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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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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증폭 과정 스테이지에서 반응 혼합물 중에 제1 핵산 서열은 제1 앰플리콘을 생산하도록, 제2 핵산은 제2 앰플

리콘을 생산하도록 증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핵산 증폭 반응 방법으로서, 각각의 증폭 과정 스테이지는 하나

이상의 PCR 사이클을 포함하며, 각 PCR 사이클은 변성 단계, 어닐링 단계 및 이 어닐링 단계와 동일 온도에서 수행될 수

있는 신장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앰플리콘은 제1 Tm을 지니고, 제2 앰플리콘은 제1 Tm과는 다른 제2 Tm을 지니며,

여기서 2개 이상의 증폭 과정 스테이지는 제1 앰플리콘과 제2 앰플리콘의 상대적 축적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상이한 앰

플리콘 변성 조건을 지니는 것인 멀티플렉스 핵산 증폭 반응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혼합물 중에서의 상기 제1 앰플리콘과 상기 제2 앰프리콘의 축적을 모니터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인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제1 형광 인디케이터(indicator)는 상기 제1 앰플리콘이 축적된 결과로서 반응 혼합물 중에 축적되며, 제

2의 다른 형광 인디케이터는 상기 제2 앰플리콘이 축적된 결과로서 상기 반응 혼합물 중에 축적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 단계는 형광 5' 엔도뉴클레아제 분석인 것인 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혼합물은 상기 제1 앰플리콘 또는 상기 제2 앰플리콘에 특이적인 분자 비이컨(molecular

beacon) 또는 스콜피온 프로브(scorpion probe)를 함유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 혼합물은 제1 프라이머 세트 및 다른 Tm을 지닌 제2 프라이머 세트를 함유하며, 상기 증폭 과

정 반응은 다른 프라이머 어닐링 조건을 사용하는 2개의 스테이지를 포함함으로써 상기 제1 프라이머 세트와 상기 제2 프

라이머 세트에 의해 생산된 앰플리콘들의 상대적 축적을 상기 2개의 스테이지들 간에 조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제3 핵산 서열을 증폭시켜 제3 앰플리콘을 생산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제4 핵산 서열을 증폭시켜 제4 앰플리콘을 생산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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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증폭 과정 반응은 사이클 반응 프로토칼이 다음의 단계들을 따라 수행되는 컴퓨터 장치에서 제어되

는 열 사이클러에서 시행되는 것인 방법:

(a) 제1 반응 스테이지에서 하나 이상의 리포터를 모니터하는 단계(여기서 하나 이상의 리포터 축적은 상기 반응 혼합물에

서 하나 이상의 앰플리콘의 축적에 해당함); 및

(b) 하나 이상의 리포터의 축적이 한계 수준을 넘을 때 제2 반응 스테이지로 진행하는 단계.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반응 프로토칼은 반응이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되는 경우에 변화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한계 수준을 넘은 후 새 스테이지로 진행하기 전에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사이클을 시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모니터한 리포터 중 어느 것도 한계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 반응을 종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

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한 후에 고정된 수의 사이클로 반응을 종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4.

제9항에 있어서, 상이한 리포터들이 한계 수준을 넘으면 동일한 스테이지 또는 다른 스테이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 방

법.

청구항 15.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열 사이클러는 반응 혼합물에서 형광 인디케이터의 축적을 모니터하기 위한 형광 검출기와 여기

(excitation) 레이저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6.

환자의 림프 결절에서 유방암 세포의 존재를 나타내는 마커의 발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환자의 림프 결절로부터 얻은

핵산 시료 중에서 TACSTD1, PIP 및 내인성 제어 mRNA의 발현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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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핵산 시료를 대상으로 멀티플렉스 QRT-PCR 반응을 수행하여 TACSTD1, PIP 및 내인성 제어 mRNA

의 발현 수준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하기 프라이머 또는 프로브가 멀티플렉스 방법에 사용되는 것인 방법:

CTGGGACTTTTACACCAACAGAACT (서열 번호: 5, 염기 333 내지 357);

GCAGATGCCTAATTCCCGAA (서열 번호: 12);

TGCAAATTGCAGCCGTCGTTGATGT (서열 번호: 5, 염기 386 내지 405);

TCATTTGCTCAAAGCTGGCTG (서열 번호: 6, 염기 348 내지 368);

GGTTTTGCTCTTCTCCCAAGTTT (서열 번호: 13);

AAATGTTTGGTGATGAAGGCAGAAATGAATGG (서열 번호: 6, 염기 371 내지 402);

GCAGATGCCTAATTCCC (서열 번호: 15);

AGCCCATCATTGTTCTG (서열 번호: 16);

GCGGCTCCAGCTCCTGTTCAG (서열 번호: 17);

GGCGCATTATGATCTTCCGAGTGTTGTC (서열 번호: 18);

CCAGCCCTGCCACCCTGCTCCTG (서열 번호: 5; 염기 65 내지 87);

GGGAATGTCAAAATTCTTT (서열 번호: 19);

GCGCGTTCGGGCTTCTGCTT (서열 번호: 20);

GCGAGTTTTCACAGACACATTCTTCCTGAG (서열 번호: 21);

CGCGGCGACGGCGACTTTTGC (서열 번호: 6; 염기 220 내지 240);

AGTTTACGGCCAGCTTG (서열 번호: 22);

CTCATTTGGAATTTTGCCGAT (서열 번호: 23);

CCGAGTGAAGATCCCCTT (서열 번호: 24);

TGAACAGTCACCGACGAGAGTGCTGG (서열 번호: 25); 및

TTTGTTGTCTCTGCCGAGT (서열 번호: 26).

청구항 19.

다음의 (a), (b) 및 (c)를 포함하는 킷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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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패키징 재료;

(b) 제1 프라이머 쌍 및 제2 프라이머 쌍을 함유하는 패키징 재료 내에 포함된 용기(멀티플렉스 PCR 분석에서, 상기 제1

PCR 프라이머 쌍은 제1 Tm을 지닌 앰플리콘을 생성하며, 상기 제2 PCR 프라이머 쌍은 제1 Tm과는 다른 제2 Tm을 지

닌 앰플리콘을 생성함); 및

(c) 반응 혼합물 중에서 제1 핵산 서열은 제1 앰플리콘을 생산하도록, 제2 핵산은 제2 앰플리콘을 생산하도록 증폭하는 단

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핵산 증폭 반응 방법을 기술한 사용 설명서(상기 제1 앰플리콘은 제1 Tm을 지니고, 제2 앰플리

콘은 제1 Tm과는 다른 제2 Tm을 지니며, 여기서 이 반응은 2개의 스테이지를 포함하며, 이 스테이지는 상이한 앰플리콘

변성 조건을 지니는 2개의 프로토칼을 포함함으로써 제1 앰플리콘과 제2 앰플리콘의 상대적 축적을 조율함).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TACSTD1, PIP 및 내인성 제어 mRNA에 특이적인 앰플리콘을 생산하기 위한 프라이머를 포함하는 것

인 킷트.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하기 프라이머 또는 프로브를 포함하는 것인 킷트:

CTGGGACTTTTACACCAACAGAACT (서열 번호: 5, 염기 333 내지 357);

GCAGATGCCTAATTCCCGAA (서열 번호: 12);

TGCAAATTGCAGCCGTCGTTGATGT (서열 번호: 5, 염기 386 내지 405);

TCATTTGCTCAAAGCTGGCTG (서열 번호: 6, 염기 348 내지 368);

GGTTTTGCTCTTCTCCCAAGTTT (서열 번호: 13);

AAATGTTTGGTGATGAAGGCAGAAATGAATGG (서열 번호: 6, 염기 371 내지 402);

GCAGATGCCTAATTCCC (서열 번호: 15);

AGCCCATCATTGTTCTG (서열 번호: 16);

GCGGCTCCAGCTCCTGTTCAG (서열 번호: 17);

GGCGCATTATGATCTTCCGAGTGTTGTC (서열 번호: 18);

CCAGCCCTGCCACCCTGCTCCTG (서열 번호: 5; 염기 65 내지 87);

GGGAATGTCAAAATTCTTT (서열 번호: 19);

GCGCGTTCGGGCTTCTGCTT (서열 번호: 20);

GCGAGTTTTCACAGACACATTCTTCCTGAG (서열 번호: 21);

CGCGGCGACGGCGACTTTTGC (서열 번호: 6; 염기 220 내지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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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TTTACGGCCAGCTTG (서열 번호: 22);

CTCATTTGGAATTTTGCCGAT (서열 번호: 23);

CCGAGTGAAGATCCCCTT (서열 번호: 24);

TGAACAGTCACCGACGAGAGTGCTGG (서열 번호: 25); 및

TTTGTTGTCTCTGCCGAGT (서열 번호: 26).

명세서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핵산 증폭 과정 방법 및 이들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조성물 및 공정에 관한 것이다.

발명의 배경

다수의 방법을 사용하여 메신저 RNA (mRNA) 종이 발현하는 수준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통상의 방법들에는 노던 블럿

트 분석법(Northern blot analysis)이포함된다. 전사물의 정량적 측정을 용이하게 하는 우수한 핵산 검출 방법들이 고안되

어 왔다. 이들 방법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많은 핵산 증폭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방법, 예를 들면, 정량적 역 전사 효소

폴리머라제 사슬 반응(QTR-PCR, Quantitiative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방법에 의해

mRNA 종을 증폭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방법들이다. 유용하게 사용되는 PCR 방법의 예들은 미국 특허 출원 제10/

090,326호 (미국 특허 출원 10/090,326, 미국 특허 공개 제20030017482호)에 설명되어 있으며, 제시된 이 출원은 그 전

체 내용이 본원에 참고로 포함되었다. 제공된 mRNA의 발현 수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타의 다른 핵산 증폭 방법으

로는 등열 증폭 방법, 검출 분석법 및 어레이(array) 기법을 포함한다.

일반적인 PCR 반응은 표적 핵산 종을 선택적으로 증폭하는 다단계의 증폭 과정 또는 다수 사이클의 증폭 과정을 포함한

다. mRNA를 검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PCR 반응은 역 전사 단계 (역 전사 과정 PCR 또는 RT-PCR)와 커플링 되어

있다. 일반적인 PCR 반응은 다음의 3 단계를 포함한다: 표적 핵산을 변성시키는 변성 단계; PCR 프라이머 세트(포워드 프

라이머 및 리버스 프라이머)가 상보성 DNA 스트랜드에 어닐링하는(복원되는) 어닐링 단계; 및 열 안정성 DNA 폴리머라

제가 프라이머를 신장하는 신장 단계. 이 단계를 다수 회 반복하면, DNA 단편이 증폭되어 표적 DNA 서열에 해당하는 앰

플리콘이 생산된다. 일반적인 PCR 반응은 변성 단계, 어닐링 단계 및 신장 단계를 30회 이상의 사이클로 수행하는 것을 포

함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닐링 단계 및 신장 단계는 동시에, 즉 동일한 온도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클은

오직 2 단계만을 포함한다. 변성 단계, 어닐링 단계 및 신장 단계의 길이는 임의의 유효한 시간의 양적 길이일 수 있다. 역

전사 효소 PCR 방법뿐 아니라, 시료 중에 존재하는 RNA 표적물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기타 다른 핵산 증폭 방법

에는, 일반적으로 RNA 표적물을 증폭가능한 cDNA 표적물로 전환하는 역 전사 효소 반응이 포함된다.

시료 중에 존재하는 임의 제공된 표적 핵산의 상대적 우위는 증폭 반응에서 앰플리콘 생산물의 축적 속도에 비례한다. 제

공된 앰플리콘의 축적 속도란, 반응에서 표적-특이적 앰플리콘의 한계 수준(threshold level)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을 의미하거나, 또는 사이클링 방법, 예를 들면 PCR 방법의 경우에는, 한계 수준(Ct)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증폭 사이클의

수를 의미한다. 표적-특이적 앰플리콘의 축적은 기술에 공지된 임의 방법에 따라 측정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표적 형광

색소의 축적, 또는 때론 형광 색소의 고갈로서 검출된다. 자주 사용되는 TaqMan 분석법 (형광 5' 뉴클레아제 분석) 뿐 아

니라 분자 비이콘 및 스콜피온 기법을 사용하여 표적-특이적 앰플리콘의 축적을 검출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핵산 증폭 방법의 비(非)제한적인 예로서, 형광 5' 뉴클레아제 분석은 단일 표적 핵산 종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더욱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종의 표적 핵산 종들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개 이상의 표적 DNA

또는 mRNA 서열(종), 예를 들면 표적 mRNA 종과 내인성 제어자 (endogenous control)는 단일 튜브에서 증폭된다. 멀티

플렉스 방법에서는, 2개 이상의 증폭 반응들의 평형을 이루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다른 표적 서열과 비교하여 하나의

표적 서열이 우세할 경우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앰플리콘의 상대적 축적에 영향을 미쳐, 단일 반응 튜브에 존재하는 제한

된 자원들(예를 들면 뉴클레오티드 및 폴리머라제 효소를 비롯한 자원들)로 인해 멀티플렉스 반응 결과가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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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출원 제10/090,326에 개시된 바와 같이, 앰플리콘 생산 시간을 쉬프팅하거나 또는 프라이머의 Tm을 조작하여

멀티플렉스 PCR 분석을 최적화하거나 또는 평형을 이루게 할 수 있다. 또한, 멀티플렉스 PCR 반응의 평형을 맞추기 위해

서 프라이머 농도를 조작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멀티플렉스 증폭 반응에 균형을 맞추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대부분 경

우 효과적인 부가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멀티플렉스 핵산 증폭 과정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멀티플렉스 증폭 과정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앰플리

콘 Tm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본 방법은 제1 앰플리콘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1 핵산 서열

을, 제2 앰플리콘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2 핵산을 반응 혼합물 중에서 증폭하는 방법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제1 앰플리콘은

제1 Tm을 지니며, 제 2 앰플리콘은 제1 Tm과 다른 제2 Tm을 지닌다. 이 반응은 서로 다른 앰플리콘 변성 조건을 사용하

는 2개의 프로토칼을 함유한 2개의 스테이지를 포함함으로써, 제1 앰플리콘 및 제2 앰플리콘의 상대적 축적을 조절하는

반응이다. 한 구체예에 있어서, 이 방법은 제1 반응 혼합물중에서 제1 앰플리콘 및 제2 앰플리콘의 축적을 모니터하는 것

을 포함한다. 추가의 구체예에 있어서, 비제한적인 예의 형광 5' 엔도뉴클레아제 (TAQMAN) 분석에서 제1의 형광 인디케

이터는 제1 앰프리콘이 축적된 결과 반응 혼합물 중에 축적되고, 제2의 상이한 형광 인디케이터는 제2 앰플리콘이 축적된

결과 반응 혼합물 중에 축적된다. 다른 추가의 구체예에 있어서, 반응 혼합물은 제1 프라이머 세트와 상이한 Tm을 지닌 제

2 프라이머 세트를 포함하며, 여기서 반응은 상이한 프라이머 어닐링 조건하에 수행되는 2개의 스테이지를 포함함으로써

제1 프라이머 세트와 제2 프라이머 세트에 의해 생산된 앰플리콘의 상대적 축적이 2개의 스테이지들에서 서로 다르게 나

타나게 한다.

다른 구체예에 있어서, 증폭 과정은 열 사이클러에서 수행되며, 이때 사이클 반응 프로토칼은 하기의 단계들에 따른 컴퓨

터 장치에 의해 제어된다: 한 스테이지에서 하나 이상의 리포터를 모니터하는 단계(여기서 하나 이상의 리포터의 축적은

반응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앰플리콘이 축적되는 것에 해당함); 및 하나 이상의 리포터의 축적이 한계 수준을 넘는 경우

다음 반응 스테이지로 진행하는 단계. 또 다른 추가의 구체예에 있어서, 반응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경우 반응 프로토칼

은 변화할 수 있다; 한계 수준을 넘은 후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기 전에 하나 이상의 추가적 사이클이 개시될 수 있다; 모니

터한 리포터 어느 것도 한계 수준을 넘지 못한 경우 반응이 종결될 수 있다;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한 후에 고정된 횟수의

사이클을 거쳐 반응이 종결될 수 있다; 및/또는 상이한 리포터들이 한계 수준을 넘으면 동일한 스테이지 또는 다른 스테이

지로 진행할 수 있다.

추가의 구체예에 있어서, 환자의 림프 결절(=림프절) 중에서 유방암 세포의 존재를 나타내는 마커의 발현을 확인하는 멀티

플렉스 방법이 본원에 제공된다. 한 구체예에 있어서, 이 방법은 멀티플렉스 QRT-PCR 반응을 포함하며, 여기서 림프 결

절 중에서의 TACSTD1, PIP 및 내인성 제어 mRNA 발현 수준이 측정된다. 하기 표 B, C, 및 I에 개시된 하나 이상의 프라

이머 또는 프로브, 또는 이의 유도체 또는 이의 아날로그를 멀티플렉스 방법에 사용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 은 시토케라틴 7 (CK7) 마커의 cDNA 서열 리스트를 나타낸다(서열 번호 1).

도 2는 시토케라틴 19 (CK19) 마커의 cDNA 서열 리스트를 나타낸다(서열 번호 2).

도 3은 맘마글로빈 1 (MGB1) 마커의 cDNA 서열 리스트를 나타낸다(서열 번호 3).

도 4는 맘마글로빈 2 (MGB2) 마커의 cDNA 서열 리스트를 나타낸다.

도 5는 프로락틴-유도성 단백질 (PIP) 마커의 cDNA 서열 리스트를 나타낸다(서열 번호 5).

도 6은 종양-관련 칼슘 시그날 트랜스듀서 1 (TACSTD1) 마커의 cDNA 서열 리스트를 나타낸다 (서열 번호 6).

도 7은 유방암 환자에서 일차 종양, 종양-포지티브 림프 결절 및 양성(benign) 림프 결절의 CK7, CKl9, MGB1, MGB2,

PIP 및 TACSTD1의 발현 수준을 산포도(scatter plot)로 도시한 것이다(CK7 - 다이아몬드; CKl 9 - 사각형; MGB1 - 옅

은 트라이앵글; MGB2 - 속이 빈 트라이앵글; PIP - 별표 ; 및 TACSTD1 - 막대). 도 8A-0는 유방암 환자의 림프 결절에

서 양성 세포와 악성 세포를 구별하는 2개의 마커 시스템의 역량을 산포도로 도시한 것이다(네가티브 - 옅은 회색 서클;

포지티브 - 진한 회색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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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는 일차 종양, 양성 결절 및 포지티브 결절에서 관찰된 개별적 유전자 발현에 대한 림프 결절의 이차 스크리닝 세트

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다. 여기서 수평선은 리시버-오퍼레이터 특성(Receiver-Operator Characteristic) 커

브 분석으로 계산한 가장 정확한 컷오프 값을 나타낸다. 개별적 마커들의 분류 특성이 하기 표 G에 보고되어 있다.

도 9B-E는 선형 판별자 결정 룰(linear discriminator decision rule)을 사용하여 가능성 있는 2개의 마커-콤비네이숀의

유전자 발현에 대한 2차 스크리닝 세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다. 개별적 마커들을 사용해서 그랬던 것처럼, 블랙 라인은

가장 정확한 특성 규명을 제공하는 제2차 스크리닝 세트 데이터에서 얻은 결정 룰을 나타낸다. 마커 콤비네이션의 분류 특

성이 표 G에 보고되어 있다.

도 9F-I은 동일한 확률 윤곽 통계 분석(equal probability contour statistical analysis)을 적용하는 가능성 있는 2개의 마

커 콤비네이션의 유전자 발현에 대한 제2 스크리닝 세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다. 동일한 확률 커브는 양성 림프 결절 중

의 2개의 마커에서 관찰된 평균 발현 값과 유사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는 CK19 및 MGB1의 마커 콤비네이션이 림프 결절

(표 G 참조)의 특성을 정확하게 규명하면서도, 이들 마커의 양성 결절에서 관찰한 넓은 분포의 발현은 결정 룰을 적용하는

것을 더욱 낙관적으로 만든다. 이 분석 방법에 따르면, TACSTD1 및 PIP의 마커 콤비네이션은 더욱 확실하게 림프 결절의

특성을 규명한다.

도 1OA는 네가티브 결절 및 포지티브 결절에서 관찰된 개별적 유전자 발현에 대한 SLN의 유효 세트에서 얻은 데이터를

제공한 것이다. 수평선은 제2 스크리닝 세트로부터 얻은 데이터에서 계산한 결정 룰을 나타낸다. 개별적 마커들의 분류 특

성이 표 H에 보고되어 있다.

도 lOB-G는 모든 가능성 있는 마커 쌍의 경우 선형 판별자 결정 룰을 사용하는 2개의 마커 컴비네이숀의 유전자 발현에

대한 유효성 세트 데이터를 제공한다. 개별적 마커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블랙 라인은 가장 정확한 특성 규명을 하는 제2

스크리닝 세트 데이터로부터 얻은 결정 룰을 나타낸다. 마커 컴비네이숀의 분류 특성이 표 H에 보고되어 있다.

도 10H-M는 제2 스크리닝 세트 데이터에서 얻은 동일한 확률 윤곽을 사용하여 분석한 유효 세트 데이터를 제공한다. 포

지티브 림프 결절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결절에서 관찰되는 발현의 상대적 수준은 0.999 컨피던스 윤곽을 훨씬 벗어난다.

포지티브 결절 중 일부는 오직 한 개의 마커(좌측 상단 사분면 또는 우측 하단 사분면에 나타난 적색 십자가)에 대해서만

포지티브를 나타내는 데, 이는 2개의 마커 분석이 높은 특이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감도를 개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

도 11A-B는 림프 결절을 완전히 자동화된 2-마커 QRT-PCR 분석하여 제공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선형 결정 룰 분석

(도 11A) 또는 동일한 확률 윤곽 분석 (도 11B)에 의해서, 이 분석은 평가된 모든 18개의 림프 결절(9개 네가티브, 9개 포

지티브)의 특성을 정확히 규명하였다.

도 12는 β-GUS 프라이머 성능에 대한 어닐링 온도의 효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3은 PIP PCR 수행에 대한 어닐링 온도의 효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4는 TACSTD1 PCR 수행에 대한 어닐링 온도의 효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5는 표적물 수행에 대한 온도의 효과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6은 실시예 4에 설명된 β-GUS, PIP, TACSTD1 트리플렉스 분석의 선형 다이나믹 범위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7은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ANS, Advance to next state)"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GeneXpert®에 대한 MDA-

MB-453 전체 RNA 테스트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8은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이 실행되는 상태에서 GeneXpert®에 대한 MDA-MB-453 전체 RNA 테스트를 도시한 그

래프이다.

도 19는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GeneXpert®에 대한 사람 림프 결절 전체 RNA 테스트를 도시

한 그래프이다.

공개특허 10-2007-0085275

- 8 -



도 20은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이 실행되는 상태에서 GeneXpert®에 대한 사람 림프 결절 전체 RNA 테스트를 도시하는

그래프이다.

도 21은 ANS 공정의 한 구체예를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의 한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다.

도 22는 ANS 공정의 한 구체예에 대한 흐름 다이어그램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변성 및 프라이머 어닐링 단계를 포함하는 멀티플렉스 핵산 증폭 반응, 예를 들면 PCR 반응 및 RT-PCR 반응의

평형을 잡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 및 조성물을 제공한다. 이 방법은 하나 이상의 바람직한 증폭 과정을 억제하기

(quenching) 위해서 상이한 앰플리콘들의 Tm 및 프라이머를 이용함으로써, 림프 결절에서 미소전이를 비롯한 유방암 및

폐암 세포를 식별하는 반응 자원들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이 경쟁을 적게 하거나 또는 경쟁을 하지 않는 상태로 일어나

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소전이의 조기 검출은 환자의 생존 여부와 관련이 있다. 극소 규모의 미세변이는

종종 림프 결절 생검의 조직 연구에서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자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잘못된 부정적 결과

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원에 설명한 핵산 검출 분석은 대부분 경우에서 조직 검사 연구보다도(몇 안 되는 탁월한 능력의 조

직학자들은 림프 결절 섹션에서 미소전이를 식별할 수 있다) 더 훨씬 차별적인 분석일뿐 아니라 이 분석은 확실하며 최소

한도로 훈련된 테크니션의 손에서 쉽게 잘 다루어지고 반복가능하게 진행되는 방법이다. 본 원에 설명된 방법 및 조성물은

필수적으로 특이적 mRNA 마커의 발현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기술에 공지된 기타의 마커와 특이적 마커의 컴비네

이숀을 포함하는 조성물과 방법을 제외하는 것을 간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비제한적인 구체예

에서, 유방암에서 발현되는 다수의 분자성 마커들이 확인된다. 이들 마커는 특정 유형의 암이 발생하는 조직에 대해 특이

적이므로 림프 조직에서 적어도 동일한 수준으로는 발현하지 않는다. 전초 림프 결절 조직 중에 이들 마커가 하나 이상 존

재하거나 및/또는 이들 마커가 하나 이상 발현이 증가하는 것은 림프구 조직에 배치된 세포를 나타내며, 이는 암 진단과 확

실한 관련이 있다.

본원에서 사용된, 용어 "발현" 및 "발현된"이란 의미는 세포에 의해 유전자-특이적 mRNA를 생산한다는 의미이다. 본 개시

내용의 문맥상, "마커"란 림프관 생검에서 일반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를 말한다. 한 구체예에 있어서, 본원에 설명된 마커

는 림프구 세포에서의 발현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특이적 종양 자원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mRNA 종이다.

상술한 개량 PCR 방법뿐 아니라 미국 특허 출원 제10/090,326호에 개시된 PCR 방법들은 림프 결절 조직에서 암환자의

세포를 신속하게 검출가능 하게 한다. 이들 신속한 방법들은 수술 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더 우세한 제어 핵산을 동

시에 검출하는 멀티플렉스 PCR 반응에서조차도 희귀한 핵산 종을 검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PCR 반응은 표적 핵산 종을 선택적으로 증폭하는 멀티플 증폭 단계, 또는 사이클을 포함한다.

전사물의 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PCR 반응은 역 전사 단계와 커플링 되어 있다. 일반적인 PCR 반응은 다음의 3 단계를

포함한다: 표적 핵산이 변성되는 변성 단계; PCR 프라이머 세트(포워드 프라이머 및 리버스 프라이머)를 상보성 DNA 쇄

에 어닐링하는 어닐링 단계; 및 열 안정성 DNA 폴리머라제가 프라이머를 신장하는 신장 단계. 이 단계를 다수 회 반복함으

로써, DNA 단편이 증폭되어 표적 DNA 서열에 해당하는 앰플리콘이 생산된다. 일반적인 PCR 반응은 변성 단계, 어닐링

단계 및 신장 단계를 30회 이상의 사이클로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닐링 단계 및 신장 단계는 동

시에, 즉 동일한 온도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 사이클은 오직 2개의 단계만을 포함한다.

변성 단계, 어닐링 단계 및 신장 단계의 길이는 임의의 바람직한 시간의 길이일 수 있다. 그러나, PCR 증폭 반응을 수술 중

에 진단하기 적합한 시간으로 단축하려는 시도시, 이들 단계의 길이는 분의 범위보다는 초의 범위일 수 있다. 변성 단계는

1초 이하의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다. 어닐링 단계 및 신장 단계는 최선으로는각각 10초 미만이며, 동일한 온도에서 수행

시, 어닐링/신장 단계의 컴비네이숀 단계는 10초 미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 최근 개발된 증폭 과정 기법을 사용하여, 예를

들면, 레이레이-베나드(Rayleigh-Benard) 대류 셀에서 PCR 반응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면 전술한 시간의

한계 이상으로 PCR 반응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참조, Krishnan, My et al, "PCR in a Rayleigh-Benard

convection cell." Science 298:793 (2002), 및 Braun, D. et al, "Exponential DNA Replication by Laminar

Convection," Physical Review Letters, 91:158103).

미국 특허 출원 제10/090,326호에 설명된 바와 같이, 각 사이클은 앰플리콘의 생산을 실질적으로 악화시키지 않고서 크게

단축할 수 있다. 고농도의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것은 PCR 사이클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고 농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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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0nM 보다 큰 농도이며, 흔히 약 800nM 보다 큰 농도를 말하지만, 최적의 프라이머 농도는 분석 대 분석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RT-PCR 분석의 민감도는 초기에 표적 PCR 템플레이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고농도의 역 전

사 효소 프라이머 및/또는 민감성 역 전사 효소(하기 후술함)를 사용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 임의 제공된 PCR 반응의 특

이성은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프라이머 세트의 정체성에 크게 좌우된다. 프라이머 세트는 표적 서열의 증폭 반응이 일어

나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 DNA 서열에 어닐링 하는 포워드(forward) 및 리버스(reverse) 올리고뉴클레오티로 이루어진

쌍으로 표적 서열-특이적 앰플리콘을 생산한다. PCR 프라이머 "연결이 일어나는 PCR" (Troutt, A.B., et al. (1992),

"Ligation-anchored PCR: A Simple Amplification Technique with Single-sided Specificity," Proc. Natl. Acad. Sci.

USA, 89:98239825)로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여, DNA 또는 cDNA 표적물에 연결된 표적 서열에 하나의 특이적인 프라이

머와 표적 서열 내부에 있는 하나의 프라이머를 포함하거나, 또는 세트는 표적 서열 내부에 있는 2개의 프라이머를 포함한

다.

본원에 사용된, 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유도체"는 특정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표적 서열에 결

합하면서 동일한 표적 서열을 증폭함으로써 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앰플리콘을 생산하지만 특

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이들 유도체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유도체는 특이적 서열과 동일한 목적에 사용

되는 특이적 서열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지만, 상기 유도체는 특정 서열 잔기의 삽입, 제거 및/또는 치환에 의해 특정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상이할 수 있다. "아날로그"란, 비제한적인 예로서 포스포로티오에이트 핵산 및 펩티드 핵산을 비롯

한 하나 이상의 염기 및/또는 변형된 기본 골격을 지닌 RNA 또는 DNA 균등물을 의미한다.

본원에 사용된, 유전자 발현 분석의 의미로서의 프로브는 반응 조건하에서 시료 내의 유전자의 전사물, 또는 이에 상보적

인 서열에 특이적으로 하이브리드화할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전사물에는 하이브리드화하지 않는다면 그 프로브는 상기 유

전자 또는 전사물에 "특이적"이다. 그러므로, 진단 분석시, 기타 다른 전사물은 실질적으로 배제하면서(검출 분석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 프로브 또는 프라이머가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mRNA에 있는 전사물의 소정 군 또는 특정 전사물에 결

합한다면 그 프로브 또는 프라이머는 유전자에 "특이적"이라고 말한다. PCR 분석에 있어서, 시료 중의 기타 다른 서열은

실질적으로 배제하면서 프라이머는 전자의 서열을 특이적으로 증폭한다면 프라이머는 그 유전자에 특이적이다.

본원에서 사용된, 특이적 mRNA 종을 검출하는 "프라이머 또는 프로브"는 임의의 프라이머, 프라이머 세트 및/또는 프로브

로서 특이적 mRNA 종을 검출 및/또는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mRNA 종"은 단일 mRNA 종일 수 있으며, 이는

단일 유전자의 단일 mRNA 발현 생산물에 해당하거나, 또는 단일 공통의 프라이머 및/또는 프로브 컴비네이숀에 의해 검

출되는 멀티플 mRNA일 수 있다.

본원에서 사용된, 임의의 분석 또는 반응, 예를 들면 역 전사 공정 및 PCR 공정의 "시약"은 반응 혼합물에 첨가되는 임의의

화합물 또는 조성물로서, 비제한적으로는 효소, 뉴클레오티드 또는 이의 아날로그, 프라이머 및 프라이머 세트, 프로브, 항

체 또는 다른 결합 시약, 검출 가능한 표지 또는 태그, 버퍼, 염 및 코팩터를 포함한다. 본원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

반응 혼합물" 또는 "반응 혼합"은, 이들 화합물 및/또는 조성물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응 또는 분석을 수

행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화합물 및/또는 조성물의 컴비네이숀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효소 반응과 같은 많은 통상적

인 분석 또는 반응용 시약들은 당 기술에 알려져 있으며, 이 시약들은 분석 킷트 또는 반응 킷트로 시판시 제공 및/또는 제

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특허 출원 제10/090,326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멀티플렉스 PCR 분석법은 프라이머 농도를 조작하는 것보다는 앰

플리콘의 생산의 시간-쉬프팅에 의해 최적화하거나 또는 평형을 이룰 수 있다. 이는 서로 상이한 Tm을 지니는 2개의 프라

이머 세트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각각의 스테이지가 한 앰플리콘의 생산이 다른 하나의 앰플리콘 보다 더 유리하게 생산

되도록 서로 다른 어닐링 및/또는 신장 온도를 사용하는 2개의 스테이지 PCR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 및 온도

쉬프팅 방법은 프라이머 농도를 조작하여 반응을 평형화시켰을 때 일어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도 멀티플렉스 최적 평

형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 기법은 제어 cDNA 와 함께 희귀한 cDNA를 증폭하는 것이 바람직한 멀티플렉스 반응의 경우

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RNA 분자 개체군(비제한적인 예로서 전체 RNA 또는 mRNA)에서 낮은 존재비를 지닌 RNA 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출

하는 정량적 역 전사 효소 폴리머라제 사슬 반응은 다음 단계들을 포함한다: a) 역 전사 효소 프라이머, 비제한적인 예로서

cDNA를 생산하는 조건하에서 고 농도의 표적 서열-특이적 역 전사 효소 프라이머 및/또는 랜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RNA 시료와 함께 항온 배양하는 단계; b) 다음에, 역 전사 반응 효소 반응에 적당한 폴리머라제 사슬 반응(PCR) 시약을 첨

가하는 단계, 예를 들면 cDNA에 특이적인 고농도의 PCR 프라이머 세트 및 열 안정성 DNA 폴리머라제를 역 전사 효소 반

응에 첨가하는 단계, 및 c) cDNA 에 특이적인 PCR 생성물("앰플리콘")을 생산하는 적당한 조건하에서 적절한 횟수로 사

이클의 PCR 반응을 사이클링 하는 단계. 역 전사 효소와 PCR 반응을 일시적으로 분리한 후, 역 전사 효소-최적 프라이머

및 PCR-최적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우수한 특이성이 얻어진다. 이 반응은 단일 튜브(본원에서는 반응이 수행될 수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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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튜브, 콘테이너, 바이알, 셀 및 기타 등을 때때로, 일반적으로는 "반응 용기"로 간주한다)에서 수행함으로써, 2개의 튜브

반응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오염원을 제거한다. 이들 반응 조건은 매우 신속한, 일반적으로는 역 전사 효소 반응이 시

작되면서부터 PCR 반응을 40회 사이클로 끝날 때까지 약 20 분 걸리는 QRT-PCR 반응을 수행 가능케 한다.

반응 c)는 PCR 반응을 진행하기 위한 양호한 조건 또는 최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역 전사 효소(RT)에 충분량의 시약을

첨가함으로써 역 전사 효소 반응과 동일한 튜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역 전사 효소 반응을 수행하기 전에 단일 튜브에 다음

을 로딩한다: 1) 역 전사 효소 반응 혼합물, 및 2) 역 전사 효소 반응이 완결된 후 cDNA 혼합물과 혼합되는 PCR 반응 혼합

물. 역 전사 효소 반응 혼합물 및 PCR 반응 혼합물은 역 전사 효소 반응의 항온 배양 온도보다는 높지만 PCR 반응의 변성

온도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용융하는 고형, 반 고형(무정형, 유리 성분, 및 왁스) 배리어 조성물에 의해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 배리어 조성물은 성질 자체가 소수성이며 액체 형일 때 RT 및 PCR 반응 혼합물로 이루어진 2번째 상(phase)

을 형성한다. 이러한 배리어 조성물의 한 가지 예는 캘리포니아 포스터 시티에 소재하는 Applied Biosystems에서 상업적

으로 시판하는 AMPLIWAX PCR GEM 제품이다.

다른 방법으로서, 역 전사 효소 반응이 완결된 후에 역 전사 효소 및 PCR 반응을 분리하는 것은 PCR 프라이머 세트와 열

안정성 DNA 폴리머라제를 비롯한 PCR 시약을 첨가하여 수행할 수 있다. PCR 시약의 첨가는 기계적인 로버트 수단을 이

용하거나 또는 유동 수단을 이용하여 시행하면 시료의 오염이 적어지며 사람에 의한 실수를 제거할 수 있다.

멀티플렉스 공정을 비롯한 QRT-PCR 공정의 생산물은 고정된 횟수의 PCR 사이클을 수행한 후에, 본원에 설명된 바와 같

이, 제공된 리포터 유전자, 비제한적인 예로서 내부 포지티브 제어자 또는 내인성 제어자와 비교된 RNA 종의 상대적 양을

측정함으로써 비교할 수 있다. QRT-PCR 공정 생산물의 상대적 양을 비교하는 한 가지 방법은 겔 전기 영동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시료들을 겔에 놓고 이들 시료를 다수의 알려진 방법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검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법에

는 비제한적 예로 서던 블롯팅을 수행한 후 표지한 프로브로 검출하는 법, 브롬화 에티듐을 사용한 염색법 및 앰플리콘에

형광성 태그 또는 방사성 태그를 유입하는 법이 포함된다.

그러나, 정량적 PCR 반응의 진행은 각 PCR 프라이머 세트의 앰플리콘 생산의 상대적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모니터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앰플리콘 생산을 모니터하는 것은, 비제한적인 예로서 이본쇄 DNA를 결합하는 형광 염색, 형광 프로브, 형

광 프라이머를 포함하는 다수의 공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앰플리콘이 축적되는 것을 측정하는 통상의 방법은 형광 5' 뉴클레아제 분석이다. 이 방법은 PCR 공정 진행시 올리고머 프

로브를 분해하기 위해 일종의 열 안정성 DNA 폴리머라제(예를 들면, Taq 또는 Tfl DNA 폴리머라제)의 5' 뉴클레아제 활

성을 이용한 것이다. 이 올리고머를 선택하여 신장 조건하에서 증폭된 표적 서열에 어닐링한다. 프로브는 일반적으로 그의

5' 말단에서 형광 리포터를 지니며 3'말단에서 리포터의 형광성 억제 물질(quencher)을 지닌다. 올리고머가 완전한 경우,

리포터로부터 형광 시그날이 억제된다. 그러나, 신장 공정 시 올리고머가 분해될 경우에는, 형광 리포터는 더 이상 억제 물

질에 근접하여 있지 않다. 제공된 앰플리콘의 유리 형광 리포터의 상대적 축적을 대조 시료의 동일한 앰플리콘의 축적 및/

또는 내인성 제어 유전자, 예를 들면 β-액틴, 또는 18S rRNA의 축적과 비교하여 RNA 개체군 중에 제공된 RNA의 주어진

cDNA 생산물의 상대적 존재비를 측정할 수 있다. 형광 5' 뉴클레아제 분석 제품 및 시약은, 예를 들면 Applied

Biosystems에서 상업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형광 5' 뉴클레아제 분석을 멀티플렉스로 모니터하기 위해, 검출할 각 앰플리콘에 해당하는 올리고머를 제공한다. 각각의

앰플리콘 종의 올리고머 프로브는 다른 앰플리콘 종 각각의 경우의 올리고머 프로브와는 상이한 피크 방출 파동을 지닌 형

광 리포터를 지니고 있다. 억제되지 않은 각각의 형광 리포터의 축적을 모니터하여 각 앰플리콘에 해당하는 표적 서열의

상대적 양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형광 5' 뉴클레아제 분석에 따른 PCR 및 QRT-PCR 및 다른 QPCR/QRT-PCR 방법을 통해 앰플리콘 축적을 모니터

하기 위한 장치와 소프트웨어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장치와 소프트웨어는 SmartCycler®(캘리포니아

Cepheid에서 상업적으로 시판됨), 및 ABI 프리즘 7700 또는 7900HT 제품 (TaqMan, Applied Biosystem에서 상업적으

로 시판됨)을 포함한다. 카트리지-계 시료 제조 시스템(GeneXpert®, Cepheid에서 상업적으로 시판됨)은, SmartCycler®

제품의 역량을 지닌 열 사이클러 형광 검출 장치와 시료로부터 특이적 핵산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핵산에 대한 QPCR 또는

QRT-PCR을 수행할 수 있는 유체 회로 및 가공 부재들을 결합한 것이다. 본 시스템은 광범위한 범주의 시약을 배열해서

사전에 로딩할 수 있는 1회용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조직을 분쇄한 후 시료로부터 전체 RNA 또는

mRNA를 추출 가능하게 한다. 역 전사 효소 반응 성분들은 RNA에 자동으로 첨가할 수 있으며, 역 전사 효소 반응 완결시

에 QPCR 반응 성분들은 자동으로 첨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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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PCR 반응은 이 반응에서 특정 형광 색소가 생산(또는 소실)되는 지를 모니터할 수 있다. 형광 색소의 수준이 소정

수준에 도달할 때, 자동화 시스템은 자동으로 PCR 조건을 변경할 것이다. 일례로서, 이 자동화 시스템은 전술한 멀티플렉

스 구체예에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며, 여기서 존재비가 더 높은(제어) 표적 종은, 제2의 높은 Tm을 지닌 프라이머 세트에

의해 증폭된 존재비가 더 낮은 종보다도 낮은 온도에서 제1의 낮은 Tm을 지닌 프라이머 세트에 의해 증폭된다. PCR 증폭

반응의 첫번째 스테이지에 있어서, 어닐링 온도는 제1 프라이머 세트의 유효 Tm보다 낮다. 다음에, 제1 프라이머로 제1

앰플리콘의 생산을 검출하는 경우 어니링 온도는 자동으로 제1 프라이머 세트의 유효한 Tm보다 온도가 높게 올라간다.

GeneXpert® 시스템과 같은 카트리지로부터 여러 가지의 시약들을 자동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제1 PCR 반응은

제1 Tm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제1 PCR 반응이 한계 수준을 넘어서 진행되는 경우 다른 Tm을 지닌 제2 프라이머를 첨가

하면 순차적인 멀티플렉스 반응이 일어난다.

전술한 반응들에 있어서, 일종의 역 전사 효소의 양과 및 PCR 반응 성분들은 일반적으로는 독특한 데 이는 일부 열 사이클

러의 더 빠른 램프 타임을 유리하게 얻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머 농도는 매우 높다. 역 전사 효소 반응의 경우 일

반적인 유전자-특이적 농도는 약 20nM 미만이다. 약 1분 내지 2분 동안 신속한 역 전사 효소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서, 역

전사 효소 프라이머 농도를 20nM 보다 크게,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50nM이 되도록, 일반적으로 약 100nM 되도록 올렸

다. 표준 PCR 프라이머의 농도는 100 nM 내지 300 nM의 범위이다. Tm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표준 PCR 반응에 고 농

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참고 프라이머의 농도는 Tm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다. 프라이머의 농도를 비

율적으로 높이는 것은 경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Tm 보상이 필요하거나 또는 그 보상이 바람직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신속한 PCR 반응을 수행하기 위한 PCR 프라이머 농도는 일반적으로 200 nM 보다 높으며, 바람직하게는 약 500

nM 보다 높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약 800 nM이다. 일반적으로, 역 전사 효소 프라이머:PCR 프라이머의 비는 약 1:8 이

상이다. 프라이머의 농도가 증가하면 40 사이클의 PCR 실험이 20분 미만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감성 역 전사 효소는 RNA가 작은 양으로 존재하는 경우 또는 표적 RNA가 낮은 존재비로 존재하는 경우에 바람직할 수

있다. 용어 "민감성 역 전사 효소"란 PCR 템플레이트로서 사용하기 위한 낮은 복제수의 전사물로부터 적합한 PCR 템플레

이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역 전사 효소를 의미한다. 민감성 역 전사 효소의 민감도는 효소의 물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일 수 있

거나, 또는 증진된 민감도를 나타내는 역 전사 효소 반응 혼합물의 특이한 반응 조건으로부터 유래한 것일 수 있다. 민감성

역 전사 효소의 한 가지 예는 SensiScript RT 역 전사 효소로서 캘리포니아 발렌시아에 소재하는 Qiagen, Inc.에서 상업적

으로 시판하는 제품이다. 이 역 전사 효소는 < 50 ng의 RNA 시료로부터 cDNA를 최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낮은 복제수의 전사물로부터 PCR 템플레이트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다. 실시시, 본원에 설명된 분석에서, 시료를

400 ng 까지 사용하는 경우 및, 심지어는 이를 초과하는 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결과가 얻어졌었다. 낮은 복제 수

의 전사물을 역으로 전사할 수 있는 상당히 유사한 능력을 지닌 기타 다른 민감성 역 전사 효소들도 본원에서 설명한 목적

에 부합하는 균등 범위의 민감성 역 전사 효소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소량의 RNA로부터 cDNA를 생산하는 민감성 역

전사 효소의 능력은 효소의 능력, 또는 낮은 복제수의 서열로부터 PCR 템플레이트를 생산하는 효소 반응 시스템보다는 부

차적인 문제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원에 설명한 방법들은 멀티플렉스 QRT-PCR 공정에 사용할 수 있다. 최광의 의미에서, 멀티플렉스

PCR 공정은 동일한 반응 용기에 2개 이상의 앰플리콘을 생산하는 것과 관련한 공정이다. 일반적으로, 멀티플렉스 PCR 분

석은 2개의 다른 mRNA 종에 특이적인 앰플리콘을 생산하여 RNA 시료 중에서 2개의 mRNA 종의 상대적 양을 정량적으

로 측정하는 분석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플렉스 분석은 2개의 상이한 DNA 표적물을 증폭할 수 있으며, 하나의

프라이머 세트는 멀티플렉스 반응에서 다른 프라이머 세트에 의해 생산된 앰플리콘 내의 표적 서열을 증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즉, 2개의 증폭 반응이 "네스티드(nested)" 되는 것은 아니다. 멀티플렉스 앰플리콘은 전술한 방법들에 의해

분석할 수 있다.

통상의 멀티플렉스 QPCR 및 QRT-PCR 방법에 있어서, 유사한 어닐링 및 신장 키네틱과 유사한 크기의 앰플리콘을 지닌

PCR 프라이머 세트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PCR 프라이머 세트를 디자인하고 이를 선택하는 것은 당 기술에

숙련된 당업자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항이다. 평형 멀티플렉스 반응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PCR 세트 및 이의 각각의 몰 비

를 식별하는 공정 또한 잘 알려져 있다. "평형" 이란 일종의 앰플리콘이 dNTPs 또는 효소와 같은 자원의 다른 앰플리콘과

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RT-PCR 실험에서 존재비가 더 높은 RNA 종의 PCR 프라이머의 존재

비를 제한하면 존재비가 더 낮은 종의 검출이 가능할 것이다. 모든 PCR 프라이머의 Tm(용융 온도)을 동일하게 할 것을 권

장한다. 참조, 예를 들면, ABI Prism 7700 Sequence Detection System User Bulletin #5, "Multiplex PCR with

TaqMan VIC Probes", Applied Biosystems (199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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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수의 복제 전사물 경우, 존재비가 더 높은 제어 종의 PCR 프라이머 세트를 제한하면서

까지 멀티플렉스 PCR 실험을 정확하게 디자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점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존재비가 더

높은 종의 PCR 반응보다는 분리된 튜브에서 낮은 존재비를 갖는 RNA의 PCR 반응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멀티플렉스 PCR 실험을 수행하는 이점을 이용하지 못한다. 2-튜브 공정은 비용, 더 많은 여지의 실험 오차의 추가, 및 시

료 오염 기회를 증가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단점을 나타낸다.

높은 복제수를 지닌 하나 이상의 종과 함께 낮은 복제수의 핵산 종을 검출할 수 있는 QRT-PCR 및 QPCR을 비롯한 멀티플

렉스 PCR 공정을 수행하는 방법은 미국 특허 출원 제10/090,326호에 개시되어 있다. 낮은 복제 수의 핵산 종과 높은 복제

수의 핵산 종 간의 차이는 상대적이지만, 본원에서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복제수의 종과 높은(상대적으로 높은) 복제수

종의 우위성 차이는 적어도 약 30배이며, 더욱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약 100 배인 것으로 간주한다. 본 발명의 목적상, 증폭

할 2개의 핵산 종의 상대적 우위성은 주어진 핵산 시료에서 기타 다른 핵산 종과 관련한 2개의 핵산 종의 상대적 우위성보

다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데, 이는 핵산 시죠 중 기타 다른 핵산 종이 PCR 반응 자원들에 대해 증폭할 종과 직접 경쟁하

지 않기 때문이다.

본원에 사용된, 테스트 전 주어진 핵산 시료 중에 제공된 임의의 핵산의 우위성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핵산 시료

중에 제공된 핵산 종의 "예상된" 복제물의 수를 본원에 사용하는데, 이 수는 핵산 시료 중의 그 종의 우위성에 대한 변천 데

이터를 근거로 한다. 주어진 쌍의 핵산 종 경우, 시료 중에 존재하는 2개 종의 상대적 우위성의 예전 측정치를 기준으로, 당

업자는 예상된 범위 내에 속하는 각 종의 우위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범위를 측정함으로써, 당업자는 각 종의

표적 서열의 예상된 수에서의 배수 차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멀티플렉스 방법은 2개(또는 그 이상)스테이지로 이루어진 PCR 증폭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며, 각 증폭 스테이지

진행시 제1 프라이머 세트에 의해 제1 앰플리콘을, 제2 프라이머 세트에 의해 제2 앰프리콘을 생산하는 상대적인 속도가

조율된다. 이 방법에 따라, 낮은 존재비를 지닌 핵산 종에 대한 앰플리콘을 생산하는 PCR 증폭 과정은 효과적으로 PCR 증

폭 과정과 "평형"을 이뤄 높은 존재비의 핵산 종으로 지시되는 앰플리콘을 생산한다. 2개 이상의 일시적 스테이지로 반응

을 분리하는 것은 제1 증폭 과정 스테이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임의의 앰플리콘의 PCR 프라이머 세트를 생략함으로써 이

루어질 수 있다. 이는 예를 들면, 전술한 GeneXpert® 프로토타입 시스템과 같은 자동화 과정을 사용함으로써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멀티플렉스 분석을 디자인해 평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분리 증폭 과정 스테이지를 사용하

되, 이 스테이지에서 각 프라이머 세트의 상대적 농도를 조정하는 단계는 제외한다.

PCR 증폭 공정을 2개 이상의 스테이지로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제2 방법은 이들 각각의 Tm이 변형되는 PCR 프라이머 세

트를 선택하는 것이다. 한 예에서, 낮은 복제수 핵산 종의 프라이머는 높은 존재비를 지닌 종(Tm2)의 프라이머보다 높은

Tm(Tm1)을 가질 것이다. 이 공정에 있어서, 제1 스테이지의 PCR 증폭 과정은 Tm2 보다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규정된 수

의 사이클을 수행하므로 높은 존재비를 지닌 종이 실질적으로 증폭되지 않게 한다. 제1 단계의 증폭 과정 후에, PCR 반응

의 어닐링 및 신장 단계는 저온, 일반적으로는 약 Tm2에서 수행됨으로써 낮은 존재비의 앰플리머 및 높은 존재비의 앰플

리머 둘 모두가 증폭된다. 본원에서 사용된 Tm이란 특별한 언급이 없는 "유효한 Tm"를 말하며, 이는 제공된 반응 혼합물

중에 임의 제공된 프라이머의 Tm으로서, 반응 혼합물 중의 프라이머의 농도 및 프라이머의 핵산 서열을 비롯한 요인들에

좌우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PCR 증폭 과정은 다이나믹(역학) 공정임에 주목하여야 한다. 멀티플렉스 PCR 반응에서 각각의 PCR 반응을 조율하는 온

도를 사용할 때, PCR 반응이 높은 온도의 Tm 프라이머 세트에 의해 앰플리콘을 유리하게 생산하는 한, 고온의 어닐링 스

테이지는 낮은 Tm 보다 조금 높은 범위의 온도에서부터 높은 Tm의 바로 아래의 온도까지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

와 유사하게, 저온 반응 어닐링은 일반적으로 저온 프라이머 세트의 Tm 보다 낮은 임의의 온도에서 수행된다.

상술한 예에서, 고온 스테이지의 경우, 낮은 존재비의 RNA의 앰플리콘은 높은 존재비의 RNA의 앰플리콘 보다 더 빠른 속

도에서 증폭함으로서(그리고 제2 앰플리콘의 생산은 실질적으로 제외된 상태에서), 제2 증폭 과정 스테이지로 가기 전에,

모든 앰플리콘의 증폭 과정이 실질적으로 평형 모드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한 때에, 낮은 존재비의 RNA의 앰플리콘은 높은

존재비의 RNA의 증폭 과정이 낮은 존재비의 RNA의 앰플리콘의 증폭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존재비를 지닌

다. 증폭 과정의 제1 스테이지에서, 낮은 존재비의 핵산 앰플리콘이 우세하게 증폭되는 경우, 어닐링 및 신장 단계들은

Tm1보다 높은 온도에서 수행되어 효율에 대한 특이성을 얻을 수 있다(증폭 과정에서 제2 스테이지 진행시에, 비교적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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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낮은 존재비의 핵산 앰플리콘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택도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앰플리콘 생산 효율은 바

람직하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바람직하더라도, 온도 변화가 다른 증폭 반응에 대해서 하나의 증폭 반응의 완전한 중단

을 반드시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전술한 증폭 반응의 다른 변형법으로, 제1 Tm을 지닌 제1 프라이머 세트는 좀더 존재비가 높은 템플레이트 서열을 표적으

로 하며(예를 들면, 제어 템플레이트 서열) 그리고 높은 Tm을 지닌 제2 프라이머 세트는 더 낮은 존재비의 온도 서열을 표

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더 존재비가 높은 템플레이트 및 더 낮은 존재비의 템플레이트는 둘 다 모두 제1 프

라이머 세트의 (낮은) Tm 보다 낮은 온도하에 제1 스테이지에서 증폭될 수 있다. 더 존재비가 높은 템플레이트에 해당하

는 앰플리콘이 한계량에 도달하면, 반응의 어닐링 및/또는 신장 온도가 제1 프라이머 세트의 Tm 보다는 높지만 제2 프라

이머의 높은 Tm보다는 낮게 올라가 존재비가 더 높은 템플레이트의 증폭 과정을 효과적으로 중단한다.

Tm의 차이가 충분히 크므로 인해 소정 횟수의 사이클 동안 바람직한 서열의 우세한 증폭 과정은 진행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서열은 실질적으로 제거되는 한, 3개 이상의 상이한 Tm(예를 들면, Tm1> Tm2>Tm3)을 지닌 3개 이상의 PCR 프라

이머 세트를 선택 사용하여 단계별로 변화하는 존재비의 서열을 증폭할 수 있다. 이 공정에서, 가장 낮은 존재비의 서열이

예정된 횟수의 사이클 동안 제1 스테이지에서 증폭된다. 다음에, 가장 낮은 존재비와 더 적은 존재비의 서열이 예정된 횟

수의 사이클 동안 제2 스테이지에서 증폭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서열은 제3 스테이지에서 증폭된다. 전술한 2개의 스테이

지 반응에서, 각 스테이지의 최소 온도는, 멀티플렉스 반응의 각 단일 증폭 반응의 상대적 효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증

폭 과정의 임의 스테이지에서 유사한 존재비를 지닌 1종 이상의 증폭 과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앰플리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Tm을 지닐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2개의 스테이지 반응에서와 같이, 3-스테이지 반응 또한 가장 낮

은 어닐링 온도하의 가장 높은 존재비의 핵산 종의 증폭 과정으로부터 가장 높은 어닐링 온도하의 가장 낮은 존재비의 증

폭 과정까지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다.

추가의 구체예에 있어서, 주어진 멀티플렉스 증폭 반응에서 상이한 앰플리콘 간의 앰플리콘 용융 온도 차이를 이용하면 단

일 반응에서 3개 이상의 표적 서열의 증폭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앰플리콘 Tm 차이를 "이용"한다는 것은, 다른

앰플리콘을 위해서 하나의 앰플리콘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멀티플렉스 증폭 반응의 평형 증

폭 과정을 유리하게 이끄는 반응 조건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동일한 반응 용기에서 3개 이상의 반응을

포함한 균일한 멀티플렉스 반응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균일한 형광 실시간 PCR 반응이 기대된다. 또한, 비제한 예로서,

어떤 반응에서, 표절 서열 중 2개의 상대적 존재비, 또는 반응 중 2개 반응의 우수한 효율성은 더 낮은 존재비의 제3의 반

응, 또는 효율이 낮은 반응과 완전히 경쟁하도록 한다. 또한, 정량적 PCR 반응에 있어서, 이 반응은 정량할 표적 유전자와

비교되는 정규화 서열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임의 유형의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값은 정규화

서열의 Ct 및 표적 서열의 Ct 값의 델타값(증분값)으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개의 다른 표적 유전자 중 적어도 하나

가 검출되어야만 진단이 가능한 반응의 경우 및 상대적 정량측정이 가능하도록 정규화 서열이 포함되는 반응의 경우, 2개

의 표적 서열 각각의 정량을 측정하는 테스트의 능력을 좌절시키는 조건이 일어날 수 있다. 제1 비제한 예에서, 정규화 유

전자는 표적물의 예상된 임의의 농도 범위하에서 상당 과량으로 표적 유전자 서열에 존재하므로, 표적 유전자 반응의 민감

성을 감소시킨다. 제2 비제한 예에서, 표적 유전자는 정규화 유전자보다 훨씬 고 농도로 존재하여 정규화 유전자 반응과

경쟁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멀티플렉스 반응을 적절히 평형화시키지 않고서는, Ct 값이 정규화 유전자에서는 얻어지지

않으므로 표적 유전자를 정량화할 수 없다.

이 구체예는 이본쇄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단일쇄 DNA에 결합시키는 에너지나 또는 생산된 앰플리콘의 용융 온도를 동

시에 조작하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이들 예에서 언급한 조건 중 두 가지 조건들을 설명한다. 프라이머 Tm 및/또는 앰플리

콘 Tm 차이를 이용하면 3개 이상의 표적 서열이 검출될 것이다.

트리플렉스 반응의 비제한 예에 있어서, 제1 표적 서열 및 제2 표적 서열은 특이적 진단 표적물이며, 제3 표적 서열은 정량

적 정규화로서 사용되는 하우스키핑 유전자(내인성 제어자)이다. 제1 유전자 서열의 농도는 0부터 시작해서 제2의 2개의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 매우 높은 농도까지의 범위를 가질 수 있다. 하우스키핑 유전자는 적절한 농도 또는 고 농도로 항상

존재하며, 이 유전자는 제2의 표적 서열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 유전자 서열 반응이 다른 2개의 반응을 억제

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하우스키핑 유전자가 제2의 반응을 억제하는 것을 방지하는 분석을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 경우, Ct 값은 표적 서열의 농도와 무관하게 하우스키핑 유전자에 대해서 항상 생성되어야 하며, 제2 표적 서열의

Ct 값은 하우스키핑 유전자가 고농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얻어져야 한다. 표적 유전자 서열이 존재할 때마다, Ct 값이 생

성되어야 하며, Δ(델타) Ct 값을 측정하여 표적 유전자의 정량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는 제1 표적 유전자 서열과 하우

스키핑 유전자 서열의 앰플리콘 Tm 및/또는 프라이머 Tm을 조작 및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2 가지

경우가 있다: 제1 반응 프라이머 세트 Tm = TmP1; 제 1 반응 앰플리콘 Tm = TmA1; 제2 반응 프라이머 세트 Tm =

TmP2; 제2 반응 앰플리콘 Tm = TmA2; 제3 반응 프라이머 세트 Tm = TmP3; 및 제3 반응 앰플리콘 Tm = Tm A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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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 TmP1 << TmP2 = TmP3 및 TmA1 = TmA2 < TmA3

경우 2: TmP1 = TmP2 > TmP3 및 TmA1 > TmA2 = TmA3.

이들 예에서, 반응은 실시간으로 모니터 된다. 경우 1에서, 열 사이클링 프로토칼 경우, 저온(어닐링 온도)은 모든 반응의

Tm 보다 낮은 온도, 즉, TmP1보다 낮은 온도로 설정되며, 고온 용융 온도는 모든 앰플리콘 Tm 보다 높은 온도, 즉 TmA3

보다 높은 온도로 설정된다. 제1 유전자 서열이 높은 존재비로 존재하는 경우, 비교적 초기에 Ct값이 검출될 것이다. 어떤

시점 또는 어떤 사이클 횟수에서, 열 사이클링 프로토칼의 저온은 TmP1 보다 높게 올라가지만 TmP2 및 TmP3 보다는 낮

게 내려감으로써 효과적으로 제1 표적 반응을 중단하거나 또는 억제하여, 다른 2개의 반응이 진행되도록 한다. 제1 유전자

서열이 높은 존재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Ct 값이 검출되지 않으며, 열 사이클링 프로토칼의 저온은 변화되지 않는다. 하

우스키핑 유전자의 Ct 값이 검출될 때까지 열 사이클링은 단순하게 계속된다. 이 반응 시점 또는 이 사이클 횟수에서, 고온

(용융)은 TmA3 미만으로 낮추어지지만, 여전히 TmAl 및 TmA2 보다는 높다. 이들 반응 조건하에서, 하우스키핑 유전자

앰플리콘은 각 사이클에서 더 이상 용융되지 않고, 하우스키핑 유전자 반응은 효과적으로 중단된다. 이는 낮은 존재비의

제2 표적 유전자 서열 반응이 하우스키핑 유전자 반응에 의해 완결됨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끔 한다.

경우 2에서, 열 사이클링 프로토칼의 저온 어닐링은 프라이머 세트 TmP3의 Tm 프라이머보다 낮게 설정되며, 고온 용융

은 모든 앰플리콘 보다 높게, 즉 TmA1 보다 높게 설정된다. .

일부 경우에, 2개의 표적물 중 어느 것이(PI, P2, Al, 및 A2) 제어자(P3 및 A3)에 대해서 높은 존재비로 존재하는 지를 예

측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경우 3: TmP1 = TmP2 > TmP3 및 TmA1 = TmA2 > TmA3; 또는

경우 4: TmP1 = TmP3 < TmP2 및 TmA1 = TmA2 < TmA3

경우 3에 있어서, Pl 및 P2가 제어자(P3)에 앞서서 검출가능하다면, 저온 앰플리콘 용융 온도로 전환되어 이 두 표적 증폭

반응이 중단됨으로써 경쟁 없이 제어 유전자가 증폭될 것이다. 제어 유전자가 처음에 증폭되면, 다음에 어닐링 온도가 증

가하는 쪽으로 상향 전환되어 제어 반응이 효과적으로 중단된다. 비(非)제한 예로서, 프라이머는 70℃의 Tm을 지니며 제

어 유전자는 64℃의 Tm을 지니도록 디자인할 수 있다. 표적물의 앰플리콘 Tm은 85℃이며 제어 유전자의 앰플리콘 Tm은

80℃이다. 이 시나리오는 제어 유전자 및 표적 유전자(존재할 경우)의 모든 경우에서 사이클 한계 값을 측정가능케 하여,

ΔCt 값을 계산하여 상대적 정량 측정값을 얻게 한다.

경우 4에 있어서, 제어 유전자의 증폭 반응은 앰플리콘 용융 온도를 조작하여 제어되며, 표적물은 프라이머 어닐링 Tm에

의해 제어된다.

후술하는 비제한 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개의 표적 유전자(TACSTD1 및 PIP)를 전초 림프 결절에서 유방암 검출

마커로 사용하고, 하나의 하우스키핑 유전자(β-GUS)를 내인성 제어자로 선택하였다(내인성 제어자). 이 분석법은 상기 3

개의 유전자가 멀티플렉스 분석에서 검출되는 방식으로 개발된 것이었다. 옵션으로, 합성 내부 포지티브 제어자를 증폭하

기 위한 제4 반응을 설명한다. 이 반응이 필요하다면, 멀티플렉스 반응은 트리플렉스보다는 훨씬 복잡할 것이다. 멀티플렉

스 PCR 반응의 경우, 하나의 유전자 시그날이 다른 것에 앞서서 4 횟수 이상의 사이클에서 검출된다면, 제2 반응의 효율이

크게 손상된다. 이러한 잘못된 네가티브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분석에 두 가지 "억제"전략을 이용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략은 프라이머 쌍의 차별적 디자인과 이 장치(예를 들면 GeneXpert® 또는 SmartCycler 장치)의

소프트웨어 내에서의 "다음 단계로 진행(ANS)" 역량에 좌우된다. 두 가지 억제 전략을 결합하기 위해서, "분리된 ANS" 접

근법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상, 두 가지 (분리된) 전략을 "어닐링" 전략 및 "앰플리콘" 전략으로 간주할 것이다. 어닐링 전략의 경우, 비

제한적인 예로서 트리플렉스 반응에서 3개의 유전자 중 2개 이상의 프라이머 쌍이 상이한 어닐링 온도를 갖도록 , 예를 들

면, 내인성 제어 프라이머는 68℃에서 어닐링할 수 있고, 표적 유전자 프라이머는 6O℃에서 어닐링하도록 디자인한다. 비

제한적인 예로서, 표적 유전자 시그날 중 하나는 내인성 제어 유전자에 앞서서 검출되며, ANS를 사용하여 사이클링 파라

미터를 고온의 어닐링 온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는 두 표적 유전자의 증폭 반응을 방지하지만 낮은 존재비의 내인성 제

어 유전자의 고효율 증폭 과정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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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플리콘" 전략의 경우, 비(非)제한적인 예로 트리플렉스 반응 중에서 3개 유전자의 프라이머 쌍은 생성된 앰플리콘 중 적

어도 2개가 다른 용융 온도를 지니는 것으로 디자인된다. 예를 들면, 표적 유전자는 ~85℃의 앰플리콘 Tm을 지닌다(또는

내인성 제어자 보다는 적어도 4℃ 높음). 내인성 제어 유전자 시그날이 표적 유전자들에 앞서서 검출되는 경우, ANS를 사

용하여 사이클링 파라미터를 저온 용용 온도(표준 95℃보다는 표적물의 Tm 내지 내인성 제어자의 온도)로 변화시킨다.

이는 낮은 존재비 내인성 제어 유전자의 고 효율 증폭 과정을 허용하지만 표적 유전자의 증폭 과정은 방지한다. 전술한 분

석 또한 표적 유전자와 내인성 제어자의 상반된 지시에 의해 시행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ANS 변형은 이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고 유효하게 사용하고자 Cepheid's SmartCycler® 장치 및 GeneXpert® 장치의 소

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 따른 ANS 공정은 다른 앰플리콘에 비해 반응에서 하나 이상의

앰플리콘을 유리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멀티플렉스 반응에서의 시간 조정에 의한 반응 조건을 조정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한다. ANS 반응은 앰플리콘의 상대적 축적을 기준으로 반응 조건을 조율한다. 한 구체예에 있어서, 모니터하고 있는

리포터가 한계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특정 반복 횟수에 도달하기 전에 ANS 공정은 한 세트의 온도에서 사이클링이 종결되

게 한다. 다음에, ANS 공정과 관련한 프로토칼이 새 단계로 진행한다. 분석(비제한적인 예로서, 시료 제조 단계 및 멀리플

렉스 PCR 프로토칼)에 사용된 모든 리포터 또는 일부 리포터(비제한적인 예로서 형광 염료 또는 염료 컴비네이숀)를 모니

터할 수 있다. ANS 공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단독으로 제공하거나 컴비네이숀 상태로 제공한다:

(1) 임의 프로토콜에서 임의 사이클링 스테이지를 모니터하는 것;

(2) 한 스테이지에서 다수개의 리포터를 모니터하는 것. 한 구체예로서, 상이한 리포터들이 한계를 넘는 경우 동일한 또는

다른 스테이지로 진행할 수 있다;

(3) 한계를 넘은 후 새로운 스테이지로 진행하기 전에 추가 횟수의 사이클을 수행하는 것, 이는 각 리포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4) 모니터한 리포터들 중 하나 이상, 또는 모두가 한계를 넘는다면 및/또는 이 한계 넘지 못한다면 모니터 스테이지 말미

에 프로토칼을 종결하는 것; 및

(5) 새로운 스테이지 말미에 종결하는 것.

ANS 공정(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새 스테이지로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처음에 현 사이클이 완결될 것이다.

시스템이 이미 다른 스테이지에 있은 후 새 스테이지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파악되는 경우, 소프트웨어는 새로운 스테이

지 이벤트로 진행하는 것을 무시한 것이다.

한 구체예에 있어서, ANS 공정은 새로운 스테이지 이벤트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한 정보를 기록하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은 기록물을 제공한다:

(1) 영향받은 모듈 이름;

(2) 리포터 이름 및 Ct 값;

(3) 필요한 프로토칼 수, 모니터링 스테이지의 수, 업데이트한 반복 카운트 및 새로운 스테이지의 수; 및

(4) 이러한 요청에서 부가되거나 생략되는 반복 카운트의 수

도 21은 전술한 ANS 공정을 실시하는 시스템(100)의 한 구체예를 도시한 것이다. 시스템 (100)은 제어자(104)의 명령하

에 작동되는 장치(102)를 도시한 것이다. 점선은 일부 실행에서 제어자(104) 또는 그의 일부(포괄적으로 간주함)가 장치

(102) 중 하나 이상의 부재에 대해 전술한 바와 같이 작동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원에 설명한 ANS 공

정과 관련한 기능들은 시스템(100)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한 후 하나 이상의 부재들을 제어함으로써 실시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한 구체예에 따른 장치(102)의 예로는 규정된 방식으로 지시 사항에 반응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목적

의 컴퓨터를 들 수 있다. 다른 예로는 특정-목적의 컴퓨터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컴퓨터에는 예를 들면 개인용 컴퓨터(PC)

, 워크스테이션, 서버, 노트북 컴퓨터, 웹-실행-전화, 웹-실행- 개인용 디지달 어시스턴트(PDA),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

회로, 용도-특이적 집적 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네트워크 서버, 자바 버츄얼 머신, 로직 어레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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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로직 어레이, 마이크로-컴퓨터, 미니-컴퓨터, 또는 커다란 프레임의 컴퓨터, 또는 임의의 다른 부재, 기계, 도구, 장

치, 또는 지시 사항에 반응하여 이들을 실행할 수 있는 이들의 일부 컴비네이숀이 포함된다. 한 구체예에 있어서, 시스템

(100)은 프로그램 가능한 열 사이클 장치나 또는 열 사이클러를 구비한 장치, 비제한 예로서, Cepheid's SmartCycler® 및

GeneXpert® 시스템뿐 아니라 열 사이클링 장치의 Applied Biosystems PRISM 라인에서 실행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100)은 기본 프로세서, 메모리, 및 통신 역량을 비롯한 중앙 가공 처리 엔진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시스템(100)은 또한 여

러 개의 프로세서가 서로 통신하는 통신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100)은 디스크 드라이브, 카트리지 드라이

브 및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로딩하는 제어 부재 형태인 스토리지(106)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구체예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참고 값이 장치(102)와 관련한 메모리 중에 보관될 수 있다.

제어자(104)의 구체적인 예는, 프로그램된 대로 장치(102)가 독립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상호 반응하여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 장치(102)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코드, 지시 사항 세트, 또는 이들의 컴비네이숀을 포함할 수 있다. 제어자(104)

의 한 가지 예는 지시사항의 실행을 지시하는 장치(102) 상에 장착된 소프트웨어 사용(예를 들면, 작동 시스템, 브라우저

사용, 클라이언트 사용, 서버 사용, 프록시 사용, 프록시 사용,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 사용 및/또는 프라이빗 네트워크 사

용)이다. 한 구체예에 있어서, 제어자(104)는 Windows TM 계 작동 시스템일 수 있다. 제어자(104)는 임의의 컴퓨터 언어

(예를 들면, C＼C++, UNIX SHELL SCRIPT, PERL, JAVA, JAVASCRIPT, HTML/DHTML/XML, FLASH, WINDOWS

NT, UNIX/LINUX, APACHE, RDBMS(ORACLE, INFORMIX, 및 MySQL)) 및/또는 목적-중심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실행될 수 있다.

한 구체예에 있어서, 제어자(104)는 지시 사항을 장치(102)에 전달할 수 있는 임의 유형의 기계, 부재, 물리적 또는 버츄얼

장치, 저장 매체, 또는 전파된 시그날로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특히, 제어자(104)(예를 들면, 소프트

웨어 사용 및/또는 컴퓨터 프로그램)는 장치(102)에 의해 판독가능한 임의의 적당한 컴퓨터 판독 가능한 매체(예를 들면,

디스크, 장치, 또는 전파 시그날)에 저장되어, 장치(102)가 저장 매체를 판독하는 경우 본원에 기술한 기능이 수행되도록

한다. 예를 들면, 한 구체예에 있어서, 제어자(104)는 ANS 공정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컴퓨터-판독 가능한 매

체에서 구현될 수 있다.

도 22는 전술한 ANS 공정과 관련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흐름 다이어그램(200)의 한 구체예를 도시한다. 결정 단계

(210)에서, 이 처리 공정은 모니터 스테이지에서 한계 넘는 것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프로토칼을 멈추도록 요청

할지를 결정한다. 모니터 스테이지에서 단계(220)에 한계를 넘는 것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처리 공정은 선택된 리포터가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되는 지를 모니터한다. 처리 공정은 결정 단계(230)에서 계속되며, 여기서 모니터 스테이지의 임의

모니터한 리포터에서 한계 넘는 것이 검출되는 지를 결정된다. 한계를 넘는 것이 모니터 스테이지의 모니터한 임의의 리포

터에서 검출되지 않을 경우, 처리 공정은 단계(210)까지 계속 진행되며, 모니터 스테이지에서 한계를 넘는 것이 검출되지

않아 사용자가 프로토칼을 멈추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단계(230)에서 한계를 넘는 것이 모니터 스테이지에서 모니터한

리포터 중 어느 것에서 검출될 때까지 이 처리 공정을 반복 방식으로 단계(210-230)를 반복한다. 다음에, 처리 공정이 새

스테이지로 진행되는 단계(240)로 이 공정은 계속 진행해 나아간다. 결정 단계(250)에서, 처리 공정은 새 스테이지로 간

후에 사용자가 프로토칼을 멈추기를 요청할지를 결정한다. 사용자가 새 스테이지로 간 후에 프로토칼을 멈추도록 요청하

지 않는다면, 처리 공정은 단계(220)까지 계속 진행한다. 결정 단계(210)에서 한계를 넘는 것이 모니터 스테이지에서 검출

되지 않아 사용자가 프로토칼을 멈추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결정 단계(250)에서 사용자가 새 스테이지로 진행한 후에 프로

토칼을 멈추도록 요청한 경우라면 현재의 프로토칼이 단계(260)에서 종결될 때까지 단계(210-250)가 반복된다.

한계를 넘는 것은, 리포터로부터 온 시그날이 사용자 정의 또는 디폴트 형광 값을 초과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리포터(예를

들면 형광 프로브)를 모니터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서, 소음-계 한계를 측정하고(예를 들면, 2회 또는 3

회 소음의 표준 편차) 및 리포터가 소음-계 한계를 넘는 지를 모니터할 수 있다. 다른 구체예에서는, 한계를 넘는 것을 증

폭 반응 성장 유도 곡선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한계를 넘는 것을 측정하는 상기 기법 및 기타 다른 기법은 미국 특허

제6,783,934호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 특허의 개시 내용은 본원에 참고로 포함된다.

본원에 설명된 멀티플렉스 증폭 방법의 한 구체예에 있어서, 전초 림프 결절은 종양 절개 시기에 절개한다. 림프 결절은

OCT 용액 중에서 동결하고, 얇은 단편을 절개해낸다. 일반적으로 20개 내지 25개의 단편을 분석에 사용한다. 제공된 시료

중에 존재하는 조직의 양은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비제한적으로 단편 절개 기법 및 림프 결절 크기의 변형으

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공된 시료가 암세포에 대해서 포지티브인지 네가티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계산은 내인

성 유전자 발현에 대한 표적 유전자 발현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한 구체예에 있어서, 분석 디자인은 내인성 제어 유전자로

β-GUS를 사용한다. PIP 및 TACSTD1는 분석용의 2개 표적 유전자이다.

공개특허 10-2007-0085275

- 17 -



1개 또는 2개의 표적 mRNA 수준이 내인성 제어자보다 높은 경우, 내인성 제어자의 증폭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

로, 내인성 제어자를 증폭하기 위해서는 표적 증폭 과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2개의 표적 mRNA 수준이 내인성 제

어자보다 낮은 경우, 표적 유전자 증폭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표적물 증폭 과정이 일어나도록 내인성 제어

자 증폭 과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비 연구에 있어서, AN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앰플리콘을 제한하는 방법의 경우, β-GUS는 모든 60회

의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억제되지 않았으며, PIP는 40회의 사이클에서 억제되었다. ANS를 사용하는 앰플리콘 제한 방

법의 경우, β-GUS는 60회의 사이클 동안 억제되지 않았으며, PIP는 한계치에 도달한 후에 1회 사이클에서 억제되었다.

프라이머 온도-의존 분석(어닐링)에 있어서, PIP는 60회 사이클에 걸쳐서 모두 억제되지 않았지만 β-GUS는 한계치에 도

달한 후 3회의 사이클시 억제되었다.

암-포지티브 시료에 있어서, 림프 결절 시료에 존재하는 암 세포의 수에 따라 2개의 표적 유전자의 발현 수준의 범위는 내

인성 제어자 보다 높은 수준으로부터 이 내인성 제어자 보다 몇 배 낮은 수준까지 매우 가변적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면,

정상의 림프 결절 조직에서 TACSTD1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발현된다. 그러므로, 정확한 ΔCt 값을 요구한다. 분석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표적물의 높은 발현의 빈도이다. 예를 들면, 시료의 10-15%에서, PIP 수준은 β-GUS 수준 보다 높

으며 시료의 약 30%에서 TACSTD1 수준은 β-GUS 수준 보다 높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ΔCt 값은 포지티브 시료의 경우

상당히 높은 포지티브 값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높은 네가티브 값까지 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인성 제어자가 검

출되지 않는 경우, 시료 크기의 고유적인 가변성으로 인해 포지티브 또는 네가티브 시료라 지칭할 수 있는 컷오프를 설정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없으므로, 측정 불가능한 결과가 나타난다. 내인성 제어자가 억제되지 않는 한, 시료가 진짜 포

지티브라도 표적 발현이 낮으면 시료는 잘못된 네가티브로 나타날 수 있다.

표적 유전자로서 TACSTD1 및 PIP의 예를 취할 경우, 전술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옵션이 제공된다. 첫 번째

옵션은 표적 유전자가 내인성 제어자에 앞서서 증폭되는 경우 시료를 맞닥뜨릴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β-GUS 대신

상이한 내인성 제어 유전자, 예를 들면 β2마이크로글로블린 (β2M, β-GUS보다 더 높은 발현 수준을 지님)로 대체하는 것

이다. 기타 다른 사용 가능한 내인성 제어자로는 β-액틴 (ACTB), 글루타르알데하이드-3-포스페이트 디히드로게나제

(GAPD) 및 펩티딜-프롤릴 아이소머라제 A(PPIA)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다른 내인성 제어자를 선택하는

데는 일종의 한계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β-GUS를 대체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후보 유전자는 β2M이다. 일부 연구 결

과는 정상의 림프 결절에서 β2M 발현에서의 고유 가변성으로 인해 ΔCt 측정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β-

GUS, 예를 들면 ACTB, GAPD 및 PPIA 보다 높은 발현을 갖는 다른 하우스키핑 유전자는 동일하지 않은 RT 효율을 지닌

다 - 그러므로, ΔCt 값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두 번째 옵션 경우, 비제한적인 예로서, 표적 프라이머는 Tm=68℃에서 어닐링되며, 표적 앰플리콘은 Tm=86℃에서 변성

되는 반면, 내인성 제어 프라이머는 Tm=58-60℃에서 어닐링되고, 내인성 제어 앰플리콘은 Tm=80℃에서 변성되어(표적

프라이머 Tm > 제어 프라이머 Tm 및 표적 앰플리콘 Tm > 제어 앰플리콘 Tm), 프라이머와 앰플리콘 Tm 간의 차이를 이

용한 반응의 평형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옵션 경우, 비제한적인 예로서, 표적 프라이머는 Tm=58-60℃에서 어닐링되며, 표적 앰플리콘은 Tm=8O℃에서

변성되는 반면, 내인성 제어 프라이머는 Tm=68℃d에서 어닐링되고, 그리고 내인성 제어 앰플리콘은 Tm=86℃에서 변성

되어(표적 프라이머 Tm < 제어 프라이머 Tm 및 표적 앰플리콘 Tm < 제어 앰플리콘 Tm), 프라이머와 앰플리콘 Tm 간의

차이를 이용한 반응의 평형이 이루어진다.

프라이머 어닐링 온도와 앰플리콘 변성 온도는 상기에서 예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Tm 차이를 핵산 증폭 반응에 이용하여

본 발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한은 이들 온도가 멀티플렉스 핵산 증폭 반응에서의 다양한 프라이머 및 앰플리콘의

Tm의 가능한 선택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한하지는 않는다.

전술한 증폭 방법에 따르면, Tm의 표준 매칭과 하나 이상의 PCR 프라이머 세트의 제한량을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멀티

플렉스 PCR 반응의 평형을 위한 추가적인 도구가 사용될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프라이머 세트를 순차적으로 첨가하기

위해서 상이한 앰플리콘들을 순차적으로 증폭하는 방법으로 다른 Tm을 지닌 앰플리콘과 PCR 프라이머 세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멀티플렉스 PCR 반응의 온도-의존 서열 결정법을 프라이머 세트를 단일 반응 혼합물에

순차적으로 물리적 첨가하는 것과 짝지워 사용할 수 있다.

네가티브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증폭 반응의 작동을 확인하는 내부 포지티브 제어자를 사용할 수 있다. 내부 포지티브 제

어자(IPC)는 표적 유전자와 동일한 서열이지만 다른 내부 프로브 서열을 지닌 DNA 올리고뉴클레오티드(예를 들면, P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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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TACSTD1)이다. IPC에서의 선택 부위는 임의적으로 티민 대신에 우라실과 합성하므로 고 농도로 농축된 복제물에

의한 오염은, 필요하다면, 우라실 DNA 글리코실라제를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 프라이머 세트의 내인성 표적의 Ct 값보

다 일반적으로는 더 큰 Ct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의의 PCR 반응 매스터 혼합물에 경험적 결정량으로 IPC를 첨가할 수 있

다. 다음에 표준 프로토칼에 따라 PCR 분석을 수행하고, 프라이머 세트의 내인성 표적물이 없는 경우에도 IPC가 증폭될

수 있으므로, 표적 내인성 DNA 증폭의 실패가 매스터 혼합물에서 PCR 시약의 실패는 아님을 입증한다. 한 구체예에 있어

서, IPC 프로브는 내인성 서열의 프로브와는 다른 형광을 나타낸다. RT-PCR 반응에 사용하기 위한 이러한 변형은 IPC가

RNA 이고 RNA는 RT 프라이머 서열인 경우이다. 이 구체예에 있어서, IPC는 RT와 PCR 반응의 기능을 입증한다. 두 RNA

및 DNA IPC(다른 해당 프로브를 사용함)를 또한 사용하여 RT 및 PCR 반응에서 어려움을 차별화할 수 있다.

본원에서 설명한 신속 QRT-PCR 프로토칼은 약 20분 내에 작동될 수 있다. 이 짧은 시간의 기간은 수술 중의 분석을 가능

하게 하기 때문에 외과 의사로 하여금 단일 수술시에 외과 수술 코스에 관한 것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일반적으로 환자는

마취상태이며 및/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단일 '수술'시 침착하게 조용히 있으며, 테스트할 시료를 얻는 시간과 수술 중 분석

이 완결되는 시간 사이에 대기 시간이 있을 수 있다), 제2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또는 외과 의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예방 조치 또는 너무 광범위한 예방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면, 유방암, 흑색종, 폐암, 상피암, 결장 암을 비

롯한 일종의 암을 외과적으로 평가할 때, 종양 및 전초성 림프 결절을 첫 번째 수술에서 제거한다. 다음에, 전초 결절에 대

해 미소전이를 평가하며, 미소전이가 환자의 전초 림프 결절에서 검출되는 경우, 환자는 제2 수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므로

환자의 외과 수술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키고 다수 회 수술로 인한 환자의 불쾌감을 증가시킨다. 정확도를 증가시키면서 30

분 미만으로 일종의 종양-특이적 마커의 발현 수준을 측정하는 능력을 통해서 의사는 수술 실이나 관련 부속 시설을 환자

가 떠나게 하지 않고서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신속한 테스트는 의사의 진료실에서 취한 니들 생검에도 적용가능하다.

환자는 생검(예를 들면 종양 또는 림프 결절의 니들 생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B는 실시예 및 도면에 도시되고 설명된 mRNA 정량 분석용의 프라이머와 프로브 서열을 제공한다. 도 1-6은 실시예에

서 검출된 다양한 mRNA 종의 cDNA 서열의 비제한적 예를 제공한 것이다. 표 B에 제공된 서열은 실시예에서 제시한 분석

에 유효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기타 다른 프라이머와 프로브 또한 QRT-PCR 및 기타 mRNA 검출 및 정량화

분석(본원에 설명되거나 또는 기술에 공지된 것들)에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PCR 분석뿐 아니라 기타 다른

mRNA 검출 분석용으로 적합한 대안적인 프라이머 및 프로브 세트를 디자인하는 것은 기술에 공지된 평균 당업자의 능력

범위 내에 속한다. 비제한 예로서, 다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특정 파라미터에 따라 cDNA 서열로부터 PCR 분

석용 프라이머 및 프라이머 세트를 양산할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비제한적 예로는 네트 프라이머(NetPrimer) 및

프라이머 프리미어 5(Primer Premier 5)로서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소재의 PREMIER Biosoft International에서 상업적

으로 시판되는 것으로서, 이는 또한 분자 비이콘 및 어레이 분석을 위한 프라이머 및 프로브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다. 2개 이상의 다른 mRNA 용 프라이머 및/또는 프로브는, 비제한적 예로서, 표준 방법에 따라 2개 이상의 표적 서열을 배

열하고, 2개 이상의 mRNA 사이의 공통 서열을 측정한 후, 이 공통 서열들을 적당한 프라이머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내

로 입력하여 동정한다.

본원에 설명된 방법을 상업화하는 데, 특이적 핵산의 검출 킷트가 특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테스트 킷트는 일반적으

로 콘테이너(비제한적인 예로서 바이알, 튜브 또는 병)에 팩킹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시약, 비제한적인 예로서, 핵산 프라

이머 또는 프로브를 포함하며, 상업용 배포 목적에 적합한 패키지, 비제한적 예로 박스, 밀폐된 주머니, 블리스터 팩, 및 카

톤에 들어있다. 이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팩킹한 시약이 환자의 림프 결절에서 암 세포의 존재를 나타내는 발현 또는 마커

를 식별하는 방법에 사용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라벨 또는 패키지 삽입물을 지닌다. 본원에 사용된, "패키징 재료"는 시약

들을 킷트로 배포하기 위한 패키징에 사용되는 임의의 물품을 포함하며, 이는 비제한적으로 콘테이너, 바이알, 튜브, 병,

파우치, 블리스터 팩키징, 라벨, 태그, 지시 시이트 및 팩킹 삽입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킷트의 한 가지 예는 전술한 원-튜

브 QRT-PCR 공정용으로 필요한 시약들을 포함할 것이다. 한 예로서, 킷트는 전술한 시약들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약으로는 역 전사 효소, 역 전사 효소 프라이머, 상응하는 PCR 프라이머 세트, 열 안정성 DNA 폴리머라제, 예를 들면

Taq 폴리머라제, 및 적당한 형광 리포터, 비제한적 예로서 형광 5' 뉴클레아제 분석 프로브, 분자 비이콘 프로브, 단일 염

료 프라이머 또는 이본쇄 DNA에 특이적인 형광 염료로서 예를 들면, 브롬화 에티듐을 포함한다. 이들 프라이머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 농도를 수득하는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열 안정성 DNA 폴리머라제는 다양한 제조업자가 상업적으로 시판

하고 있다. 킷트에 존재하는 부가의 재료들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적당한 반응 튜브 또는 바이알, 배리어 조성물, 일

반적으로 왁스 비드, 임의적으로 마그네슘을 포함함; 역 전사 효소 및 PCR 스테이지의 반응 혼합물(흔히 농축된 상태임,

예를 들면 2X, 5X, 1OX 또는 20X배로 농축됨)로서 dNTPs와 같은 필요한 시약 및 필요한 버퍼를 포함함; 역 전사 효소 및

/또는 QRT-PCR 반응의 PCR 스테이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뉴클레아제- 또는 RNase-유리 수; RNase 억제제; 제어 핵산

및/또는 임의의 추가 버퍼, 화합물, 코팩터, 이온 구성물, 단백질 및 효소, 중합체, 및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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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트 성분들은 상업적으로 실시 가능한 임의의 방식으로 패키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PCR 프라이머 및 역 전사 효소를

개별적으로 포장하여 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하거나 또는 손 쉬운 사용을 증가하면서 오염을 감소시킨

다. 유사하게, 버퍼, 염 및 공동 인자들을 분리하여 또는 함께 포장하였다.

킷트는 또한 조직 시료에서 얻은 핵산을 수동으로 또는 자동으로 추출하는 데 적합한 시약과 기계적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들 시약은 기술 분야에 공지된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디자인 선택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자

동화 공정의 한가지 구체예에서, 킷트에 제공된 용균 용액 중에서 조직을 초음파로 분쇄하였다. 생성된 용균 용액을 여과

하고, 킷트 또는 카트리지 중에 제공된 RNA-결합 마그네틱 비드에 RNA를 결합한다. 비드-결합된 RNA를 세척하고, RNA

를 비드로부터 용출하고 적당한 역 전사 효소 반응 혼합기에 넣은 후 역 전사 효소 반응 반응을 수행하였다. 자동화 공정에

있어서, 시약 및 포장 모드(예를 들면 1회용 카트리지)의 선택은 특이적 RNA 추출 시스템의 로봇 공학 및 유체 역학에 따

른 물리적 형상에 따르며, 상기 시스템의 비제한적 예로는, GeneXpert® 시스템이 있다. 국제 특허 공개 WO 04/48931,

WO 03/77055, WO 03/72253, WO 03/55973, WO 02/52030, WO 02/18902, WO 01/84463, WO 01157253, WO 01/

45845, WO 00/73413, WO 00/73412 및 WO 00/72970는 본원에 설명된 방법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카트리지-계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을 제공한다.

킷트의 구성 요소들은 함께 패키지 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패키지 하고, 각각의 요소들은 한 개 또는 두 개의 튜브나 또는

바이알에, 또는 적절하게는 카트리지 형태에 넣을 수 있다. 구성 요소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함께 임의의 유용한 상태

로 패키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란 비제한적으로 탈수된 상태, 동결 건조된 상태, 유리화된 상태, 또는 수성 상태를 포

함한다. 킷트는 자동화 공정에 사용되는 상술한 시약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컴파트먼트를 구비한 카트리지의 물리적 형

태를 취할 수 있다. 적합한 카트리지는 예를 들면 미국 특허 제6,440,725호, 제6,431,476호, 제6,403,037호 및

6,374,684호에 기술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PCR-계 기법을 사용하여 제공된 조직 시료 중에서 mRNA의 양을 측정

할 수 있다. 시약 간의 Tm의 차이가 멀티플렉스 반응을 평형화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기타 다른 서열-특

이적 핵산 정량화 방법은 어느 정도 적합하다. 본 발명의 분야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표준 멀티플렉스 "PCR" 반응에 대

한 수많은 변형법이 잘 알려져 있으며, 많은 변형법이 프라이머 어닐링 온도에서의 차이 및/또는 앰플리콘 변성 온도의 차

이를 이용하여 멀티플렉스 반응의 평형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핵산 증폭 과정 방법은 본 발명의 영역에 속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실시예 1 - 일반 재료 및 방법

가능성 있는 마커의 동정

광범위한 문헌 및 공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임의의 가능한 마커들을 동정하였다. 이 조사에 사용된 자원

들은 PubMed, OMIM, UniGene (http://www.ncbi.nlm.nih.gov/), GeneCards (http://bioinfo.weizmann.ac.il/cards),

및 CGAP (http://cgap.nci.nih.gov)을 포함하였다. 조사 기준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었지만 조사의 목적은 종양에서는

높게 발현하고 정상 림프 결절에서는 낮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동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정된 조직 분포를 지닌 유전자

와 종양에서 상향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된 유전자를 유용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암-특이적으

로 보고된 유전자, 예를 들면 암 고환 항원 및 hTERT를 평가하였다.

조직 및 병리적 평가

IRB 승인을 받은 프로토칼을 통하여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메디칼 센터(the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에서 조직 표본을 얻었다. 모든 표본들을 액체 질소 중에 급속히 동결한 다음 동결된 단편을 커팅 하기 위해 OCT

에 매립하였다. RNA를 단리 하기 위해서 20개의 5-마이크론 단편들을 각 조직에서 커팅하였다. 또한, RNA를 단리 하기

위해서 단편들을 커팅하고 단편의 처음 부분, 중간 부분(RNA 단편 10 번째 및 11 번째 사이) 및 마지막 부분을 H&E 및

IHC 분석용 슬라이드에 놓았다. 각 표본으로부터 모든 3개의 H&E 슬라이드를 병리적으로 고찰하여 종양의 존재, 즉 종양

백분율을 확인하고, 임의의 오염성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염색이 되지 않은 모든 슬라이드는 -20℃에서 보관하였다.

AE1/AE3 항체 칵테일(DAKO, 캘리포니아 카핀테리아 소재) 및 Vector Elite ABC 킷트 및 Vector Aendogenous 제어

크로마젠(Vecta Laboratories, 캘리포니아 버링게임 소재)을 사용하여 면역조직화학 평가를 수행하였다. IHC를 필요에

따라 H&E 조직을 평가하는데 사용하였다.

스크리닝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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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은 두 가지 상태로 수행하였다. 모든 가능한 마커들을 일차 스크리닝 상태에 들어가게 한 후 6개의 일차 종양 및

암을 앓지 않는 환자로부터 얻은 10개의 양성 림프 결절에서 나타난 발현을 분석하였다(1개의 개체군 당 2개의 림프 결절

RNA를 지닌 5개의 RNA 개체군). 림프 결절 전이 검출에 있어서 우수한 특성을 보였던 마커들을 이차 스크리닝 상태에 통

과시켰다. 이차 스크린은 20-25개의 일차 종양, 20-25개의 조직 림프 결절 및 암이 없는 21개의 양성 림프 결절에 대해

발현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RNA 분리 및 cDNA 분석

제조업자의 주로 설명하는 바에 따라 RNeasy 미니킷트(Qiagen, Valencia, CA)를 사용하여 RNA를 단리하였다. 유일한

변형은 용균 시약의 부피를 2배로 하고 2 단계로 칼럼을 로딩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형은 아마도 조직 단편에서 OCT를 희

석해 낸 결과 더 나은 RNA 수율 및 순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C에 제시된 프로브와 수퍼스크립트 II

(Superscript II, Invitrogen, 캘리포니아 칼스버드 소재)를 이용하는 서열-특이적 프라이밍 또는 랜덤 헥사머 프라이밍을

사용하여 100 ㎕ 반응 부피 중에서 역 전사 과정을 수행하였다. 일차 스크린 과정으로, 3회의 역 전사 반응을 수행하되, 각

기 500 ng의 RN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cDNA들을 혼합하고 반응 하나 당 20 ng에 해당하는 RNA를 사용하여 QPCR

을 수행하였다. 이차 스크린 과정에서는, 일차 종양 및 포지티브 결절의 RNA 유입량으로 500 ng 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양성 결절의 경우, RNA 유입량은 2000 ng 이었으며, 이는 QPCR 반응 1회당 80 ng에 해당하는 RNA 였다.

정략적 PCR

모든 정량적 PCR은 ABI 프리즘 7700 서열 검출 장치(Applied Biosystems, 캘리포니아, 포스터 시티)를 사용하여 수행하

였다. 전술한 Δ-Ct 법을 사용하고 내인성 제어 유전자인 β-글루쿠로니다제와 함께 마커 유전자의 상대적 발현을 계산하

였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SYBR Green 정량화 방법을 사용하여 일차 스크린을 수행하긴 하였지만, 5' 뉴클레아제 하

이브리드화 프로브를 사용하도록 모든 분석을 디자인하였다. 분석은 ABI 프라이머 익스프레스 버젼 2.0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디자인하였고, 가능하다면, 앰플리콘은 엑손 연결부까지 걸쳐져서 cDNA 특이성을 제공하게 한다. 60℃, 62℃ 및

64℃ 어닐링 온도에서 모든 프라이머 쌍을 테스트하여 증폭 과정의 특이성(겔 상의 싱글 밴드 생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일차 스크린에 사용하기 전에 SYBER Green 정량화를 이용하여 PCR 효율을 추정하였다. 또한 추가의 최적화 반응과 더

정확한 효율 산정 값을 얻기 위해 이차 스크린에 사용된 모든 분석용 5' 뉴클레아제 프로브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사람 태반, 갑상선, 심장, 직장, PCI13 세포주 및 SKBR3 세포주에서 얻은 유니버샬 사람 레퍼런스 RNA 혼합물

(Stratagene, 캘리포니아 라 졸라 소재)은 마커 스크리닝 프로세스에서 모든 유전자의 보편적인 포지티브 발현 제어자로

서 기능을 담당하였다.

SYBER 그린 (일차 스크린)을 사용한 정량화 방법

SYBR 그린 I-계 QPCR에 있어서, 각각의 50 ㎕ 반응은 1X TaqMan 버퍼 A (Applied Biosystems), 30OnM 각 dNTP,

3.5mMMgCl2, 0.06 유닛 ㎕ Amplitaq Gold (Applied Biosystems), 0.25X SYBR 그린 I (Molecular Probes, 오레건주,

유진) 및 200 nM 각각의 프라이머를 포함하였다. 증폭 과정 프로그램은 2개의 스테이지를 포함하였는데, 즉, 처음에 95℃

Taq 활성화 스테이지를 12분간 수행한 후 15초간 95℃에서 변성 과정을 40 사이클 수행하고, 60℃, 62℃ 또는 64℃에서

어닐링/신장 과정을 60초간 수행하며, 증폭되는 특이적 PCR 생산물의 Tm 보다 2-4℃ 낮은 온도에서 10초간 데이터를 수

집한다(TB Morrison, et al. 1998). 증폭 과정 후에, 20분에 걸쳐 60℃에서 95℃로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형광 데이터를

수집하여 용융 곡선 분석을 수행하였다.

5' 뉴클레아제 프로브를 사용한 정량화 방법(이차 스크린)

프로브-계 QPCR 과정을 전술한 바와 같이 수행하였다(Godfrey, et al., Clin. Cancer Res. 2001 Dec, 7(12):4041-8).

요컨대, 반응들을 프로브 농도 200 nM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60℃, 62℃, 또는 64℃에서 60 초간 어닐링/신장 상태를 수

행하였다. 이차 스크린에서 평가된 유전자의 프라이머 및 프로브 서열(IDT에서 구입함, 아이오와주, 코랄빌 소재)을 하기

표 B에 제시하였다.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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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 스크린에서, ABI 프리즘 7700 해리 커브 곡선 분석 1.0 소프트웨어 (Applied Biosystems)를 사용하여 용융 곡선으

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용융 곡선의 제1 파생선을 사용하여 생성물의 Tm을 측정할 뿐 아니라 각 시료 중에서

특정 생성물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2회의 PCR 반응을 통해 시료를 분석하고 평균 Ct 값을 발현 분석에서 사

용하였다. 그러나, 이차 스크린에서 각 개별적 양성 결절에 대해 3회의 반응을 수행하여, 가장 낮은 Ct 값을 상대적 발현

계산에 사용하여 시료에서 가장 높은 배경 발현 값을 얻었다.

암 조직-특이적 연구를 후술하는 실시예에 기술한 바와 같이 수행하였는데, 여기서 다양한 분자 마커가 유방암 및 폐암을

비롯한 암의 병리적 상태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A는 다음의 연구에서 사용된 유전자를 동정한 것이

다. 표 B는 본원에 설명된 정량적 PCR 및 RT-PCR 증폭 과정에 사용된 PCR 프라이머와 TAQMAN 프로브 서열을 제공한

다. 표 C는 랜덤 헥사머 프라이머 대신 사용된 RT 프라이머를 제공한다. 모든 PCR 및 RT-PCR 반응은 표준 방법을 사용

하여 시행하였다. 모든 도면에서, T=일차 종양; PN=종양-포지티브 림프 결절(조직구조 스크리닝에 의함, 즉, 전술한 바와

같이 필요할 때마다 IHC에 의해 H&E 염색된 조직을 고찰함); 및 BN=양성 림프 결절(조직구조 스크리닝)을 나타낸다.

표 A

마커
수탁번호/

OMIM 번호

공식

유전자 기호

공식 유전자

명칭          

 

대안적

유전자

기호

    별칭

CK7 NM_005556/148059 KRT7 케라틴 7
K7, CK7, SCL,

K2C7, MGC3625

살코렉틴;

시토케라틴 7;

타입 II 중피성 케라틴 K7;

케라틴, 타입 II 세포골격 7;

케라틴, 55K 타입 II 세포골

격;

케라틴, 단순 상피성 타입 I,

K7

CK19 NM_002276/148020 KRT19 케라틴 19
K19, CK19, KICS,

MGC15366

시토케라틴 19;

케라틴, 타입 I, 40-kd;

케라틴, 타입 I 세포골격 19;

40-kDa 케라틴 중간 섬유 전

구체 유전자

MGB1 NM_002411/605562 SCGB2A2
세크레토글로빈, 2A군.

멤버 2
MGB1, UGB2 맘모글로빈 1

MGB2 NM_002407/604398 SCGB2A1
세크레토글로빈, 2A군.

멤버 1

LPHC,

MGB2,

UGB3

리포필린 C;

맘모글로빈 2;

맘모글로빈 B

PIP NM_002652/176720 PIP 프로락틴-유도 단백질
GP17,

GCDFP-15
프로락틴-유도 단백질

TACSTD1 NM_00354/185535 TACSTD1
종양-관련 칼슘 시그날

트랜스듀서 1

EGP;KSA;

M4S1;MK-1; KS1/4;

EGP40;

MIC18;

TROP1;Ep_

CAM;CO17-

1A;GA733-2

MK-1 항원;

모노클로날 항체 AUA1에 의해

확인된 항원;

멤브레인 성분,

염색체 4,

표면 마커(35KD 당단백질)

*는 사람에서 온라인 멘델 유전(www.ncbi.nlm.nih.gov)을 나타낸다

표 B - 모든 암 유형의 이차 마커 스크리닝에 사용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프라이머 및 프로브 서열

유전자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서열(5'-3') 서열 참고

CK19 포워드 프라이머 AGATCGACAACGCCCGT
서열 번호2,

염기 596-612

리버스 프라이머 AGAGCCTGTTCCGTCTCAAA 서열 번호7

프로브 TGGCTGCAGATGACTTCCGAACCA
서열 번호2,

염기 61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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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

포워드 프라이머 CCCTCAATGAGACGGAGTTGA
서열 번호1,

염기 807-827

리버스 프라이머 CCAGGGAGCGACTGTTGTC 서열 번호8

프로브 AGCTGCAGTCCCAGATCTCCGACACATC
서열 번호1,

염기 831-858

MGB1
포워드 프라이머 GTTGCTGATGGTCCTCATGCT

서열 번호3,

염기 66-86

리버스 프라이머 GGAAATCACATTCTCCAATAAGGG 서열 번호9

프로브 AGCCAGAGCCTGCGTAGCAGTGCT 서열 번호 10

MGB2

포워드 프라이머 ATGCCGCTGCAGAGGCTAT
서열 번호 4,

염기 222-240

리버스 프라이머 CTGTCGTACACTGTATGCATCATCA 서열 번호 11

프로브 TCAAGCAGTGTTTCCTCAACCAGTCACA
서열 번호 4,

염기 249-276

PIP

포워드 프라이머 CTGGGACTTTTACACCAACAGAACT
서열 번호 5,

염기 333-357

리버스 프라이머 GCAGATGCCTAATTCCCGAA 서열 번호 12

프로브 TGCAAATTGCAGCCGTCGTTGATGT
서열 번호 5,

염기 386-405

TACSTD1

포워드 프라이머 TGCAAATTGCAGCCGTCGTTGATGT
서열 번호 6,

염기 348-368

리버스 프라이머 GGTTTTGCTCTTCTCCCAAGTTT 서열 번호 13

프로브 AAATGTTTGGTGATGAAGGCAGAAATGAATGG
서열 번호 6,

염기 371-402

표 C

유전자 마커 RT 특이적 프라이머(5'→3') 서열 참고

MGB1 GGAAATCACATTCTCCAAT 서열 번호 14

PIP GCAGATGCCTAATTCCC 서열 번호 15

TACSTD1 AGCCCATCATTGTTCTG 서열 번호 16

실시예 2 - 유방암

CK7, CK19, MGB1, MGB2, PIP, 및 TACSTD1의 발현 수준은 실시예 1에 설명된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도 7은 일차

종양, 종양 포지티브 림프 결절 및 양성 림프 결절에서 CK7, CK19, MGB1, MGB2, PIP, 및 TACSTD1의 발현 수준을 도

시한 산포도를 도시한 것이다. 도 8A-0는 림프 결절에서 양성 세포 및 악성 세포를 구별하는 2개의 마커 시스템 능력을 도

시한 산포도를 제공한다. 표 D 및 E는 도 7 및 8A-O의 생성된 그래프로부터 얻은 가공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전초 림프 결절에서 유방암으로부터 발생한 악성 세포의 존재와 전초 림프 결절에서 CK7, CK19, MGB1,

MGB2, PIP, 및 TACSTD1 마커(이들 마커는 단독으로 존재하던지 또는 조합으로 존재한다)의 발현에는 상당한 상관 관

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표 D. 유방암용 단일 마커 예측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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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48 개의 림프 결절 발현 수준(27개 포지티브, 21개 양성은 로그-정규 분포로부터 얻어졌으며 가장 정확한 컷오프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결정 룰은 각 시간에 따라 공식화하였다(전체 500 개의 결정 룰)을 나타내는 500개의 파라메트릭

부트스트랩 시료를 의미한다. 오리지날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과 부트스트랩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의 차이를 평균 내어 재

-대체 결정 룰의 바이어스 산정치를 얻었다. 각기 산정된 바이어스를 오리지날 데이터의 민감도, 특이성도, 및 분류값으로

부터 차감하여 부트스트랩 산정치를 얻었다. 산정된 분류 정확도에서의 바이어스를 표의 마지막 칼럼에 나타낸다.

**는 분류 바이어스= 오리지날 데이터에 적용된 부트스트랩 결정 룰의 분류 정확도와 부트스트랩 데이터에 적용된 부트스

트랩 결정 룰의 분류 정확도의 평균 차이값이다. 이는 결정 룰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리지날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표 E. 유방암의 2개의 마커 예측 특성

*는 48 개의 림프 결절 발현 수준(27개 포지티브 및 21 개의 양성은 분리형 로그-정규 분포 및 새 결정 룰에서 생성하고

새 결정 룰을 각 시간 마다 포뮬레이트 하였다)을 나타내는 500개의 파라메트릭 부트스트랩 시료를 의미한다. 오리지날 데

이터를 분류하는 것과 부트스트랩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의 차이를 평균 내어 재-대체 결정 룰의 바이어스 산정치를 얻었

다. 각기 산정된 바이어스를 오리지날 데이터의 민감도, 특이성도, 및 분류값으로부터 차감하여 부트스트랩 산정치를 얻었

다. 산정된 분류 정확도에서의 바이어스를 표의 마지막 칼럼에 나타낸다.

** 분류 바이어스= 오리지날 데이터에 적용된 부트스트랩 결정 룰의 분류 정확도와 부트스트랩 데이터에 적용된 부트스트

랩 결정 룰의 분류 정확도의 평균 차이값이다. 이는 결정 룰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오리지날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사

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실시예 3 - 연구 후속- 유방암 재료 및 방법

실시예 2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광범위한 문헌 및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여 유방암에서 림프 결절 전이를 검출하기 위한

가능한 mRNA 마커들을 확인하였다. 일차 스크린 분석 결과 6개의 일차 유방 종양 및 암에 걸리지 않은 환자로부터 얻은

10개의 양성 림프 결절에서 43개의 가능한 마커의 상대적 발현이 나타났다. 6개의 마커는 림프 결절 전이 검출에서 우수

한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25개의 일차 종양, 27개의 조직구조적으로 포지티브인 림프 결절 및 암에 걸리지 않는 환자로부

터 얻은 21개의 양성 림프 결절을 대상으로(73명의 개별적 환자들) 발현을 분석하였다. 분류 특성을 기준으로, 신속한 멀

티플렉스 실시간 PCR 분석을 사용하여 유방암에 걸린 개개의 환자로부터 90 SLN의 외부 유효성 연구를 하기 위해서 4개

의 마커를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GeneXpert®상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신속한 RNA 단리법 및 실시간 PCR 분석을 사용

하여 9 개의 조직구조적으로 네가티브인 림프 결절 및 9 개의 조직구조적으로 포지티브인 림프 결절을 분석하였다.

조직의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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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스크리닝 및 GeneXpert®연구에 필요한 조직은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 메디칼 센터의 조직 뱅크에서 얻었으며,

마커 유효성 연구에 사용되는 SLN은 메디칼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유방암 시험의 최소 침식 분

자 스테이징(Minimally Invasive Molecular Staging, MIMS)에서 얻었다.

조직 준비 및 조직구조 분석

모든 조직을 액체 질소 중에서 스냅-동결하고 사용시까지 -80℃에서 보관하되, 이 시점에서 저온 유지 장치상에서 동결상

태에서 단편을 자를 수 있도록 이들 조직을 최적 커팅 온도(OCT) 화합물 중에 매립하였다. 마커 스크리닝 및 GeneXpert®

연구를 위해, RNA를 단리 하기 위해서 40개의 5-미크론 단편을 절단해냈다. RNA 단리를 위해 단편의 처음 부분, 중간 부

분, 마지막 부분으로부터 추가적인 단편을 커트하여 H&E 및 IHC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표본으로부터 얻은 모든 3개의

H&E 슬라이드를 2명의 병리학자가 병리적으로 고찰하도록 하였다. 염색되지 않은 모든 슬라이드를 -20℃에서 보관하고

H&E 조직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IHC 평가(AE1/AE3 팬시토케라틴 항체 칵테일을 사용함)를 수행하는 데 사

용하였다.

유효성 연구를 위해서, 개별적 환자로부터 시간순으로 얻은 SLN 표본을 식별하였다. 5-마이크론의 단편들을 각 조직으로

부터 연속적으로 절단하고, 초기 조직 및 최종 조직 2개 단편을 슬라이드 상에 올려놓고 H&E 염색 및 팬시토케라틴 IHC

를 사용하여 조직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게재성 단편들을 4:1:4:1:4 등으로 분포하여, RNA를 분리하기 위해서 4 개의

단편들을 즉각적으로 챠오트로픽 용균 버퍼에 넣고 매 5번째 단편을 조직구조 관찰을 위해 슬라이드에 올려놓았다. 절단

된 단편의 전체 수는 SLN(범위 50-60)의 크기에 좌우되었다. 모든 표본을 고찰하여 병리 분석을 위한 조직구조가 적절히

보존되는 지를 확인한 결과 25개의 표본이 제외되었다. 남아 있는 90 SLN 경우, 3 가지 수준(초기, 중기 및 말기)의 단편

들에 대해 H&E 및 IHC 염색을 사용하여 병리적 고찰을 수행하고, 남은 슬라이드를 필요에 따라 고찰하였다.

유방암 표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진 2명의 병리학자가 따로 모든 표본을 평가하였다. 이들 병리학자는 종

양의 존재, 종양의 백분율, 및 임의의 오염성 조직의 존재(예를 들면, 정상 유방 조직)를 측정하였다. 표본들에 대해서 불일

치한 해석이 나타났으므로 이후에 동시에 고찰하도록 하여 의견의 일치를 만들었다.

RNA 단리

스크리닝 및 유효성 연구를 위해서, 제조업자가 설명하는 바에 따라, RNeasy 미니 킷트(Qiagen, Valencia, CA)를 사용하

여 RNA를 단리하였다. 유일한 변형은 용균 시약 부피를 2배로 하고 2 단계로 컬럼 상에 로딩한 것이었다. Ambion으로부

터 구입한 DNA-유리 킷트를 사용하여 DNAse로 모든 RNA를 처리하였다.

정량적 RT-PCR 분석

마커 스크리닝 연구를 위해, 랜덤 헥사머를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정량적 실시간 PCR을 ABI 프리즘 7700 서열

검출 장치 상에서 수행하고, ΔCt 계산법을 사용하여 내인성 제어 유전자 β-글루쿠로니다제에 대한 각 마커 유전자의 발현

을 측정하였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SYBR 그린에 의한 정량화 방법을 사용하여 일차 스크린을 수행하였다. 이차 스

크린에서는, 5' 뉴클레아제 하이브리드화 프로브를 사용하여 분석 특이성을 증가시켰다. ABI 프라이머 익스프레스 버젼

2.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모든 분석을 디자인하였고, 가능하다면, 앰플리콘은 엑손 연결부에 걸쳐져서 cDNA 특이성을

제공하게 한다. 네가티브 제어자는 각 PCR 플레이트에 포함되었다. 유니버샬 사람 참고 RNA (Stratagene, 캘리포니아,

라 졸라 소재)와 사람의 태반, 갑상선, 심장, 직장, PCI1 세포주 및 SKBR3에서 얻은 RNA의 혼합물은 마커 스크리닝 공정

에서 모든 유전자의 유니버샬 포지티브 발현 제어자로서 사용하였다.

마커 유효성 연구에서 4개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은 Cepheid SmartCycler® (Cepheid,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소재) 상에

서 신속한 멀티플렉스 (내인성 제어 유전자 및 표적 유전자) QRT-PCR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림프 결절 시료에 대한

RNA 유입량은 QRT-PCR 반응 1회당 50-200 ng 이었으며, 모든 반응은 2회로 수행하였다. 네가티브 결과가 나타난 경우

에 적당한 분석 민감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각 반응마다 내부 포지티브 제어(IPC)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혼입하였다. 유전

자 특이적 역 전사 프라이머 서열 및 PCR 프라이머 및 프로브 서열은 표 B에 나타나있다.

GeneXper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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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에 매립된 조직의 24개 5-μm 단편을 800 ㎕ 의 GeneXpert® 용균 버퍼(Cepheid, 캘리포니아, 서니베일) 내로 절단

해서 넣었다. 용균 버퍼를 0.22μm 시린지 필터 (Osmonics Inc, 메사츄세츠주 웨스트보로) 내로 통과시켜 여과하고,

GeneXpert® 카트리지 내로 로딩하였다. 자동화 공정은 GeneXpert®상에서 RNA 단리 과정, 역 전사 과정 및 QRT-PCR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통계적 분석물

마커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으로는 민감도, 특이성도, 분류 정확도 및 네가티브 및 포지티브 예측 값이 있다. 평가

방법은 마커의 분포 특성을 규명하고 데이터가 로그-정규 분포에 부합하는 지 테스트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개별적 마커

의 경우, 분류 정확도를 최대화하는 컷오프 값을 측정하였다. 분류 정확도가 100% 인 경우에, 컷오프는 제일 높은 발현 양

성 결절과 제일 낮게 발현하는 조직구조 양성 결절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설정되었다. 또한 컴비네이숀 쌍을 대상으로 마

커를 평가하였으며, 선형 예측 룰을 각 쌍에 대해서 생성하였다. 이 룰은 경계선보다 높게 위치하거나 낮게 위치하도록 피

팅되는 확률과 동일한 선형 프레틱터와 동등한 것이다. 즉, 경계선에 있는 점들은 포지티브 결절 및 네가티브 결절에 대해

나타난 수치적 스코어들의 중간쯤 되는 예측 확률 값을 지녔다.

또한, 단일 마커 및 쌍 마커의 예측 룰의 특성은 발현 수준의 분포 특성을 검토한 후 파라메트릭 부트트랩 유효성을 적용하

여 조사하였다. 마커 쌍 사이의 평균, 변동 및 상관 관계에 대한 모멘트 추정량을 사용하여 로그 정규 및 분리형 로그 정규

분포로부터 데이터를 시뮬레이트하였다. 오리지날 데이터 중 500개 파라메트릭 시료를 얻어서 각 부트트랩 시료에 대한

예측을 오리지날 데이터에 적용하였다. 예측 오류의 에프론 개선된 부트스트랩(Efron B, TR. An Introduction to the

Bootstrap. Boca Raton: Chapman and Hall, 1993: 247-252)을 이용하면서, 관찰된 분류 정확도 및 평균 부트스트랩 분

류 정확도 간의 차이를 통해 재-대체 예측 룰에 대한 낙관론을 평가하였다. 다음에, 싱글 마커 및 더블 마커 결정 룰을 마커

유효성 연구로부터 얻은 데이터에 적용하여 분류 특성을 계산하였다.

마커 컴비네이숀의 예측 특성은 동일한 확률 윤곽을 생성하여 측정하였다. 이 방법에서, 마커 쌍의 연결 분포는 분리형 로

그-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양성 결절의 평균, 변동 및 동시변동 산정치로부터, 동일한 확률 윤곽은 양성

림프 결절에서의 발현의 상대적 수준으로부터 얻은 산정된 평균값과 유사하게 조성되었다. 다음에, 관찰된 값을 이들 동일

한 확률 타원면에 대해서 플럿트로 나타내어 95th, 99th 및 99.9th를 비롯한 더 많은 최고 측정량의 윤곽들과 비교하였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플럿트된 결절이 양성인 확률에 가까운 각 지점에 값을 적용하는 것이다.

결과

일차 마커 스크린

일차 스크린에 포함된 모든 43개의 가능성 마커에 대해서 일차 종양 및 양성 림프 결절에서의 평균 상대적 발현이 계산되

었다(표 F).

표 F-일차 스크리닝에서 나타난 일차 종양과 양성 림프 결절의 상대적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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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양에서의 평균 발현과 제일 높게 발현되는 양성 결절 간의 비와, 제일 낮게 발현되는 종양과 제일 높게 발현되는

양성 결절 간의 비를 계산하였다. 계산자로서 종양에서 평균 발현을 사용한 결과, 4 개의 유전자, 즉 TACSTD1, 시토케라

틴 7 (CK7), 시토케라틴 19 (CK19), 및 맘마글로빈 1 (MGB1)은 1000 보다 큰 종양/양성 결절 비를 나타내었다. 그러므

로, 이들 4 개의 마커를 선택하여 추가적 평가를 하였다. 이들 마커와 관련하여 이전에 공개된 데이터뿐 아니라 일차 스크

린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맘마글로빈 2 (MGB2) 및 프로락틴 유도 단백질 (PIP)을 또한 선택하였다(Mitas M, et ah,

"Quantitative real-time RT-PCR detection of breast cancer micro metastasis using a multigene marker panel", Int

J Cancer 2001; 93(2): 162-171). 다른 37개의 마커는 추가의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이차 마커 스크린

이차 스크린에 사용된 25개의 일차 유방암 표본의 조직구조를 평가한 결과 평균 종양 백분율은 75% (5-95% 범위)를 나타

내었다. 27 개의 조직구조 포지티브 결절에서는 평균 종양 백분율은 80% (5-95% 범위)였다. 6개의 마커의 상대적 발현이

유방 종양, 포지티브 림프 결절 및 양성 림프 결절의 2차 스크린에 포함된 6개마커들의 상대적 발현을 도 9A에 나타낸다.

각 마커의 분류 특성(병리적 고찰과 비교함)을 표 G에 요약한다.

표 G-이차 스크리닝에서의 단일 마커 또는 2개의 마커 예측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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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 분류 정확도는 89.6% (MGB1 및 PIP) 내지 100% (TACSTD1)의 범위로 존재하였다. 이 데이터에 대해 파라메트

릭 부트스트랩 분석한 것이 또한 표 G에 제시되어 있으며, 분류 바이어스 산정치는 2% (TACSTD1) 내지 6% (MGB1)의

범위에 있었다. 그러므로, 스크리닝 세트에서 각 개별적 마커에 대해 얻은 상대적 발현 수준 컷-오프는 차후에 분석된 림

프 결절의 특성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마커 쌍의 모든 가능한 컴비네이숀을 조사하여 1개 이상의 마커를 평가하는 분석이 더욱 확실하게 림프 결절의 특성을 규

명하는 지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가능한 마커 쌍의 상대적 발현은 최적의 특성 규명 정확도를 나타내는 선형 결정 룰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파라메트릭 부트스트랩 분석을 사용하여 이 결정 룰이 내부적으로 유효성을 제공함을 다시 확인하

였다. 이 데이터를 도 9B-9E에 나타내고 표 G에 요약한다. 15개의 컴비네이숀 중 11개는 관찰된 데이터에서 100% 분류

정확성을 제공하였지만 오직 2개의 컴비네이숀만이 부트스트랩 분석에서 100%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마커 쌍을 사용하면 분류 바이어스가 감소되는(0-3.2%)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2-마커 분석이 분석 분류 컨피던스를

개선시켰음을 확인해주었다.

선형 분류 룰 방법이 마커 컴비네이숀 분석에서 림프 결절을 분류하기 위한 절대적 베스트 방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공된 쌍에서 각 마커의 발현 수준의 관찰 분포를 근거로 새로운 분류 방법을 개발하였다. 동일한 확률 윤곽은 양

성 림프 결절에서 상대적 발현에서 얻은 평균값과 유사한 값으로 계산되었다(예를 들면, 도 9F-9I 참조). 이 분석 방법에

따르면 양성 림프 결절에서 얻은 상대적 발현 값의 분포가 양성 림프 결절을 분류하는 컨피던스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CK19/MGB1는 선형 예측 룰을 근거로 하는 베스트 분류 방법을 제공하긴 하지만, 확률 윤곽 플럿트는 양

성 결절에서 이들 두 마커들이 나타내는 넓은 분포도의 발현이 양성 결절을 확인하는 컨피던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 분석에 따르면, TACSTD1/PIP, CK19/TACSTD1, TACSTD1/MGB1 및 TACSTD1/MGB2의 컴

비네이숀은 모든 포지티브 결절이 확률 > 0.99로, 대부분의 경우는 확률 > 0.99로 정확히 확인되는 베스트 분류 결과를 제

공한다. 이들 4가지 컴비네이숀 모두에서, 모든 양성 결절은 0.99의 확률 윤곽 내에 속하였으며 하나를 제외한 모두는

0.95의 확률 윤곽 내에 속하였다. 그러므로, 스크리닝 데이터에서, 4 개의 마커 컴비네이숀은 >99% 특이성도와 100%의

민감도를 제공할 수 있었다.

신속한 멀티플렉스 포맷에서의 QRT-PCR 분류의 유효성

이차 스크린에서 테스트한 선택 마커의 분류 정확도를 외적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90개의 유방암 전초 림프 결절의

유효 세트를 예상 분석하였다(도 11A 및 11B). 또한, 수술 중의 분석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신속한 멀티플

렉스 QRT-PCR를 이용하는 SmartCycler® 장치 (Cepheid) 상에서 수행하였다. 열사이클러 플랫포옴에서 나타나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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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상대적 발현 계산 값들에서 미묘한 차이가 관찰되었지만(데이터는 도시되어 있지 않음), QRT-PCR 분석의 확실성

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고자, 이차 스크린에서 얻은 분류 알고리즘을 어떠한 보정 요인 없이 유효성 세트 데이터에 적용하였

다.

병리적 고찰 결과 전이에 대해서 73개의 네가티브 SLN 및 17개의 SLN 포지티브가 확인되었으며, 포지티브 림프 결절에

서 평균 종양 백분율은 60% (5%-95%의 범위)이었다. 4개의 선택 마커 및 마커 컴비네이숀 각각의 상대적 발현 데이터가

도 1OA-1OM에 도시되어 있으며, 개별적 마커 및 모든 가능성 있는 마커 쌍의 예상 분류 정확도는 표 H에 보고되어 있다.

표 H - 유효성 세트 결과값. 싱글 마커 또는 쌍 마커를 사용하는 QRT-PCR 분석의 예상 분류 특성

*NPV = 네가티브 예측 값; **PPV = 포지티브 예측 값.

이차 스크린으로 부터 얻은 컷-오프 값 (개별적 마커) 또는 선형 예측 값 룰 (마커 컴비네이숀)을 유효성 세트 데이터에 적

용하는 경우, 전체적인 분류 정확도는 89% (MGB1 단독) 내지 98% (TACSTD1 단독, TACSTD1/PIP, PIP/CK19 및

MGB1 /CK19)의 범위로 존재하였다. 이차 스크린으로부터 확률 윤곽을 적용하였을 때, 몇몇 마커 컴비네이숀은 포지티브

림프 결절 중 16/17 (94%)을 확인하여 > 99.9% 확률을 나타낸 반면, 모든 네가티브 결절은 99% 확률 윤곽 범주에 속하였

다. 4개의 마커를 모두 사용한 분석에 따르면 조직구조적으로 포지티브인 1개 시료가 > 95%의 확률의 네가티브로 특성이

규명되었다. 분석 후 고찰에 있어서, 2명의 병리학자는 이 표본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보였다. 남은 8개의 슬라이

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처음 2개의 연속 단편에서 나타난 종양의 극소 중심부를 근거로 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였다. 그

러므로, QRT-PCR에 의해 이 표본을 네가티브로 일관성 있게 분류한 본 발명가들의 고찰은 샘플링 에러를 의미할 수도 있

다.

이들 데이터로부터, 림프 결절 중에서 전이성 유방암을 정확히 검출할 수 있는 다수의 mRNA 마커 및 마커 컴비네이숀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트론 서열이 결핍된 사람 게놈 중에는 CK19를 위한 적어도 3개의 슈도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CK19의 경우에 mRNA-특이적 프라이머 세트를 디자인할 수 없으며, 시료 내에서 오

염성 게놈 DNA를 완전히 분해하는 DNAse 처치가 실패하는 것은 잘못된 포지티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므

로, 다른 가능한 네가티브 특성 없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컴비네이숀은 TACSTD1 및 PIP의 마커 쌍이다.

GeneXpert®를 사용한 자동 림프 결절 분석

TACSTD1 및 PIP (도 11A 및 11B) 마커용 완전 자동화 QRT-PCR 분석을 사용하여 개개의 환자한테 얻은 18개의 림프

결절 표본을 평가하였다. 조직구조를 고찰한 결과 이 세트는 9개의 포지티브 림프 결절(60-95% 종양)과 9개의 네가티브

림프 결절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차 스크린 세트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결정 룰을 사용하는 선형 결정

룰이나 또는 동일한 확률 윤곽 분석법으로 예상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멀티플렉스 GeneXpert® 분석은 하나의 분석 당 35

분내에 모든 18개 표본의 특성을 정확히(100%) 규명하였다. 완전히 자동화되고 신속한 QRT-PCR 분석이 전이성 유방암

의 존재를 나타내는 림프 결절의 특성을 정확히 규명한다.

전술한 방법은 조직구조 고찰 및 면역조직화학 고찰을 비롯한 현존하는 완전 SLN 분석법과 비교해 볼 때, 2개의 마커

QRT-PCR 분석을 사용하는 유방암 환자의 SLN 내에서 전이성 질환을 검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놀라운 정확도를 제공하

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GeneXpert® 장치를 사용하여 분석을 완전히 자동화하였을 때 림프 결절 표본의 정확한 분류가 얻

어졌음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이 분석은 SLNB 표본의 동결 단편을 분석하는 현존하는 방법보다 정확도가 더 뛰어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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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석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에서 완전한 조직구조 및 IHC 분석보다 훨씬 뛰어난 가능성을 가진다: 1) 사람에 의한

에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완전히 자동화되며, 2)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주관적인 분석을 제거하여 표준화를

개선하고, 그리고 3) 35분 미만으로 완결되어 수술 중에 용이한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환자의 불안한 염려증을 감소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림프 결절의 RT-PCR 분석이 IHC 보다 더 높은 민감성을 지니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의 임상 단계를 더

개선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었다. 본 연구는 QRT-PCR 법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조직구조학적으로 네

가티브 SLN에서 전이성 질환을 확인하는 지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보다는 시기의 적절함, 재생 가능한

객관도 및 자동화 관점에서 현재 분석 방법을 능가하는 것인지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

나, LN의 높은 백분율(현재의 SLNB 분석법은 표본의 1.5% 미만을 검사한다)을 평가하여 샘플링을 개선하는 본 자동화

분석의 능력과 QRT-PCR 분석물의 민감성과 관련한 공개된 문헌들을 근거로 할 때, 본 분석은 상술한 관점에서 현재의 기

법을 능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분석은 종국적으로는 테스트의 객관적 특성으로 인해 통상의 조직구조 검사 분석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입증될 수도 있

겠지만, 이러한 장점들은 제시된 것이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미소전이 질환의 림프 결절을 정확히 조직구조적

으로 분석하는 것은 주관적 관점 특성상 이상적인 조건을 가질 수 없으며, 종양 세포의 병소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 또

한 정확한 임상적 결과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다. AJCC Cancer Staging Manual(6판)은 이들 재료들을 해석하는 데 있

어서 일관성을 나타낼 수 있을 정의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정의는 림프 결절에 대한 병리학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더

많이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사한 유일한 공개 연구에서, Roberts 등은 10 명의 병리학자들이 유방암 SLNB 표본의

25개 케이스를 평가하였을 때, 이들 케이스 중 오직 12%만이 모든 병리학자들에 의해 정확히 분류되었고, IHC-포지티브

케이스의 80%가 적어도 1명의 병리학자들에 의해 부정확하게 케이스의 특성이 규명되었다(Roberts CA, et al.,

"Interpretive disparity among pathologists in breast sentinel lymph node evaluation," Am. J. Surg. 2003; 186(4)

:324-329).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원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분리되고, 완전히 자동화된 QRT-PCR 분석은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서 객관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재생가능하며, 완전히 자동화되고, SLN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본 방법은 현재의

분석 방법보다 우수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비교를 수행 하도록 디자인된 멀티-센터의 유망한 시도가 현재 개

발 중에 있다.

요컨대, 35분 이내로 완전히 자동화되고 완결되는 2-마커의 QRT-PCR 분석은 전이성 유방암 존재를 나타내는 림프 결절

의 특성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분석은 수술 중 분석하는 현재의 방법보다 확실히 우수하며 면역

조직화학 분석을 비롯한 현재의 완전한 조직구조 분석 방법만큼이나 정확하다. 본 분석에 대한 이론적 강점은 건강 관리

환경 변화를 통한 표준화를 개선하고, 림프 결절의 샘플링을 향상하며, 및 사람에 의한 에러를 감소한다.

실시예 4 - 3개의 마커 멀티플렉스 PCR 분석

프라이머 및 프로브 디자인

3개의 모든 프라이머/프로브 세트는 기타 공지된 유전자와 전체적으로 동질성이 낮은 영역에서 게놈 DNA를 증폭할 가능

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엑손 연결부를 걸치도록 디자인되었다. 내인성 제어 유전자의 변성 온도보다 적어도 4℃ 높은 변성

온도를 가진 앰플리콘을 생산하도록 2개의 표적 유전자의 프라이머 쌍을 디자인하였다. 처음에는, 내인성 제어 유전자와

유사한 어닐링 온도를 가지도록 2개의 표적 유전자의 프라이머 쌍을 디자인하였다. 다음에, 내인성 제어자(표 I)에 비해서

적어도 4℃씩 어닐링 온도가 올라가도록 "GC 클램프"를 첨가하여 표적 유전자 프라이머를 개질하였다.

표 I

유전자

프라이머

또는

프로브

서열 서열 참고
어닐링 온

도

예측

Tm

예측

결합율

(%)

PIP 포워드 GCGGCTCCAGCTCCTGTTCAG 서열 번호: 17 68℃ 73℃ 97.7

 리버스 GGCGCATTATGATCTTCCGAGTGTTGTC 서열 번호: 18 68℃ 72℃ 98.8

 프로브 CCAGCCCTGCCACCCTGCTCCTG
서열 번호: 5; 염기

65-87
68℃ 74℃ 100

 RT GGGAATGTCAAAATTCTTT 서열 번호: 19  48℃  

TACSTD1 포워드 GCGCGTTCGGGCTTCTGCTT 서열 번호: 20 68℃ 72℃ 97.3

 리버스 GCGAGTTTTCACAGACACATTCTTCCTGAG 서열 번호: 21 68℃ 70℃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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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브 CGCGGCGACGGCGACTTTTGC
서열 번호: 6;

염기 220-240
68℃ 74℃ 100

 RT AGTTTACGGCCAGCTTG 서열 번호: 22  48℃  

β-GUS 포워드 CTCATTTGGAATTTTGCCGAT 서열 번호: 23 60℃ 63℃ 92.5

 리버스 CCGAGTGAAGATCCCCTT 서열 번호: 24 60℃ 64℃ 93.6

 프로브 TGAACAGTCACCGACGAGAGTGCTGG 서열 번호: 25 68℃ 73℃ 100

 RT TTTGTTGTCTCTGCCGAGT 서열 번호: 26  48℃  

내인성 제어 유전자인 β-GUS 및 2개의 표적 유전자인 PIP 및 TACSTD1에 대한 프라이머 및 프로브 서열을 나타내었다.

또한, Visual OM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시행하여 프라이머/프로브 융점 온도 및 결합 율을

예측하게 하는 조건하에서 어닐링 온도 조건을 나타내었다.

어닐링 온도 연구

어닐링 온도 연구는 25㎕ 반응 튜브의 SmartCycler® (Cepheid) 플랫포옴 상의 싱글플렉스 중에서 수행하였다. 플라스미

드 pENTR-TACSTD1, pENTR-PIP, 및 pOT7-βGUS를 Invitrogen에서 구입하고 각기 낮은 복제 및 높은 복제를 위해

반응 1회당 약 4E3 및 3E6 복제물을 얻도록 이들 플라스미드를 사용하였다. 모든 프로브는 200 nM의 농도에서 사용하였

다. PIP 및 TACSTD1용 프라이머는 400 nM에서 사용하였다. β-GUS 용의 프라이머는 600 nM에서 사용하였다. 4 mM

MgCl2 및 200 μM dNTPs로 보충된 제조업자 버퍼 중에 2.5U 백금 Tag를 사용하여 반응을 수행하였다. β-GUS 증폭 과

정의 사이클링 조건은 2개의 스테이지 프로토칼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스테이지 1에서, 시료를 95℃에서 30초간 변성

하였다. 스테이지 2에서, 40-사이클의 3-온도 프로토칼을 사용하였으며, 이 프로토칼은 95℃에서 1초간의 변성 단계,

56℃ 내지 68℃에서 4초간의 어닐링 단계, 및 68℃에서 6초간의 광학 판독/신장 단계로 이루어졌다.

3-스테이지 프로토칼을 사용하여 PIP 및 TACSTD1의 사이클링 조건을 수행하였다. 스테이지 1에서, 시료는 95℃에서

30초간 변성되었다. 스테이지 2에서, 20-사이클의 3-온도 프로토칼을 사용하였으며, 이 프로토칼은 95℃에서 1초간의

변성 단계, 60℃에서 4초간의 어닐링 단계, 및 68℃에서 6초간의 광학 판독/신장 단계로 이루어졌다. 스테이지 3에서,

30-사이클의 2-온도 프로토칼을 사용하였으며, 이 프로토칼은 95℃에서 1초간의 변성 단계, 60℃에서 74℃에서 6초간의

어닐링/신장/광학 판독 단계로 이루어졌다. 도 12, 13 및 14도는 β-GUS, PIP 및 TACSTD1 분석에 따른 PCR 성능에 대

한 어닐링 온도의 효과를 도시한 것이다. 도 12는 β-GUS 증폭 성능이 62℃ 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최적이 아니며 68℃에

서는 완전히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도 13 및 14는 PIP 및 TACSTD1 둘 모두가 적어도 74℃의 어닐링 온도에서 최적으

로 증폭함을 보여준다.

효율 연구를 위한 순차 희석 방법

심플렉스 연구를 위해서, 플라스미드를 3000 pg 내지 0.092 pg의 범위의 TE 버퍼 중에 순차적으로 희석한 후 PCR 반응

에서의 템플레이트로 사용하였다. 25 ㎕ 반응 튜브를 사용하여 반응을 SmartCycler® 플랫포옴 상에서 수행하였다. 프라

이머 농도, 프로브 농도, 효소, MgCl2, 및 dNTP 농도는 어닐링 온도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였다.

PIP 및 TACSTD1의 경우, 사이클링 프로토칼은 3-스테이지 프로토칼로서 다음으로 이루어졌다: 스테이지 1, 95℃에서

30초간 1 사이클; 스테이지 2, 95℃에서 1 초, 6O℃에서 4초, 및 68℃에서 6초, 단 광학기를 켠 상태에서 20 사이클을 수

행하며; 및 스테이지 3, 95℃에서 1 초, 및 68℃에서 6초를 수행하되 광학기를 켠 상태에서 20 사이클을 수행한다.

β-GUS의 경우, 사이클링 프로토칼은 3-스테이지 프로토칼로서 다음으로 이루어졌다: 스테이지 1, 95℃에서 30초간 1 사

이클; 스테이지 2, 95℃에서 1 초, 6O℃에서 4초, 및 68℃에서 6초, 단 광학기를 켠 상태에서 20 사이클을 수행하며; 및 스

테이지 3, 86℃에서 1 초, 6O℃에서 4초, 및 68℃에서 6초, 단 광학기를 켠 상태에서 20 사이클을 수행한다.

트리플렉스 효율 연구를 위해서, 2개의 시료를 각 시점마다 준비하고 각각 사이클링 프로토칼을 적용하였다. 각 플라스미

드를 개별적으로 순차 희석하고 이들을 여러 가지 비로 혼합하여 템플레이트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반응 조건 및 부피는

심플렉스 반응과 동일하게 하였다.

예상된 앰플리콘 크기 및 변성 온도는 하기 표 J에 기록하였는데, 여기에는 순차 희석 방법을 사용하여 심플렉스에서 및 트

리플렉스에서 측정한 반응 효율이 함께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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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J

변성 온도 연구

전술한 바대로 설정한 심플렉스 반응에서 변성 온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용한 사이클 프로토칼은 3-스테이지 프로토칼

로 이루어졌다: 스테이지 1, 95℃에서 30초간 1 사이클; 스테이지 2, 95℃에서 1초, 60℃에서 4초, 및 68℃에서 6초, 단,

광학기를 켠 상태에서 20 사이클을 수행하고; 그리고 스테이지 3, 다양한 온도 80℃ 내지 95℃에서 1초, 60℃에서 4 초,

및 68℃에서 6초, 단 광학기를 켠 상태에서 20 사이클을 수행한다. 도 15는 β-GUS 증폭 과정 경우 84℃ 정도로 낮은 변성

온도에서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PIP 및 TACSTD 1 반응의 경우는 88℃ 이하의 온도에서는 실패했음을 도시한다.

내인성 제어자가 고농도로 존재하는 경우의 표적물의 다이나믹 범위

다양한 비로 존재하는 플라스미드 혼합물을 표 K에서 제시한 바에 따라 제조하였다. 트리플렉스 반응은 전술한 바와 같이

3회 수행하도록 설정하였다. 사이클링 프로토칼은 다음으로 구성된 3-스테이지 프로토칼이었다: 스테이지 1; 95℃에서

30초간 1 사이클; 스테이지 2, 95℃에서 1 초, 60℃에서 4 초, 및 68℃에서 6초, 단 광학기를 켠 상태에서 20 사이클 동안

수행한다; 그리고 스테이지 3, 95℃에서 1초 및 68℃에서 6초, 단, 광학기를 켠 상태에서 30 사이클 동안 수행한다. 얻은

Ct 평균값 및 표준 편차를 도 16에 도시한다. 이들 데이터는 2개의 표적 유전자(PIP 및 TACSTD1)의 다이나믹 범위가 적

어도 6 Ct로 표시되는 배수 차를 지닌 높은 효율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표 K

  
크기

(bp)
Est FW

원료

농도

(ng/㎕)

희석

계수
g/rxn Mol/rxn

복제수

/rxn

혼합물

1
pENTR-PIP 2987 1822070 232 3.14E+08 3.69E-15 2.03E-21 1.22E+03

 pENTR-TACSTD1 3491 2129510 146 1.65E+05 4.42E-12 2.08E-18 1.25E+06

 pOTB7-βGUS 3997 2438170 947 1.46E+04 3.24E-10 1.33E-16 8.01E+07

혼합물

2
pENTR-PIP 2987 1822070 232 1.57E+08 7.39E-15 4.06E-21 2.44E+03

 pENTR-TACSTD1 3491 2129510 146 3.30E+05 2.21E-12 1.04E-18 6.26E+05

 pOTB7-βGUS 3997 2438170 947 1.46E+04 3.24E-10 1.33E-16 8.01E+07

혼합물

3
pENTR-PIP 2987 1822070 232 7.86E+07 1.48E-14 8.1E-21 4.88E+03

 pENTR-TACSTD1 3491 2129510 146 6.60E+05 1.11E-12 5.19E-19 3.13E+05

 pOTB7-βGUS 3997 2438170 947 1.46E+04 3.24E-10 1.33E-16 8.01E+07

혼합물

4
pENTR-PIP 2987 1822070 232 3.93E+07 2.95E-14 1.62E-20 9.76E+03

 pENTR-TACSTD1 3491 2129510 146 1.32E+06 5.53E-13 2.6E-19 1.56E+05

 pOTB7-βGUS 3997 2438170 947 1.46E+04 3.24E-10 1.33E-16 8.01E+07

혼합물

5
pENTR-PIP 2987 1822070 232 1.96E+07 5.92E-14 3.25E-20 1.96E+04

 pENTR-TACSTD1 3491 2129510 146 2.64E+06 2.77E-13 1.3E-19 7.82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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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B7-βGUS 3997 2438170 947 1.46E+04 3.24E-10 1.33E-16 8.01E+07

혼합물

6
pENTR-PIP 2987 1822070 232 9.82E+06 1.18E-13 6.48E-20 3.90E+04

 pENTR-TACSTD1 3491 2129510 146 5.28E+06 1.38E-13 6.49E-20 3.91E+04

 pOTB7-βGUS 3997 2438170 947 1.46E+04 3.24E-10 1.33E-16 8.01E+07

혼합물

7
pENTR-PIP 2987 1822070 232 4.91E+06 2.36E-13 1.3E-19 7.81E+04

 pENTR-TACSTD1 3491 2129510 146 1.06E+07 6.89E-14 3.23E-20 1.95E+04

 pOTB7-βGUS 3997 2438170 947 1.46E+04 3.24E-10 1.33E-16 8.01E+07

혼합물

8
pENTR-PIP 2987 1822070 232 2.46E+06 4.72E-13 2.59E-19 1.56E+05

 pENTR-TACSTD1 3491 2129510 146 2.11E+07 3.46E-14 1.62E-20 9.78E+03

 pOTB7-βGUS 3997 2438170 947 1.46E+04 3.24E-10 1.33E-16 8.01E+07

혼합물

9
pENTR-PIP 2987 1822070 232 1.23E+06 9.43E-13 5.18E-19 3.12E+05

 pENTR-TACSTD1 3491 2129510 146 4.22E+07 1.73E-14 8.12E-21 4.89E+03

 pOTB7-βGUS 3997 2438170 947 1.46E+04 3.24E-10 1.33E-16 8.01E+07

혼합물

10
pENTR-PIP 2987 1822070 232 6.14E+05 1.89E-12 1.04E-18 6.24E+05

 pENTR-TACSTD1 3491 2129510 146 8.45E+07 8.64E-15 4.06E-21 2.44E+03

 pOTB7-βGUS 3997 2438170 947 1.46E+04 3.24E-10 1.33E-16 8.01E+07

혼합물

11
pENTR-PIP 2987 1822070 232 3.07E+05 3.78E-12 2.07E-18 1.25E+06

 pENTR-TACSTD1 3491 2129510 146 1.69E+08 4.32E-15 2.03E-21 1.22E+03

 pOTB7-βGUS 3997 2438170 947 1.46E+04 3.24E-10 1.33E-16 8.01E+07

전체 RNA 연구

사람의 림프 결절로부터 단리하거나 MDA-MB-453 세포 (Stratagene)에서 단리한 전체 RNA 1 μg을 RT-PCR 반응 중

에서 템플레이트로서 사용하였다. 이 RT-PCR 반응은 RNA 정제 후 RT-PCR을 수행하도록 디자인된 카트리지내의

GeneXpert® 상에서 이루어졌다. 각 시료에서, RNA를 용균 버퍼(50 mM Tris, pH 7.0, 4 M 구아니딘 티오시아네이트,

125 mM DTT)에 첨가한 후, 에탄올과 혼합하여 카트리지 내에 로딩하였다. RNA를 고체상 재료로 포획한 후 0.2M KCl,

10% PEG 8000, 20 mM Tris, pH 8.0으로 세척하고 30 ㎕ DEPC-처리 수로 용출하였다. IX PCR 버퍼 (Invitrogen),

6mM MgCl2, 267 μM dNTPs, 80 nM의 각 RT 프라이머, 4OU Roche RNAse 프로텍터, 및 2.6U Omniscript(Quiagen)

로 이루어진 RT 반응 성분들과 상기 용출물을 혼합하였다. RT 반응을 5분간 48℃에서 수행한 후 95℃에서 30 초간 수행

하였다. 불활성화 단계를 2회 반복하였다. 이 혼합물에 전술한 바와 같은 최종 농도가 되도록 PCR 프라이머와 프로브를

첨가하고, 0.1 U/㎕ 에펜트로프 Taq + 15 μM 고온 개시 억제제를 첨가하였다. 부가의 1OX PCR 버퍼를 첨가하여 부피

변화를 보정하였다.

MDA-MB-453 시료의 사이클링 프로토칼은 3-스테이지 프로토칼로서 다음으로 이루어졌다: 스테이지 1, 95℃에서 30

초간 1 사이클; 스테이지 2, 95℃에서 1 초, 6O℃에서 4 초, 및 68℃에서 6초, 단 광학기를 켠 상태에서 27 사이클을 수행

하고; 그리고, 스테이지 3, 86℃에서 1 초, 6O℃에서 4초, 및 68℃에서 6초, 단 광학기를 켠 상태에서 15 사이클을 수행한

다.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을 사용할 경우, Ct 검출을 한 후 가능한 빨리 PIP 채널을 모니터하여 진행하도록 설정하였다.

사람의 림프 결절의 사이클링 프로토칼은 3-스테이지 프로토칼로서 다음으로 이루어졌다: 스테이지 1, 95℃에서 30 초간

l 사이클; 스테이지 2, 95℃에서 1 초, 6O℃에서 4 초, 및 68℃에서 6초, 단 광학기를 켠 상태에서 27 사이클을 수행하고;

및 스테이지 3, 95℃에서 1 초, 68℃에서 6초, 단 광학기를 켠 상태에서 15 사이클을 수행한다.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을

사용할 경우, Ct 검출을 한 후 가능한 빨리 β-GUS 채널을 모니터하여 진행하도록 설정하였다. 도 17-20은 "다음 스테이

지로 진행"을 멈춘 상태에서의 실험 결과(도 17(MDA-MB-453 세포) 및 도 19 (사람 림프 결절))와, "다음 스테이지로 진

행"이 수행된 상태에서의 실험 결과(도 18 (MDA-MB-453 세포) 및 도 20 (사람 림프 결절))을 나타낸다.

이들 데이터는 트리플렉스 분석에서 표적 서열의 상대적 증폭 반응을 조절하는 전술한 방법의 효용성을 보여준다. 실시예

3은 아마도 사람 개체군에서 암 종양의 이종 특성으로 인해, 2개의 표적물이 함께 사용되었을 때 전초 림프 결절에서 전이

성 유방암 세포의 검출력이 개선되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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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생검 시료 크기는 가변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고유 가변성 층이 핵산 검출의 임의 측정 방법에 첨가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시료 크기의 가변성을 수정하는 한 가지 접근 방법은 내부 표준화를 위한 내인성 제어 유전자를 사용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2-표적 분석, 예를 들면, 유방암 전이는 3 개의 유전자, 즉 각각의 표적 유전자 + 하나의 내인성 제어 유전자

를 구비한 멀티플렉스 분석 디자인을 요구할 것이다.

실시예 3에서 입증한 바와 같이, 전초 림프 결절에서 유방암 전이 검출을 수행하는 특정한 예로는, 멀티플렉스 PCR 검출

킷트에 가능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적 유전자들로 이루어진 다수의 컴비네이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컴비네

이숀이 실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부 가능성 있는 표적 유전자는 정상의 림프 결절 조직에서는 높은 수준으로 발

현되므로 진단 도구로서 사용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진단 킷트 중에서 표적 유전자에 포함되도록 종국적으로 선택되

는 표적 유전자는 실제 임상 시료 중에서 높은 수준에 부합하는 정확도를 나타내야 하며(부트스트랩 분석에서 예시되었음)

, 정상 개체군 및 병에 걸린 개체군에서 좁은 분포 및 이들 개체군 간의 확실한 분리를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추가

적인 기준으로는 게놈 DNA 증폭 과정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cDNA-특이적 프라이머를 고농도로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며, 발현의 범위는 수술중 상황에서 분석 결과들이 시기 적절하게 수술 중 상황에 제공되기에 충분히 높은

범위이다. 이러한 모든 기준에 가장 부합되는 컴비네이숀으로는 PIP와 TACSTD1와의 컴비네이숀이 있다.

β-GUS는 환자 시료 중에서 극히 좁은 분포로 인해 바람직한 발현 수준 보다 약간 낮은 발현 수준임 에도 불구하고 내인성

제어 유전자로서 선택되었다. 이는 내인성 제어자의 선택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타 다른 기준

으로는 cDNA-특이적 프라이머를 고농도로 디자인하는 능력과 고도의 발현 수준을 포함한다. 기타 다른 내인성 제어 유전

자도 이 진단 킷트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β-GUS 보다 높은 발현 수준을 지녔던 것으로 간주하였던

모든 가능성 유전자 또한 테스트한 환자 개체군에서 넓은 분포를 지녔다.

매우 높은 발현 수준을 지닌 내인성 제어 유전자가 환자에게서 좁은 분포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면, 당업자는 내인성 제어

유전자가 표적 유전자보다 더 많은 존재비를 항상 가지는 것으로 미리 예측되는 진단 킷트를 디자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

다. 이러한 이론적 상황의 경우, 본원 개시 내용에 설명된 것으로부터 분석 디자인을 단순화시키면 통상적으로 용인된 방

법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더욱 확실한 분석을 디자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확인된바 없고 알려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 선행 지식을 사용할 일은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내인성 제어 유전자나

또는 표적 유전자 중 하나는 임의의 주어진 시료에서 제일 높은 존재비를 갖는 것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 효율의

정확한 PCR 반응이 멀티플 분석 포맷으로 동시에 일어나도록 2중 억제방법이 개발되었었다.

실시예 3에 개시된 환자의 데이터로부터, 선택된 2개의 표적 유전자의 상대적 발현 수준은 약 5.5 Ct(~45 배)의 범위에 걸

쳐서 변화된 진단 킷트에 사용된다. 실시예 4 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내인성 제어자 존재하에서 2개의 표적물의 선형 다이

나믹 범위는 적어도 6 Ct 또는 6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원에서 두 가지 억제 전략을 넘어선 추가의 억제 단

계 전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본 발명을 자세히 기술하긴 하였지만, 기술에 숙련된 당업자라면 균등 범위의 조건, 제형, 및 기타 다른 파라미터 범주 내

에서 본 발명의 영역 또는 이의 구체예를 벗어나지 않고서 동일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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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004-09-20

<160>  26    

<170>  PatentIn version 3.3

공개특허 10-2007-0085275

- 53 -



<210>  1

<211>  1753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1

cagccccgcc cctacctgtg gaagcccagc cgcccgctcc cgcggataaa aggcgcggag     60

tgtccccgag gtcagcgagt gcgcgctcct cctcgcccgc cgctaggtcc atcccggccc    120

agccaccatg tccatccact tcagctcccc ggtattcacc tcgcgctcag ccgccttctc    180

gggccgcggc gcccaggtgc gcctgagctc cgctcgcccc ggcggccttg gcagcagcag    240

cctctacggc ctcggcgcct cacggccgcg cgtggccgtg cgctctgcct atgggggccc    300

ggtgggcgcc ggcatccgcg aggtcaccat taaccagagc ctgctggccc cgctgcggct    360

ggacgccgac ccctccctcc agcgggtgcg ccaggaggag agcgagcaga tcaagaccct    420

caacaacaag tttgcctcct tcatcgacaa ggtgcggttt ctggagcagc agaacaagct    480

gctggagacc aagtggacgc tgctgcagga gcagaagtcg gccaagagca gccgcctccc    540

agacatcttt gaggcccaga ttgctggcct tcggggtcag cttgaggcac tgcaggtgga    600

tgggggccgc ctggaggcgg agctgcggag catgcaggat gtggtggagg acttcaagaa    660

taagtacgaa gatgaaatta accaccgcac agctgctgag aatgagtttg tggtgctgaa    720

gaaggatgtg gatgctgcct acatgagcaa ggtggagctg gaggccaagg tggatgccct    780

gaatgatgag atcaacttcc tcaggaccct caatgagacg gagttgacag agctgcagtc    840

ccagatctcc gacacatctg tggtgctgtc catggacaac agtcgctccc tggacctgga    900

cggcatcatc gctgaggtca aggcgcagta tgaggagatg gccaaatgca gccgggctga    960

ggctgaagcc tggtaccaga ccaagtttga gaccctccag gcccaggctg ggaagcatgg   1020

ggacgacctc cggaataccc ggaatgagat ttcagagatg aaccgggcca tccagaggct   1080

gcaggctgag atcgacaaca tcaagaacca gcgtgccaag ttggaggccg ccattgccga   1140

ggctgaggag cgtggggagc tggcgctcaa ggatgctcgt gccaagcagg aggagctgga   1200

agccgccctg cagcggggca agcaggatat ggcacggcag ctgcgtgagt accaggaact   1260

catgagcgtg aagctggccc tggacatcga gatcgccacc taccgcaagc tgctggaggg   1320

cgaggagagc cggttggctg gagatggagt gggagccgtg aatatctctg tgatgaattc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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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tggtggc agtagcagtg gcggtggcat tgggctgacc ctcgggggaa ccatgggcag   1440

caatgccctg agcttctcca gcagtgcggg tcctgggctc ctgaaggctt attccatccg   1500

gaccgcatcc gccagtcgca ggagtgcccg cgactgagcc gcctcccacc actccactcc   1560

tccagccacc acccacaatc acaagaagat tcccacccct gcctcccatg cctggtccca   1620

agacagtgag acagtctgga aagtgatgtc agaatagctt ccaataaagc agcctcattc   1680

tgaggcctga gtgatccacg tgaaaaaaaa aaaaaaaaaa aaaaaaaaaa aaaaaaaaaa   1740

aaaaaaaaaa aaa                                                      1753

<210>  2

<211>  1513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2

cgcccctgac accattcctc ccttcccccc tccaccggcc gcgggcataa aaggcgccag     60

gtgagggcct cgccgctcct cccgcgaatc gcagcttctg agaccagggt tgctccgtcc    120

gtgctccgcc tcgccatgac ttcctacagc tatcgccagt cgtcggccac gtcgtccttc    180

ggaggcctgg gcggcggctc cgtgcgtttt gggccggggg tcgcctttcg cgcgcccagc    240

attcacgggg gctccggcgg ccgcggcgta tccgtgtcct ccgcccgctt tgtgtcctcg    300

tcctcctcgg gggcctacgg cggcggctac ggcggcgtcc tgaccgcgtc cgacgggctg    360

ctggcgggca acgagaagct aaccatgcag aacctcaacg accgcctggc ctcctacctg    420

gacaaggtgc gcgccctgga ggcggccaac ggcgagctag aggtgaagat ccgcgactgg    480

taccagaagc aggggcctgg gccctcccgc gactacagcc actactacac gaccatccag    540

gacctgcggg acaagattct tggtgccacc attgagaact ccaggattgt cctgcagatc    600

gacaatgccc gtctggctgc agatgacttc cgaaccaagt ttgagacgga acaggctctg    660

cgcatgagcg tggaggccga catcaacggc ctgcgcaggg tgctggatga gctgaccctg    720

gccaggaccg acctggagat gcagatcgaa ggcctgaagg aagagctggc ctacctgaag    780

aagaaccatg aggaggaaat cagtacgctg aggggccaag tgggaggcca ggtcagtgtg    840

gaggtggatt ccgctccggg caccgatctc gccaagatcc tgagtgacat gcgaagccaa    900

tatgaggtca tggccgagca gaaccggaag gatgctgaag cctggttcac cagccggact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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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gaattga accgggaggt cgctggccac acggagcagc tccagatgag caggtccgag   1020

gttactgacc tgcggcgcac ccttcagggt cttgagattg agctgcagtc acagctgagc   1080

atgaaagctg ccttggaaga cacactggca gaaacggagg cgcgctttgg agcccagctg   1140

gcgcatatcc aggcgctgat cagcggtatt gaagcccagc tgggcgatgt gcgagctgat   1200

agtgagcggc agaatcagga gtaccagcgg ctcatggaca tcaagtcgcg gctggagcag   1260

gagattgcca cctaccgcag cctgctcgag ggacaggaag atcactacaa caatttgtct   1320

gcctccaagg tcctctgagg cagcaggctc tggggcttct gctgtccttt ggagggtgtc   1380

ttctgggtag agggatggga aggaagggac ccttaccccc ggctcttctc ctgacctgcc   1440

aataaaaatt tatggtccaa gggaaaaaaa aaaaaaaaaa aaaaaaaaaa aaaaaaaaaa   1500

aaaaaaaaaa aaa                                                      1513

<210>  3

<211>  503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3

gacagcggct tccttgatcc ttgccacccg cgactgaaca ccgacagcag cagcctcacc     60

atgaagttgc tgatggtcct catgctggcg gccctctccc agcactgcta cgcaggctct    120

ggctgcccct tattggagaa tgtgatttcc aagacaatca atccacaagt gtctaagact    180

gaatacaaag aacttcttca agagttcata gacgacaatg ccactacaaa tgccatagat    240

gaattgaagg aatgttttct taaccaaacg gatgaaactc tgagcaatgt tgaggtgttt    300

atgcaattaa tatatgacag cagtctttgt gatttatttt aactttctgc aagacctttg    360

gctcacagaa ctgcagggta tggtgagaaa ccaactacgg attgctgcaa accacacctt    420

ctctttctta tgtcttttta ctacaaacta caagacaatt gttgaaacct gctatacatg    480

tttattttaa taaattgatg gca                                            503

<210>  4

<211>  517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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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ccacagc aacttccttg atccctgcca cgcacgactg aacacagaca gcagccgcct     60

cgccatgaag ctgctgatgg tcctcatgct ggcggccctc ctcctgcact gctatgcaga    120

ttctggctgc aaactcctgg aggacatggt tgaaaagacc atcaattccg acatatctat    180

acctgaatac aaagagcttc ttcaagagtt catagacagt gatgccgctg cagaggctat    240

ggggaaattc aagcagtgtt tcctcaacca gtcacataga actctgaaaa actttggact    300

gatgatgcat acagtgtacg acagcatttg gtgtaatatg aagagtaatt aactttaccc    360

aaggcgtttg gctcagaggg ctacagacta tggccagaac tcatctgttg attgctagaa    420

accacttttc tttcttgtgt tgtcttttta tgtggaaact gctagacaac tgttgaaacc    480

tcaaattcat ttccatttca ataactaact gcaaatc                             517

<210>  5

<211>  576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5

cttctctggg acacattgcc ttctgttttc tccagcatgc gcttgctcca gctcctgttc     60

agggccagcc ctgccaccct gctcctggtt ctctgcctgc agttgggggc caacaaagct    120

caggacaaca ctcggaagat cataataaag aattttgaca ttcccaagtc agtacgtcca    180

aatgacgaag tcactgcagt gcttgcagtt caaacagaat tgaaagaatg catggtggtt    240

aaaacttacc tcattagcag catccctcta caaggtgcat ttaactataa gtatactgcc    300

tgcctatgtg acgacaatcc aaaaaccttc tactgggact tttacaccaa cagaactgtg    360

caaattgcag ccgtcgttga tgttattcgg gaattaggca tctgccctga tgatgctgct    420

gtaatcccca tcaaaaacaa ccggttttat actattgaaa tcctaaaggt agaataatgg    480

aagccctgtc tgtttgccac acccaggtga tttcctctaa agaaacttgg ctggaatttc    540

tgctgtggtc tataaaataa acttcttaac atgctt                              576

<210>  6

<211>  1528

<212>  DNA

<213>  Homo sapiens

<4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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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gcgagcga gcaccttcga cgcggtccgg ggaccccctc gtcgctgtcc tcccgacgcg     60

gacccgcgtg ccccaggcct cgcgctgccc ggccggctcc tcgtgtccca ctcccggcgc    120

acgccctccc gcgagtcccg ggcccctccc gcgcccctct tctcggcgcg cgcgcagcat    180

ggcgcccccg caggtcctcg cgttcgggct tctgcttgcc gcggcgacgg cgacttttgc    240

cgcagctcag gaagaatgtg tctgtgaaaa ctacaagctg gccgtaaact gctttgtgaa    300

taataatcgt caatgccagt gtacttcagt tggtgcacaa aatactgtca tttgctcaaa    360

gctggctgcc aaatgtttgg tgatgaaggc agaaatgaat ggctcaaaac ttgggagaag    420

agcaaaacct gaaggggccc tccagaacaa tgatgggctt tatgatcctg actgcgatga    480

gagcgggctc tttaaggcca agcagtgcaa cggcacctcc acgtgctggt gtgtgaacac    540

tgctggggtc agaagaacag acaaggacac tgaaataacc tgctctgagc gagtgagaac    600

ctactggatc atcattgaac taaaacacaa agcaagagaa aaaccttatg atagtaaaag    660

tttgcggact gcacttcaga aggagatcac aacgcgttat caactggatc caaaatttat    720

cacgagtatt ttgtatgaga ataatgttat cactattgat ctggttcaaa attcttctca    780

aaaaactcag aatgatgtgg acatagctga tgtggcttat tattttgaaa aagatgttaa    840

aggtgaatcc ttgtttcatt ctaagaaaat ggacctgaca gtaaatgggg aacaactgga    900

tctggatcct ggtcaaactt taatttatta tgttgatgaa aaagcacctg aattctcaat    960

gcagggtcta aaagctggtg ttattgctgt tattgtggtt gtggtgatag cagttgttgc   1020

tggaattgtt gtgctggtta tttccagaaa gaagagaatg gcaaagtatg agaaggctga   1080

gataaaggag atgggtgaga tgcataggga actcaatgca taactatata atttgaagat   1140

tatagaagaa gggaaatagc aaatggacac aaattacaaa tgtgtgtgcg tgggacgaag   1200

acatctttga aggtcatgag tttgttagtt taacatcata tatttgtaat agtgaaacct   1260

gtactcaaaa tataagcagc ttgaaactgg ctttaccaat cttgaaattt gaccacaagt   1320

gtcttatata tgcagatcta atgtaaaatc cagaacttgg actccatcgt taaaattatt   1380

tatgtgtaac attcaaatgt gtgcattaaa tatgcttcca cagtaaaatc tgaaaaactg   1440

atttgtgatt gaaagctgcc tttctattta cttgagtctt gtacatacat acttttttat   1500

gagctatgaa ataaaacatt ttaaactg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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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7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CK19 reverse PCR primer

<400>  7

agagcctgtt ccgtctcaaa                                                 20

<210>  8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CK7 reverse PCR primer

<400>  8

ccagggagcg actgttgtc                                                  19

<210>  9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GB1 reverse PCR primer

<400>  9

ggaaatcaca ttctccaata aggg                                            24

<210>  10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GB1 probe

<400>  10

agccagagcc tgcgtagcag tgct                                            24

<210>  11

<211>  25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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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GB2 reverse PCR Primer

<400>  11

ctgtcgtaca ctgtatgcat catca                                           25

<210>  12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IP reverse PCR primer

<400>  12

gcagatgcct aattcccgaa                                                 20

<210>  13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TACSTD1 reverse PCR primer

<400>  13

ggttttgctc ttctcccaag ttt                                             23

<210>  14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GB1 RT primer

<400>  14

ggaaatcaca ttctccaat                                                  19

<210>  15

<211>  1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IP RT 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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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15

gcagatgcct aattccc                                                    17

<210>  16

<211>  1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TACSTD1 RT primer

<400>  16

agcccatcat tgttctg                                                    17

<210>  17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IP forward PCR primer

<400>  17

gcggctccag ctcctgttca g                                               21

<210>  18

<211>  2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IP reverse PCR primer

<400>  18

ggcgcattat gatcttccga gtgttgtc                                        28

<210>  19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IP RT primer

<400>  19

gggaatgtca aaattctt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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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0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TACSTD1 forward PCR primer

<400>  20

gcgcgttcgg gcttctgctt                                                 20

<210>  21

<211>  3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TACSTD1 reverse PCR primer

<400>  21

gcgagttttc acagacacat tcttcctgag                                      30

<210>  22

<211>  1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TACSTD1 RT primer

<400>  22

agtttacggc cagcttg                                                    17

<210>  23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GUS forward PCR primer

<400>  23

ctcatttgga attttgccga t                                               21

<210>  24

<211>  18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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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GUS reverse PCR primer

<400>  24

ccgagtgaag atcccctt                                                   18

<210>  25

<211>  26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GUS probe

<400>  25

tgaacagtca ccgacgagag tgctgg                                          26

<210>  26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GUS RT primer

<400>  26

tttgttgtct ctgccgag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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