오티드 서열에서 하나이상 지정 부위에 다형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상기 방법은 지정 부위에 대한 프로브 세 트를 제공하고 각 프로브의 말단 신장 개시에 따라 상기 프로브 세트를 서로

다른 프로브 하위군(subset)으로 분류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복수 다형성 부위의 공동 검색 방법을 제시하는데, 상기 방법은 1회이상 온도 주기를 실시하여

표적의 선형 증폭을 달성함으로써 다중 신장 분석을 실시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복수 다형성 부위의 공동 검색 방법을 제시한다. 상기 방법은 온도 조절된 조건하에 어닐링

과 신장 단계의 조합을 실시함으로써 다중 신장 분석을 실시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하나이상 연속 표적 서열에 위치하는 S 다형성 부위, P sub S := {c sub P(s); 1 ≤s≤ S}에서

뉴클레오티드 구성의 공동 검색 방법을 제시하는데, 상기 방법은 아래의 단계를 실시함으로써 한정된 세트의 가능 수

치중 하나에 각 c Sub p를 부여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a) 한 세트의 지정된 고정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를 제공하고, 여기서 각 프로브는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 근접

위치하는 표적 서열에 바람직한 정렬로 어닐링할 수 있고, 여기서 바람직한 정렬은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 직접적으로

병렬하는 프로브 서열에 검색 부위를 위치시키고, 상기 프로브는 신장 또는 연장 반응을 개시할 수 있는 말단 연장 개

시(TEI) 영역을 추가로 보유하고;

(b) 한가지이상의 표적 서열이 상기 세트의 고정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에 어닐링하도록 하여 프로브-표적 혼

성화 복합체를 형성하고;

(c) 각 프로브-표적 혼성화 복합체에서, 검색 부위 및 상응하는 지정된 다형 성 부위 사이의 구성에서 매치 또는 미스

매치를 규정한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 특징, 장점은 후술된 무-제한적 구체예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면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HLA-DR과 내부 대조에서 지정 부위를 검색하도록 설계된 프로브를 도시한다.

도 1B는 엇갈려 배열된 프라이머 설계를 도시한다.

도 2는 관용 효과(tolerance effect)에 기초한 대립유전자 결합 패턴의 변화를 도시한다.

도 3은 고정 서열과 다형성 탐지 서열을 분리하기 위한 연결된 프라이머 구조의 효용을 도시한다.

도 4는 대립유전자 조합에 의한 대립유전자 동정에서 모의된 다의(ambiguity)를 도시한다.

도 5는 대립유전자 조합에 기인하는 대립유전자 동정에서 다의를 감소시키는 한가지 방법을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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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혼성화와 신장의 조합을 도시한다.

도 7은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표적으로 하는 모델 반응을 도시한다.

도 8은 eMAP 형식으로 실제 환자 시료를 검사하여 수득된 결과를 도시한다.

도 9는 DR 좌위에서 eMAP 프라이머 연장으로부터 수득된 결과를 도시한다.

도 10은 DR 좌위에서 eMAP로부터 수득된 결과를 도시한다.

도 11은 A 좌위 엑손 3에서 eMAP로부터 수득된 결과를 도시한다.

도 12는 A 좌위 엑손 3에서 eMAP SSP로부터 수득된 결과를 도시하고, 비-지정 다형성에 대한 관용의 예이다.

도 13은 다양한 변이 크기의 비드 고정화 프로브 신장을 도시한다.

도 14는 비드의 표면에 고정된 프라이머를 이용한 PCR을 도시한다.

도 15는 모아진 PCR 산물을 이용한 다중 프로브의 신장을 도시한다.

도 16은 다중 CF 돌연변이의 프로브 신장 결과를 도시한다. 도 16A는 합성 표적을 이용한 프로브 신장을 도시한다. 

도 16B는 PCR 반응에서 비드를 이용한 프로브 신장을 도시한다.

도 17은 온도-조절된 순환 결과로 일원 신장을 도시한다.

도 18은 표지된 dNTP와 표지되지 않은 다른 3개의 dNTP를 이용한 프라이머 신장을 도시한다.

도 19는 표지된 ddNTP와 표지되지 않은 다른 3개의 dNTP를 이용한 프라이머 신장을 도시한다.

도 20은 프라이머 신장을 도시하는데, 여기서 4개의 표지되지 않은 dNTP가 신장에 사용되고, 산물은 연장되고 표지

되지 않은 산물에 혼성화되는 표지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에 의해 탐지된다.

도 22는 서열 특이적 프로브가 고정되는 선형 증폭을 도시한다.

도 23은 헤어핀 프로브의 활용을 도시한다.

를 도시한다.

도 24는 섬유성 낭포증과 아시케나지 유대인 질환 돌연변이의 분석에 본 발명의 응용을 도시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고도 다형성 좌위의 다중 분석을 위한 조성물, 방법, 설계를 제시한다; 다시 말하면, 고밀도의 특정한('지정

된') 다형성 부위를 특징으로 하는 좌위 및 비-지정 간섭 다형성 부위. 따라서, 이런 부위의 다중 분석은 특정한 또는 

지정 부위에 맞춰 설계된 프로브가 인접하는 다형성 부위를 커버하도록 동일한 표적에서 인접 부위를 지향하는 프로

브의 서열에서 현저한 중복을 수반한다. CFTR와 BLA를 비롯한 중요한 유전자의 분석에서 간섭은 선행 기술에서 언

급되지 않았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을 예시하기 위하여, HLA 유전자 복합체와 CFTR 유전자를 분석한다.

본 발명은 고밀도의 다형성 부위를 보이는 핵산 서열에서 다형성('MAP')의 병렬 또는 다중 분석을 위한 조성물과 방

법을 제시한다. 일정한 핵산 서열에서, 각 다형성 부위는 하나이상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는 차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핵산 서열에서 전체 세트의 지정된 다형성을 공동 검색하기 위한 방법과 조성물을 제시한다. 본 발명은 이

들 각 부위에서 구성을 결정하기 위한 조성물, 방법, 설계를 제시하고, 따라서 이해 서열에 대한 가능한 형태 세트로부

터 일정한 특정 시료에서 실제 형태를 선별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시료에서 가능 서

열 세트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특정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뉴클레오티드 동일성에 상응하는 가능 수치중 하

나를 지정 부 위에 부여함으로써 서열 구성을 결정하는데 유용하다. 다른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돌연변이 분석의 배

경에서 '야생형'또는'돌연변이'의 지정에서처럼 공지된 참고 서열과 대합하거나 대합하지 않는 부위 구성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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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충분하다. 이렇게 제공된 서열 결정 능력은 본원에서 확인 서열분석(confirmatory sequencing) 또는 재서열분석(

resequencing)이라 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낭포성 섬유증 막통 전도성 조절(CFTR) 유전자 및 사람 

백혈구 항원(HLA) 유전자 복합체의 신장-매개된 다형성 다중 분석법(eMAP)을 제시한다.

본 발명의 방법과 조성물은 검색용으로 지정된 다형성 부위 이외에 다형성 부위를 보유하는 표준 영역의 다형성 분석

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개선하는데 유용하다. 이들 비-지정 부위는 분석에서 간섭원을 나타낸다. 특정한 분석 용도에 

따라, 동일한 다형성 부위에 서로 다른 구성의 하나이상 프로브가 지정될 수 있는데, 이는 하기 실시예에서 상세히 설

명한다. 본 발명의 특정한 목적은 이해 유전자에서 다형성의 효율적이고 신속하며 분명한 분석을 위한 조성물과 방법

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법은 예로써 유전자 검사, 담체 스크리닝, 유전형분석 또는 유전자 프로필링, 동일성 검

사, 기원 검사, 법의학에 맞게 설계된 분자 진단 분석에 유용하다.

표적 서열의 준비는 당분야에 공지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무-제한적 예에서, 세포 또는 조직의 시료는 환자로

부터 얻는다. 이후, 표적 서열(예, HLA의 엑손 2와 3)을 포함하는 핵산 영역은 PCR(예, 비대칭 PCR)과 같은 표준 기

술로 증폭한다.

다형성 부위를 탐지하는 프로브는 분석되는 다형성 부위의 구성이 프로브에 정렬된 부위의 구성과 상보적인('대합된')

경우에, 중합효소-촉매된 신장 반응의 개시 지점으로 기능한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의 프로브는 무관한 DNA 표적 

서열과의 어닐링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한다. 특정 구체예에서, 프로브의 길이는 10 내지 50개 염기, 바

람직하게는 15 내지 25개 염기, 좀더 바람직하게는 18 내지 20개 염기이다. 프로브는 당분야에 공지된 방법과 조성

물을 이용하여 링커 성분을 통하여 고형 지지체에 고정될 수 있다.

본원에서 '핵산'또는'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단일이나 이중-가닥 형태의 디옥시리보핵산 또는 리보핵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합성 골격을 갖는 핵산 유사 구조가 포함된다. DNA 골격 유사체는 포스포디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포스포로디티오에티트, 메틸소프로네이트, 포스포르아미데이트, 알킬 포스포트리에스테르, 설파메이트, 3'-티오아세

탈, 메틸렌(메틸이미노), 3'-N-카르바메이트, 모르폴리노 카르바메이트, 펩티드 핵산(RNA) 등이다(Oligonucleotide

s and Analogues, A Practical Approach(Editor: F. Eckstein), IRL Press at Oxford University Press(1991); Ant

isense Strategi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vol. 600, Eds.; Baserga and Denhardt(NYA

S 1992); Milligan, J. Med. Chem., vol. 36, pp. 1923-1937; Antisense Research and Applications(1993, CRC P

ress). PNA는 비-이온성 골격, 예를 들면 N-2(2-아미노에틸) 글리신 단위를 보유한다. 포스포로티오에이트 연쇄는 

WO 97/03211; WO 96/39159; Mata, Toxicol. Appl. Pharmacol. 144: 189-197(1997)에서 기술한다. 다른 합성 

골격에는 메틸-포 스포네이트 연쇄 또는 교대로 나타나는 메틸포스포네이트와 포스포디에스테르 연쇄(Strauss-Sou

kup, Biochemistry, 36: 8692-8698 (1997)) 및 벤질포스포네이트 연쇄(Samstag, Antisense Nucleic Acid Drug D

ev., 6: 153-156 (1996)) 등이 포함된다. 핵산에는 유전자, cDNA, mRNA가 포함된다.

본원에서 '혼성화'는 엄밀한 조건하에 특정 뉴클레오티드 서열에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핵산 분자의 결합, 중복 또는 

혼성을 의미한다. '엄밀한 조건'은 프로브가 상응하는 표적 서열과 우선적으로 혼성화되고 다른 서열과는 거의 혼성화

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한다. '엄밀한 혼성화'는 서열 의존하고 상이한 조건하에 달라진다. 핵산의 혼성화와 관련된 교

시는 예로써 Tijssen, Laboratory Techniques in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Elsevier, NY (199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도로 엄밀한 혼성화와 세정 조건은 정의된 온도와 pH에서 특정 서열에 대한 열적 융

점(Tm)보다 대략 5℃ 낮게 선택된다. Tmdms 표적 서열의 50%가 완전히 대합된 프로브에 혼성화되는 온도(정의된 

강도와 pH하에)이다. 매우 엄밀한 조건은 특정 프로브에 대한 Tm에 동등한 온도 환경에서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선

택된다. 고도로 엄밀한 세정 조건의 예는 대략 15분동안 72℃에서 0.15 M NaCl이다. 엄밀한 세정 조건의 예는 15분

동안 65℃에서 0.2xSSC 세정액이다(Sambrook, Molecular Cloning: A Laboratory Manual(2nd Ed), vol. 1-3(198

9)).

본원에서 '지정 부위'는 일정한 핵산에서 이해 다형성 부위(즉, 동정을 의도하는 다형성 부위)로 정의된다. '비-지정 

부위'는 일정한 핵산에서 지정 부위와 공존하지만 이해(利害)가 없는 임의의 다형성 부위를 의미한다.

본원에서 '상관된 지정 부위'는 상관이 발생하는 다형성 부위를 의미한다. 전형적으로, 이런 다형성 부위 세트의 각 구

성원은 이런 세트가 속하는 대립유전자를 동정하기 위하여 동정된다.

본원에서 '선택적 지정 부위'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브 서열의 3'말단과 중복하는 일정한 핵산에서 이해 다형성 부위

를 의미한다. '비-선택적 지정 부위'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브 서열의 3'말단과 중복하지 않는 이해 다형성 부위를 의

미한다.

본원에서 '비-지정 간섭 부위'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브 서열의 3'말단으로부터 1-5개 염기이내에 위치하는 비-지정 

다형성 부위를 의미한다. '비-지정 비-간섭 부위'는 본 발명에 따른 프로브 서열의 3'말단으로부터 5개 염기보다 멀리

위치하는 비-지정 부위를 의미한다. 비-지정 비-간섭 부위는 프로브 서열의 3'말단보다 5'말단에 근접하여 위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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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특정 구체예에서, 본 발명의 프로브는 '말단 신장 개시'영역('TEI' 영역) 및 중복 고정('DA') 영역을 포함한다. TEI 영

역은 프로브 서열의 절편, 전형적으로 프로브의 3-4개 3'말단 위치를 의미한다. TEI 영역은 프로브의 중합효소-촉매

된 신장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정 다형성 부위에서 표적 핵산 서열의 일부와 정렬하도록 설계된다. 전형적으로, DA 영

역은 프로브 서열에서 나머지 위치를 포함하고, 지정 다형성에 근접 위치하는 영역(3-5 염기이내)에서 표적 서열과 

일부와 정렬하도록 설계된다.

본원에서 '인접 범위'는 일정한 핵산 가닥을 따라 1-5개 염기 길이를 의미 한다. '근접 범위'는 일정한 핵산 가닥을 따

라 1-10개 염기 길이를 의미한다. '관용 범위'는 프로브의 어닐링과 신장을 여전히 허용하는 표적 서열에 혼성화되는 

프로브의 TEI 영역에서 미스매치의 총수를 의미한다. 전형적으로, 혼성화된 프로브의 TEI 영역에서 2개 이상의 미스

매치는 관용 범위를 벗어난다.

본원에서'마이크로구', '마이크로입자', '비드', '입자'는 상호 대체가능하다. 비드의 조성에는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폴리스티렌, 메틸스티렌, 아크릴 중합체, 상자성 물질, 토리아 솔(thoria sol), 카본 프라파이트, 이산화티타늄, 락테스,

또는 가교-결합된 덱스트란, 예를 들면 세파로스, 셀룰로오스, 나일론, 가교-결합된 미셀, 테플론이 포함되지만 이들

에 국한되지 않는다('Microsphere Detection Guide'from Bangs Laboratories, Fishers IN). 이들 입자는 구형일 필

요가 없으며 다공성일 수 있다. 비드 크기는 나노입자(예, 100 nm) 내지 밀리미터(예, 1 ㎜)인데, 바람직하게는 대략 

0.2 마이크론 내지 200 마이크론, 좀더 바람직하게는 대략 0.5 내지 5 마이크론이다.

본 발명은 한 세트의 고정화 서열-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를 표적 핵산 가닥에 먼저 어닐링하고 상기 어

닐링된 고정화 서열-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의 중합효소-촉매된 신장으로 지정 다형성 부위의 형태를 탐

색함으로써, 한가지이상의 표적 가닥에서 한 세트의 지정 다형성 부위를 공동 검색할 수 있다. 신장 프로브는 일정한 

표적에서 서열과 어닐링하고, 다라서 혼성화 복합체('이중')을 형성함으로써 지정 부위를 검색하도록 설계된다. 프로

브의 3'말단은 표적에서 지정 부위 주위에 위치하고, 중합효소-촉매된 프로브 신장은 3'말단 프로브 구성이 검색 부

위에서 표적의 구성과 대합(즉, 상보적)되면 개시된다. 프로브는 지정 부위가 3'말단의 근접 범위이내에 위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어닐링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서, 둘이상의 프로브를 특정 지정 부위의 검색에 제공할 수 있다. 이들 프로브는 지정 다형성 

부위의 특정 근접 범위내에서 검색 부위와 비-지정 다형성 부위에 다형성 또는 돌연변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

된다. 이런 배경에서, '다형성'은 핵선 서열에서 임의의 변이를 의미하고, '돌연변이'는 표현형과 연관하거나 연관한 것

으로 생각되는 유전자에서 서열 변이를 의미한다. 바람직한 구체예에서, 이런 다중성의 프로브 서열은 신장을 담보하

기 위하여 근접 범위내에서 모든 위치에 특정 표적 서열과 대합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브를 보유한다.

특정 구체예에서, 본 발명은 한 세트의 L≥S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라이머에 의해 N 길이의 표적 서열로부터 선택된

S 다형성 부위를 병렬 검색하는 조성물과 방법을 개시한다.

특정한 분석 용도에 따라, 동일한 다형성 부위에 서로 다른 구성의 하나이상 프로브가 지정될 수 있는데, 이는 하기 

실시예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각 지정 프로브는 3'말단 주위에 검색 부위(혼성화 직후에, 분석되는 다형성 부위와 정렬한다)를 보유하는 길이 M의 

뉴클레오티드 서열로 구성된다. 3'말단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3'말단으로부터 3-4개 염기이내에 위치하는 것들이 사

용될 수 있다. 프라이머는 고형상 담체에 고정되고(링커 서열 또는 다른 링커 성분을 통하 여 연결될 수 있다), 담체와

의 결합으로 동정된다. 프로브 서열은, 프로브와 표적 사이의 혼성화 복합체를 형성하고 지정된 다형성 부위와 검색 

부위의 정렬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적과 프라이머의 어닐링을 허용하도록 지정된다. 여기서 바람직한 배열은 프로브

의 3' 말단에서 검색부위 그리고 지정된 다형성 부위와 3' 말단의 정렬을 제공한다. 주어진 검색 부위 구조의 지정된 

프로브로 다형성 부위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조성을 검사하는 단계는 두 값 중의 한 부위로 배당된다. 즉, 즉 번호 1로 

나타내는, 매치된(mathced), 또는 번호 0으로 나타내는 비-매치된 사이트. HLA 분자 유형분석에서, 길이 L의 결과

물인 2진의 스트링은(binary string)은 필요한 유형분석 해상도를 위하여 대립유전자를 동정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검색 단계는 지정된 프로브의 연장을 사용한다. 중합효소에 의하여 촉매되는 이 반응은, 존재

하는 혼성화 복합체 내의 표적 서열의 서열을 반영하기(reflecting)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뉴클레오사이드 트리

포스페이트를 프로브 서열에 첨가함으로써, 연장된 혼성화 복합체를 생성한다. 이 연장 반응의 진행을 위하여, 길이 

M의 지정된 프라이머는 길이 M*≤M의 말단 연장 개시 영역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것은 여기서 또한 말단 연장 개시 

서열 (또는 TEI 서열)로 지칭되며, 검색 부위를 보유한다. 지정된 검색 부위의 조성이 지정된 다형성 부위의 그것과 

매치되는 경우 연장은 진행된다.

연속적인 연장을 탐지하는 선행기술의 방법은 표지된 데옥시 뉴클레오사이드 트리포스페이트 (dNTPs) 또는 디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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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뉴클레오사이드 트리포스페이트 (ddNTPs)의 사용과 관련되어 개시되어 있다. 본원 발명은 또한, 표지된 dNTPs 

또는 ddNTPs의 수용에서 사용가능한 중합효소의 효율을 감소함에 장점이 있는, 표지된 dNTPs 또는 ddNTPs의 필

요를 배제하는 연속적인 연장의 탐지를 위하여 광학 신호(optical signatures)를 제공하는 신규한 방법을 개시한다.

그러나, 본원 발명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고도 다형성 좌위 내의 다형성 부위의 밀도는, 선택된 다형성 부위로 유도되

는 지정된 프라이머가,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 근접한 표적 아서열(subsequence)에의 어닐링의 경우, 인접 다형성 부

위와 중복되도록 할 것이다.

즉, 선택된 다형성 부위 중 하나에서 표적의 배열을 조사하도록 설계된, 그리고 정확한 표적 아서열(subsequence)에 

어닐링하는 열안정성 및 특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로 구성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프로브는 다른 근

처의 다형성 부위와 정렬할 것이다. 이들 간섭하는 다형성 부위는 표적 서열 내의 비-선택적 지정 부위는 물론 비-지

정 부위를 포함할 것이다.

용액 내에서 수행되는 다중 SSP 반응에서, 근처의 선택된 다형성에 도입된 지정된 프로브 사이의 부분적 중복은 동일

표적에 대한 프로브 사이의 상호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본원 발명은 프로브 고정에 의하여 이 복잡성을 현저히 감소

시켰다.

일반적으로 다중의 차벽적인 혼성화에서, 지정된 프로브 및 표적 사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미스매치는 혼성화 복

합체의 열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전체 반응 혼합물에 적용되는 어닐링 조건의 세트는, 프로브 및 표적 사이

의 어닐링의 정도를 변화시킬 것이며 그리고 다음의 프로브 연장 반응의 결과에 영향 을 줄 것이다. 이것은 분석에 불

확실성을 제공하여 다음의 재 서열화가 요구될 것이다.

지정된 프로브의 3'말단 또는 근처에서 검색 부위에 바로 근접하여 위치하는 비-지정 다형성 부위는, 연장 반응을 개

시에서 프로브의 TEI 서열의 효율성에 특히 유해하다.

다중 뉴클레오타이드는 물론 단일 뉴클레오타이드 다형성을 고려할 때, 지정된 프라이머 내의 검색부위 그리고 다형

성 부위 사이의 조성의 매치 그리고 미스매치 사이의 식별을 위하여 연장반응을 촉매하는 현재 사용가능한 중합효소

의 능력은 프라이머의 3'말단으로부터 검색부위의 치환에 의존한다.

최적의 식별력을 발휘하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검색부위는 프로브의 3'말단에 제공된다. P M(s*) ={cp (m) ; 1 ≤ m

≤ M} 식에서 선택된 부위s* 에 대하여 지정된 길이 M의 프로브 서열로 주어지며, 지수 m은 프라이머의 5'에서 3'방

향으로 증가하고, 이 배열은 프로브 서열에서 위치 M과 지정 부위 s*과의 정렬에 대한 것이다 ; 다중 뉴클레오타이드 

다형성의 경우, 위치 M-1 (디뉴클레오타이드 다형성의 경우) 그리고 M-2 (트리뉴클레오타이드 다형성의 경우), 등

등 또한 관련된다.

이들 환경 하에서 고도 다형성 좌위의 다중 분석에서 예측되는 바와 같이, 중합효소-촉매된 연장 반응의 적용에 의하

여 제공되는 증진된 특이성의 장점은, SSO 분석의 성능의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차선의' 어닐링 조건으로부터 야

기되는 복잡성의 결과 현저히 감소되거나 상실된다.

어느 주어진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 대한 동일 검색 부위 조성을 공유하는 다중 프로브 설계의 최적화와 관련하여, 간

섭하는 다형성의 관용(tolerance)의 개념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단일 뉴클레오타이드 다형성 예시의 보편

성의 제한 없이 고려하여, 3' 말단으로부터 M-1, M-2, ..., M-m* 위치로의 s*의 배열의 시프트는 점진적인 식별력을

감소를 유도한다. 즉, 지정된 다형성 부위가 안쪽의 프로브 위치, m*과 정렬하는 경우, 연장 반응은 매치와 미스매치

를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한다. 반대로, 프로브의 3' 말단에 검색부위를 배치하는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연장 반응의 효

율성에 대한 근처의 비-지정 다형성의 해로운 영향은 마찬가지로 3' 말단으로 부터의 거리와 함께 감소한다. 즉, 1 그

리고 m* 사이의 위치와 정렬된 비-지정 다형성은 연장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프로브 내의 길이 M-m*+l의 말단서열은 여기서 주어진 프라이머의 TEI 서열로서 지칭된다. 일반적으로, 1 < m* < 

M, 그리고 TEI 서열은 말단 프로브 위치의 소수만을 포함할 것이다. ; 특정의 경우, m*=1, 그러므로 프로브 서열은 

전체 프로브 서열을 포위(encompass)한다.

본원 발명은 다중 프로브의 설계에서 이들 공지된 서열의 변이를 고려함으로써 지정된 프로브 서열의 길이 내에서 간

섭하는 다형성 부위의 존재를 수용한다. 특히, 주어진 프로브 길이 M에 대하여 제공되는 대체 프로브 서열의 배열의 

숫자는 길이M-m*+1의 TEI서열의 존재의 결과 현저히 감소된다. 즉, 연장 반응의 효율적인 식별력을 확보하기 위하

여, TEI 서열의 길이에 대하여 예상되는 대체 프로브 서열 배열을 제한하는 것은 충분하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모든 가능한 대체적 서열이 예상되며, 그러므로 이들 대체 프로브 서열 중 하나는 위치s m*, m

*+1, ... M-1, M 모두의 표적과 매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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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각각의 선택된 다형성 부위에서, 만약 이들 모든 프로브가 코드된 고형상 담체와의 고유 결합에 의하여 개별적

으로 인코드 된다면, 예상되는 서열과 지정된 프로브의 다양성은 코딩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들 복잡성은

통상의 고형상 담체위에 이 프로브의 세트를 배치함에 의하여 감소된다. 즉, 지정된 프로브의 검색 부위 조성만이 인

코드 된다. 여기서 TEI 서열 풀링(pooling) 또는 프로브 풀링으로 지칭되는 개념임. 완전한 프로브 서열 풀링은 최초

의 설계의 그것에 대한 코딩의 복잡성을 감소시킨다. 여기서 예상되는 프로브 서열은 제공되지 않았다. 부분적 풀링 

또한 가능하다.

특정한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로브의 신장에 사용된 중합효소는 3' to 5' 엑소뉴클레아제 활성이 부재인 DNA 중합

효소이다. 그러한 중합효소의 예시에는 T7 DNA 중합효소, T4 DNA 중합효소, ThermoSequenase 그리고 Taq 중합

효소가 포함된다.

표적 핵산 서열이 RNA인 경우, 역전사 효소가 사용될 수 있다. 중합효소 이외에, 바람직하게는 4가지의 모든 염기의,

뉴클레오사이드 트리포스페이트가 첨가된다. 예를 들면 dNTPs, 또는 유사체가 첨가될 수 있다. 다른 실시예에서는 d

dNTPs가 첨가될 수 있다. Cye3-dUTP와 같은 표지된 뉴클레오타이드 유사체 또한 탐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연속적인(successful) 신장을 탐지하는 선행기술의 방법은 표지된 데옥시 뉴클레오사이드 트리포스페이트 (dNTPs) 

또는 디데옥시 뉴클레오사이드 트리포스페이트 (ddNTPs)를 사용하는 것으로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은 연속적인 신

장을 탐지하기 위한 광학 신호(optical signatures)를 제공하는 신규한 방법을 제공하므로, 표지된 dNTPs 또는 ddN

TPs의 필요를 배제한다. 이것은 현재 사용가능한 중합효소가 표지된 dNTPs 또는 ddNTPs를 수용하는데에 덜 효율

적이므로 유익하다.

본 발명은 고도 다형성 표적 영역의 정밀한 다형성 분석을 위한 방법 및 조성을 제공한다. 여기서 사용된, 고도 다형성

서열은, 프로브에 의하여 접촉되는 서열의 범위내의, 지정된 또는 조사되는 다형성 부위뿐만 아니라, 분석에서의 잠

정적 오류의 원인을 나타내는 비-지정 다형성 부위를 함유하는 것이다. 유사한 고려가 PCR 반응의 방법, 조성 그리고

설계에 관련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아서열(subsequence)의 프라이밍(priming) 그리고 어닐링으로 구성된 PCR

프로브의 커버링 세트는 프로브 신장에 의한 비드-디스플레이된 앰플리콘을 생성하기 위하여 인코드된 마이크로입

자에 나타내어진다. 비드의 조립품은, 프로브의 디코딩(decoding) 그리고 이미징(imaging)을 촉진하기 위한 증폭의 

다음에 또는 전에, 평면의 기질 위에 형성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3' 말단 '프라이밍(priming)'아서열을 보유하기 위하여 설계된 프로브를 제공한다, 이것은 

또한 여기서 말단 신장 개시 (TEI) 영역, 그리고 어닐링 아서열(subsequence)로서 지칭되며, 또한 여기서 DA (이중 

Anchoring) 영역으로서 지칭된다. TEI 영역은 일반적으로 프로브 서열의 3'말단 위 치의 3 또는 4개를 포함한다. 이 

TEI 영역은, 프로브의 중합효소-촉매된 신장의 개시를 위하여,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 표적 서열의 부분과 정렬되도록

설계된다. 프로브 신장은 전체 TEI 영역 그리고 대응되는 표적 서열의 영역의 조성에서 완전한 매치를 나타낸다. 프

로브 서열 내의 잔존 위치를 포함하는 DA 영역은, 바람직하게는 지정된 다형성에 가까운(3-5 염기 이내) 위치내의 

표적 서열의 부분과 정렬되도록 설계된다. 이 DA(이중 anchoring) 영역은 특이적인 그리고 강한 어닐링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되며, 다형성 분석을 위하여 설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설명된 바와 같이, DA 그리고 TEI 영역은 프로브 

내에서 서로 즉시 인접하게 위치될 수 있으며 또는 분자 구조(molecular tether)에 의하여 연결될 수도 있다. 후자의 

접근은 지정 부위에 즉시 인접하게 위치된 비-지정 다형성을 피하기 위하여 DA 영역의 배치에 유연성을 허용한다. D

A 영역의 길이 그리고 조성은 표적의 그 영역에 위치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지정 다형성의 존재를 수용하는 (

즉, 고려하는) 동시에, 안정한 서열-특이적 혼성화 복합체 ('이중')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택된다. 어닐링 아서

열의 길이는 표적의 비-선택된 아서열(subsequence) 및 프로브 사이의 서열 상동성을 최소화함에 의하여 교차-혼성

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택된다. 어닐링 아서열(subsequence)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프라이밍 아서열(subsequenc

e)의 그것을 초과하므로, 이중 형성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신장 생성물을 생성의 실패를 의미한다.

신장 반응은 TEI 영역 내에 위치하는 다형성을 탐지하는 고도의 특이성을 제공한다. DA 영역에서 비-지정 다형성의 

경우, 신장 반응은 특정 조건 하에서의 완 벽한 매치의 그것 보다 낮은, 또는 그에 비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것은 신장 반응의 관용 효과로서 지칭된다. 관용은 여기서 예로서 개시된 바와 같이 지정된 그리고 비-지정 다형성

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브의 설계에 이용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서 고려되는 고도의 다형성 좌위에서의 다형성 부위의 밀도는,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 근접한

표적 아서열에 어닐링하는 경우,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 도입된 프로브가 인접 다형성 부위와 중복되도록 할 것이다. 

즉, 선택적 지정 다형성 부위에서 표적의 배열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계된, 그리고 정밀한 표적 아서열(subsequence)

에 대한 어닐링의 열 안정성 및 특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로 구성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프로브는 인

접 다형성 부위와 정렬할 것이다. 이들 간섭 다형성 부위는 지정 부위는 물론 표적 서열의 비-지정 부위를 포함할 것

이나, 선택적 다형성 부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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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원 발명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비-지정 다형성은 이중형성과 간섭하며, 이로써 프로브 신장을 완전히 억제하

거나 또는 간섭할 것이다. 일 실시예에서, 본원 발명은 그러한 비-지정 다형성을 수용하기 위한 커버링 프로브 세트의

설계를 제공한다. 커버링 프로브 세트는 핵산 서열내의 지정 다형성 부위의 주어진 다중성을 공동으로 조사하는 프로

브를 보유한다.

커버링 프로브 세트, 각각의 부위를 위하여, 표적에 어닐링 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브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신장반응에 기초하여, 그 부위의 2 가능한 값 중 하나에 할당되도록 한다. : '매치된' (신장) 또는 '매치되지 않

은', (비 신장).

각각의 지정부위와 연관된 커버링 프로브 세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치가 다른 둘 또는 그이상의 프로브를 함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여기서 축퇴(degenerate) 세트로 지칭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프로브 서열은 DNA에서 만나는 어느 뉴클레오타이드와 염기쌍을 형성할 수 있는 광범위한 뉴클레

오타이드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프로브는 인코드된 마이크로입자에 부착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커버

링 세트 또는 축퇴 세트 내의 둘 또는 그 이상의 프로브는 마이크로입자의 동일 타입에 부착될 수 있다. 마이크로입자

또는 비드에 둘 또는 그이상의 프로브를 부착하는 공정을 '프로브 풀링(pooling)'이라고 칭한다.

커버링 프로브 세트의 설계는 여기서 유전적 분석의 2 대표 분야에서 다형성의 신장-중재 다중 분석과 관련하여 설

명된다. : (1): CF의 돌연변이 분석 그리고 Ashkenazi Jewish (AJ) disease 담체 스크리닝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중 

비상관된 지정된 다형성 그리고 돌연변이의 스코어링(scoring), 그리고 (2) HLA 분자 유형분석의 경우에서와 같이 

다형성의 상관된 세트의 스코어링. 첫 번째 경우에서, 돌연변이의 전체의 다중성을 위한 커버링 세트는 다중 서브세

트를 보유하며, 각각의 서브세트는 한 지정부위와 관련된다. 이런 경우, 둘 또는 그 이상의 프로브가 이형성(heterozy

gosity)을 확정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일반적인 SNP 동정 그리고 확인 서열 분석의 목적을 위하여, 축퇴 프로브 세트

는 다형성 부위당 4개의 표지된 (예를 들면, 비드 디스플레이된) 프로브까지를 보유하도록 제공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 커버링 세트는 여기서 부연하는 바와 같이, 세트 내의 프로브의 수를 최 소화하기 위하여 구성된 서브세트를 보

유한다. 지정된 프로브의 세트는 신장 패턴에 기초하여 대립 유전자-특이적 서열 배열을 동정하기 위하여 설계된다.

비-지정 다형성 부위를 수용하거나 동정하는 방법은 특히 서열 특이적 프로브의 다중 신장과 관련하여 유용하며, 프

로브의 단일 염기 연장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 이것은 또한 미니서열분석(minisequencing)으로도 알려져 있

다 (예, Pastinen, et al. Genome Res. 7: 606-614 (1997)참조), 여기 참조 문헌으로서 편입됨).

본원 발명의 분석의 신장-중재 방법은, 단일-염기 프로브 연장 방법과 달리, SNPs 탐지 뿐 아니라, HLA와 같은 고도

다형성 유전자 좌위의 유형분석에서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삽입 그리고 결실은 물론 다중 (예, 이중, 삼중, 등등) 뉴클

레오타이드 다형성과 같은 다른 타입의 다형성을 탐지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들 복합 시스템에서, 본 발명의 방법에 

따른 서열-특이적 프로브 신장은 탐지 단계를 단순화 한다. 이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프로브가 각각의 이해(interest

) 다형성 표적 위치에 대하여 제공되며 그리고 탐지 단계는, 단일-염기 프로브 연장의 경우에서와 같이, 두 연장된 프

로브를 구별하기 위해서보다는, 오직 신장된 둘 또는 그이상의 프로브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록 본 발명의 방법이 탐색 단계에서 다중 형광자(fluorophore) 또는 발색단(chromophore) 표지의 사용을 수용하

지만, 단일의 광범위한 표지가 일반적으로 서열 특이적 프로브 신장을 충족시킬 것이다. 이것은 다중 형식에서의 용

도에서 적어도 둘이상의 형광자 또는 발색단 표지를 요구하는 단일-염기 연장 방법과 상반된다.

DNA 메틸화:

특정 실시예에서, DNA의 메틸화 상태를 결정하는 방법 및 조성이 제공된다. 사이토신 메틸화는 포유류 세포의 유전

자의 발현 억제(silencing)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많은 전사인자의 인지 부위 내의 단일 CpG 디뉴클레오

타이드에서의 사이토신 메틸화는 블록 결합(block binding)에 충분하며, 여러 질병과 관련된다. eMAP는 진단의 그리

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게놈 DNA의 메틸화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 DNA는 소듐 바이설파이트 

처리에 의하여 비메티틸화 사이토신에서 유라실로 변형된다. 뒤따른 바이설파이트의 제거 및 화학적 전환의 완성으

로, 이 변형된 DNA는 PCR을 위한 주형으로 사용된다. 프로브의 쌍이 설계되는데, 하나는 이해 유전자를 위하여 최초

로 메틸화된 DNA에 특이적이며, 그리고 하나는 메틸화되지 않은 DNA에 특이적이다. eMAP는 DNA 중합효소 그리

고 하나의 표지된 dNTP 그리고 3 dNTPs 또는 ddNTPs의 표지되지 않은 혼합물로 수행된다. 특이적 비드 상에서 신

장된 생성물은 메틸화 상태를 지시할 수 있다.

선택적 서열분석: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서, 선택적 서열분석 (또한 '서열분석'으로 칭함)은 각각의 그러한 부위에서의 조성을 결정하

기 위하여 핵산 서열내의 지정 다형성의 전체 세트의 공동 검색을 위하여 사용된다. 선택적 서열분석은 이해 서열을 

위하여 가능한 배열의 세트로부터, 주어진 특이성 샘플 내의 실제 배열을 선택하기 위하여 또는 그 샘플 내의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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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의 세트를 좁히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선택적 서열분석에서, 연장 반응에 사

용된 프로브의 길이 는 결정될 수 있는 서열의 길이를 결정한다. 보다 긴 DNA 서열을 위해서는, 엇갈려 배열된 프로

브 설계가 서열을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지된 서열 조합이 확인될 수 있으며, 공지되지 않

은 서열 조합은 새로운 대립 유전자로서 동정될 수 있다.

낭포 섬유증 담체 스크리닝 -

본 발명의 하나의 실질적 용도는 CFTR(낭포 섬유증 Transmembrane Conductance) 유전자에서의 비-지정 돌연변

이 그리고 다형성의 거대한 세트의 환경 내에서 지정된 돌연변이 세트의 분석에 관련된다. 이 세트의 각각의 지정된 

돌연변이는 질병과 관련되며 독립적으로 스코어되어야 한다. 가장 간단한 경우의 점 돌연변이에서, 두 인코드된 프로

브가 지정 부위와 그들의 각각의 3' 말단의 정렬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하나의 프로브는 야생형을 그리고 다른

것은 변형된 ('돌연변이된') 표적 서열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지정 부위 근처에서 만나는 특이적 표적 서열 배열과 무관하게 신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러 실험

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가능한 또는 유사한 배열과 매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프로부가 제공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커버링프로브 세트는 모든 공지된 또는 대응되는 표적 아서열의 있음직한 변형에 대응되는 TEI서열을 

나타내는 프로브를 함유하도록 구성된다. 이것은 지정 부위의 근접하는 범위 내에 위치하는 비-지정 다형성의 다른 

점에서 신장-억제의 존재를 확보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비-지정 부위에서 만나는 특이적 표적 배열의 동정은 커버 링 프로브 세트에서 제공되는 서열의 하

나가 신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히 가깝게 표적서열에 매치되고 따라서 매치TEI 영역 내에 정확이 표적 서열이 매

치되는 한 불필요하다. 이 경우, 동일한 3' 말단을 공유하는 모든 또는 일부의 커버링 프로브는 동일한 코드에 지정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이러한 프로브는 동일한 고형 지지체('프로브 풀링')와 결합될 수 있다. 프로브 풀링은 

필요한 TEI 서열의 수를 나타내기 위하여 요구되는 구별가능한 고형 지지체의 수를 감소시킨다. 특히 바람직한 실시

예에서, 고체 지지체는 구별할 수 있는 마이크로입자의 어레이 또는 세트의 형태로 제공되며, 이것은 본래의 장소에서

디코드(decoded)될 수 있다. 표적 영역 내의 추가적 다형성을 동정하기 위하여 커버링 프로브 세트에 추가적 프로브

를 개입하는 것은 다양한 모집단의 유전자형(haplotype)을 밝히기 위하여 유용한 방법이다.

HLA -

본 발명의 다른 용도는 사람 백혈구 항원 (HLA) 복합체의 유전적 분석에 관련된다. 이것은 HLA 인코딩 클래스I HLA

항원 (바람직하게는 HLA-A, HLA-B, HLA-C 또는 이들의 다른 조합) 그리고 클래스II BLA 항원 (바람직하게는 HL

A-DR, HLA-DQ, HLADP 또는 이들의 다른 조합을 포함하는)의 영역 내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대립 유전자의 동정

을 허용한다.

클래스I 그리고 II 유전자 좌위는 또한 동시에 분석될 수 있다.

다중 비상관된 지정된 돌연변이의 독립적 스코어링과 반대로, 대립 유전자 (또는 대립 유전자의 그룹)의 동정은 신장 

반응의 전체 세트의 스코어링에 의존한 다. 각각의 이들 반응은 지정 다형성 부위의 선택적 세트의 멤버에 도입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로브에 관련된다. 이들 신장 반응의 세트는 특정 신장 신호 패턴을 생성한다. 바람직한 실시예

에, 두 가지 패턴(binary pattern)이 생성된다. 매치되는 (그러므로 신장된) 프로브는 값 '1' 할당, 그리고 비 신상된 프

로브는 'O'. 주어진 길이의 이 두 패턴은('스트링') 훌륭하게 대립 유전자 또는 대립 유전자의 그룹을 동정한다.

BLA 유형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브의 총 개수는 필요한 해상도에 따른다. '해상도' 라는 용어는 여기서 대립유전

자의 식별의 정도를 지시한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방법은 다른 항원 그룹을 구별하는데 충분한 BLA 대립 유전

자의 유형분석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A*01 그리고 A*03는 임상 용도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다른 항원이다. NMDP (

국립 골수 기증 프로그램 : National Marrow Donor Program)은 증여자의 분자 유형 분석을 위한 패널을 권장하였

다. NMDP 패널에서 요구하는 저-내지-중 해상도는 다른 항원 그룹은 항상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이, 비록 모든 대립 유전자가 구별될 필요는 없으나, 한 그룹 내의 대립 유전자의 적어도 일부는 구별되어야 한다. 특

정 실시예에서, 본원 발명은 NMDP 표준 (www.NMDPresearch.org : 여기에서 참조문헌으로 편입됨)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allows 유형분석 of the HLA 대립 유전자의 저 내지 중 해상도의 유형분석을 허용한다.

이러한 해상도로, A*01 , A*03 등., 은 항상 동정될 것이다. A*0101 그리고 A*0102는 반드시 구별되지 않을 수 있

다. SSO 방법의 경우, 현재의 NMDP 패널은 HLA-A의 30 프로브; HLA-B의 48 그리고 HLA-DR-B 31를 보유한다.

고 해상도 HLA 유형분석은 각각의 그룹 내에서 대부분의 대립 유전자가 동정되는 상태를 칭한다. 이 경우, A*0101 

그리고 A*0102는 구별될 것이다. 이러한 해상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 500 내지 1000 프로브가 클래스I 그리고 클

래스1 모두의 유형분석을 위하여 요구될 것이다. 특정 실시예에서, 본원 발명의 방법은 적어도 여기에 참조문헌으로 

편입된 Cao, et al., Rev. Immunogentics, 1: 177-208 (1999)에 개시된 정도의 고 해상도의 HLA 유형분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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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 발명은 또한 신장 반응 신호 패턴에 기초한 고유 대립 유전자 할당을 생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정부위에 대한 프

로브 세트의 설계를 위한 그리고 지정부위를 위한 전략을 제공한다. 커버링 프로브의 설계는 명백히 각각의 프로브의

DA 그리고 TEI 영역의 독특한 개별적 기능을 고려한다.

주어진 지정부위와 연관된 프로브의 커버링 세트는 서브세트를 보유하기 위하여 구성된다. 각각의 서브세트를 차례

로 동일한 TEI 영역을 나타내는 프로브를 보유한다. TEI 영역 내의 단일 위치의 미스매치, 또는 DA 영역 내의 셋 또

는 그 이상의 미스매치는 신장을 방해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두 프로브의 신장은 일반적으로 

독특한 신장 패턴을 생성할 것이다. 모든 그러한 프로브는 그들이 개별적으로 인코드 되는 한 병렬적 신장반응에서 

다중화(multiplexed)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인코딩은 컬러-인코드된 비드에 프로브가 부착됨으로써 수행

된다.

두 위치 까지만 다른 DA 아서열(subsequence)을 나타내는 그리고 동일한 TEI 아서열(subsequence)을 나타내는 프

로브는 일반적으로 완벽한 매치의 그것보다 낮거나 또는 그에 견줄 만 한 수득율(그리고 그러므로 신호 강도)로 신장

반응을 생성할 것이다. 미스매치의 관용성(tolerance)을 지시하는 첫 번째 경우, 문제가 되는 프로브에 의하여 매치된

대립유전자의 세트는, DA 영역 내에소 관용되는 미스매치 서열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를 포함하도록 확장될 것이다

. 부분적 관용성만을 지시하는 두 번째 경우, 대립 유전자 매칭 패턴을 더 밝히기 위하여 여기서 세 가지 접근법이 설

명된다. 첫 번째 접근법에서, 개별적인 DA 영역에 하나 또는 두 뉴클레오타이드 다형성을 나타내는 프로브는 커버링 

세트 내에 포함된다. 표적서열에 관한 정보는 커버링 세트 내의 다른 프로브에 의하여 생성되는 신호의 강도를 양적

으로 비교함에 의하여 얻어진다. 두 번째 접근법에서, 사슬(tether)에 의하여 결합된 분리된 DA 그리고 TE1 영역을 

포함하는 프로브는 표적 다형성을 피하기 위하여 TEI 영역으로부터 더 멀리 DA 영역이 배치되도록 사용된다. 세 번

째 접근법에서, 프로브는 매치된 대립 유전자의 세트의 오직 적당한 확정을 제공하는 그러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풀링

(pooled) 된다.

본 발명 프로브는 특정 실시예에서 바람직하게는 HLA 유전자 좌위(locus) 내에서 대립 유전자 조합과 상관(correlat

e)하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 표적 서열에 상보적으로 되도록 설계된다. 알려진 다형성은 검색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서열의 데이타베이스 (예, www.NMDPresearch.org) 또는 문헌에 나타난 것들이다. 특정 실시예에서, 이해(interest)

BLA 유전자는 BLA 클래스I 그룹, (예, HLA-A, HLA-B 또는 HLA-C 또는 이들의 조합)에 속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이해(interest) BLA 유전 자는 HLA 클래스II 그룹, (예, DR, DQ , DP 또는 이들의 조합)에 속한다. HLA 클래스I 그

리고 클래스II 좌위는 조합하여 검사될 수 있으며 그리고 공동 검색에 의하여 검사될 수 있다.

앞서 SSP/겔 방법에서 적용된 프로브 또한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Bunce et al., Tissue Antigen, 

46: 355-367 (1995) and/or Bunce et al., Tissue Antigen, 45:81-90 (1995), (각각은 참조문헌으로 여기에 편입

됨)에서 설정된 프로브 세트가 본 발명의 프로브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WO 00/65088; 유럽 특허출원 제. 98

111696.5호 ; WO 00/70006; 그리고 Erlich et al., Inmumity, 14: 347-356 (2001), (각각은 참조문헌으로 여기에 

편입됨)에서 제공된 프로브 서열 또는 HLA 서열 정보는 본 발명의 프로브의 설계에 사용될 수 있다.

인코드된 비드 어레이(array)의 복잡성은 필요한 유형분석 해상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쉽게 조정된다. 예를 들면, 32 

타입의 비드가 네 독특한 서브어레이의 각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총 128 프로브가 다중 신장 반응에서 HLA 클

래스I 그리고 클래스II 유형분석을 위하여 중간 해상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128

타입의 비드 그리고 4 서브 어레이, 또는 64 타입의 비드 그리고 8 서브어레이로, 총 512 프로브가 다중 신장 반응에

서 HLA 클래스I 그리고 클래스II 유형분석의 고해상도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용가능할 것이다.

인코드된 비드 어레이 형식은 고도의 작업처리 분석에 사용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는 96-웰(wel

l) 마이크로플레이트의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형식에서 다중 샘플을 수용하는 담체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 샘플 분

포는 표준 로봇의 액체 취급 장치(standard robotic fluid handling apparatus)에 의하여 취급될 수 있다. 이 형식(for

mat)은 칩상에 고정된 다중 인코드된 비드 어레이을 수용할 수 있으며 단일 멀티 칩 담체 상의 다중 수동자(patient) 

샘풀의 각각을 위한 다중 유형분석 반응의 동시적인 완성을 허용한다. 수동자(patient)당 128타입을 테스트하는 96-

웰 담체에서, 10,000 유전자형 이상이 현재의 SSP 또는 SSO 방법론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작업 처리량의 속도로 결

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서, 신장 반응은 동일 DNA 표적 가닥 상의 아서열(subsequence)과 상관하기 위하여 혼성화

반응과 조합할 수 있다. 이 능력을 여기서 '페이싱(phasing)'이라 칭한다. 페이싱은 주어진 신장 패턴은 대립 유전자의

다른 조합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가능성으로부터 야기된 대립 유전자 할당의 모호함을 해결한다. 유사하게, 페이싱은 

동일 DNA 가닥 또는 염색체에 대한 다형성을 지정하기 위한 haplotying의 환경에서 유용한다.

본 발명의 특성 실시예에서, 신장 반응의 어닐링 그리고 신장 단계는 한-단계 반응으로서 조합될 수 있다. 더욱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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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또는 불연속적인 온도 변화를 생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중 반응에서 다른 용융 온도로 프로브를 위한 다중 최

적 조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서, 인코드된 비드 어레이은 고형 기질 상에 형성된다. 이들 고형 기질은 유리 또는 반도체와

같은 적절한 고체 물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것은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며 필요한 경우 제조 단계에 편입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고형 기질은 '칩(칩)'으로 알려진 불연속 유닛으로 분리된다. 인코드된 비드 어레이을 포함하는 

칩은 개별적으로 또는, 만일 그들이 다중칩 담체에 부하되는 경우, 그룹으로 가공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도 제어의 

표준 방법은, 단일 칩에 또는 다중칩 담체에 대한, 온도 변화의 미리 프로그램된 서열을 적용하기 위하여 또는 작동 온

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쉽게 적용된다. 더욱이, 칩은 PCT/US01/20179에 개시된 바와 같이, READ (Random encode

d array detection)의 직접 이미징(imaging) 능력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 내용은 여기 참조문헌으로 편입된다. REA

D를 사용하여, 칩 상의 인코드된 비드의 전체 어레이의 다중 분석이 가능하다. 더욱이, READ형식에서, 미리 프로그

램된 온도 사이클의 적용은 신장 생성물의 실시간 칩-상의(real-time on-칩) 증폭을 제공한다. 주어진 게놈, 미토콘

드리아의 또는 다른 DNA에서, 선형 칩-상(on-칩)의 증폭은 PCR과 같은 선-분석 DNA 증폭에 대한 필요를 제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유형 분석 분석법을 완결하는데 요구하는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한다. 시체의 유형분석과 간은

시간에 민감한 적용이 그러므로 가능하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 접근법은 많은 유전자 스크리닝 그리고 다형성 분석을

제한하는 단계인 PCR 다중성(multiplexing)의 복잡성을 제거한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유동성 카트리지가 온도의 

제어는 물론 시약 그리고 샘플의 주입을 위하여 제공된다.

일 실시예에서, 본 발명은 다형성 분석 방법의 제공하며, 여기서 각각의 표적 핵산 서열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닐

링-연장-탐지-변성' 온도 사이클을 적용함으로써 다중 신장 반응에서 주형으로 사용된다. 이 방법은 신장 생성물의 

본래의 장소에서의 (in-situ) 탐지로 선형 증폭을 달성한다. 이 부가적 능력은 폴리뉴클레 오타이드 샘플의 서열-특이

적 증폭의 첫 번째 단계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한다.

분석 절차의 통합 그리고 사이클링 방법에 의한 신호의 증폭은 유전자 분석의 완성을 가속화하고 단순화 할 뿐만 아

니라, 다중 PCR 절차의 개발, 시험, 도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거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또한 다중 수동자(patient) 샘

플의 동시적인 유전자 분석을 위한 고도의 작업 처리 형식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몇몇 실시예는 다른 표적의 수를 동시에 평가하도록 하는 서열-특이성 프로브의 다중 신장을 위하여 제공

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프로브는 예를 들면 실리콘 또는 유리 표면과 같은 단일 표면 상에 프

로브의 조밀한 패턴을 생성하기 위하여 고형 지지체위에 고정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미리 합성된 올리고뉴클레오타

이드 프로브는 예를 들면, 플라스틱, 화학적으로 변형된 유리, 유리, 화학적으로 변형된 실리콘, 실리콘을 포함하는 고

형 지지체 상에 고정된다. 이들 고형 지지체는 극히 미세한 비드의 형태일 수 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어레이의 

해상도는 전달 시스템의 공간적 해상도 그리고 전달된 뉴클레오타이드 용액 부피의 물리적 공간 요구값 모두에 의해 

결정된다. [참조. Guo, et al., Nucleic acids Res. 22. 5456-5465 (1994); Fahy, et al., Nucleic acid Res. 21: 181

9-1826 (1993); Wolf, et al., Nuc. Acids Res. 15: 2911-2926 (1987); and Ghosh, et al., Nuc. Acids Res. 15: 5

353-5372 (1987).]

본 발명은 다중 분석 방법을 제공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신장 프로브 세트는, 예를 들면, 프로브를 공간적으로 분리함

에 의하여 그리고/또는 프로브 본질을 화학적으로 인코딩함에 의하여, 그들의 본질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고형상에 고

정된 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용액이 낳은(solution-borne) 표적은 그 후, 어닐링 그리고 신장 반응에서 고정된 프로

브의 다중성과 접촉하도록 한다. 이 고정에 의한 프로브 상호의 공간적 분리는 신장 생성물의 동정에 있어서의 모호

함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은, (i) 각각의 PCR 증폭을 위한 2 프로부의 필요; (ii) 다중 동질성 반응에서 HLA과

같은 고도의 다형성 유전자를 위한 중복 프로브 사이의 경쟁; 그리고 (iii) 그러한 다중 반응에서 특이성 생성물간의 

구별의 어려움 때문에 고도의 작업처리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현존하는 PCR-SSP 방법을 능가하는 장점을 제공한다

.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프로브는, 그들의 개별적인 5' 말단을 통하여, 부착된 프로브를 특이적으로 구별하는 화학적으

로 또는 물리적으로 구별 가능한 특성을 갖는 인코드된 마이크로입자 ('비드')에 부착된다. 프로브는 비드를 접촉하는 

용액에 함유된 표적 이해 서열을 포착한다. 특정 비드상에 나타난 프로브의 신장은 광학적으로 탐지 가능한 신호 또는

광학적으로 탐지 가능한 신호로 전환될 수 있는 화학적 신호를 생성한다. 다중 신장 반응에서, 각각의 관여하는 비드

의 광학적 신호는 특이적으로 그 비드에서 나타나는 프로브에 대응한다. 프로브 신장 단계의 다음, 예를 들면 플로우 

사이토메트리(flow cytometry)에 의한 입자 동정 그리고 탐지 방법에 의하여 프로브의 본질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비드는 신장 단계 전에 기질 상에 평면으로 정렬될 수 있다. 비드는 또한 신장 단계 후에 이미징(im

aging)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면 기질 상에 조립될 수 있다. 여기서 제공되는 공정 그리고 시스템은 다중 수동자(patie

nt) 샘플의 동시적인 유전자 분석 그리고 비드의 전체 어레이의 즉각적인 이미징(imaging)을 허용하는 고도 작업처리

분석 형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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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의 어레이는 무작위(random) 인코드된 어레이일 수 있으며, 여기서 어레이 내에서 비드의 화학적으로 또는 물리

적으로 구별 가능한 특성은 비드에 부착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프로브의 본질을 나타낸다. 어레이는 READ 형식에

따라 형성될 수 있다.

비드 어레이는 용도-특이적 기질을 형성하기 위하여 분리 배치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예, 웨이퍼 규

모에서의 칩). 인코드된 그리고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프로브에 부착된 비드는 (예, 약 10 8 비드/100μl 현탁액의 

규모에서) 기질과 조합되고 (예, 실리콘 칩) 기질의 지정된 영역 상에 조밀한 어레이를 형성하기 위하여 조립된다. 특

정 실시예에서, 비드 어레이는 3.2 ㎛직경의 4000비드를 보유하며 그리고 300 ㎛ by 300 ㎛의 규모를 갖는다. 다른 

크기의 비드로, 밀도는 변화될 것이다. 다중 비드 어레이는 또한 동일한 칩에서 유지되는 불연속적인 액체 분획 내에

서 동시에 형성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은 미국 출원 번호 제10.192,351, (2002년 7월 9일 출원)에 개시되며, 이것은 

여기에서 전체가 참조문헌으로 편입된다.

비드 어레이는 미국 특허 제6.251.691호 그리고 PCT 국제출원 제 PCT//US 00/25466호)에 개시된 바와 같이 총괄

적으로 'LEAPS'로 지칭되는 방법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으며, 두 문헌은 여기에서 참조문헌으로 편입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기질(예, 칩)은 LEAPS의 계면 패턴화 (interfacial patterning) 방법에 따른 평면 전극의 형태

로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질은 적용되는 AC 전기장의 존재 하에서 임피던스 기울기의 요구되는 배열을 생성하기 

위하여 산화물 또는 다른 유전체 물질로 패턴화될 수 있다. 패턴은 AC-장 유도 액체 흐름(AC field-induced fluid flo

w)의 요구되는 배열 그리고 대응되는 입자의 전달을 생성하기 위하여 설계될 수 있다. 기질은 반도체 가공 기술을 사

용하여 웨이퍼 규모에 패턴화될 수 있다. 또한, 기질은 유동성 도관(fluidic conduits) 그리고 구획의 필요한 짜임을 

기질에 부가하기 위하여 UV-패턴화 가능한, 광학적으로 투명한 중합체의 박막을 침착함에 의하여 구획될 수 있다. 

이들 도관 그리고 구획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불연속적 분획에서 액체를 제한한다. 그러므로 주어진 기질 상에 다중 

샘플을 수용한다.

비드 어레이은 전해질 용액과 같은 편광화 가능한(polarizable) 액체 매질을 함유하는 그리고 갭에 의하여 분리된 두 

전극으로 제 2 평면 전극에 실질적으로 평행한 제 1 평면 전극을 제공함으로써('샌드위치' 배열) LEAPS를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제 2 평면 전극의 안쪽 또는 표면은 계면 패턴화 (interfacial patterning) 방법으로 패턴화 될 수 있

다. 비드는 갭으로 도입된다. AC 전압이 갭에 도입되는 경우, 비드는 제 2 전극(예, '칩') 상에 무작위 인코드 어레이(r

andom encoded array)를 형성한다.

LEAPS의 다른 실시예에서, 비드의 어레이는 광-감수성 전극 (예, '칩')상에 형성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전술한 이

샌드위치 배열이 또한 평면 광감수성 전극 그리고 다른 평면 전극과 사용될 수 있다. 또 다시, 두 전극은 갭으로 분리

되며 그리고 전해질을 보유한다. 이 기능화 된(functionalized) 그리고 인코드된 비드는 갭에 도입된다. 빛과 조합하여

AC 전압을 적용함에 따라, 비드는 광-감수성 전극 상에 어레이를 형성한다.

본원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서, 비드는 화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구별 가능한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방사 강도, 흥분 상태의 주기(excited-state lifetime), 방사 파장, 여기(excitation) 파장에 의하여 스펙트럼으

로 구별 가능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광자 또는 발색단 염료를 함유하는 것들과 같은, 광학적으로 구별 가능한 꼬리

표의 세트로 비드를 염색함으로써 제공된다. 광학적으로 구별 가능한 꼬리표는 예를 들면, Fulwyler, US  4,717,655 

(Jan 5, 1988)에 개시된 바와 같이, 특화된 비율로 비드를 염색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염색은 또한 이 기술분야

에 공지된 방법에 따라 입자의 팽창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Molday, Dreyer, Rembaurn amp; Yen, J. Mol Biol 6

4, 75-88 (1975); L. Bangs, 'Uniform latex particles, Seragen Diagnostics, 1984). 예를 들면, 12 타입까지의 비

드가 팽창에 의하여 인코드 되었으며 그리고 2가지 색으로 벌크 염색되었다. 각각은 개별적으로 4 강도 수준이며, 4

가지의 명목상 몰 비율로 혼합되었다. 다른 방법으로서, 국제 출원 제 PCT/US 98/10719 (전체가 참조문헌으로 편임

됨)에서 개시된 컬러 인코딩 조합 방법(combinatorial color 인코딩)은 광학적으로 구별 가능한 꼬리표를 비드 어레

이에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화학적 인코딩 이외에, 비드는 또한 PCT/USO/20179에 개시된 공정에 의하여

자성이 될 수 있다.

염료로의 화학적 인코딩 이외에, 특정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프라이머를 갖는 비드는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공간적 인코딩'), 그러므로 비드의 위치는 비드의 본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간적 인코딩은, 예를 들면, LEAPS(

Light-controlled Electrokinetic Assembly of Particles near Surfaces)를 사용함에 의하여 배열 조립 과정에서 단

일 액체상 내에서 수행될 수 있다. LEAPS는 전기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리고/또는 기질 상에 발사되는 빛의 패턴에

따라 요구되는 배열에서 평면 비드 어레이를 조립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LEAPS는 어레이 조합을 중재하는 전기유체력(electrohydrodynamic forces)을 조절하기 위하여 실리콘 칩 그리고 

용액 사이의 계면에서 임피던스의 측면 기울기(lateral gradients)를 생성할 수 있다. 전기적 요구값은 적정 수준이다.

: 일반적으로 10V pp 미만의 낮은 전압 이 일반적으로 100㎛인두 평면 전극 사이의 액체 갭을 가로질러 적용된다. 이

조립 공정은 신속하며 광학적으로 프로그램 가능하다. : 수천개의 비드를 보유하는 어레이는 적용된 전기장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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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초 내에 형성된다. 다중 서브배열의 형성은 또한 분획화된 칩 표면상에 유지되는 다중 액체 상에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배열의 형성 다음에, 배열은 고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드 어레이는 무작위 인코드 어레이를 생성하기 위하여 DC 

전압을 적용함으로써 고정된다. 일반적으로 5-7 V (2-6㎛ 범위의 비드 그리고 갭 크기 100-150 ㎛를 위한)으로 설

정되며 'reverse bias' 배열로 <30 초 동안 적용되어 그러므로 n-도프된 실리콘 기질이 양 극(anode)을 형성하는, D

C 전압은 어레이 내의 인접 비드 사이의 접촉을 촉진하는 정도로 어레이가 압축되는 것을 야기한다. 그리고 동시에 

전극 표면에 직접 근접하는 고전기장의 영역을 향하여 비드가 움직이도록 야기한다. 일단 충분히 가깝게 근접하면, 

비드는 물리적 흡착을 중재하는 반데르발스 힘(van der Waals forces)에 의하여 고정된다. 이 흡착 공정은 비드 표면

에 비드 표면으로부터 연장되는 '사슬(tethers)'의 집단을 제공함으로써 촉진된다. ; 폴리라이신 그리고 스트렙타비딘

이 이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정 실시예에서, 입자 어레이는 화학적 수단, 예를 들면 복합 젤-입자 박막을 형성함으로써 고정될 것이다. 그러한 

젤-복합 입자 막막을 형성하는 한 예시적인 방법에서, 마이크로입자의 현탁액이 제공되며, 이것은 또한 본래 장소에

서의(in-situ) 젤 형성을 위한 개시인자(initiator), 모노머, 그리고 가교제(crosslinker)를 보유한다. 입자들은 LEAPS

을 사용함으로써 기질 상에 평면 집합으로 조립된다. 진동수 100 헤르쯔에서 수 킬로헤르쯔 범위의 1-20V pp 의 AC

전압이 액체 갭을 가로지르는 전극 사이에 적용된다. AC 전압의ㅣ 존재 하에서, 액체 상의 중합은 적외선 (IR) 램프를

사용하여 셀을 열적으로 ~40-45℃로 가열함에 의하여 또는 수은 램프 광원을 사용하는 반응의 광개시(photoinitiati

ng)에 의하여 어레이 집함 이후에 촉발된다. 결과물인 젤은 효과적으로 입자어레이를 포위한다. 젤은 20% 내지 5%의

다양한 모노며 농도의 비스아크릴아마이드 그리고 아크릴아마이드의 혼합물로 구성될 수 있다. (아크릴아마이드 : 비

스아크릴아마이드 = 37.5 : 1 몰비), 그러나 다른 낮은 점도의 수용성 모노머 또는 모노머 혼합물 또한 사용될 수 있

다.

이 공정에 의하여 제조된 화학적으로 고정된 기능화된(functionalized) 마이크로 입자 어레이는 다양한 생물 분석법, 

예를 들면 리간드 수용체 결합 분석법(ligand receptor binding assays)에 사용될 수 있다.

일 예에서, 열적 하이드로겔(thermal hydrogels)은 중합 혼합물의 전체 이온 강도는 0.1 mM 내지1.0 mM 범위에 있

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낮은 농도에서 열적 개시인자로서 아조디이소부틸아미딘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azodiisobuty

ramidine dihydrochloride)를 사용하여 형성된다. UV 중합에 사용되는 개시인자는 Irgacure 2959 � (2-Hydroxy-

4'-hydroxyethoxy methylpropiophenone, Ciba Geigy, Tarrytown, NY)이다. 개시인자는 중량으로 1.5%가 되도록

모노머에 가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입자 어레이는 기계적인 수단에 의하여 고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웰(microwells)의 어레

이는 실리콘 기질의 낮은 임피던스 영역에서 표준 반도체 가공 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다. 입자 어레이를 그러한 

구조를 사용하여 형성될 수 있다. 특정 실시예에서 LEAPS 중재 유체력(hydrodynamic) 그리고 판드로 모티브힘(pon

deromotive forces)은 구멍 어레이(hole array)에서 입자를 운반하고 축적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그 다음 AC 장은 

끄고 입자는 마이크로웰에 갇히며 따라서 기계적으로 제한된다. 여분의 비드는 기질 표면 상에 공간적으로 정렬된 무

작위의 비드 어레이을 뒤로하고 제거된다.

기질 (예, 칩)은 유체성 상호연결을 통하여 샘플 및 시약이 안 밖으로 운반되도록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둘러싸인 

분획에 배치될 수 있다. 반응은 또한 미세 적정 플레이트과 같은 개방 분획 형식에서 수행될 수 있다. 시약은 로봇 액

체 취급 장치에 의하여 칩의 생부에 분급될 수 있으며, 다중 샘플은 동시에 가공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은 존재하는 

마이크로 적정 플레이트 형식을 위한 액체 취급 및 표준 샘플 가공을 수용하며 샘플 가공과 어레이 탐지를 통합한다.

본 발명의 특정 실시예에서, 인코드된 비드는 기질 표면상에 조립되나, 어레이 상태로는 아니다. 예를 들면, 비드 현탁

액을 기질의 다중 영역에 스포팅(spotting) 하고 비드가 중력 하에서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비드의 집단은 기질 상에 

형성된다. LEAPS에 의하여 형성된 비드 어레이와 반대로, 이들 집단은 일반적으로 비드의 클럼핑(clumping) 또는 

스태킹(stacking)과 관련된 저 밀도 또는 비-평면 배열의 무질서한 배열을 취한다. 그러나, 기질상의 불연속적 위치의

다수에 화학적으로 인코드된 비드의 혼합물을 스포팅함으로써 도달된 공간적 그리고 컬러 인코딩의 조합은 여전히 

다중성을 허용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어레이의 디코드된 이미지(decoded image)로의 분석 후에 어레이의 이미지의 비교는 프로브의 신

장은 물론, 화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구별 가능한 성질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이 비교는 예를 들면, 광학적 현미

경과 이미지 탐색기(imaging detector) 그리고 컴퓨터화된 이미지 캡춰 그리고 분석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 어레이의 분석 이미지는 프로브의 신장을 나타내는 광학적 신호를 탐색하기 위하여 취한다. 디코드된 이미지는 비드

표면상에 나타나 는 프로브를 특이적으로 동정하는 화학적으로 그리고/또는 물리적으로 구별 가능한 특성을 결정하

기 위하여 취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어레이 내의 각각의 입자 상의 프로브의 본질은 구별 가능한 특성에 의하여 동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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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분석 알고리즘이 디코딩 그리고 이미지 분석으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분석에 사용된다. 이들 알고리즘은 어레

이 내의 각 비드의 정량적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분석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주형으로서 어레이의

명시야상(bright-field image)을 사용하여 비드 중심을 배치하고, 비드를 타입에 따라 그룹화 하고, 개별적인 비드에 

대한 정량적 강도를 할당하고, 혈청 샘플의 불규칙한 형태의 '기질'물질에 의하여 제조된 것과 같은 '흠결'을 제거하며,

배경 강도의 통계를 분석하며 그리고 대응되는 변이에 따라 모든 비드 타입의 배경-보정된 평균 강도를 산출한다. 이

러한 알고리즘의 예시는 PCT/US01/20179에서 설정되어 있다.

프로브 신장은 예를 들면 신장된 프로브를 나타내는 비드로부터 기원하는 광학적 신호의 변화에 의하여, 또는 광학적

신호로 전환될 수 있는 화학적 신호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한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표지

방법은 이 기술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 직접적 표지는 신장으로부터 초래되는 광학적 기호의 변화를 지시한다. ; 간접

적 표지는 탐지 가능한 광학적 신호를 생성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가적 단계를 요구하는 신장에 의하여 유도되

는 변화를 지시한다. 특정 실시예에서, 형광자 또는 발색단 염료는 프로브 신장의 성분으로서 뉴클레오타이드의 하나

에 부착된다. 그러므로 프로브 신장은 예를 들면 형광 강도의 변화에 의하여 또는 신장 생성물을 나타내는 비드의 광

학적 신호의 다른 변화를 제공 함에 의하여 비드의 광학적 신호를 변화시킨다.

실시예

본원 발명은 이하에서 실시예로부터 더 잘 이해될 것이다. 이들 실시예는 상세한 설명을 위한 것이며 발명을 제한하

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실시예 1 - 다중 SSP 분석 을 위한 엇갈려 배열된 프로브 설계

각각의 다형성에 대한 프로브는 고형상 담체에 고정되어 다중 공동 어닐링 그리고 연장 반응이 최소한의 상호 간섭으

로 진행할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한다. 특히, 이 방법은 도 1에 도시된바와 같은 중복하는 프로브를 수용하는 설계를 제

공한다. 이 실시예에서, 우리는 3 대립 유전자를 고려하였다. : 대립 유전자 A, 대립 유전자 B 그리고 대립 유전자 C. 

프로브 1 그리고 2 는 그들의 개별적인 3'말단과 정렬하는 SNPs를 탐지하며, 프로브 3 그리고 4는 그들의 개별적인 

3'말단과 정렬하는 두-뉴클레오타이드 다형성을 탐지한다. 프로브 1 그리고 2 에 의하여 표적되는 다형성 부위는 프

로브 3 그리고 4에 의하여 표적되는 것들의 5 뉴클레오타이드 상류에 위치한다. 이 설계는 지정 다형성 부위에서 완

벽한 매치가 있는 경우, 각각의 프로브가 그것의 대응되는 표적에 결합되도록 하며 신장이 진행되도록 한다. 따라서, 

프로브 1 그리고 3은 대립 유전자 A와 매치하고, 프로브 2 그리고 가능하게는 프로브 3은 대립 유전자 B와 매치하며,

그리고 프로브 1 그리고 4 는 대립 유전자 C 와 매치한다.

실시예2: HLA 유형분석을 위한 프로브의 설계

DRB 유전자의 염기 106 내지 염기 125의 범위로부터 다형성 영역의 분석을 위한 프로브를 설계하기 위하여, 20염기

길이의 단편의 22개의 다른 타입의 서열이 DRB 데이터베이스에 배치되었다. 이들은 아래 표에 나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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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컬럼은 세 번째 컬럼에 나열된 서열을 공유하는 대립유전자의 수를 보유한다. 두 번째 컬럼은 대립 유전자의 

이름을 보유한다. 우리는 TEI 영역으로서 20-염기 단편의 마지막 세 염기를 선택하였다. 다음의 그룹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영역에 따라 서열의 세트를 분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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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그룹의 서열에 대하여, 그룹의 첫 번째 서열 그리고 나머지 사이의 변이가 아래의 경우에서 나타나 있다. 우리

의 프로브 설계 규칙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3 프로브 서열이 사용된다. 첫 번째 그룹 내의 첫 번째 서열은 프로브 

el으 로서 선택된다. ; 첫 번째 그룹의 6번째 서열은 프로브 e2로서 선택된다. ; 그리고 7번 서열의 첫 번째 그룹은 프

로브 e3로서 선택된다.

표적 그리고 프로브의 TEI 영역의 완벽한 상보성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 그룹 2 내지 그룹 1O의 서열은 el 그리고 e

2에 대한 신장 생성물을 생성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7번 그룹이 아닌 그룹의 서열은 e3에 대하여 신장 생성물을

생성하지 않는다. 각각의 그룹은 신장 반응 패턴과 관련하여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다.

동일한 그룹의 서열에 대하여, 두 타입의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el 그리고 e2는 어닐링 영역 내의 6위치의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르다. 따라서, el 그리고 e2와 매치되는 표적은 다른 서열에 대하여 신장 생성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이며, el 그리고 e2 는 또한 독특한 프로브이다. 유사하게, 그룹 1의 2번째 내지 7번째 서열에 대한 표적은 프로브 

1에 대하여 신장 생성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이다.

el과 매치되는 표적을 제외하고,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은 5 서열은 e2와 오직 하나 또는 두 뉴클레오타이드만 

다르다.

이들 서열은 교차 반응성(cross-reactive)이다. 개별적인 위치 M-7 그리고 M-14에서 한 염기로 e2와 다른, 서열 b 

그리고 e에 대한 표적이 프로브 e2에 어닐되는 경우, 어닐링 영역의 비-지정 다형성(s)은 관용될 것이며 그리고 신장

반응은 완벽하게 매치된 서열과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도로 진행할 것이다.

e2와 두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른, 서열 a, c, 그리고 d에 대한 표적이 프로브 e2에 어닐링되는 경우, 신장 반응은 비-

지정 다형성(s)에 의 부분적 관용성만을 나타낼 것이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법은 a, c, 그리고 d에 

대한 분리된 프로브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정확한 서열을 동정하기 위하여 신호의 강도를 분석함에 의하여

신장 생성물의 수득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대체적인 방법의 하나는 어닐링 그리고 TEI 영역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리적 링커 (예, a tether)를 e2 프로브에 첨가함으로써 어닐링 영역 모두에서 비-지정 다형성을

교량(bridge)하는 것이다.

7번째 그룹의 서열에 대하여, 다른 두 서열은 e3 프로브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관용될 것이다. 이들 세 서열은 풀링(po

oled)될 것이다. e2 프로브는 28 대립 유전자 대신 30 대립 유전자에 대한 신장 생성물을 산출할 것이다.

실시예3: 대립 유전자 결합 패턴을 변형하기 위하여 미스매치 관용성(Tolerance)을 사용

프로브 DR-13e, GGACATCCTGGAAGACGA,가 DRB 유전자의 염기 281-299의 표적에 사용되었다. 대립 유전자

DRB1*0103을 포함하는, 34 대립 유전자s, 는 이 서열에 완벽하게 매치된다. 따라서, 결합 패턴에서, l3e는 이들 34 

대립 유전자에 대하여 양성이다. (즉, 13e는 이들 34 대립 유전자와 신장 생성물을 산출할 것이다.). 몇 개의 부가적 

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TEI 영역을 나타내나, 그들의 개별적인 어닐링 영역에서 비-지정 다형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

면, DRB1 * 0415과 같은 5 대립 유전자는 위치 4에 A 대신에 T를 보유한다. 그리고 DRB1 * 1136과 같은 4 대립유

전자는 그 위치에 C를 보유한다. 어닐링 영역 내의 미스매치 관용성에 의하여 , 이들 9 대립 유전자에 상보적인 표적 

서열은 완벽하게 매치된 서열의 그것과 유사한 신장 반응 패턴을 생성할 것이다. 이 결과는 도 2에 도시된다. TO-3 

그리고 TO-4는 각각대립 유전자 *0415 그리고 *1136 에 완전하게 상보적인 서열이다.

실시예4: 비-지정 다형성을 교량(Bridge)하기 위한 프로브 내의 링커 구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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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앵커(anchor) 서열은 특이적인 그리고 강한 어닐링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존된(conserved)

서열 영역으로부터 유도된다. 이것은 다형성 탐지를 위하여 설계되지 않는다. 그 목적을 위하여, 다형성 탐지를 위한 

보다 짧은 서열이 중성의 화학적 링커 방법에 의하여 앵커링 서열에 부착된다. 다형성 탐지를 위하여 설계된 서열의 

보다 짧은 길이는 지정 부위의 즉각적 근처에 있는 비-지정 다형성에 대한 잠재적인 간섭을 제한할 것이며 따라서 그

러한 간섭 다형성을 수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가능한 서열 조합의 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 접근법은 특정 상황에서

고도의 조밀한 다형성 부위를 피한다. 예를 들면, 부가적 다형 성(s)을 고려한 프로브를 사용하여 실시예 3에 나열된 

서열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링커의 도식적 디자인과 서열이 이하에 나열된다. :

실시예5: 페이싱(PHASING)

본원 발명은 또한 둘 또는 그이상의 대립 유전자 조합이 동일한 반응 패턴을 생성할 수 있는 경우, 그것이 야기하는 

모호성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하다. 도 4 및 5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다중 반응에 존재하는 경우 프로브 1 그

리고 프로브 3과 매치하는- 그리고 그러므로 신장 생성물을 생성하는 - 대립 유전자 그리고 프로브 2 그리고 프로브 

4와 매치하는 대립 유전자 B는, 프로브 1 그리고 2과 매치하는 대립 유전자 C 그리고 프로브 3 그리고 프로브 4와 매

치하는 대립 유전자 D의 조합에서 그러하듯이, 동일한 총 반응 패턴을 생성한다. 이러한 모호성은, 프로브 3과 동일한

다형성 부위를 표적하기 위해 설계된 표지된 탐지 프로브를 사용하는 혼성화에 의하여 프로브 1의 신장 생성물을 분

석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 제공된 탐지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제거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만일 분석 결과가 양성인 

경우, 프로브 1 그리고 프로브 3이 동일한 대립 유전자와 연관되므로 오직 하나의 대립 유전자 조합, 즉 조합 1,이 가

능하다. 탐지 프로브는 본 발명에서 개시된 방법 또는 이 기술분야에 방법을 사용함에 의하여 표지(labeld)될 수 있다.

만일 이 동정 탐지 단계가 다중 신장 반응 탐지와 함께 수행되는 경우, 도 5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신장 탐지 그리고 프

로브 혼성화 탐지를 위하여 다른 표지가 사용된다.

이 방법에서, 모호성은 혼성화와 결합된 신장을 사용하는 동일한'상(phase)'에 둘 또는 그이상의 다형성을 지정함으

로써 해결된다. 페이싱(Phasing)은 이 기술분야에서 설계된 다른 유전자 연구에서의 일배체(haplotype) 분석을 위하

여 중요한 관심사로서 빠르게 알려지고 있다. 보다 많은 프로부가 표적과 순차적으로 반응함에 의하여 포함될 수 있

다. 또는 이들은 탐지를 위하여 다른 표지와 함께 동일한 반응에 배치될 수 있다. 조합하는 프로브으 신장 및 혼성화 

반응의 능력은 ELA-B 엑손 3으로부터 샘플 서열을 사용하여 실험에서 증명된다. 이 결과는 도 6에 도시된다. A 프로

브 SB3P은 반응에서 신장되었으며 그리고 신장된 생성물은 표지된 DNA 프로브를 사용하여 탐지되었다. 도 6A 그리

고 6B에 도시된 두 샘플, SB 127r 및 SB3P, 그리고 SB285r 및 SB3P는 각각 동일한 상(phase)에 있다.

실시예6 - 무작위 인코드 프로브 어레이(Random Encoded Probe Array)을 사용한 모델 HLA 유형분석 반응

다형성의 식별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델 반응이 표적으로서 합성된 단일 가닥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3.2 ㎛ 직경의 

컬러 인코드된, 토실-기능화된 비드가 고형상 담체로서 사용되었다. 32 구별 가능한 컬러 코드의 세트가 기술분야에 

공지되 표준 방법을 사용하여(Bangs. L. B., 'Uniform Latex Particles'. Seragen Diagnostics Inc., p.40) 그리고 청

색 염료 (흡수/방출 419/466 nm) 그리고 녹색 염료(흡수/방출 504/511)의 다른 조합을 사용하여 입자를 염색함으로

써 생성되었 다. 염색된 비드는 바이오티닐레이티드 프로브(biotinylated probe)의 고정을 중재하기 위하여 뉴트라비

딘(Neutravidin) (Pierce, Rockford, IL), 바이오틴 결합 단백질, 과 기능화되었다. 전형적인 소-규모 커플링 반응에

서, 1%의 비드를 보유하는 200 ㎕의 현탁액이 500 ㎕의 100mM 인산 완충액/pH 7.4 (완충액 A)로 3회 세척되고 50

0 ㎕의 그 완충액으로 재현탁 되었다. 20 ㎕의 5mg/ml 뉴트라빈을 비드 현탁액에 가한 다음, 반응은 밀봉되고 그리고

37℃에서 하룻밤 두었다. 커플된 비드는 그 후 500 ㎕의 PBS/pH 7.4 및 10mg/ml BSA (완충액 B)로 한번 세척되었

고, 500 ㎕의 그 완충액에 재현탁하고 비드 표면의 반응하기 않은 부위를 차단(block)하기 위하여 37℃에서 1시간동

안 반응시켰다. 차단(blocking)후, 비드는 완충액 B로 3번 세척되었고 그 완충액 200 ㎕에 저장되었다.

모델 반응 시스템에서, 두 쌍의 프로브가 그들의 개별적인 3'말단에 SNPs를 보유하도록 합성되었다. 개별적인 서열

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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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는 5' 말단에서 바이오티닐레이트되었다. ; 15-카본 트리에틸렌 글리콜 링커가 바이오틴 그리고 올리고뉴클레

오타이드 사이에 다음 반응에서 표면 고정의 붕괴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삽입되었다. 각각의 프로브에 대하여, 인

코드된 비드에의 커플링은 50 ㎕ 의 비드 현탁액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비드는 500 ㎕ 의 20 mM 트리스/ pH 7.4, 

0.5M NaCl (완충액 C)로 한번 세척되었으며 그리고 300 ㎕의 그 완충액에 재현탁되었다. 2.5 ㎕의 a 100 μM 프로

브 용액을 비드 현탁액에 가하였으며 그리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비드는 그 후 20 mM 트리스/pH7.4, 150 

mM NaCl, 0.01% 트리톤으로 3회 세척하였으며 2OmM 트리스/pH 7.4, 150 mM NaCl에 저장하였다. 33 염기 길이

의 아래의 합성 표적이 제공되었다.

표적은 칩 상의 네 프로브 (SSP13, SSP24, SSP16, SSP36)와 반응하도록 하였다. 0.2 M NaCl, 0.1 % 트리톤 X-10

0, 10 mM 트리스/pH 8.0, 0.1 mM EDTA 의 어닐링 완충액 내의 10 ㎕ 의 100 nM 표적용액의 분취량이 칩에 적용

되었으며 30℃에서 15분간 반응되었다. 이 칩은 그 후 동일한 완충액으로 한번 세척하고 그리고 제조자가 제공하는 

관련 완충액내의 100nM의 TANIRA-ddCTP (흡수/방출 550.580) (PerkinElmer Bioscience, Boston, MA), 10 μ

M dATP-dGTP-dTTP, ThermoSequenase (Amersham, Piscataway, NJ)를 포함하는 연장 반응 혼합물과 커버되

었다. 이 반응은 60℃에서 5분간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칩은 그 후 H 2 0로 세척되었다. 칩의 디코딩 및 분석 이미지

는 청색, 녹색 디코딩 이미지 그리고 분석 이미지, 각각을 위하여 HQ 내로우 밴드 GFP 그리고 HQ Cy3 필터, 하이드

록시 쿠마린을 보유하는 자동 필터 교환기와 함께하는 니콘 형광 E800 현미경을 사용하여 얻었다. Apogee CCD KX

85 (Apogee Instruments, Auburn, CA)가 이미지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각각 의 반응에서, 완벽하게 매치하는 

표적만이 연장되어, 여기서 시험된 SNPs의 경우, 13-배(fold) 내지 30-배(fold)의 범위 내에서 매칭 그리고 비-매칭 

표적 사이의 식별을 생성하였다. ; 이것은 도 7에서 TA13에 대하여 도시된다.

실시예7 - 수동자(patient) 샘플의 HLA-DR 유형분석

수동자(patient)로부터 추출된 DNA 샘플은 표준 PCR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다음의 프라이머는 일반적

인 DR 증폭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PCR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았다. : 95℃ 7분의 한 사이클, 95 ℃ 30 초의 35 사이클, 60℃ 30 초 그리고 72℃ 1 분 그

리고 72 ℃ 7분의 한 사이클.

287 염기 길이 그리고 DR 좌위를 커버하는 PCR 생성물은 100℃에서 5분 동안 변성되고, 얼음에서 냉각되고 실시예

6의 모델 반응에서와 같이 어닐링 완충액과 혼합되었다. lO㎕의 분취량이 각각의 칩에 적용되었고 그리고 40℃에서 

15분 동안 반응되었다. 신장 반응 그리고 다음의 이미지 획득은 전술한 실시예 6과 같이 진행되었다.

수동자(patient) 샘플로부터 생성된 PCR 생성물을 사용하는 서열-특이적 프로브의 다중연장은 프로브의 설계에 따

른 결과를 생성하였다.

병렬적으로 테스트된 네 프로브(SSP13, SSP16, SSP24, SSP36) 중에서, SSP13는 신장되었으며, 관련되지 않은 SS

P16 그리고 SSP36 프로브에서와 같이 SNP 프로브 SSP24은 오직 배경 결합만을 나타내었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SSP의 다중 신장은 매치 그리고 비-매치하는 서열-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프로브의 혼성화에 기초한 

분석을 위하여 대략 두-배로부터 적어도 20배 까지 매치 그리고 비매치 SNPs 사이의 구별을 현저하게 증진시켰다.

실시예8: 그룹-특이적 증폭

그룹-특이적 증폭 (GSA)을 위한 프라이머는 SSOs과의 다중 혼성화가 헤테로의 대립 유전자 조합의 불명료한 지정

을 산출하는 경우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런 경우, GSA 프라이머가 특이적 대립 유전자의 선택된 세트를 증폭하

기 위하여 선택되어 모호성을 감소시킨다. 분석을 지연시키는 노력이 많이 드는 부가적 분석 단계임. 본원 발명의 방

법을 사용하여, 바람직하게는 무작위 인코드 비드 어레이 상의 프로브를 나타내는 실시예에서, GSA 프라이머는 다중

반응에 프로브로서 편입될 수 있으며, 이로써 전체 분석의 두 번째 단계를 제거한다.

실시예9: 세포계(Cell-lines)를 사용하는 HLA- DR, -A 그리고 -B 좌위(Loci)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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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DR, HLA-A 그리고 BLA-B의 신장-중재 다중 분석을 위한 프로브가 설계되었으며 표준 세포계를 사용하여 

테스트 되었다. 프로브는 이미 논문(Bunce, M. et al, Tissue Antigens. 46: 355-367 (1995), Krausa, P and Brow

ning, M.J., Tissue Antigens. 47: 237-244 (1996), Bunce, M. et al, Tissue Antigens. 45:81-90 (1995))에서 보

고된 SSP 프로부로부터 유도되었다.

DR에 사용된 프로브는 :

이 프로브의 일부는 그들의 개별적 3'말단에 SNP 부위를 갖는다. 예를 들면, : SR3 그리고 SR33 (각각, G 그리고 A);

SR11, SR67 그리고 SR71 (각각 T,C, 그리고 A). 또한, 프로브 SR3 그리고 33는 3'말단에서 SR11, 67 그리고 71 그

룹 프로브에 대하여 한 염기로 엇갈려 배열된다.

반응 조건은 실시예 7에 설명된 것과 같으며, 다만, 어닐링 온도는 40 ℃대신 55 ℃, 그리고 연장 온도는 60 ℃ 대신 

70℃ 였다. 이중 가닥 DNA가 실시예 7에서와 같이 사용되었다. 단일-가닥 DNA는 현재 조건에서 더 나은 결과를 생

성하였다. 단일-가닥 DNA는 오직 하나의 프로브로 동일한 PCR 프로그램에서 초기의 PCR 생성물을 재-증폭함으로

써 생성되었다. 두 세포계에 대한 결과, W51 그리고 SPOO10,가 도 9 그리고 도 10에 도시된다. 음성 대조인, NEG은

선택된 비드의 타입과 커플되었다.

다른 프로브 마이너스 NEG에 대한 신호 강도는 프로브에 대한 진정한 신호로 고려되었으며 이 값은 도에서 도시되었

다. Y 축 유닛은 실험에서 사용된 카메라로 부터의 신호유닛 이었다. 음성 그리고 양성 프로브 사이의 구분은 각각의 

샘플에서 명백하였다. 특히, SSO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상황과는 반대로, 각각의 프로브에 대한 믿을 만한 

역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샘플에 대한 비교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

HLA-A에 대하여 사용한 프로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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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 및 12에 도시된, A 좌위 엑손 3에 대한 결과는 또한 명료하였다. 도 12는 또한 비-지정 다형성에 대한 미스매

치 관용성의 예를 나타낸다. 즉, 위치M-18에서 A 대신 C를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O2Ol는 프로브 SAAP에 완벽하게 

매치되지 않으며, 신장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 이것은 중합효소가 프로브의 3' 말단에서 지정 다형성

에 대한 완벽한 매치를 탐지하고 그리고 t위치 M-18에서 미스매치를 관용하였기 때문이다.

HLA-B에 사용된 프로브는:

HLA-B 엑손 유형분성을 위하여 이들 프로브를 사용하는 실험은 참조 세포계(reference cell lines)를 사용하여 수행

되었다. HLA-A로, 명료한 결과가 얻어졌다. (여기에 나타내지 않음)

실시예 10 : CF 돌연변이분석 - 프로브 신장을 위한 프로브 그리고 어레이 설계

이 실시예는 컬러-인코드 입자에 나타나는 프로브의 평면 어레이의 적용 그리고 설계를 설명한다. 이들 프로브는 여

러 -가장 빈번하게는 그들의 개별적인 3'말단에서 또는 그 근처의 두 선택된 염기 조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설계되며 

그리고 CFTR 표적 유전자 내의 이해 지정 영역과 정렬하도록 설계된다.

유전자 은행(www.ncbi.nhn.nih.gov)으로 부터의 CFTR 유전자 서열이 ACMG-CF 돌연변이 패널에서 25 CFTR 돌

연변이의 다중분석을 위한 sixteen-mer 프로브의 설계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프로브 서열은 프로브 3.0 (jp://www.

genome.wi.mit.edu)을 사용하여 설계되었으며 그리고 개별적인 엑손 서열 (http://searchlauncher.bcm.tinc.edu/se

qsearch/alignment.html)과 정렬되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30-50% G+C rich염기 조성을 갖는 15 내지 21 

뉴클레오타이드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5'바이오틴 TEG (Synthegen TX)를 함유하도록 합성되었다. ; 작은 결

실을 취급하기 위하여, TEI 영역의 다양한 서열이 프로브의 3'말단의 3-5위치 내에 배치되었다. 프로브의 조성은 아

래의 표에 나열되어 있다.

순수한 청색 또는 청-록색으로 염색된 17 비드의 조합이 CF 돌연변이 분석과 함께 사용되었다. 48 염기 길이의 인간

β액틴 유전자 (Accession #X00351)이 합성되고 내부의 양성 대조로서 각 반응에서 사용되었다. 16 염기 길이의 상

보적 프로브는 각각의 어레이에 포함되었다. 유전자 은행(www-ncbi.nh-n.nih.gov)으로부터 CFTR 유전자 서열이 

ACMG-CF돌연변이 패널의 25 CFTR 돌연변이의 분석을 위한 프로브의 설계에 사용되었다. 이 프로브 서열은 프로

브 0.3(http://www.genorne.wi.mit.edu)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각각의 프로브 서열은 개별적인 엑손 서열 (http://se

archlauncher.bcm.tmc.edu/qg@Lsearch/aglinment.htm)과 정렬되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5'바이오틴 TEG

(Synthegen TX)으로 합성되었으며 0.5 M NaCl의 존재 하에 비드 표변에 연결(coupled)되었다. 비드는 LEAPS에 

의하여 칩의 표면상에 고정되었다.

엑손(EXON) 돌연변이 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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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브는 0.5 M NaCl의 존재 하에서 다르게 인코드된 비드에 부착되었으며,

순수한 청색 또는 청록색으로 염색된 비드는 LEAPS을 사용하여 칩의 표면 상에 고정되었다. 합성된 48염기 인간 β 

액틴 유전자(Accession#X00351)은 각 반응에 내부 양성 대조로 포함되었다.

어레이 설계 -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25 CF 돌연변이는 각각의 그룹의 멤버 사이의 서열 상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4개의 다른 그룹으로 분리되었다. 즉, 돌연변이는 그러한 그룹 내의 프로브 서열 사이의 중복을 최소화 하고 이로

써 다중 분석의 조건 하에서 교차-혼성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리된 그룹들로 분류되었다.

컬러-인코드 비드에 나타나는 각각의 그룹은 분리된 어레이로 조합되었다. (이 4-칩 어레이 설계의 결과는 다음의 실

시예에서 설명된다.) 대체적인 로봇 어레이 설계 또한 여기에서 개시된다.

실시예11: READ 을 사용한 프로브 신장에 의한 다중 CF 돌연변이 분석

여러 수동자(patient)로부터 추출된 게놈 DNA는 L. McCurdy,Ihesis,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2000에 개

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다중 PCR (mPCR) 반응에서 대응되는 프로브로 증폭되었다. 이 문헌은 참조문헌으로서 편입

된다. 이 mPCR 반응은 5' 말단에서 광범위(universal) 서열과 태그된 키메릭(chimeric) 프라이머를 사용한다. 안티

센스 프라이머는 5'말단에서 포스포화된다. (Synthegen, TX). 24 증폭 사이클이 Perkin Elmer 9600 thermal cycle

r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각각의 사이클은, 48초 램프로 94℃에서 10초 변성단계, 36초 램프로 60 ℃에서 10초 어

닐링 단계 그리고 72 ℃에서 38초 램프로 40초 연장 단계를 포함하며, 각각의 반응 (50 ㎕)은 containing 500 ng 게

놈 DNA, 1X PCR 완충액 (10 mM 트리스 HCL, 50 mM KCL, 0.1% 트리톤 X-100), 1.5 mM MgC1 2 , 200 μM 각

각의 PCR 그레이드 dNTPs 그리고 5 유닛 Taq DNA 중합효소를 포함한다. 최적의 프로브 농도는 각각의 프로브 쌍

에 대하여 결정되었다. 증폭 후, 생성물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키트(Qiagen)를 사용하여 모든 시약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제되었다. DNA 농도는 스펙트로포토메터 분석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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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생성물은 안티센스 5'-포스포화 프라이머로 증폭되었다.단일가닥 DNA 주형을 제조하기 위하여, PCR 반응 생

성물은 2.5 유닛의 엑소뉴클레아제와 1X 완충액, 37℃에서 20분간 인큐베이트 되었다. 그 후, 75℃에서 10분간 가열

하여 효소를 불활성화 하였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효소는 5'포스포화 말단으로부터 이중 DNA의 하나의 가닥을 분

해한다. 그리고 5'-포스포모노뉴클레오타이드를 방출한다. (J. W. Little, et al., 1967). 단일가닥 표적은 또한 이 기

술분야에 공지된 다른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단일 또는 풀링된 PCR 생성물 (각각 20 ng)은 1O mM 트리스-HCL (pH 7.4) 1mM EDTA, 0.2 M NaCl, 0.1 %트리

톤 X- 100를 함유하는 어닐링 혼합물에 첨가되었다. 이 어닐링 혼합물은 비드-디스플레이된 CF 프로브 (실시예 10

의)의 인코드된 어레이와 접촉하여 배치되었다. 그리고 37-55℃에서 20분간 인큐베이트 하였다. 연장 혼합물 - 3U

의 Thermo Sequenase (Amersham Phannacia BiotechNJ), 1X 효소 완충액과 형광-표지된 또는 TAMRA-표지된 

데옥시뉴클레오타이드 (dNTP) 유사체 (NEN Life Sciences) 그리고 1 μmole의 각각의 타입의 표지되지 않은 dNT

P를 함유하는 - 이 그 후 첨가되었다. 그리고 신장 반응은 60℃에서 3분간 진행되었다. 'C. 비드 어레이는 탈이온, 멸

균수(dsH 2 O)로 5-15분간 세척되었다. 어레이 내의 각각의 비드로 부터의 형광 신호를 함유하는 이미지가 CCD 카

메라가 장착된 형광 현미경을 사용하여 기록되었다. 이미지는 신장된 프로브 각각의 본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석되

었다. 이 결과는 도 15에 도시된다.

실시예 12 : 커버링 프로브의 용도

CFTR 유전자의 엑손 10내에 몇가지 SNP가 확인되었다. 엑손 10에 있는 다형성은이 실시예 끝에 언급하였다. 다음

의 9개 SNP는 CFTR 유전자에서 가장 흔한 돌연변이인 A508 △서열에서 확인되었다(http:Hsnp.cshl.org).

모든 가능한 SNP가 합성되고, 컬러-인코드된 비드에 결합할 수 있도록 프로브를 만들었다. 표적 증폭을 위한 프라이

머(실시예 11에서 설명)도 모든 가능한 SNP를 고려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다. 분석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는 돌연

변이 확인과 SNP 확인하는 두부분으로 나눈다.

엑손 10 다형성

실시예 13: CF 돌연변이 분석- 모델 시스템을 이용한 온-비드(On-Bead) 프로브 연장

도 13에서는 CF 유전자 돌연변이 R1 17H을 감지하는 전체 과정을 나타낸다. 표적은 실시예 11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PCR을 이용하여 증폭시켰다. 3'단부에 있는 가변성 17개 염기 프로브 두 개를 컬러 인코드된 비드상에 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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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다. 표적 핵산을 TANIPA-라벨된 dCTP, 라벨안된 dNTPs, 열안정한 DNA 폴리메라제와 함께 추가하였다. 3'말단

에 가변성 상보적인 17-mer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는 시판되는 Synthegen TX를 이용하여 합성함으로써, 5' 

바이오틴이 12-C 스페이스(Biotin-TEG)에 부착된 것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역상 HPLC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프

로브는 컬러 인코드된 비드상에 고정시켰다. 프로부를 컬러-인코드된 비드에 부착시켰다. 합성 48-mer 올리고뉴클

레오티드를 제공하여, 엑손 4((R1 17H)에서 낭포성 섬 유증 유전자 돌연변이에 상응하는 지정된 가변성 부위에 A, T,

C, G가 포함되도록 한다.

1μM 합성 표적을 10mM Tris-HCl(pH 7.4), 1mM EDTA, 0.2 M NaCl, 0.1% 트리톤 X를 포함하는 어닐링(anneali

ng)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어닐링 혼합물이 인코드 비드와 접촉할 수 있도록 두고, 37℃에서 20분간 배양시켰다. 3U 

Thermo 서열(Amersham Pharmacia Biotech NJ), 1X 효소 완충액, TAMRA-라벨된 데옥시뉴클레오티드(dNTP) 

유사체(NEN Life Sciences), 1μM 각 라벨된안된 dNTP를 포함하는 신장(elongation) 혼합물을 첨가하여, 60℃에

서 3분간 신장 반응을 시켰다. 비드 어레이(array)를 5-15분간 dsH 2 0으로 세척한 후에, CCD 카메라가 내장된 형

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어레이내에 각 비드로부터 형광 시그날을 포함하는 상(image)을 기록하였다. CCD 카메라가 

잡은 이미지로 시그날을 분석하여, 비드 컬러로부터 해독할 수 있는 두 개 프로브간에 시그날 강도를 비교하였다. 정

상(야생형) 프로브가 정확하게 추가된 표적과 메치(match)되고 신장 생성물을 만드는 반면에, 돌연변이 프로브에서

는 신장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 결과를 도 16a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14: CF 돌연변이 분석-비드-태그된 프라이머를 이용한 PCR과 통합 감지

이 실시예에서는 상 분석을 위해, 현탁액내에 비드 표면상에서 프로브 신장, 칩(chip)의 표면상에 비드 어셈블리와, 

고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CFTR 유전자 돌연 변이 R1 17H에 상응하는 가변 3' 단부를 가지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디자인하여(도 14), 12 C 스페이스(Synthegen, Texas)를 가지는 5'바이오틴-TEG를 포함하도록 합성하였다. 다음

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푸른색 착색된 비드에 프로브를 고정시켰다: 2μM 프로브를 1X TE(100mM Tris-HCI, 10

mM EDTA), 500mM NaCl의 비드 용액에 첨가하고, 실온에서 45분간 반응시켰다. 비드를 TE로 1회, 150mM NaCl

로 3회 세척하고, 동일한 용액 50μl에 현탁시켰다. 각 타입 비드 1μℓ를 PCR 혼합물(1X 완충액(100mM Tris-HCI,

pH.9.0, 1.5mM MgCl 2 , 500mM KCl), 40μM Cy5-라벨된 dCTP (Amersham Pharmacia Biotech NJ), 80μM 

다른 세가지 타입의 dNTPs, 3U Taq DNA 폴리메라제(Amersham Pharmacia Biotech NJ)를 포함)에 첨가하였다. 

정상(야생형) 상보 표적(40ng)을 증폭 직전에 PCR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Perkin Elmer 9600 thermal cycler를 이

용하여 11회 PCR 증폭을 실시하는데, 각 회마다 90℃에서 30초, 55℃에서 30초, 72℃에서 20초간 신장시키는 과정

이 포함된다. 증폭후에, 비드를 1X TE 완충액으로 원심분리시킴으로써 4회 세척한 후에, 칩 표면에 둔다. 상기 실시

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상(image)를 기록하고, WO 01/98765에서 설명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서 야생형 프로브가 결합된 비드에서는 특정 증폭이 나타나지만, 돌연변이 프로브에서는 증폭이 나타나지 않

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를 도16b에 나타내었다.

이 실시예에서는 즉석 상 분석을 위해 평편한 표면상에 연속적인 비드 어셈블리와 비드-태그된 프로브를 이용하여 

다중 PCR 통합 감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적 절한 구체예에서, 온도 사이클링이 가능하고, 각 격실에 원하는 모든 앰플

리콘 서브세트를 만들 수 있는 다수의 격실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1) 이 실시예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인코드 비드-태그된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네 개의 각 격실에서 상이한 프로브 쌍을 이용하여 PCR을 실시하고, 

(2) 모든 PCR 반응 완료 후에, 앰플리콘을 나타내는 비드를 모으고, (3) 랜덤 어레이를 어셈블리하고; (4) 상을 기록

하고 데이터를 분석한다. LEAPS를 포함하는 선행 기술의 7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이용하여, 어레이 어셈블리를 완

성할 수 있다.

실시예 15: CF 돌연변이 분석 - 온도 조절된 반응기에서 1단계 어닐링 및 신장

7명의 환자에서 추출한 게놈 DNA를 실시예 11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다중 PCR(mPCR) 반응으로 상응하는 프라

이머를 이용하여 증폭시켰다. 증폭후에, 시판하는 키트(Qiagen)를 이용하여 생성물을 정제하여, 모든 시약을 제거하

였다. 분광광도 분석을 이용하여 DNA 농도를 결정하였다. 단일 또는 푸울(pool) PCR 생성물(각 20ng)을 10mM Tri

s-HCl(pH 7.4) 1mM EDTA, 0.2M NaCl, 0.1% 트리톤 X를 포함하는 어닐링 혼합물에 첨가하였다. 어닐링 혼합물을

3U Thermo 서열(Amersham Pharmacia Biotech, NJ), 1X 효소 완충액, 형광 라벨된 또는 TAMERA-라벨된 데옥

시뉴클레오티드(dNTP) 유사체(NEN Life Sciences), 1-10μmole 각타입의 라벨안된 dNTP를 포함하는 신장 혼합

물과 혼합시키고, 컬러-인코드된 비드상에 나열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 어레이와 접촉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

다. 온도 제어된 사이클러에서 어닐 링과 신장 반응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온도 단계는 다음과 같다; 65℃, 60℃, 55

℃, 50℃, 45℃에서 각 3분씩, 각 온도간에 30초 조금 안되게 간격을 둔다. 그 다음 비드 어레이는 5 내지 15분간 dsH

2 0로 세척하고, 어레이내에 각 비드로부터 형광 시그날을 포함하는 생(image)는 CCD 카메라가 내장된 형광 현미경

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각 신장 프로브를 확인하기 위해 상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결과를 도 17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16: 커버링 프로브 풀링(P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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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다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30-50% G+C 염기 조성으로된 20-mer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신장 프로브를 고안

하여, 3' 단부에 가변 부위(G/T)를 가지도록 하였다. 지정안된 다형성 부위는 위치 10(C/A)과 15(T/G)에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이와 같이 디자인 된 프로브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정상(야생형) 프로브 서열

돌연변이 브로브 서열

모든 프로브를 모아서(pool), 기존 실시예에서 설명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컬러-인코드된 비드에 부착시켰다. 단

일 가닥 표적이 풀(pool) 프로브를 나타내는 비드상에 첨가되었을 때, 이들 프로브중 하나는 지정된 다형성과 완벽하

게 정렬된다면 신장(elongation) 프로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실시예 17: 이질성에서의 지정 다형성 및 이질성 배열

이질성과 이질성 배열을 구별하기 위해, 프로브 3' 단부와 배열된 C/A 지정된 다형성을 확인하고, 이형성 돌연변이에

대한 이형성이라고 하기 위해 2번째 프로브 세트를 포함하도록 기존 실시예의 디자인을 증대시켰다.

이전 실시예에서, 두가지 지정안된 다형성 부위는 위치 10(C/A)과 15(T/G)인 것으로 기대된다. 디자인을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세트 #1

세트 #2

세트 #1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모아서, 기존 실시예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단일 색깔(가령, 그린) 코드된 비드에 

부착시켰다. 세트 #2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모아서, 기존 실시예의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단일 색깔(가령, 오렌지) 

코드된 비드에 부착시켰다. 비드를 모아서(pool), 기존에 설명된 것과 같이 칩의 표면에 고정시켰다. 그 다음, 표적을 

도입시키고, 기존의 실시예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온-칩(on-chip) 반응을 실시하였다. 그린 비드상에 있는 프로브

만 신장되는 경우에, 개체는 정상(또는 야생형) 대립형질을 가진다. 오렌지 비드상에 프로브만 신장되는 경우에 개체

는 돌연변이에 대해 상동성이다. 그린 및 오렌지 비드에 있는 프로브가 모두 신장된 경우라면, 개체는 이 대립형질에 

대해 이질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디자인이 공지의 돌연변이와 알려지지 않은 돌연변이를 확인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실시예 18 - 확인 서열과정('재서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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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디자인을 이용하여, 특정 부분을 재서열할 수 있다. CF 돌연변이 패널에서 1506V, I507V, F508C, 7T에 

대해 리플렉스(reflex) 테스트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 테스트를 이용하여, 온-칩 프로브 신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서열이 길이가 20 내지 30 염기인 경우, 모든 가변 부위의 다중 질문을 이용하여, 서열을 정할 수 있다. 

실시예 16과 17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확실하지 않은 위치에 대한 특정 프로브를 고안하고, 프로브-풀링을 이용

하여 실시한다.

실시예 19: 1개 라벨된 dNTP와 세 개 라벨안된 dNTP를 이용한 신장

적어도 한 개의 라벨된 dNTP를 결합시켜, 모든 신장 생성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코드된 고형상 케리어와의 연합

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실시예 6과 7에서 설명하는 검사 조건을 이용하여, 신장 반응물에 테트라메틸로다민 dC

TP와 라벨안된 dATP, dTTP, dGTP을 이용하여 도 18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형광으로 라벨된 생성물을 만들 수 

있다. 다른 염료로 라벨된 dNTPs(예를 들면, BODIPY 라벨된 dUTP, Cy5-라벨된 dUTP)를 이용할 수도 있다. 비슷

한 방법으로, 임의 다르게 라벨된 dNTP도 이용할 수 있다. 신장 생성물의 길이는 DNA 폴리메라제가 허용할 수 있는 

라벨된 dNTP양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할 수 있는 효소는 신장 생성물을 간접적으로 라벨시킬 수 있는 라벨된 아비딘

또는 항체를 이용하는 제 2 단계에서 반응할 수 있는 바이오틴 및 디고시게닌(digoxigenin)과 같은 스트랜드를 변형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높은 용인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소분자를 이용하는 경우에, 길이가 수백 염기인 것으

로 측정되는 신장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실시예 20: 한 개 라벨된 ddNTP, 세 개 라벨안된 dNTPs를 이용한 신장.

도 19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신장 반응을 종료하기 위해, TAMRA라벨된ddCTP를 결합시킬 수 있다. 실시예 6, 7

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TAMRA-라벨된 ddCTP를 이용하여, 온-칩 반응을 실행하였다. TAMRA-ddCTP와 라벨

안된 dTTP, dATP, dGTP을 포함하는 반응 혼합물에서, 매칭 프로브에 표적을 어닐링시키고, 처음 ddCTP의 결합이

완성되면, 연장 반응을 종료한다. 맨 처음 염기가 결 합되면 단일 염기 연장 산물을 만들면서 반응이 종료되거나, 몇 

개의 라벨안된 dNTPs가 결합된 후에 종료될 수도 있다.

실시예 21 : 4개의 라벨안된 dNTPs을 이용한 신장, 라벨된 프로브의 하이브리드에 의한 감지

라벨안된 전체 세트의 dNTPs를 이용하여 프로브를 신장시키면, '고유' 조건하에서, 온칩 반응 조건과 어닐된 주형의 

길이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 수백 염기 길이를 가지는 신장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고온에서 변성, 신장 생성물의 일

부분에 상응하는 서열을 가지도록 고안된 라벨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하이브리드시키는 제 2 단계에 의해, 이와 같

은 신장 생성물을 감지한다. 이 과정은 도 20에서 설명하고 있다.

실시예 22: 4개의 라벨안된 dNTP를 이용한 신장, 라벨된 주형을 이용한 감지

다중 하이브디르 검사에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라벨된 프로브를 결합시켜, PCR 과정동

안에 분석을 하게 될 DNA 표적 자체에 라벨시킬 수 있다. 실시예 6, 7에서 설명하는 조건하에서, 라벨된 표적을 프로

브에 어닐시킨다. 라벨된 dNTP를 이용하여 매취된 프로브를 신장시켰다. 신장 반응이 완성된 후에, 표적과 일치되지

않은 프로브에 의해 만들어진 복합체의 용융 온도(T non-match ) 온도보다는 높게, 그러나, 표적과 매취되는 즉, 여기

에서는 신장된 프로브에 의해 형성된 복합체의 용융 온도(T match )보다는 낮은 온도 값에 온도(T det )를 세팅하여 

감지한다. 이중 부분이 길게 나타나는 복합체(표적과 일치된 프로브에 의해 형성된 복합체)가 일치안된 것에 의해 형

성된 복합체보다 상당히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T non-match < T < T -match 이다. 일반적으로 T 값의 범위

는 70℃ 내지 80℃이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표적과 신장된 프로브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복합체는 안정한 반면에,

표적과 일치되지 않은 프로브에 의해 형성된 프로브 즉, 상응하는 고형 상 캐리어로부터 나오는 형광 시그날이 사라

진다. 즉, 다른 디자인과는 대조적으로, 매치되는 경우에 시그날 강도가 강해진다기 보다는 매치되지 않는 프로브에 

관련된 시그날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도 21에서는 라벨된 dNTPs 또는 ddNTPs의 필요성을 없애는 디자인을 설명한

다. 이 디자인은 본 발명의 적절한 구체예에서 이용할 수 있고, 라벨된 dNTPs 또는 ddNTPs가 인코드된 입자에 비-

특이적으로 흡착되어, 배경 시그날을 증가시키게되어, 어레이의 분별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라벨된 표적을 이용

하면, 이와 같은 프로토콜은 서열-특정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하이브리드에 의한 다형성 분석 방법과 바로 양립할 수도

있다.

실시예 23: 실시간 온-칩(On-chip) 시그날 증폭

도 22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평면형태로 이용되는 표준 온도 제어 장치를 이용하면, SSPs의 다중 신장에 프로그램

된 온도 프로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실시예 6, 7의 조건하에서, 주어진 두형이 반복된 '변성-어닐-신장' 사이클 과정 

각각 에 있는 한 개 프로브 신장을 조절한다. 제 1 사이클에서, 표적 분자를 프로브에 결합시키고, 프로브를 신장 또는

연장시킨다. 그 다음 사이클에서, 표적 분자를 '변성' 상태(일반적으로 95℃)로 제 1 프로브로부터 해리시키고, '어닐' 

상태(일반적으로 55℃)에서 또 다른 프로브 분자와 어닐시키고, '신장' 상태(일반적으로 72℃)에서 프로브가 신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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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조정한다. N회 사이클에서 선형 증폭에 상응하는 프로토콜에 따라 각 주형이 N 프로브 신장을 조정한다(도 3

0). 인코드된 비드의 평면 어레이를 이용하여, 다중 신장 반응에서 프로브를 나타내는 적절한 구체예에서, 두 개 나란

한 평평한 기질상에 포함된 반응 혼합물에 일련의 온도 사이클을 적용할 수 있다. 한 개 기질은 직접적인 광학적 접근

과 인코드 비드의 전체 어레이의 직접적인 상(imaging)을 허용한다. 적절한 구체예에서는 각 사이클이 완료되는 시점

에서 전체 비드 어레이의 상(image)이 바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 실시간 증폭을 제공한다. 서열-특이적인 증폭없이

온-칩 선형 증폭을 이용하여 직접 감지에 게놈, 염색체 또는 다른 DNA를 이용할 수 있다. 샘플에 감지에 충분한 양의

DNA가 존재하기만 한다면, 가능하다. 비드-어레이 포맷에서, 각 비드에서 발생되는 시그날을 감지하는데, 10 4 형

광포어(fluorophores)가 필요하다면, 30사이클의 선형 증폭 횟수를 ~300까지 필수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어레이내에

100개의 필수 타입 비드로 추정한다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형광포어의 수는 ~10 5 가 될 것이고, 이수는 임상 샘

플에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수이다. 예를 들면, 임상적으로 HLA의 분자 유형 분성을 위한 전형적인 PCR 반응은

0.1 내지 1μg 게놈 DNA를 이용하여 실 행할 수 있다. 1μg 사람 게놈 DNA는 약 10 -18 moles에 상응, 6×10 5 의 

원하는 유전자 복사체에 상응하는 양이다. 축소시킨 비드 어레이 플렛포옴에 이와 같은 소량의 샘플이 필요하고, 온칩

증폭으로 pre-PCR 샘플을 바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샘플 준비를 간단하게 하였을 뿐만 하이나 더 중요

한 것은 다중 PCR의 복잡성을 해소하여, 다중 유전자 분석에서 비율-제한 단계의 복잡성을 해소시켰다.

실시예 24: CF 돌연변이 분석을 위한 지정된, 선택안된 다형성에 대한 프로브 라이브러리 작제

신장 프로브의 특이성을 증가시키고, 가짜 포지티브를 피하기 위해, 신장 프로브는 표적 서열에 있는 모든 공지의 다

형성을 수용하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PCR 프라이머는 지정된 다형성과 비-지정된 다형성을 고려하여 고안하였다. 

낭포성 섬유증을 위한 표준 집단 캐리어 스크리닝 패널내에 25 돌연변이중 하나인, CFTR 유전자내에 엑손 7의 위치 

1172에서 G/C 돌연변이를 지정 다형성으로 선택하였다. 일반적인 집단 캐리어 스크리닝을 위한 돌연변이 패널에는 

엑손 7내에 3개의 CF 돌연변이가 포함된다(http://www.faseb.org/유전자tics/acmg). 돌인 위치에 있는 다형성 G/T/

A이 보고된 바 있고(httD://www.Renet.sickkids.on.ca/cftr), 또한, 위치 ll75, 1178, 1186, 1187, ll89에 비-지정 다

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모든 다형성은 원하는 프로브 신장을 간섭할 수 있다.

대분자로 표시된 다수의 비-지정 다형성에 둘러싸인 R347P(굵은 G 로 나타냄) 에 대한 eMAP를 위한 축중성 프로브

세트 작제에 대해 하기에서 설명한다;

이때, N은 a, c, g, t이고; R(puRines)은 a 또는 g이고, Y(pYrimidines)는 c 또는 t이고, 세트에서 128개 축중성을 나

타낸다.

돌연변이 분석을 위한 프라이머 풀링(Pooling) - 축중 세트를 작제하는데 있어서 주요 목적은 프로브의 어닐링과 신

장을 보장하기 위해, 표적서열에 충분히 근접하게 짝을 이루는 적어도 한가지 프로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 표적 

서열 원칙적으로, 커버링 세트를 작제하는 방식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지정된 다형성과 연관된 모든 가능한 프

로브 서열 전체 세트를 제공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 실시예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128개의 축중성으로 모든 프로브가

완전한 프로브 플링을 위해 단일 비드 형에 위치할 경우에 약 2배 정도 검사 시그날 강도가 감소되도록 할 수 있다. 

풀을 분리시키면 다중 비드 타입에 프로브 세트를 분포시킴으로써 상황을 개선할 수는 있으나, 어레이 복잡성이 증가

된다. 우선, 프로브 풀을 최소 2개 또는 그 이상의 풀로 분할하고, 이때 각 풀은 지정 다형성 부위의 가능한 조성물 각

각에 대해 프로브 위치 M(가령, 프로브의 3' 말단)에서 상보적인 조성물을 제공한다. 실시예에서, 지정 표적 조성물의

포지티브 확인을 위해, 4개 각 풀(pool)이 요구된다. 그 다음, 지정 부위로부터 거리 순서로 연속하여 비-지정 다형성

부위 를 검사하였다. 이 가운데, TEI 부위내에 위치가 신장을 보장하는 특히 중요한 위치가 된다. 즉, 각 풀(pool)을 T

EI 부분 내에 있는 비-지정된 부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프로브 조성을 포함하다록 작제한다. 마지막으로, 가변성 유전

자의 클로닝과 서열화를 위한 축중 프로브 작제에서와 같이, 표적에 G에 나란하게 배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TEI 부분 외부에 있는 프로브 위치로 이노신과 같은 중성 염기를 배치시켜 세트의 축중성을 감소시킨다. 이 

실시예에서, 프로브내에 비-지정 다형성의 위치는 M-16과 M-18가 적정하다. 즉, 4개 풀(pool) 각각의 최소 축중성

은 4로 증가시켜, 이에 상응하는 시그날 강도를 감소시킨다.

경험상, 시그날 감소는 8개 인자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각 한 개의 독특한 비드에 할당하고 8개 축중 프로브

서열을 포함하는 총 4개 풀(pool)이 표적 서열을 커버한다. 이들 서열은 M에 가변성인 풀(pool)에 대해 아래의 것과 

유사하다;

CF 돌연변이 R347P용 프로브 풀(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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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안티센스 스트랜드상에 비-지정된 다형성 타입은 센스 스트랜드 상의 타입과는 상이할 수 있고, 안티센

스 스트랜드용 축중 프로브 세트를 작제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 축중 신장 프로브를 작제함으로써, 축중성을 최

소화시키기 위해 유사한 규칙으로 축중 하이브리드반응 프로브 세트를 작제할 수도 있다.

실시예 25: eMAP에 의한 '단일 튜브' CF 돌연변이 분석

이 실시예는 eMAP 검사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 및 조성에 관한 것으로, 반응기에서 어닐링과 신장 단계가 일어난다. 

이 구체예는 반응기 간에 샘플 이동이 필요없고, 정제 또는 추출 과정이 필요없기 때문에, 검사를 간단하게 하고, 에러

발생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예시적인 프로토콜을 다음에 제시하나 이에 국한시키지는 않는다.

몇몇 환자로부터 추출한 게놈 DNA를 다중 PCR(mPCR) 반응에서 이에 상응하는 프라이머와 증폭시켰다. PCR 조건

과 시약 조성물은 다음과 같다;

프라이머 디자인: 센스 프라이머는 임의 변형없이 합성하고, 안티센스 프라이머는 5' 말단에 인산을 가지도록 하여 두

군에서 다중 PCR를 실행하였다. 제 1 군 증폭에는 엑손 5, 7, 9, 12, 13, 14B, 16, 18, 19가 포함된다. 제 2 군 증폭에

는 엑손 3, 4, 10, ll, 20, 21, 인트론 19의 프라이머가 포함된다. 엑손 5, 7, 11상에서 5' 인산염 군 변성이 포워드(for

ward) 프라이머에 포함되어, 프로브 신장을 위한 안티센스 표적으로 이용한다. 역 프라이머상에 인산염기를 배치시

켜 모든 다른 앰플리콘에 센스 표적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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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마스트 혼합 조성물

10㎕ 반응/샘플

성분  용적(㎕)

1OX PCR 완충액 1.0

25mM MgCl 2 0.7

dNTPs(2.5mM) 2.0

프라이머 혼합물(Multiplex 1Ox) 1.5

Taq DNA polymerase 0.3

ddH 2 0 1.5

DNA 3.0

총 10

PCR 사이클링

94℃에서 5분, 94℃에서 10초, 60℃에서 10초, 72℃에서 40초

72℃에서 5분, 사이클 회수 28-35.

반응 용적은 실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Perkin Elmer 9600 thermal cycler를 이용하여 증폭을 실시하였다. 

각 프라이머 쌍에 대해 적절한 프라이머 농도를 결정하였다. 증폭 후에, 5㎕ 생성물을 빼내 겔 전기영동을 하였다. 단

일 스 트랜드 DNA 표적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2㎕ 엑소뉴클레아제를 5㎕ PCR 산물에 첨가하고, 37℃에서 15분

간 배양한 후에, 80℃에서 15분간 효소를 변성시켰다. 변성 후에, 1㎕ 1OX 엑소뉴클레아제 완충액을 1㎕ λ엑소뉴클

레아제(5U/㎕)와 함께 첨가한 후에, 20분간 37℃에서 배양시키고, 10분간 75℃에서 가열하여 반응을 중단시켰다.

온 칩(ON CHIP) 신장

26CF 돌연변이에 대한 야생형 및 돌연변이 프로브를 비드 표면에 결합시키고, 칩 어레이상에서 어셈블리하였다. 프

로브는 또한 두 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제 3 집단을 어셈블리하여 5T/7T/9T 다형성을 포함하는 리플렉스 테스트(ref

lex)를 하였다.

신장 군(group) 1, 칩 표면상에 총 31개 군

비드 클러스트 #1,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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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군(group) 2, 칩 표면상에 총 28개 군

비드 클러스트 #2, 돌연변이

mPCR 군 2;

신장 군 3; 총 6개 군

비드 클러스트 #,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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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및 다중 표적 연장 검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장 반응 완충액을 최적화시키는데, 이 완충액은 Tris-HCl(pH 8.

5) 1.2 mM, EDTA 1 μM, DTT I1 μM, KCl 1μM, MgCl 2 13μM, 2-멉칼토에탄올 10μM, 글리세롤 0.5%, Twe

en-20 0.05 %, Nonidet 0.05%을 포함한다. 1X 반응 완충액, 0.1 μM 각 라벨된 dNTP, 1.0μM dNTPs 혼합물, 3U

DNA 폴리메라제, 5㎕(-5ng) 표적 DNA(환자 샘플)을 포함하고 있는 각 칩에 10㎕ 신장 반응 혼합물을 첨가하였다. 

반응 혼합물을 칩 표면에 첨가하고, 53℃에서 15분간 배양한 후에, 3분간 60℃에서 배양시켰다. 칩을 0.1% SDS를 

포함하는 완충액으로 세척한 후에, 깨끗한 슬립으로 덮고, Bioarray Solutions 이 미징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상을 분석하여 각 신장된 프로브를 확인하였다.

실시예 26: CF 돌연변이 분석 - 단일 튜브 칩-1단계 신장

51개 타입의 비드 표면상에 26개 CF 돌연변이 및 기준에 대한 프로브를 결합시켰다. 프로브 결합된 비드를 단일 칩 

표면상에 어셈블리시켰다. 몇몇 환자에서 게놈 DNA를 추출하고, 기존 실시예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다중 PCR(m

PCT) 반응에서 상응하는 프라이러로 증폭시켰다. 증폭후에, 단일 스트랜드 DAN 산물을 λ엑소뉴클라제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단일 또는 풀된 PCR 산물(~5ng)을 반응 완충액, 디옥시뉴클레오티드(dNTP) 유사체(NEN Life Sciences)

, 각 타입의 라벨안된 dNTP, DNA 폴리메라제(Amersham Pharmacia Biotech, NJ)를 포함하는 반응 혼합물에 첨가

하였다. 어닐링/신장 반응을 허용하여, 온도 조절된 사이클러에서 반응을 진행시켰다. 53℃에서 20분: 60℃에서 3분.

비드 어레이를 5 내지 15분간 0.01% SDS를 포함하는 dsH 2 0로 세척하였다. 어레이내에 각 비드로부터 나오는 형

광 시그날을 포함하는 상(image)은 CCD카메라가 있는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상을 분석하여, 각 신장

된 프로브를 확인하였다. 다음에는 26개 CF 돌연변이를 포함하는 비드 칩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신장 군(group) 4, 총 51개 군

클러스터 #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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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27: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아미노산 결손 또는 삽입을 eMAP를 이용하 여 확인.

신장을 이용하여 3개 또는 그 이상의 결손 또는 삽입을 가지는 돌연변이를 확인하였다. 3'단부에 돌연변이된 염기 3-

5개를 배치시켜 프로브를 고안하였다. 돌연변이 염기를 포함하는 것(돌연변이전에 종료되는)과 포함하지 않는 것 중 

하나로 야생형 프로브를 고안하였다. 다음은 ATCTC가 결손된 또는 AGGTA가 삽입되어 생성된 돌연변이의 예를 나

타낸 것이다. 프로브 디자인은 다음과 같다.

야생형 프로브는 상이하게 인코드된 비드 표면 또는 본 발명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풀(pool)된 비드에 결합시켰다. 돌

연변이 1(M1: 결손) 및 2(M2: 삽입)에 대한 프로브를 다른 비드상에 결합시켰다. 두 가지 야생형 프로브는 유사한 정

보를 제공하나, 돌연변이 프로브는 특정 샘플에서 확인되는 돌연변이 유형을 나타낸다.

실시예 28. 헤어핀 프로브

본 발명의 특정 구체예에서, 비드에 나타낸 프라임 프로브는 머리핀 형태를 만든다. 헤어핀 구조에는 도 2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TEI 부분에 상보적인 5'말단에 서열 단편과 DA 서열을 포함할 수 있다. 경쟁적인 하이브리드 반응동

안에, DA부분이 표적 서열과 선호적으로 하이브리드되기만 하면, 헤어핀 구조가 개방된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 TEI 

부분은 지정된 다형성 부분과 배열되고, 신장 반응 이 일어날 수 있다. 반응의 경쟁적 특징을 이용하여 프로브의 허용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실시예 29 맞춤 비드 어레이상에 나열된 대립형질 특이적인 다중 신장을 이용하여 낭포성 섬유증과, 아시케나지 유

대인 질환 돌연변이 분석

낭포성 섬유증 돌연변이의 ACMG+ 패널을 위해 돌연변이에 대해 고처리량의 다중 분석을 위한 신규한 검사를 평가

하였다. 또한, 아시케나지 유대인 질환(Ashkenazi Jewish disease) 패널을 개발하여, 테이-사츠(Tay-Sachs) 질환, 

카나반(Canavan), 고세(Gaucher)질환, 니만-픽(Niemann-Pick) 질환, 블룸 증후군(Bloom Syndrome), 판코니(Fan

comi) 빈혈증, 가족성자율신경이상증(Familial Dysautonomia), 점막지질분해증(mucolipodosis) IV의 원인이 되는 

흔한 돌연변이를 감지하였다. 신장-중개된 다중 이형성 분석(eMAP)에서 3'말단 가변 서열을 포함하는 대립형질 특

이적인 올리고뉴클레오티드(ASO)를 실리콘 칩상에 교대로 배열된 컬러-인코드된 비드상에 결합시킨다. 전체 어레이

로부터 발생되는 형광 시그날의 즉석 이미징을 이용하면 정상 서열과 돌연변이 서열의 신장 생성물을 동시에 감지한

다. 이 실시예에서, 수백개 임상 환자 샘플을 이용하여, ACMG CF 비드 칩을 평가하였다. 도 24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검사는 표준 DNA 분석에 의해 확인되는 모든 돌연변이를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요약하면, 맞춤 비드를 포함하

는 다중 신장 검사를 이용하면, ACMG+ 및 아쉬케나지(Ashkenazi) 질환 패널에 상응하는 돌연변이를 연구할 수 있

었다. 이와 같은 맞춤 비드는 (1) 즉석 이미징- 검사를 위한 시간 이 2시간 이내이고 (2) 자동화된 상(image) 인식 및 

분석 (3) 소형화 즉, 시약 소비가 적고, (4) 웨이퍼 기술을 이용하여 비드칩을 합성하여, 원한다면, 수만개의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정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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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적 뉴클레오타이드 서열 내에 위치하는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서의 

뉴클레오타이드 조성의 공동결정을 위한 방법 :

(a) 각각의 프로브는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 근접하는 범위 내에 위치하는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적 뉴클레오타

이드 서열의 아서열(subsequence)에 어닐링 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트의 프로브를 제공하는 단계;

(b) 지정된 다형성 부위와 직접 정렬하는 프로브 서열이내에 검색 부위를 위치시킴으로써 혼성화 복합체의 형성이 가

능하도록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적 뉴클레오타이드 서열과 프로브의 세트를 접촉하는 단계;

(c) 각 혼성화 복합체를 위하여, 검색 부위와 지정된 다형성 부위 사이에 매치 또는 미스매치의 존재를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d) 지정된 다형성 부위의 조성을 결정하는 단계.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적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프라이머 세트를 사용

하는 다중 PCR 반응에서 제조되는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프라이머 세트는 축퇴 프라이머 세트인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은 게놈 DNA 단편인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표적은 cDNA 단편인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트의 프로브는 기질상에 spatially 인코드된된 방법.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트의 프로브는 인코드된 마이크로입자 위에 고정되는 방법.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인코드된 마이크로입자는 무작위 인코드된 어레이(array)내로 어셈블리 되는 방법.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각각의 프로브는 신장 또는 연장 반응을 개시할 수 있는 말단 신장 개시영역을 보유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반응은 3'-->5' 엑소뉴클레아제 활성이 부재하는 중합효소에 의하여 촉매 되는 방법.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단계 (c)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옥시뉴클레오타이드 트 리포스페이트를 추가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프로브를 연장 또는 신장할 수 있는 중합효소를 사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중합효소는 3' -> 5' 엑소뉴클레아제 활성이 부재인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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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 트리포스페이트는 신장 생성물과 관련된 광학적으로 탐지

할 수 있는  신호 를 생성하도록 표지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프로브에 형광 라벨된 표적을 어닐링시켜, 형광 하이브드리 복합체를 만들어서, 광학 라벨을 하나 

이상의 프로브에 부착시키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신장된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형성하도록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데옥시뉴클레오타이드 트리포스페

이트를 첨가함으로써 매치를 나타내는, 프로브를 연장 또는 신장할 수 있는 중합효소를 사용하는 단계를 추가 포함하

는 방법.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표적과 비-매치된 프로브에 의해 형성된 임의 하이브리드 복합체의 용융 온도보다는 높고, 표적과

신장된 프로브에 의해 형성된 임의 연장된 하이브리드 복합체의 용융 온도보다는 낮은 값으로 온도를 정한 조건하에

서 광학 신호를 감지하여 신장 산물을 확인하는 것이 추가 포함된 방법.

청구항 18.
제 15 항에 있어서, 프로브 세트에서 한가지 이상의 프로브를 인코드된 마이크로입자에 고정시키고, 광학 시그날 변

화를 감지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 15 항에 있어서, 프로브 세트에서 한가지 이상의 프로브가 무작위로 인코드된 어레이에 배열된 인코드된 마이크로

입자에 고정되는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어레이는 공간적으로 인코드된 방식으로 배열되는 방법.

청구항 21.
제 15 항에 있어서, 광학 시그날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입자의 정체를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22.
생물학적 시료에서 원하는 핵산 서열 분석시에 생성되는 발생된 분석 신호를 다음과 같이 단계로 서열-특이적 방식

으로 증폭시키는 방법:

(a) 원하는 서열과 혼성화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한 세트의 고정화 프로브를 제공하는 단계;

(b) 원하는 서열이 적어도 하나의 고정화 프로브에 어닐링하여 혼성화 복합 체를 형성하는 조건하에 상기 세트의 고

정화 프로브를 이해 서열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시료와 접촉시키는 단계;

(c) 혼성화 복합체내에 포함된 프로브가 신장 또는 연장되도록 혼성화 복합체를 중합효소와 접촉시키는 단계;

(d) 프로브의 신장 또는 연장을 광학 신호로 전환시키는 단계;

(e) 상기 세트의 고정화 프로브로부터 광학 신호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단계.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사이클을 실행하는 단계가 추가되고, 이때 각 사이클은 '어닐링-신장/연장-

감지-변성' 단계로 구성되며, 각 사이클로 인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신장 또는 연장된 프로브의 숫자가 증가되는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a) 하이브리드 복합체 형성이 잘되는 제 1 온도로 세팅하고;

(b) 중합효소-촉매된 신장을 선호하는 제 2 온도로 세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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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신장 또는 연장을 광학 신호로 전환하고;

(d) 모든 고정된 프로브로부터 나오는 광학 신호를 기록/이미지화하고;

(e) 제 3 온도를 세팅하여 모든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변성시키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5.
아래의 단계를 포함하는, 한가지 이상의 표적 핵산 서열에 위치하는 지정된 다형성 부위의 공동 검색을 위한 커버링 

프로브 세트를 형성하는 방법:

(a) 프로브의 검색 부위를 지정된 다형성 부위와 정렬할 수 있는 신장 프로브 서열을 결정하는 단계;

(b) 프로브 검색 부위와 지정된 다형성 부위의 정렬을 유지하면서, 모든 지정되지 않거나 비-선택적으로 지정된 다형

성 부위를 수용하도록 완전한 세트의 퇴행 프로브를 추가로 결정하는 단계;

(c) 모든 관용된 다형성을 제거하여 축퇴(degeneracy) 정도를 감소시키는 단계.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커버링 세트에는 지정된 부위당 상이한 검색 조성을 가지는 적어도 두가지 프로브를 보유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5 항에 있어서, 단계 C에서 프로브 풀링(pooling)을 이용하여 복합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8.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표적 뉴클레오티드상에 한 개 이상의 지정 위치에서 다형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지정 부위를 검색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개 이상의 프로브를 제공하고;

(b) 지정 부위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한 개 이상의 프로브를 신장시켜 신장 생성물을 만들고;

(c) 두군데 이상 부위에서 조성을 결정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제 2 지정 부위에 신호를 줄 수 있도록 고안된 제 2 프로브를 신장 생성물에 어닐링시킴으로써 하

이브리드 복합체를 형성하는 단계가 추가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0.
다음의 단계를 포함하는, 표적 폴리뉴클레오티드 서열에서 하나이상 지정된 위치에 다형성을 확인하는 방법:

(a) 상기 지정 부위를 검색할 수 있는 하나이상 프로브를 제공하는 단계;

(b) 다형성 각각에 근접 위치하는 비-지정 다형성 부위를 수용하면서 지정 부위 각각에 수치를 부여하는 단계.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프로브와 표적 서열간에 상동성은 다중성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2.
표적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한 군데 이상의 지정 부위에서 다형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방법은 결손을 감지

할 수 있는 한 쌍 이상의 프로브를 제공하는 단계로 구성되고, 이때 결손은 프로브의 3' 단부 또는 3'단부의 3-5개 염

기내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3.
표적 뉴클레오티드 서열의 두군데 이상이 지정 부위에서 다형성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a) 대립형질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된 다형성 부위의 다중성을 선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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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정된 부위의 다중성을 공동 검색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프로브를 제공하고;

c) 각 지정된 부위에 수치를 할당하고;

d) 수치를 복합시켜, 지정된 다형성 부근에 비-지정 부위를 수용하면서 대립형질 또는 대립형질 군을 확인하는 단계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4.
표적 폴리뉴클레오티드 서열에서 한 개 이상의 지정 부위에 다형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정된 부위용 프로브

세트를 제공하고, 각 프로브의 단부 신장 개시에 따라 상이한 프로브 서브세트내에서 프로브 세트를 분류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프로브 세트를 다중화시키고, 프로브 세트내에 다른 프로브로부터의 간섭없이 프로브 세트내 각 

프로브를 측정하고, 프로브 세트에 의해 용인되는 대립형질을 포함하도록 표적 폴리뉴클레오티드 서열의 대립형질 

매치 패 턴을 변경하는 단계가 추가로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표적 폴리뉴클레오티드 서열의 대립형질 매치 패턴을 변경하는 단계는 매치된 대립형질이 포함되

도록 한 개 이상의 프로브 세트를 풀링(pooling)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표적 폴리뉴클레오티드 서열의 대립형질 매치 패턴을 변경하는 단계는 프로브 세트에 의해 만들

어지는 시그날 강도를 비교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8.
제 37 항에 있어서, 프로브 세트상에 단부 신장 개시 부분과 이중 고정 부분을 분리시키는 단계가 추가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9.
다형성 부위의 다중성을 동시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표적을 선형 증폭시키기 위해 한 개 이상의 온도 사이클을 실

행하여 다중 신장 검사를 실행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0.
다중 다형성 부위를 동시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온도 조절된 상태에서 어닐링 및 신장 단계를 복합하여 다중화된 

신장 검사를 실행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1.
하나이상 연속 표적 서열에 위치하는 S 다형성 부위, P sub S := {c sub P(s); 1 ≤s≤ S}에서 뉴클레오티드 구성의 

공동 검색 방법에 있어서, 상기 방법은 아래의 단계를 실시함으로써 한정된 세트의 가능 수치중 하나에 각 c sub P를 

부여하는 단계로 구성되며:

(a) 한 세트의 지정된 고정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를 제공하고, 여기서 각 프로브는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 근접

위치하는 표적 서열에 바람직한 정렬로 어닐링할 수 있고, 여기서 바람직한 정렬은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 직접적으로

병렬하는 프로브 서열에 검색 부위를 위치시키고, 상기 프로브는 신장 또는 연장 반응을 개시할 수 있는 말단 연장 개

시(TEI) 영역을 추가로 보유하고;

(b) 한가지이상의 표적 서열이 상기 세트의 고정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에 어닐링하도록 하여 프로브-표적 혼

성화 복합체를 형성하고;

(c) 각 프로브-표적 혼성화 복합체에서, 검색 부위 및 상응하는 지정된 다형성 부위 사이의 구성에서 매치 또는 미스

매치를 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프로브를 기질상에 공간적으로 인크드되는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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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항에 있어서, 프로브는 인코드된 마이크로 입자상에 고정시키고, 다시 기잘상에 무작위 인코드된 어레이로 어

셈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4.
제 41 항에 있어서, 규정 단계는 프로브를 연장 또는 신장시킬 수 있는 폴리메라제를 이용하는데, 프로브의 검색 부위

조성은 한 개 이상의 뉴클레오시드 트리포스페이트를 추가하여 표적에서 지정된 다형성 부위의 것과 이들 프로브에 

의해서만 매치되고, 이때 추가되는 한 개 이상의 뉴클레오시드 트리포스페이트중 하나를 라벨하여 광학적으로 감지

가능한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5.
제 41 항에 있어서, 제 1 단계에서 프라이머에 형광 라벨된 표적을 어닐링시켜 광학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만들게 하

여, 광학 신호가 모든 이용가능한 고정 프로브에 부착되도록 하고, 제 2 단계는 한 개 이상의 뉴클레오티드 트리포스

페이트를 추가하여 연장된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형성하게 하여, 이들 프로브와 단부 매치를 보이는 프로브를 연장 또

는 신장시킬 수 있는 폴리메라제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때 임의 하이브리드 복합체의 용융 온도 이상, 임의 연장된 하

이브리드 복합체의 용융 온도 이하 범위의 온도로 온도를 상승시키는 조건하에서 광학 신호를 안정화시켜 연장 또는 

신장 생성물을 확인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프로브는 인코드된 마이크로입자상에 고정시키고, 광학 신호의 변화를 감지하고, Flow Cytomert

y를 이용하여 입자 동정(identity)을 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7.
제 45 항에 있어서, 프로브는 무작위 인코드된 어레이내에 배열된 인코드된 마이크로입자에 고정시키고, 이때 어레이

는 공간적으로 인코드시키는 방식으로 광학 배열되어 있고, 광학 신호의 변화를 감지하고, Flow Cytomerty를 이용

하여 입자 동정(identity)을 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8.
생물학적 시료내에 원하는 핵산 서열 분석시에 형성되는 검사 시그날을 서열 특이적 증폭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이때

방법은 증폭된 시그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a) 장치내에 생성되는 공학 검사 시그날을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관련 온도 조절 기구에 온도-조절된 샘플을 포

함하는 장치를 제공하고;

b) 관심이 있는 서열과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고, 구별가능한 고정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 세프를 

샘플을 포함하는 장치에 제공하고;

c) 서열을 고정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 세트에 어닐링시켜,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형성하도록 하고;

d) 하이브리드 복합체와 폴리메라제를 접촉시켜, 하이브리드 복합체내에 포함된 매치된 프로브의 신장 또는 연장시

키고;

e) 매치된 프로브의 신장 또는 연장을 광학 검사 시그날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제공하고;

f) 실시간으로 고정된 프로브 세프로부터 광학 검사 시그날을 기록할 수 있는 광학 기록/이미지화 장치를 제공하고;

g) 한 개 이상의 '어닐링-연장-감지-변성' 사이클을 실행하는데, 이때 각 사이클은 기하급수적으로 신장 또는 연장된

프로브를 증가시키고, 다음의 단계로 구성된다;

(i) 하이브리드 복합체 형성이 잘되는 제 1 온도로 세팅하고;

(ii) 중합효소-촉매된 신장을 선호하는 제 2 온도로 세팅하고;

(iii) 신장 또는 연장을 광학 신호로 전환하고;

(iv) 모든 고정된 프로브로부터 나오는 광학 신호를 기록/이미지화하고;

(v) 제 3 온도를 세팅하여 모든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변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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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9.
한 개 이상의 표적에서 다중 지적 부위의 배열을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표적 증폭을 위한 프라이머를 제공하고;

b) 프로브 어레이를 제공하고;

c) 프로브 어레이를 이용하여 신장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 검사를 진행하고, 신장 생성물을 감지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0.
한 개 이상의 핵산에서 적어도 한군데 지정 부위의 배열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방법은 한 개 이상의 핵산 복

사체 다수를 제공하고, 이때 핵산은 적어 도 한 개의 다형성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a) 지정된 부위로 적어도 한 가지 다형성을 선택하고;

b) 지정된 부위의 조성을 결정하기 위해 각 지정된 부위를 동시 검색할 수 있는 두 개 이상 타입의 프로브를 제공하고,

각 타입의 프로브는

i) 지정된 부위에서 핵산의 일부와 배열될 수 있도록 고안되고, 프로브의 폴리메라제-촉진된 신장을 개시할 수 있는 

말단 신장 개시 부분;

ii) 핵산의 상이한 부분과 배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가변성 이중 고정 부위로 구성되고;

c) 적어도 일부 프로브가 한 개 이상의 핵산에 하이브리드되도록 하는 조건하에 한 개 이상의 핵산 복사체 다수에 프

로브를 접촉시키고;

d) 핵산에 어닐되는 프로부 세트를 신장시키기 위해 신장 반응을 실시하고;

e) 신장 반응을 감지하고;

f) 각 지정된 부위에 수치를 할당하는 단계.

청구항 51.
제 50 항에 있어서, 각 지정된 부위의 실체(identity)을 결정하기 위해 할당된 수치를 복합시키는 단계가 추가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한 개 지정 부위에 할당된 수치는 적어도 한 개 지정 부위에서 뉴클레오티드 실체에 상응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3.
제 51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한 개 지정 부위에 할당된 수치는 프로브가 핵산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1'에 해당

되고, 프로브가 핵산과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0'에 해당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4.
제 51, 52, 5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수치를 복합하여, 대립형질 또는 대립형질 군의 실체를 결정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5.
제 50 항에 있어서, 말단 신장 개시 부분은 이중 고중 부분에 바로 인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6.
제 50 항에 있어서, 말단 신장 개시 부분은 분자 사슬(tether)에 의해 이중 고정 부분에 연결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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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7.
제 50 항에 있어서, 프로브세트내 프로브의 이중 고정 부분은 비-지정 부위에 다형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청구항 58.
제 50 항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핵산을 CFTR 유전자에서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9.
제 58 항에 있어서, 프로브는 센스 또는 안티센스 DNA 스트랜드의 표적 서열과 배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프로브와 표적 서열의 상동성은 병렬 반응으로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1.
제 50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한 개 다형성은 결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2.
제 50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한 개 다형성은 삽입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3.
제 50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한 개 다형성은 단일 뉴클레오티드 다형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4.
제 62 항에 있어서, 각 프로브의 일부분은 결손을 감지할 수 있고, 이때 프로브의 일부분은 3' 단부에서 있거나 3'단부

의 3 내지 5개 염기내에서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5.
제 50 항에 있어서, 한 개이상의 핵산을 HLA 유전자에서 얻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6.
제 63 항에 있어서, 동일한 단부 신장 부분을 가지는 프로브는 동일한 군으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7.
한 개 이상의 핵산내에 지정된 다형성 세트를 동시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한 개 이상의 핵산 복사체 다수를 제공하고, 이때 한 개 이상의 핵산은 지정된 다형성 세트를 포함하며;

b) 각종 프로브 타입에 한 개 이상의 핵산 복사체 다수를 접촉시키고, 이때 각 타입의 프로브는 핵산에 어닐할 수 있

고, 다른 다입의 프로브와는 상이한 길이를 가지며;

c) 프로브에 핵산을 어닐시키고;

d) 프로브를 신장시키고;

e) 신장된 프로브를 감지하고;

f) 핵산내에 지정 다형성 서열을 결정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8.
핵산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a) 핵산 복사체 다수를 제공하고, 이때 핵산은 적어도 한 개 다형성을 가지고;

b) 지정 부위로 적어도 한 개의 다형성을 선택하고;

c) 다수 프로브 타입을 제공하고, 이때 각 프로브 타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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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부위에서 핵산의 일부와 배열될 수 있도록 고안되고, 말단 신장 개시 부분이 지정 부위와 완벽하게 배열되면 

프로브의 폴리메라제-촉진된 신장을 개시할 수 있는 말단 신장 개시 부분;

핵산의 상이한 부분과 배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가변성 이중 고정 부위로 구성되고; 이때, 다수의 각 프로브는 한 개 

이상의 고형 서포트에 결합하고;

d) 핵산 서열을 결정하는 검사를 실행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9.
제 68 항에 있어서, 검사를 실행하는 단계는

핵산과 프로브를 접촉시키고, 이때 프로브는 비드로 구성된 고형 서포트에 결합되며, 비드는 평면 어레이에 배열되며;

핵산에 적어도 한가지 타입의 프로브를 어닐링시키고;

핵산에 어닐된 프로브를 신장시키고;

어떤 프로브가 신장되었는지를 결정하여, 핵산의 지정 다형성 부위의 서열을 결정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0.
한 개 이상의 핵산에서 적어도 한군데 지정 부위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1) 완충 용액을 제공하는데,

이때 완충 용액은 a)-d)로 구성되고;

a) 한 개 이상의 핵산 복사체 다수, 핵산에는 다형성 부위가 포함되고, 지정 부위로 선택된 적어도 한가지 다형성 부위

를 가지며;

b) 두가지 이상의 프로브 타입,

이때 각 프로브타입은

지정된 부위에서 핵산의 일부와 배열될 수 있도록 고안되고, 말단 신장 개시 부분이 지정 부위와 완벽하게 배열되면 

프로브의 폴리메라제-촉진된 신장을 개시할 수 있는 말단 신장 개시 부분;

핵산의 상이한 부분과 배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가변성 이중 고정 부위로 구성되고;

c) 폴리메라제;

d) dNTP 타입 다수, 이때, 적어도 한가지 타입의 dNTP는 라벨된 상태이고;

2) 한 개 이상의 핵산 복사체 다수에 프로브가 어닐될 수 있도록 제 1 온도로 완충 용액을 가열하고;

3) 어닐된 프로브가 신장될 수 있도록 제 2 온도로 완충 용액을 가열하고;

4) 신장된 프로브를 감지하여, 한 개 이상의 핵산에 지정 부위 서열을 결정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

법.

청구항 71.
한 개 이상의 핵산내에 적어도 한 개 지정 부위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 개 이상의 핵산 복사체 다수를 제공하고, 각 핵산은 적어도 한 개의 다형성을 가지고;

지정 부위로 각 핵산상에 적어도 한 개 다형성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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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 타입의 프로브를 제공하는데,

이때 각 프로브타입은

지정된 부위에서 핵산의 일부와 배열될 수 있도록 고안되고, 말단 신장 개시 부분이 지정 부위와 완벽하게 배열되면 

프로브의 폴리메라제-촉진된 신장을 개시할 수 있는 말단 신장 개시 부분;

핵산의 상이한 부분과 배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가변성 이중 고정 부위로 구성되고; 두 개 이상의 프로브가 한 개 이

상의 고형 서포트상에 결합되고;

한 개 이상의 핵산 복사체 다수에 프로브를 어닐링시키고,

핵산에 어닐된 프로브를 신장시키기 위해 신장 반응을 실행하고,

신장 반응을 감지하고,

지정 부위에 수치를 할당하고,

수치를 복합시켜 각 지정 부위 실체(identity)를 결정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2.
제 71 항에 있어서, 고형 서포트는 인코드된 비드이고, 이때 방법은 기질상 에 어레이를 만들기 위해 인코드된 비드를

어셈블링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3.
핵산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핵산 복사체 다수를 제공하고, 이때 핵산을 다형성을 가지며;

지정 부위로 적어도 한 개 다형성을 선택하고;

다양한 프로브 타입에 핵산 복사체 다수를 접촉시키고;

이때 각 프로브는 지정된 다형성 부위에서 핵산의 일부와 배열될 수 있고, 프로브의 폴리메라제-촉매된 신장을 개시

시킬 수 있도록 단부 신장 개시 부분을 디자인하고, 핵산의 상이한 부분과 배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가변성 이중 고정

부위로 구성되고, 이때 프로브는 어레이에 있는 인코드된 비드에 고정되며;

프로브에 핵산의 어닐링을 촉진시키는 조건하에 프로브에 핵산을 접촉시키고;

적어도 한 개의 라벨된 dNTP를 이용하여 프로브상에 신장 반응을 실행하고;

어레이에 각 비드로부터 형광 시그날을 이미지화하여 신장된 프로브 실체를 결정하고;

핵산 서열을 결정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4.
핵산의 지정된 다형성 부위 서열을 결정용 키트에 여러 타입의 프로브로 구성되고, 이때 각 프로브에는

지정된 부위에서 핵산의 일부와 배열될 수 있도록 고안되고, 프로브의 신장을 개시할 수 있는 말단 신장 개시 부분;

핵산의 상이한 부분과 배열할 수 있도록 고안된 가변성 이중 고정 부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75.
제 74 항에 있어서, 프로브는 프로브의 인코드된 배열로 만들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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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 항에 있어서, 핵산에 프로브를 어닐링시키기 위한 검사를 실행하는 수단이 추가 포함되고, 이 검사 수단에는 어

닐된 프로브를 신장시키는 수단이 추가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77.
제 74 항에 있어서, 신장된 프로브를 감지하는 수단이 추가 포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키트.

청구항 78.
핵산의 다수 다형성 부위를 동시 검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방법은

핵산에 다수의 다형성 부위를 제공하고;

한 개 이상의 '어닐링-연장-감지-변성' 사이클을 실행하는데, 이때 각 사이클은 기하급수적으로 신장 또는 연장된 프

로브를 증가시키고, 다음의 단계로 구성 된다;

하이브리드 복합체 형성이 잘되는 제 1 온도로 세팅하고;

핵산 서열과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구별가능하고, 고정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 세트를 제공하

고;

핵산을 고정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에 어닐링시켜, 매치된 프로브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복합체 세트를 만들고

;

중합효소-촉매된 신장을 선호하는 제 2 온도로 세팅하고;

하이브리드 복합체 세트와 폴리메라제를 접촉시켜 하이브리드 복합체내에 포함된 매치된 프로브를 신장시키고;

신장을 광학 신호로 전환하고;

모든 고정된 프로브 또는 신장 생성물로부터 나오는 광학 신호를 기록하고;

제 3 온도를 세팅하여 모든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변성시키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9.
제 78 항에 있어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는 고형 서포트에 결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0.
제 79 항에 있어서, 고형 서포트는 어레이내에 배열되어 있고, 어레이는 기질상에 위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1.
제 80 항에 있어서, 인코드된 비드는 어레이내에 배열되어 있고, 어레이는 기질상에 위치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2.
제 81 항에 있어서, 기질은 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3.
핵산을 증폭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이 방법은

다양한 타입의 인코드된 비드에 결합된 다양한 타입이 프로브를 제공하고, 이때 각 타입의 프로브는 한가지 타입의 

인코드된 비드에만 결합되고,

적어도 한가지 타입의 프로브에 어닐링될 수 있는 주형 분자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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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1회 증폭 사이클을 실행하고, 적어도 한 개 사이클은 주형을 적어도 한가지 타입의 프로브에 어닐링시키고; 

어닐된 프로브를 신장시키고; 어닐된 주형을 변성시키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4.
핵산에서 다형성 부위 조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형성 부위를 가지는 핵산을 제공하고,

지정 부위로 적어도 두 개 다형성 부위를 선택하고,

지정된 부위를 검색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프로브를 제공하고,

지정 부위를 검색하여, 두 개 이상의 지정 부위를 만들고, 두 개 이상 부위에서 조성을 결정하고; 이때 지정 부위 검색

단계는 제 1 프로브와 핵산간에 하이 브리드 복합체를 만들고, 제 1 프로브를 신장시켜 신장된 생성물을 만들고, 제 2

지정 부위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 2 프로브를 신장 생성물에 어닐링시켜, 하이브리드 복합체를 만드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5.
제 84항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단계 다음에 추가 지정 부위에서 한 개 이상의 하이브리드 단계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6.
신장 반응을 탐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프로브를 제공하고;

프로브 실체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코드된 비드에 프로브를 결합시키고,

핵산, dATP, dCTP, dTTP, dGTP를 포함하는 용액에 인코드된 비드를 접촉시키고, 각 타입의 dNTP는 라벨로 구성

되며;

폴리메라제를 제공하고;

신장 반응을 실행하고;

신장 반응 생성물을 감지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7.
제 86항에 있어서, 상기 라벨은 형광 태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8.
신장 반응을 탐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프로브를 제공하고;

프로브 실체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코드된 비드에 프로브를 결합시키고,

적어도 한 개 라벨된 dNTP와 세 개 dNTP로 구성된 용액과 접촉시키고;

폴리메라제를 제공하고;

신장 반응을 실행하고;

신장 반응 생성물을 감지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9.
신장 반응을 탐지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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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프로브를 제공하고;

프로브 실체 확인이 가능하도록 인코드된 비드에 프로브를 결합시키고,

dATP, dCTP, dTTP, dGTP를 포함하는 용액에 인코드된 비드를 접촉시키고;

폴리메라제를 제공하고;

신장된 프로브를 만들기 위해, 신장 반응을 실행하고;

신장된 프로브의 일부분에 상보적이 되도록 고안된 라벨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로브를 제공하고,

프로브를 신장된 프로브에 제공하고;

신장 프로브를 감지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0.
신장 반응을 탐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라벨된 표적 서열을 제공하고;

다양한 타입의 프로브를 제공하는데, 이때 각 타입 프로브중 하나는 라벨된 표적 서열에 정확하게 상보적이고;

인코드된 비드에 프로브를 결합시켜 각 타입 프로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라벨된 표적을 프로브에 어닐링시키고,

신장 반응을 실행하여, 어닐된 프로브를 얻고,

어닐된 프로브를 가열하는데, 이때 온도는 매치안된 프로브를 포함하는 이중 구조는 변성되면서 완전하게 매치되는 

프로브에 상응하는 이중 구조는 보존할 수 있는 온도가 되며;

가열후에 결합된 표적 서열을 가지는 인코드된 비드를 결정하여 완전하게 매치된 프로브에 상응하는 신장 생성물을 

확인하는 단계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1.
실시예 2에 나열된 프로브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프로브.

청구항 92.
실시예 3에 나열된 프로브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프로브.

청구항 93.
실시예 9에 나열된 프로브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프로브.

청구항 94.
실시예 10에 나열된 프로브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프로브.

청구항 95.
실시예 12에 나열된 프로브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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