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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하여 혈관 내피의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서열 특이적인 방식으로 표적 mRNA에 결합하여 암호화된 유전자의 발현을 방
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안정성 및 결합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화학적 변형
이 본원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변형은 본 발명에서 고려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안정성 및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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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킨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조성물은 대식세포의 치료를 위한 생체외 치료법, 또는 주입, 흡입, 
국소적 치료 또는 기타의 투여 경로에 의한 생체내 치료법에 사용될 수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관련 출원의 전후-참조

본 출원은 1996년 4월 17일에 출원되어, 계속중인 연속 번호 제60/015,752호의 가특허원을 우선권의 기초
로 한다. 

연방 정부에 의해 후원되는 연구 또는 개발에 관한 성명

해당 없음.

배경기술

발명의 분야

본 발명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한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발현의 세포성 억제에 관한 것이다.  본 발
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서열 특이적인 방식으로 표적 mRNA에 결합하여 암호화된 VEGF 유전자의 발현
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대한 화학적 변형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안정성 
및 결합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조성물은 대식
세포의 치료를 위한 생체외 치료법 또는 주입, 흡입, 국소적 치료 또는 기타의 투여 경로에 의한 생체내 
치료법에 사용될 수 있다.

관련 기술의 설명

혈관 침투성 인자로서 또한 공지된 혈관 내피 성장 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는 
크기가 34 내지 46킬로달톤인 동종이량체의 분비성 당단백질의 패밀리를 포함한다.  이는 저산소압 및 특
정 조절 인자에 반응하는 각종 세포 유형에 의해 분비된다.  VEGF의 4가지 이소타입이 공지되어 있다.  
이들은 단일 유전자로부터의 선택적인 mRNA 스플라이싱에 의해 생성된다[참조: Keck et al., 1989; Leung 
et al., 1989; Connolly and Plander, 1989; Tischer et al., 1991]. 

VEGF는 성장 및 발생 과정 동안의 혈관의 형성(혈관형성, angiogenesis), 및 조직 회복에 필수적이다[참
조: Ferrera et al., 1996; Carmeliet et al., 1996; Thomas, 1996; Dvorak et al., 1995 a,b; Folkman, 
1995; Ferrera et al., 1992].  혈관 침투성을 유발하는 상기 인자는 단핵구 및 조골세포에 대해 화학주
성을 가지며, 내피 세포에 대해 선택적인 유사분열물질(mitogen)이다.  VEGF에 대한 수용체 단백질(사람
의 경우 KDR 및 Flt-1)은 막투과(transmembrane) 티로신 키나아제 패밀리에 속한다[참조: Terman et al., 
1992; de Vries et al., 1992].  수용체의 활성화는 혈관 내피 세포를 현저하게 증가된 비율로 증식시켜 
신혈관신생(neovascularization)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응을 개시한다.  VEGF는 혈관형성에 관하여는 기타
의 어떤 단백질 인자보다도 내피 세포 증식을 유발하는데 있어서 보다 선택적이다.  불행하게도, 특정 조
건하에서는 VEGF의 존재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VEGF의 비정상적인 고농도는 고도의 혈관신생(vascularization) 또는 혈관 침투성을 특징으로하는 질환과 
관련이 있다.  상기 질환의 예로는 당뇨성 망막증, 침습성 암, 건선,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기타 염증 상
태가 포함된다[참조: D'Amore, 1994; Dvorak et al., 1995 a,b; Folkman, 1995].  VEGF-매개된 혈관신생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으로 고농도인 VEGF를 선택적으로 감소시키는 조성물 및 방법이 필요하
다.  이들 방법 및 조성물은 혈관신생 및 혈관 침투성을 특징으로하는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데 사용될 수 
있다.

VEGF  농도를 감소시키는데 사용되는 한  방법은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사용을 포함한다[참조: 
Wagner, 1994].  이 기술의 중요 잇점은 억제가 특이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유용한 올리고뉴
클레오티드는 mRNA의 특이적 서열에 결합하여 암호화된 유전자의 발현을 방해한다고 여겨진다.  단백질 
발현은 리보솜 기능의 억제, 해독될 수 있는 기질 mRNA의 농도 감소 또는 기타 메카니즘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또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mRNA 분자의 분해속도를 올리고뉴클레오티드-매개로 증가시킴으로
써 mRNA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종종 보다 짧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결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
로는 약 15염기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의도된 RNA 표적에 서열 특이적인 결합을 제공하는데 충분하다
[참조: Uhlmann and Peyman, 1990].  그러나, 시험관내 실험에서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는데는 11 내
지 30개의 염기를 갖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사용된다[Uhlmann and Peyman, 1990].

안티센스 치료법의 잠재적인 잇점이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 실현되기에 앞서수많은 장애가 극복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거대한(약 3,000 내지 10,000D) 친수성 화합물이며, 이
는 시토졸 또는 핵에서 이의 표적과 결합하기전 소수성 세포막을 통과하여야 한다[참조:  Uhlmann  and 
Peyman, 1990; milligan et al., 1993].  따라서, VEGF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세포막을 통한 수
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치료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또한 비독성이어야 하고, 정상
적인 세포의 물질 대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런 비특이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위해, 이들은 고특이성 
및 고친화성을 갖는 이의 동족성 서열에 결합해야 한다. 

천연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골격을 갖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혈청 및 세포 뉴클레아제에 매우 감수성이 
있다.  17개 염기의 랜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서열은 혈청에서 반감기가 3분 미만이다[참조: Bishop et 
al;., 1996].  이를 신혈관성 질환의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증가된 올리고뉴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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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드가 요구된다.  포스포디에스테르 그룹을 포스포로티오테이트로 치환하면,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반
감기가 증가된다.  이들은 각종 화학적 환경에서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고 뉴클레아제에 내성이 있어야 한
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러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선택적인 방식으로 VEGF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이 밝
혀지지 않았다.

이전에 공지된 포스포로티오테이트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한 가지 단점은 VEGF 발현을 감소시키는데 1마
이크로몰(μM)이상의 농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참조: Nomura  et  al.,  1995;  Robinson  et  al.,  1996].   
상기 농도에서, 이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독성을 가지며[참조: Woolf  et  al.,  1992;  Stein  and  cheng, 
1993; Stein and Kreig, 1994; Wagner, 1994; Fennewald et al., 1996], 관찰된 효과는 아마도 이런 비특
이적 독성의 결과일 것이다[참조: Fennewald et al., 1995].  비독성의 농도로 VEGF 발현을 억제시킴으로
써 실제의 안티센스 효과를 나타내는 신규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억제제가 요구된다.  이들 올리고뉴클레
오티드는 종래의 VEGF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보다 이의 표적 mRNA 서열에 대해 보다 높은 결합율 
및/또는 증가된 특이성을 갖는 것 같다.

종래의 VEGF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유효성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 몇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한 
가지 가능성으로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결합을 입체적으로 차단시키는 거대분자 구조내에 표적 RNA 서열
이 감추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RNA 결합 단백질 및 단백질 해독 복합체는 올리고뉴클레오
티드 결합을 차단할 수 있다.  달리,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mRNA의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에 결합할 수 없
다.  또한, 유효한 표적 서열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유효한 표적 서열은 표적 mRNA 전사체상의 어느 
곳에도 위치할 수 있으며, 해독 개시 코돈 또는 5' 비해독 영역에 대해 표적화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참조: Wagner et al., 1993; Fenster et al., 1994].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다
른 분자(예: 단백질) 사이의 비특이적 상호작용은 또한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참조: 
Woolf et al., 1992; Stein and Cheng, 1993].  또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
서 DNA와 결합하는 예상치 못한 3차 및 4차 구조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비정상적 결합은 목적하지 않
는 생물학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는다[참조: Chaudhary et al., 1995]

또한 효과적인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대한 연구는 다른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RNA 표적에 
대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친화성은 길이와 G-C 함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된다.  그러나, 보다 긴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는 비특이적으로 RNA 서열 및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G-함량
이 높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안티센스 결합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자유-코일
형의  양을  감소시키는  G-사중체(quartets)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참조:  Bishop  et  a;.,  1996].   
따라서, 길이가 짧고 표적 서열에 대해 고친화성을 가짐은 물론, G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G-사중체를 
형성하지 않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필요하다.

상기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거대한 친수성 화합물로서, 시토졸 또는 핵내의 표적
과 결합하기에 앞서 소수성 세포막을 통과해야만 한다[참조:  Uhlmann  and  Peyman,  1990;  Milligan  et 
al., 1993].  그러나, 크기가 크고, 친수성 및 음전하를 갖기 때문에,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세포막을 효
율적으로 통과하지 못한다.  세포성 흡수 촉진제의 부재하에,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처리된 세포의 핵주
위 엔도좀 구획에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참조: Fischer et al., 1993; Guy-Caffey et al., 1995].  이 경
우, 원형질막 또는 엔도좀 구획의 막을 통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운반은 이의 내화
(inteRNAtionalization)속도 및 이의 활성을 제한한다.  따라서, 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올리고뉴클레오
티드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신규한 조성물 및 방법이 필요하다.

지질 흡수 촉진제의 한 부류에는 핵산에 결합하는 양전하성 헤드 그룹 및 막 성분과 상호작용한다고 여겨
지는 막-상호작용성 테일(tail)이 포함된다.  이들 조성물은 일시적으로 세포막을 파괴시켜 올리고뉴클레
오티드의 세포내 침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행하게도, 많은 양이온성 지질 제제, 

예를 들면 Lipofectin
R
, 즉 양이온성 지질 DOTMA 및 융합원성(fusogenic) 지질 디올레오일 포스포티딜에탄

올아민(DOPE)(Life Technology, Inc., Gathersburg)의 1:1 (질량) 리포좀성 혼합물은 핵산의 조성과 양, 
표적 세포 유형 및 세포 성장 배지내의 혈청 농도와 같은 인자에 매우 민감하다.  또한 몇몇 제제는 그 
자체로도 세포독성이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상기 화합물의 대부분이 동물 시스템에서 치료적 용
도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운반제로서 사용되는 것이 제한된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적합한 개선된 운
반 시스템이 동정되어야 한다.

요약해서, 많은 질환의 진행은 VEGF의 과다 발현에 의해 야기되는 혈관형성 및 혈관 침투성의 증가와 관
련이 있다.  VEGF 발현을 특이적으로 감소시키는 신규한 조성물 및 방법이 이들 질환의 치료에 유용하다.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치료는 이의 잠재적인 선택성으로 인해 매력적인 방법이다.

불행하게도, 공지된 많은 VEGF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세포에 독성이며, 비특이적 효과를 나타내
는 농도에서만 작용한다.  또한, 종래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화학적 및 생물학적으로 불안정
하고, 보다 안정한 것은 표적 서열에 대해 허용될 수 없는 저친화성을 가져서 세포막을 용이하게 침투할 
수 없으므로, 이의 생물학적 표적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G-함량이 높은 올리고뉴클레오
티드는 G-사중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규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조성물은 비독성이고, 이의 mRNA 표적 서열에 대해 증가된 
친화성을 갖을 것이 요구된다.  이들 조성물은 뉴클레아제에 의한 분해에 대한 증가된 내성을 포함하여 
개선된 생물학적 안정성을 가져야만 한다.  또한, 유용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이의 서열에 관계없이 회
합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세포막을 통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는 신규한 조성물 요
구된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증가된 혈관형성 및 혈관 침투성과 관련된 질환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조성물 및 방법을 제공
한다.  본 발명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조성물은 생산 세포에 의한 VEGF 발현을 선택적으로 억제
하는데 있어서 종래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보다 현저하게 뛰어나므로, 이들은 상기와 같은 질환의 치료에 
사용된다.  본 발명의 선택성은 VEGF mRNA 분자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VEGF의 발현을 차단시키는 안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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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의해 제공된다.

본 발명은 표적 mRNA 서열에 대한 이의 친화성 및 선택성이 증가되도록 화학적으로 변형된 올리고뉴클레
오티드 및 이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개선된 생물학적 
안정성 및 표적 서열에 대한 고친화성을 갖는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친수성 및 소수성 환경 모두에서 
화학적 및 생물학적 공격에 대해 비교적 불활성이고, 이의 서열에 관계없이 회합에 내성을 갖는다. 

본 발명은 효과적이며 비독성인 VEGF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제공한다.  특히, 본 발명은 세포를 
치료하는데 1마이크로몰 이하의 농도로 사용될 경우, VEGF의 세포내 생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규한 올
리고뉴클레오티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농도에서, 본 발명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비
독성이며, 세포의 물질 대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세포막을 용이하게 침투하여 이의 생물학적 표적에 도달할 수 있
도록 하는 조성물 및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세포성 흡수 촉진제와 함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제조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세포성 흡수 촉진제는 비독성이고, VEGF 안티
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적합하며, 세포막을 통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효율적인 침투를 용이하게 한
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한, 용어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는 핵산 중합체 및 핵산 중합체와 유사한 화학적 구
조가 포함된다.  상기 구조에 결합된 염기 성분이 이의 표적 서열과의 특이적 결합에 필요한 수소 결합을 
유지할 수 있는 한, 해당 리보스 또는 데옥시리보스는 상기 구조로 치환될 수 있다.  유사하게, 올리고뉴
클레오티드에는 포스포티오에스테르 결합과 같은 포스포디에스테르 골격의 화학적 동등체가 포함될 수 있
다.  또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는 화학적으로 변형된 염기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올리고뉴클
레오티드에는 C5-(프로피닐 또는 헥시닐) 우리딘 또는 시티딘 잔기, 6-아자-우리딘 또는 시티딘 잔기 및 
5 및 6 아자 변형된 피리미딘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용어 "VEGF"에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로서 공지된 부류의 모든 단백질이 포함된다.  용어 VEGF에는 mRNA
의 선택적인 스플라이싱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공지된 4개 이상의 사람 이소타입 및 유사한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특정 동종 단백질이 포함된다.  공지된 단백질에는 VEGF 206, VEGF 185, VEGF 165 
및 VEGF 121로서 당해 분야에서 공지된 mRNA 종으로부터 암호화되는 것이 포함된다.  

본 발명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다음과 같이 제조한다: 

뉴클레오티드가 약 15 내지 30개 , 바람직하게는 약 19개인 서열은 VEGF를 암호화하는 mRNA상에서 확인된
다.  VEGF mRNA 분자 서열은 당해 분야에 공지되어 있다.  당해 RNA 서열은 VEGF 패밀리 단백질중 임의의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임의의 mRNA의 어느 곳에도 있을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사람의 VEGF 206, 
VEGF 185, VEGF 165 및 VEGF 121를 암호화하는 mRNA에 상보적인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VEGF mRNA상에서 발견되는 서열에 결합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이다(표 1 참조).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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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VEGF 올리고뉴클레오티드

+ 문헌[Leung et al., Science, 246: 1306, 1989.]으로 부터의 사람 VEGF mRNA 서열. 개시 코돈은 염기 
57에 위치.

*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

1 C,U는 변형된 염기를 나타낸다.

일련의 상보적인 또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제조된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안티센스"
란 당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mRNA 서열에 대해 상보적인 서열을 갖음으로써 이들이 특이적인 수소 결합 
패턴을 통해 상기 RHA서열에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1마이크
로몰 미만의 농도에서 항-VEGF 활성을 갖는 한, 당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불일치 또는 불완전한 수소 
결합 패턴을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에서  고려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이의  생물학적  안정성을  개선시키는  변형을 
포함한다.  생물학적 안정성은 여러 또는 모든 뉴클레오티드 잔기 사이의 뉴클레아제-내성 결합(예: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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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혼입시킴으로써 개선될 수 있다.  또한,본 발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는 여러 
또는 모든 피리딘 위치에서 화학적으로 변형된 염기가 포함된다.  이런 변형된 염기에는 C5-프로피닐 피
리미딘, 5-헥시닐 피리미딘 또는 6-아자-피리딘 또는 결합된 C5 및 6-아자 피리미딘 유도체가 포함되고, 
이는 본 발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추가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서 고려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는 표적 서열에 대한 이의 결합 친화성을 개선시킨 변
형체가 포함된다.  결합 친화성은 각종 화학적 잔기를 피리미딘 염기로 혼입시킴으로써 개선된다.  본 발
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는 여러 또는 모든 피리미딘 위치에서 화학적으로 변형된 염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변형된 염기에는 C5-프로피닐 피리미딘, C5-헥시닐 피리미딘 또는 결합된 C5- 및 6-아자 피리미딘 
유도체가 포함된다.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실제의 mRNA, 또는 VEGF mRNA상에서 발견되는 서열과 동일한 화학적으로 
합성된 RNA 서열에 대한 결합할 수 있다.  이 결합은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될 수 있다.  결합을 관찰하는 
한 방법은 실시예 Ⅲ에 기술되어 있다.  상기 방법은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동일한 길이의 화학
적으로 합성된 RNA 서열과 혼합하는 단계,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초기 가열 및 냉각 단계에서 
어닐링시키는 단계, 및 가열중에 260㎚에서 혼합물의 흡광도 변화를 관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또한, 
결합은 다른 방법, 예를 들어 뉴클레아제 보호 실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연장 실험, NMR, 겔 전기영동 
또는 당해 분야의 숙련가에게 익히 공지된 기타 기술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개선된 결합 친화성" 또는 안정성"은, 당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이의 표적 
RNA 서열을 사용하여 검정할 경우, 변형되지 않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보다 높은 융점(Tm)을 갖는 것을 의

미한다.  실시예 Ⅲ에서 기술되는 바와 같은 융점 검정이 이러한 측정에 사용된다.  안티센스 올리고뉴클
레오티드/mRNA 표적 서열 이본쇄의 결합 친화성을 증가시킨 화학적 변형체가 본 발명에 의해 사용되는 것
으로 고려된다.  일반적으로, 상기 검정에서, Tm이 45℃ 이상인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고려된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Tm이 50℃ 이상인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이다.

본 발명의 특정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는 이전에 공지된 VEGF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비해 이의 
활성이 개선된 화학적 변형체가 포함한다.  개선된 활성이란, 보다 저농도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생체
내에서 VEGF 발현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은 상기 변형체의 작용 방식을 한정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된 결합 친화성 및 생물학적 안정성이 본 발명에서 고려된 올리고뉴클레
오티드의 활성을 증가시키는데 적어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진다.  후술되는 바와 같은 특이적
인 화학적 변형이 본 발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활성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본 발명에서 고려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또한 약 1μM 미만의 농도에서는 비독성이다.  독
성은 실시예 Ⅴ에서 후술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본 발명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처리된 세포에서 VEGF 생성을 감소시킨다.  한 방법은, 세포를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조성물과 직접 접촉하도록 둠으로써, 당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세포내로 내화되어 
이의 표적 mRNA 서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세포를 처리하는 것이다.  처리에 선행하여, 올리고뉴클레오티
드를 액체에 용해 또는 현탁시키거나 고체내로 혼입시킨다.  적합한 액체 및 고체 제형은 당해 분야에서 
공지된 것으로, 익히 공지된 방법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제형화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세포와 직접 
접촉하도록 둔다.  다른 방법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확산, 분산 등의 수단을 통해 이의 표적 세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형화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본 발명은 표적 세포와 직접 접촉
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제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본 발명은 단지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표적 세포에 
도달하는 것만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혈류내에 도입될 수 있지만 표적 종양 세
포, 관절염 세포 등에 도달하기전 혈액밖으로 확산된다.  달리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피부에 직접 적
용되어 세포내로 확산되는 산제로 혼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처리된 세포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처리된 세포에 의해 생성
되는 VEGF의 약 90% 이하를 생성한다.  이 영향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용액의 농도가 약 1마이크로몰(μ
M) 미만일 경우에 관찰된다.

감소된 세포 VEGF 생성을 측정하는 한 방법은 실시예 Ⅵ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시예 Ⅴ에 
기술된 방법과 같이 감수성이 있을 경우, 다른 방법이 VEGF 생성의 감소를 검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처리된 세포에 의해 생성된 VEGF의 퍼센트는 비처리된 세포 및 처리된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VEGF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  퍼센트는 처리된 세포에 의해 생성된 양을 비처리된 세포에 의해 생성된 양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것과 같다.  비처리된 세포 및 처리된 세포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제형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검정에 사용되는 세
포는 유형, 세대 수 및  표현형이 동일하고, 동일한 성장 단계에 있다.  세포를 동일한 배지(올리고뉴클
레오티드 제형 자체의 존재 또는 부재로 인한 변화는 제외), 온도 및 대기를 포함한 동일한 조건하에서 
성장시킨다.  상기 조건하에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용액으로서 1μM 이하의 농도로 사용되거
나 고체 제형으로서 이와 유사한 몰 퍼센트로 사용될 경우, 본 발명에서 고려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
티드로 처리된 세포는 비처리된 동일한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VEGF의 약 90% 이하를 생성한다.  

바람직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핵산분해에 대한 이의 내성을 증가시키는 특정 화학적 변형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양태에서 고려되는 화학적 변형체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서 발견되는 통상의 천연 화합
물의 변형체이다.  본 발명에서 고려되는 특정 화학적 성분에는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이 포함된다.  
이들은 몇몇 또는 모든 뉴클레오시드 잔기 사이에 위치한다.  가장 바람직한 뉴클레오티드는 10개의 포스
포로티오에이트 결합과 8개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을 포함한다.  뉴클레오티드 결합 외에, 염기 성분에 
대한 화학적 변형은 뉴클레아제 분해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다 특히, C5-프로피닐 또는 헥
시닐 그룹 및/또는 6-아자-피리딘 변형을 포함한 피리딘 환에 대한 변형이 고려된다.

뉴클레아제 내성을 측정하는 한 방법은 혈청내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반감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는 
당해 분야에서 익히 공지된 표준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본 발명의 목적을 위해, 화학적 성분이 없는 경
우 보다 있는 경우에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보다 긴 혈청내 반감기를 가질 경우, 이 화학적 성분은 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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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뉴클레아제에 의한 분해속도를 감소시킨다.  단지 1개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
합을 포함하는 비교대상의 혈청내 반감기는 3시간 미만인 반면, 포스포로티오에이트를 포함하는 올리고뉴
클레오티드의 반감기는 24시간을 훨씬 초과한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피리딘 환중에 화학적 변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람직한 올리고뉴클레
오티드는 C5-프로피닐 피리미딘, C5-헥시닐 피리미딘 및/또는 6-아자 피리미딘을 포함한다.  이러한 변형
은 Tm, 생물학적 안정성 및 활성을 증가시킨다.  이들 변형을 포함한 뉴클레오티드 전구체의 합성은 실시
예 Ⅰ에 기술되어 있다.  이들 및 이외의 보호된 뉴클레오티드로부터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는 것
은 당해 분야에서 익히 공지된 표준 포스포라미디트 화학에 의한다.

본  발명의  특정  양태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활성을  개선시키는  세포성  흡수  촉진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조성물은 지질 이중층을 통한 액체의 수송을 촉진시킨다.  몇몇 양태에서, 올
리고머는 친유성 분자에 공유결합된다.  콜레스테롤, 지방산 및 기타 친유성 테터(tether)와 같은 친유성 
분자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막 결합성 및 침투성을 개선시킨다.  이들 분자는 당해 분야에서 익히 공지
된 표준 방법에 의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다른 양태에서, 양이온성 지질 또는 리포좀성 제제와 같은 흡수 촉진제가 사용될 수 있다.  이들 시제는 
이의 다용성(versatlity) 때문에 매력적이다.  이들 양태는 올고뉴클레오티드 혼합물을 투여하는데 동일

한 전달 비히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갖는다.  한 양태는 특히 리포좀성 제제 셀펙틴(Cellfectin
R
)

의 사용을 고려한다.  다른 양태에는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SpdC)를 비롯한 폴리아미노리피드 흡수 촉진
제 부류가 포함된다.  후자의 화합물은 혈청의 존재하에서도 특히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잇점을 갖는다.  
세포성 흡수 촉진제와 함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제조하는 방법 및 조성물이 실시예 Ⅳ, Ⅵ 및 
Ⅶ에 기술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고려되는 특정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염의 형태이다.  염의 형태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양
전하(양이온성) 원자 또는 분자와 결합된 형태이다.  적합한 양이온에는 나트륨, 칼륨, 암모니아, 스페르
미딘 또는 폴리아미노 지질(예: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않는다. 

본 발명에서 고려되는 특정 양태는 리포좀을 포함한다.  적합한 리포좀은 당해 분야에서 익히 공지된 것

이다.  본 발명에서 특히 고려되는 특정 리포좀 조성물에는 셀펙틴
R
이 포함된다.  기타 조성물에는 DOPE와 

혼합된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이 포함된다.  리포좀성 제제는 당해 분야에서 익히 공지된 방법에 의해 제
조된다.

본 발명의 특정 양태는, 예를 들어 폴리카프롤락톤 또는 메톡시폴리에틸렌 글리콜과 폴리카프롤락톤의 블
렌드와 같은 중합체 방출 장치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지속적 전달 시스템을 통한 이의 올리
고뉴클레오티드 조성물 전달을 고려한다.  본 발명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지속적 전달 시스템
에 혼입시키는 방법 및 조성물은 당해 분야에서 익히 공지된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합성에서 천연 염기를 대체시키는데 사용된 본 발명의 대표적인 변
형된 염기이다.

도 2는 5-(1-헥시닐 또는 프로피닐)-6-아자-2'-데옥시우리딘 포스포르아미디트(도 1 참조)의 제조를 위한 
합성식이다

도 3은 배양중인 사람의 정상 각질세포(keratinocytes)에 의한 VEGF 생성에 미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
레오티드의 효과이다.

도 4는 각질세포에 의한 VEGF 발현에 있어서 셀펙틴
R
의 유무하에서 투여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서열 2)의 

효과이다.

도 5는 각질세포에 의한 VEGF 발현에 있어서 셀펙틴
R
의 유무하에서 투여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서열 27)의 

효과이다.

도 6은 각질세포를 사용한 T30639(서열 2)의 활성에 미치는 상이한 세포성 흡수 촉진제의 효과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제형에 대한 단기간 세포성 노출 및 VEGF 발현의 장기간 억제를 나
타낸다.

도 8은 본 발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제형에 대한 단기간 세포성 노출 및 VEGF 발현의 장기간 억제를 나
타낸다.

도 9는 본 발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제형에 대한 단기간 세포성 노출 및 VEGF 발현의 장기간 억제를 나
타낸다.

도 10은 흡수 촉진제의 존재 또는 부재하의 VEGF 발현에 미치는,말단-변형된 키메라성 VEGF 안티센스 올
리고뉴클레오티드의 효과이다.  

바람직한 양태의 설명

바람직한 양태는, mRNA 분자를 암호화하는 다중 VEGF에 대한 통상적인 서열에 결합하여 생체내에서 VEGF 
발현을 방해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몇몇 포스포
디에스테르 결합 대신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포함하고, 이의 표적 mRNA 서열에 대한 올리고뉴클레오
티드의 친화성을 증가시키는 기타 화학적 변형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조성물에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개선시키는 세포 흡수 촉진제와 함께 제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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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길이는 약 17 내지 30잔기 범위내 일 수 있다.  바람직한 올리고뉴클레
오티드의 길이는 19 잔기의 뉴클레오티드이다.  이러한 서열은 VEGF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mRNA 분자에 대
한 이의 상보성을 기준으로 선택된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대해 상보적인 mRNA 분자의 영역을 표적 서
열이라 부른다.  바람직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VEFG 206, VEGF 185, VEGF 165 및 VEGF 121을 
포함한 4개의 공지된 각각의 VEGF mRNA에서 발견된 표적 서열에 대해 상보적이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표적 mRNA에 대한 이의 결합 친화성을 개선시키는 화학적 변형을 포함하는 것이 고
려된다.  바람직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C-5프로피닐 피리미딘, C5-헥시닐 피리미딘 및/또는 6-아자 피
리미딘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변형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이의 표적 서열로부터 분리되는 온도를 증가
시킨다.  이들 변형체를 포함하는 뉴클레오티드 전구체의 합성은 실시예 1에 기술되어 있다.  보호된 뉴
클레오티드로부터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는 것은 표준 포스포르아미디트 화학 반응에 의한 것이고, 
이는 당해 분야에서 익히 공지된 것이다.

바람직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핵산분해에  대한  이의  내성을  증가시키는  특정  화학적  변형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이 상기 내성에 대한 메카니즘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학적으로 변형된 뉴클
레오티드는 뉴클레아제의 기질 결합강에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결합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뉴클레아제 
분해에 대해 내성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람직한 뉴클레아제 내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적어도 몇
몇의 뉴클레오티드 잔기 사이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포함한다.  가장 바람직한 올리고뉴클레오티
드는 10개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과 8개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을 포함한다. 

바람직한 조성물에서, 본 발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제형화되거나, 세포막을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세포 흡수 촉진제와 혼합된다.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고려되는 세포 흡수 촉진제에는 

디올레오일 포스포티딜에탄올아민, 셀펙틴
R
,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 등이 포함된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 및 디올레오일 포스포티딜에탄올아민의 질량에 따른 1:1 혼합물이다.  상기 제형
을 당해 분야에서 익히 공지된 표준 방법에 따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 10 나노몰 내지 1 마이크로몰과 혼
합한다. 

본 발명에서 고려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조성물은 이의 생체내 활성을 기준으로 선택된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1마이크로몰 이하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농도를 사용하여도 세포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포독성이 
없는 것이다.  실시예 Ⅰ에서 기술된 표준 세포독성 검정은 이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본 발명의 
조성물은  1  마이크로몰  미만의  농도에서  세포성  VEGF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을 실시하는데 대한 바람직한 방법을 포함하여, 발견되거나 제안된 특정 양태의 관점에
서 기술된다.  본 발명의 내용을 고려할때,  무수한 변형 및 변화가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예시된 특정 양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당해 분야의 숙련가에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모든 변형은 청구항의 범위내에 포함된다. 

실시예

실시예 Ⅰ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혼입시키기 위한 변형된 염기의 제조 방법:

합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결합 친화성 및/또는 특이성을 증가시키는 변형된 염기는 도 1에 나타나있다.  
5-(1-헥시닐 또는 프로피닐)-6-아자-2'-데옥시우리딘 포스포르아미디트의 합성 반응식은 도 2에 나타나있
다.  이 합성은 6-아자-U를 함유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제조하기 위한 구조적 단편을 제공
한다  유사한 반응식이 6-아자-C를 합성하는데 사용된다.  5-(1-헥시닐)-6-아자-2'-데옥시우리딘 포스포
르아미디트의 제조를 위한 상세한 합성 방법이 하기에 기술될 것이다.  유사한 방법으로, 5-프로피닐 유
도체가 5-요도 유도체 7로부터 출발하여 제조된다.

3',5'-디-O-p-톨루오일-5-요오도-6-아자-2'-데옥시우리딘(7a)

클로로트리메틸실란(0.5㎖)을  1,1,1,3,3,3-헥사메틸디실라잔(HMDS,  80㎖)중의 5-요오도-6-아자우라실
(5.8g, 33.47m㏖) 현탁액에 가하고, 혼합물을 환류하에 6시간 동안 가열한다.  반응 혼합물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HMDS를 진공 증발시킨다.  잔사를 고진공하에서 4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건조된 실릴 유도
체를 디클로로메탄(60㎖)중에 용해시킨다.  1-클로로-2-데옥시-3,5-디-O-p-톨루오일-b-D-에리트로-펜토푸
라노스(6, 16.3g, 42m㏖) 및 염화아연(0.46g, 3.35m㏖)을 상기 용액에 가하고, 혼합물을 아르곤 대기하에
서 24시간 동안 교반한다.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250㎖)으로 희석시키고, 디클로로메탄 용액을 포
화 NaHC3 수용액(100㎖)으로 세척한다.  수성 층을 디클로로메탄(4 x 100㎖)으로 추출하고, 합한 유기 층

을 건조(Na2SO4) 및 증발시킨다.  잔사를 실리카 겔 칼럼(4 x 15㎝)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생성물을 

0 내지 5% 메탄올을 함유한 디클로로메탄중에 용출시킨다.  건조된 아노머성 생성물은 중량이 15g이다.  
순수한 b 아노머를 디클로로메탄 및 메탄올(4:1, 200㎖)의 혼합물로 연마하여 수득한다.  고체를 여과 및 
증발에 의해 수집한다.  상기 연마 과정을 반복한 후 순수한 b 아노머 10.5g을 수득한다(융점 204 내지 
205℃).

1
H NMR(DMSO-d6 ):  d  2.35,  2.37(2s,  6H, 2CH3 ),  2.80(m,  2H, C2' H  및 C2" H),  4.43(s,  3H, C4' H, C5'H2 ), 

5.55(br s, 1H, C3'H), 6.39(t, J=6.0㎐, 1H, C1'H), 7.28(t, 4H, Tol), 7.85(t, 4H, Tol), 12.42(br, s, 

1H, NH).

C24H24IN3O7에 대한 원소 분석

계산치: C, 48.58; H, 4.08; N,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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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치: C, 48.85; H, 3.80; N, 6.92.

3',5'-디-O-p-톨루오일-5-(1-헥시닐)-6-아자-2'-데옥시우리딘(8a)

3',5'-디톨루오일-5-요오도-6-아자-2'-데옥시우리딘(7,  3.84g,  6.50m㏖)을 무수 DMF(25㎖)와 공동증발시
켜서  건조시키고,   DMF(30㎖)에  용해시킨  후,  아르곤  대기하에서  CuI(0.25g,  1.3m㏖) 트리에틸아민
(1.82g, 13m㏖), 1-헥신(2.23g, 19.5m㏖) 및 테트라키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0.75g, 0.65m㏖)을 가한
다.  반응 혼합물을 실온에서 18시간 동안 교반하고, 추가로 테트라키스(트리페닐포스핀)팔라듐 0.5g을 
가한다.  48시간 후, 용매를 증발시키고, 잔사를 톨루엔과 공동증발시킨다.  잔사를 실리카 겔 칼럼 크로
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0 내지 5% 에틸 아세테이트를 함유한 디클로로메탄중에 생성물을 용출시켜서 표
제 화합물 0.9g을 수득한다(융점: 198 내지 200℃).

1
H NMR(DMSO-d6): d 0.87(t, 3H, CH3), 1.45(m, 4H, 2, CH2), 2.37, 2.39(2s, 6H, 2CH3), 2.45(m, 3H, CH2 

및 C2"H), 2.84(m, 1H, C2'H), 4.45(s, 3H, 1H, C4'H, C5'H2), 5.59(br s, 1H, NH), 6.49(t, J=6.3㎐, 1H, 

C1'H), 7.31(dd, 4H, Tol), 7.88(dd, 4H, Tol), 12.40(br s, 1H, NH).

C30H33N3O7에 대한 원소 분석

계산치: C, 65.80; H, 6.07; N, 7.68.

실측치: C, 65.61; H, 5.73; N, 7.29.

6-아자-5-(1-헥시닐)-2'-데옥시우리딘(9a)

3',5'-디-O-p-톨루오일-5-(1-헥시닐)-2'-데옥시우리딘(8a, 0.8g, 1.47m㏖), 메탄올(55㎖) 및 나트륨 메톡

사이드(메탄올중 25% 용액, 1.28m㏖)의 혼합물을 실온에서 2시간 동안 교반한다.  Dowex 50X8(H
+
) 수지를 

가하여 반응을 퀀칭시킨다.  수지를 여과시켜 제거하고, 여액을 증발시킨다.  잔사를 0 내지 4% 메탄올을 
함유한 디클로로메탄을 용리액으로서 사용하여 실리카 겔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흡습성이 큰 
고체로서 표제 화합물 0.38g(84%)을 수득한다.

1
H NMR(DMSO-d6 ):  d  0.88(t,  3H, CH3 ),  1.47(m,  4H,  2, CH2 ),  2.02(m,  1H, C2" H),  2.23(m,  1H, C2' H), 

2.46(m, 2H, CH2), 3.40(m, 2H, C5'H2), 3.68(m, 1H, C4'H), 4.21(br s, 1H, C3'H), 4.61(br s, 1H, C3'H), 

4.61(t, 1H, C5'OH), 5.17(d, 1H, C3'OH), 6.49(dd, 1H, C1'H), 12.27(br, s, 1H, NH).

5'-O-(4,4'-디메톡시트리틸)-6-아자-5-(1-헥시닐)-2'-데옥시우리딘(10a)

4,4'-디메틸옥시트리틸 클로라이드(0.51g,  1.5m㏖)를 무수 피리딘(10㎖)중 5-(1-헥시닐)-6-아자-2'-데옥
시우리딘(0.38g, 1.24m㏖) 용액에 가한다.  이를 6시간 동안 교반한 후, 추가로 DMT-Cl 0.5g을 가하고, 
반응 혼합물을 밤새 교반한다.  반응 혼합물을 디클로로메탄(100㎖)으로 희석하고 유기 용액을 물(20㎖)
로 세척한다.  수성 층을 디클로로메탄으로 추출하고, 합한 유기 층을 건조(Na2SO4) 및 증발시킨다.  잔사

를 톨루엔(10㎖)과 공동증발시키고, 실리카 겔 칼럼(2 x 10㎝)상에서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한다.  0 내
지 1.5% 메탄올을 함유한 디클로로메탄으로 생성물을 용출시킨다.  수율: 0.45g. 

1
H NMR(DMSO-d6 ):  d  0.85(t,  3H, CH3 ),  1.37(m,  4H,  2, CH2 ),  2.08(m,  1H, C2" H),  2.37(m,  3H, CH 2  및 

C2' H),  3.06(m,  2H, C5'H2 ),  3.72(s,  6H,  2  OMe),  3.87(m,  1H, C4' H),  4.20(m,  1H, C3' H),  5.23(d,  1H, 

C3'OH), 6.35(dd, 1H, C1'H), 6.83(m, 4H, DMT), 7.16-7.25(m, 9H, DMT), 12.30(br s, 1H, NH).

5'-O-(4,4'-디메톡시트리틸)-6-아자-5-(1-헥시닐)-2'-데옥시우리딘-3'-O-(2-시아노에틸)-N,N-디이소프로
필포스포르아미디트(11a)

N,N-디이소프로필에틸아민의  존재하에 5'-O-(4,4'-디메톡시트리틸)-6-아자-5-(1-헥시닐)-2'-데옥시우리딘
(10a)을  디클로로메탄중의 2-시아노에틸-N,N-디이소프로필클로로포스포르아미디트와 반응시켜서 익히 공
지된 방법에 의해 포스포르아미디트 11a를 수득한다.

실시예 Ⅱ

올리고뉴클레오티드 고안 및 합성:

VEGF mRNA의 모든 스플라이싱 변형체에 의해 공유되는 상보적인 mRNA 표적 서열에 결합할 수 있는 안티센
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선택한다.  예시적인 합성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서열이 표 1에 나타나있다.  
mRNA 표적에 대한 이들의 결합 친화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
은 C5-프로피닐 또는 C5-헥시닐 그룹을 갖는 피리미딘을 사용하여 합성한다[참조: Wagner et al., 1993].  
6-아자-dU 및 6-아자-dC를 포함한 기타 변형된 염기가 또한 고려된다(도 2).  이러한 변형의 조합이 또한 
고려된다.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T3039(서열 2)에 상보적인 올리고뉴클레오티드 T30691(서열 2
7)이 다음의 실험에서 대조군으로서 사용된다.  이는 T30639(서열 2)와 동일한 크기이고, 동일한 골격 및 
염기 변형체를 포함한다.  

실시예 Ⅲ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RNA 이종이본쇄 상호작용의 Tm 분석: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RNA 이본쇄의 온도(Tm)는 결합 친화성을 산정하는데 사용된다.  온도가 조절

되는 세포 홀더가 장착된 다이오드 배열 분광 광도계(Hewlett Packard Model 8452)로 Tm을 측정한다.  안

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2mM 인산나트륨(pH=7.0), 18mM NaCl 및 1mM EDTA로 이루어진 완충액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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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크기의 합성 RNA 표적(각각 1μM)과 혼합한다.  분광 광도계 셀에서 제조된 용액을 90℃에서 10분 
동안 가열하고 10분에 걸쳐 20℃로 냉각시키고, 10분 동안 평형시켜서 이본쇄가 형성되도록 한다.  이본
쇄의 융점(Tm)을 측정하기 위해, 셀을 1℃/분의 속도로 20℃에서 80℃로 서서히 가열하고, 260㎚에서 흡광

도를 온도의 함수로서 측정한다.  흡광도의 상승은 이본쇄가 일본쇄 올리고머로 용융되거나 분리되는 것
을 지시한다.  이본쇄 형의 Tm은 표준 방법에 의해 기술되는 식을 사용하여 용융 커브 데이터로부터 수득

된다[참조: Puglish and Tinoco, 1989].  Tm 데이터는 표 2에 나타나있다.  C5-프로핀 변형된 염기 또는 

C5-헥시닐-변형된 염기를 포스포로티오에이트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혼입시키면, 비변형된 올리고뉴클레
오티드에 비해 Tm 값이 현저하게 증가된다.  이는 표적 서열에 대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친화

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2]

T30807(안티센스 DNA)

T30615

(비변형됨)

T30639

(프로피닐)

T30688

(헥시닐)

T306s2

(프로피닐 불일
치)

Tm(℃)

37℃에서의 AG(㎉/㏖)

Ah(㎉/㏖)

AS(eu)

43

-11.5

-136

-402

53

-13.4

-91.6

-252

49

-11.9

-79.8

-219

345

-8.1

-103

-306

T30808(안티센스 RNA)

T30615 T30639 T30688 T30692

Tm(℃)

37℃에서의 AG(㎉/㏖)

Ah(㎉/㏖)

AS(eu)

42

-11.0

-128

-378

57

-14.3

-88.3

-239

53.5

-13.5

-90.7

-249

43.5

-11.3

-119

-347

실시예 Ⅳ 

흡수 촉진제의 제조:

세포에  의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단독  흡수율은  낮다[참조:  Fischer  et  al.,  1993; Guy-
Caffey et al., 1995].  세포내로의 침투를 개선시키기 위해, 시판중인 많은 흡수 촉진제 뿐만 아니라 본 
발명에 의해 합성되는 신규한 폴리아미노리피드 제형을 사용한다[참조: Gao et al., 1989; Guy-Caffey et 
al., 1995].

실시예 Ⅴ  

세포독성 검정:

세포를 96웰 플레이트에 500세포/웰의 밀도로 시딩한다.  플레이팅 1일 후, 세포를 연속적으로 희석시킨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제형에 노출시킨다(희석액당 4개의 웰).  노출 1일 내지 4일 후, 세포의 생존성에 대
한 효과를 비방사능 검정 시스템(Cell Titer 96 Aqueous cell proliferation assay, Promega Corp.)을 사
용하여 측정한다.  본 발명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1μM 미만의 농도일 때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실시예 Ⅵ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세포내 시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이의 변형된 비교대상 및 각종 제형의 활성은 정상적인 배양 조건하에서 
VEGF를 분비하는 배양된 사람의 각질세포, 1차 세포주를 사용하여 평가한다[참조: Ballaun et al., 1995; 
Frank et al., 1995].  세포를 0.5㎖ KGM 배지(Clonetics)당 50 내지 100,000㎖세포/웰의 밀도로 48-웰 
플레이트에 플레이팅한다.  고감도 ELISA-기본 단백질 검정 시스템(R ＆ D 시스템)을 사용하여 세포 상층
액중의 VEGF 단백질 수준을 측정한다.  예비 측정은 NHEK 세포가 추천된 배지에서 성장할 때, 0.5㎖ 배지
에 플레이팅된 50,000개의 세포가  15시간 경과시 약 150 내지 200pg의 VEGF를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처리된 대조군 웰의 상층액에서는 약 300 내지 400pg/㎖이다).  또한, 세포를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제

형과 15시간 동안 항온처리한다.  4개의 항-VEGF 올리고뉴클레오티드중 3개가 셀펙틴
R
 10㎍/㎖의 존재하에 

0.2μM에서 활성이 입증되었다.  대조균의 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어떤 효과도 보이지 않는다(제시안
됨).  결과는 표 3에 나타나있다.

안티센스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흡수 촉진제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세포내로 투
여한다.  예비 실험에서, 염기 변형체가 없는 포스포로티오에이트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1μM 미만의 농
도에서 효과적이고, 담체의 부재하에서 관찰된 중요 효과는 없었다(데이타는 제시되지 않음).  1μM 이상
의 농도에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VEGF 발현을 비특이적으로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데이타는 제시되지 
않음).   이러한  비특이적인  효과는  당해  분야에  공지된  것이다[참조:  Stein  et  al.,  1993;  Wagner, 

1994].  이러한 비특이적 효과를 피하기 위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흡수 촉진제와 혼합한다.  셀펙틴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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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팔미틸스페르미딘(TM-TPS)과 디올레오일 포스포티딜에탄올아민(DOPE)의 리포좀성 제제(1:1.5의 질량

비인 TM-TPS/DOPE, Life Technologies, Inc.)가 보다 효과적이며, 시판중인 기타의 시험된 전달제보다 독

성이 적다.  폴리아미노리피드 SpdC(Guy-Caffey et al., 1995; SpdC/DOPE, 1:1의 질량비)의 리포좀성 제
제와 함께 제형화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보다 더 효과적이다.  전형적인 세포 배양 실험에서, 올리고뉴
클레오티드(10nM 내지 1μM)를 실온에서 흡수 촉진제 수용액 약 20㎕ 내지 40㎕에 용해시키고, 약 10분 
동안 항온처리한다.  이 용액을 가온된 성장 배지 0.5㎖과 혼합하고 세포에 가한다.  세포를 올리고뉴클
레오티드의 존재하에서 15시간 동안 배양한다.  배양 후, 상층액을 수집하여 ELISA에 바로 사용하거나, 
후에 분석하기 위해 -80℃에 저장한다(동결시키지 않은 상층액 샘플 또는 동결시킨 상층액 샘플 및 해동
시킨 상층액 샘플간의 VEGF 수준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T30639(서열  2)는 셀펙틴
R
의  존재하에  보다  활성이지만,  대조군의 

'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T30691(서열 27)은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장 고농도를 사용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도 6은 다양한 양이온성 지질 제형 SpdC,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참조: Guy-Caffey et al., 1995); DC-
Chol(참조: Gao and Huang, 1991); CS, 콜레이트-스페르미딘; DCS, 데옥시콜레이트-스페르미딘; cF, 셀펙

틴
R
(Life Technologies, Inc.)과 함께 올리고뉴클레오티드(서열 2) 0.1μM 내지 0.2μM을 투여한 효과를 

보여준다.  각각의 양이온성 지질의 리포좀성 제제는 융합원성 지질 DOPE(1:1 질량비)를 혼합함으로써 제
조되고, 사용전까지 동결건조시켜 저장한다.  당해 리포좀을 사용하기전에 5% 덱스트로즈(1㎎/㎖ 이하)에 
재현탁시키고, 2주 내에 사용하기 위해 4℃에 저장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세포 처
리 직전에 양이온 리포좀성 제제와 혼합한다.  

도 7 내지 9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T30639(서열 2) 또는 이의 키메라성 포스포디에스터-포스포
로티오에이트 형 T30848(서열 6)의 다양한 농도로 세포를 항온처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표 1을 참조
하라).  도 7은 0.1μM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효과를, 표 8은 0.2μM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효과를, 
도 9는 0.4μM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실험에서, 세포는 SpdC/DOPE와 예
비혼합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보충된 배지에서 4시간 동안 처리된다.  그 다음, 배지를 신선
한 비보충된 배지로 대체한다.  그래프 1은 배양물에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조성물을 세척한 지 16시간 
후의 VEGF 생성 억제%를 나타낸 것이고, 그래프 2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세척한 지 40시간 후, 그래프 
3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세척한 지 64후의 VEGF 생성 억제%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수거된 배지에
서 VEGF 수준의 양을 측정한다.  약 3일의 항온처리 기간 말엽에 세포의 형태는 정상이다.  VEGF 생성에 
미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장기적인 효과는 도 7  내지 9에 나타나있다.   그래프에서,  기호 (△)는  
0.1μM의 T30848(서열 6)이다.  기호 ()는 0.1μM의 T30639(서열 2)이다.  

도  10은  친유성 그룹으로 유도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한 유사한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S96-5296(서열 20)은 C-16 지질 그룹으로 3'-말단이 변형되어 있고, 8개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과 11개
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포함한다.  S96-5297(서열 21)은 동일한 골격을 갖고, 말단이 3'-피렌 잔

기로 변형되어 있다.  이런 소수성 성분은 셀펙틴
R
과 혼합될 경우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흡수 및 활성을 

돕고,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기호()은 S96-5296(서열 20)

의 경우이고, 기호()는 셀펙틴
R
 10㎍/㎖와 S96-5296(서열 20)의 경우이고, 기호(○)는 S96-5297(서열 21)

의 경우이고, 기호(●)는 셀펙틴
R
 10㎍/㎖와 S96-5297(서열 21)의 경우이고, 기호(□)는 셀펙틴

R
 10㎍/㎖

와 0.2μM T30639의 경우이다.

실시예 Ⅶ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항-VEGF 활성:

염기 변형체가 없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함유한 포스포로티오에이트는 1μM를 초과하는 농도
에서 일부 서열-독립적인 비특이적 억제를 제외하고는 VEGF의 세포성 생성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데이타 제시되지 않음).  이 결과는 마이크로몰 이하의 낮은 복용량의 단독 포스포로티오에이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는 비효과적인 억제제이고, 고농도에서 동일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세포의 물질 대사에 비
특이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연구와 일치한다[Stein and Cheng, 1993; Wagner, 
1994에 의해 검토됨].  그러나, C5-프로핀-함유 피리미딘[참조: Wagner et al., 1993]을 함유한 올리고뉴
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포스포로티오에이트는 세포성 VEGF의 생성을 특이적으로 억제한다.  도 3을 참조
하라. 

이런 변형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비변형된 비교대상보다 융점이 약 15℃ 이상 더 높다.  표 2를 참조하
라.  이는 변형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비변형된 형태보다 높은 친화성으로 표적 세포에 결합한다는 것
을 제안한다.

셀펙틴
R
에 대한 최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비: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양이온성 지질 혼합물의 세포성 흡수는 제형에서 각 성분의 화학적 성질, 농도 및 상

대적인 질량비 및 표적 세포의 이물 흡수(endocytic) 성질에 의해 부분적으로 측정된다.  셀펙틴
R
을 올리

고뉴클레오티드 T30639(서열 2)와 함께 NHEK 세포로 공동투여하여,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대 TMTP의 비가 
1:3(질량비)일 때 최적 활성이 수득된다.  관련 실험에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양이온성 지질의 비를 
유지하면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농도를 달리하고, VEGF 발현에 대한 효과를 '센스' 대조 T30691(서열 
27)과 비교하여 측정한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T30639(서열 2)는 특이적인 항-VEGF 활성을 보이지만, 대
조군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아무런 효과도 갖지 않는다(도 4 및 도 5를 참조하라).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효능에 미치는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DOPE 또는 DC-chol+DOPE(리포좀성 제제; 중량
비 1:1) 제형의 효과:

많은 흡수 촉진제가 핵산 치료에 사용된다[참조: Behr, 1994; Guy-Caffey et al., 1995; Lewi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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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이들 화합물중 하나로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 접합체(SpdC)가  있다[참조:  Guy-Caffey  et  al., 
1995].  이들 화합물은 본 발명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고농도에서 세포에 대해 비독성이고, 최대 1주 
동안  치료하는  경우에도  설치류에  대해  비독성이다.   다른  양이온성  지질인  DC-Chol[참조:  Gao  and 
Huang, 1991]은  유전자 치료에서의 치료적 용도가 승인되었고, 세포성 시스템에서 비교적 비독성이다.  
SpdC/DOPE 및 DC-Chol/DOPE(디올레오일 포스포티틸콜린과 SpdC 또는 DC-Chol)의 시험용 리포좀성 제제는 
1:0.5, 1:1, 1:1.5 및 1:2의 질량비의 범위중에서 질량비가 1:1일 때 NHEK 세포를 사용한 항-VEGF 검정에

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5를 참조하라.  양이온성 시약을 포함하는 조성물은 셀펙틴
R
를 포

함하는 조성물보다 20 내지 40% 더 활성인 것으로 나타났다(도 6).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제형에 대한 단기간의 노출은 VEGF 생성에 미치는 장기간의 억제 효과를 관찰하기에 
충분하다:

본 발명에 기술된 조성물에 비교적 짧게 노출된 후 VEGF 발현은 감소된다.  예를 들어, 4시간 동안의 항
온처리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밤새 노출시켰을 때 관찰되는 것보다 높은 항-VEGF 활성을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도 7 내지 9를 참조하라.  놀랍게도, 효과는 실험의 전기간인 3일 이상 동안 지속된다(도 7 
내지 9).

다른 시험은 포스포로티오에이트 포스포디에스테르 키메라성 골격과 혼합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틱드
가 VEGF 발현의 잠재적인 억제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10개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8개의 포스포
디에스테르 결합을 함유하는 T30639(서열 2)의 키메라성 변형체, 지질 말단-변형체 S96-5296(서열 20) 및 
S96-5297(서열 21)은 SpdC/DOPE의 존재하에서 뛰어난 활성을 갖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도 7). 단지 4시간 
동안 항온처리한 후 VEGF 억제는 3일 이상 지속된다(도 7).  SpdC의 부재하에서, 키메라성 올리고뉴클레
오티드 골격은 VEGF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적은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갖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개선된 효능을 가지며 비특이적인 효과를 감소시킨다.  흡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효능에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시예 Ⅷ

생체내 VEGF 억제:

A.  특별한 목표

혈관 내피 성장 인자(VEGF)의 증가된 발현은 증식성 당뇨성 망막증, 신생혈관분포성 녹내장 및 기타 많은 
실명 질환과 관련된 안구 신혈관신생의 진행과 관계가 있다.  망막성 허혈은 맥관원성 단백질 VEGF의 합
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을 유발하여 망막, 시신경 및 홍채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혈관을 형성시킨다.  아직까지, 이런 상태에 대해 허용되는 치료법은 없다.  본 발명의 전반적인 목
적은,  사람의  신혈관신생과  관련된  망막성  허혈을  치료할  목적으로  신규하고,  잠재적으로  치료성있는 
VEGF 발현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억제제를 동정하기 위한 과정을 합리적으로 고안하고 시험하는 
것이다.  사람의 세포 배양 시스템에서의 최근 생체외 데이터는, 마이크로몰 이하의 농도 범위에서 VEGF
의 세포성 발현을 50% 이상 억제하는 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제형을 제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
기  안건에  대한  본  발명의  목표는  시험관내  발견을  VEGF-관련  신혈관신생의  랫트  모델로  확대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특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랫트의 VEGF mRNA에 대해 지시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라이브러리를 합성한다.  VEGF에는 3
개의 주요 스플라이싱 변형체와 1개의 부수적 스플라이싱 변형체가 있다.  10개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RNA의 공통 영역내의 서열에 표적화될 것이다.  이들은 또한 뉴클레아제 내성 골격 및 표적 mRNA에 대한 
결합 친화성을 개선시키는 변형된 염기를 포함할 것이다.  

2.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이의 제형의 활성 및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랫트 세포 단층 및 구상
체 모델을 설정한다.  C6 신경교종 세포주는 VEGF 기능 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위해 사
용할 것이다.  구상체(세포 집합체)는 본원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세포 층을 침투할 수 있는가를 평가
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3.  다양한 세포성 흡수 촉진제를 사용하여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효능을 평가한다.  Aronex에서 개발된 
화합물을 시판중인 시약과 비교할 것이다. 

4.  안티센스 메카니즘을 지지하는 데이터를 수득하기 위한 개념-입증 검정을 개발한다.  이 시험관내 실
험은 단 하나의 VEGF 이소타입이 특이적으로 표적화될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본원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가 예상된 방법으로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주도록 고안된다.  이는 미래의 안티
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고안에 도움을 줄 것이다.

5.  가장 유망한 안티센스 화합물을 시험하는데 홍채 신혈관신생의 생체내 랫트 모델을 사용한다.  이들 
연구는 하바드의 안토니 아다미스(Anthony Adamis) 박사와 공동으로 실시될 것이다.

제안된 연구의 완성시, 1 내지 2개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생체내 효능에 관한 정량적인 정보를 가질 것
으로 기대된다.  복용량, 작용의 잠재적인 메카니즘, 세포내 이용성 및 잠재적인 독성에 관한 몇몇 정보
를 또한 알 수 있을 것이다.  임의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혈관신생 및/또는 VEGF 발현을 생채내에서 
2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고려될 것이고, 연구의 11단계 동안 동물 모델에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를 진행시킬 것이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선택할 경우, 다른 RNA에 대해 비특이적으로 결합 위험이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G-함량이 높은 서열을 선택하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G-사중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결합에 이용될 
수 있는 자유-코일 형의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다[참조: Bishop et al., 1996].  이 때 본 발명자가 
제안하는 대안은 강한 독성없이 매우 효율적으로 결합을 유도할 수 있는 변형체인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을  함유한  선택적으로  변형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하는  것이다[참조:  Wagner  et  al.,  1993; 
Fenster et al., 1994].  최근 본 발명자는 프로피닐 변형체가 특히 유용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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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예비 결과 참조).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뉴클레아제 내성을 개선시키는 방법: 

천연의 포스포디에스테르 골격을 갖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혈청 및 세포성 뉴클레아제에 대해 감수성이 
높다.  본 발명자는 랜덤 서열인 17개 염기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혈청에서 3분 미만의 반감기를 갖는 
것을 측정하였다[참조: Bishop et al., 1996].  이에 대한 대안중의 하나는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골격[참
조: Stein et al., 1991], 즉 1일 이상으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혈청내 반감기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변형을 갖는 올리고머를 사용하는 것이다.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사용하는 것은 고농도에서 약간의 
비특이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본 출원인은 하기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매우 저농도에
서 작용하는 특별하게 변형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합성을 제안함으로써 비특이적 상호작용의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다.  또다른 골격을 갖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시험되었지만 모두 포스포로티오에이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보다 훨씬 큰 비특이적 효과를 갖는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세포내 흡수를 개선시키는 방법: 

아세포 분포 연구는 형광성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처리한 세포가 핵 주위 엔도좀 구획에 축척된다는 것을 
보여준다[참조: Guy-Caffey et al., 1995].  내화 과정의 속도-제한 단계가 원형질막 또는 엔도좀 구획의 
막을 통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수송하는 것으로 보인다.  막의 지질 이중층을 통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의 수송을 촉진시키는 두 가지 잠재적인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올리고머를 막 결합성 및 침투성
을 개선시키는 화합물에 공유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에 결합시키는 
것이다[참조: Letsinger et al., 1989].  본 발명자는 최근 신규한 전매 변형인 친유성 페로센 테터를 동
정하였는데(실험 디자인을 참조하라), 이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효능을 현저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는, 양이온성 지질 또는 리포좀성 제제와 같은 흡수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들 시약은 이의 다용성 때문에 매력적인데, 동일한 전달 비히클을 다양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함께 공
동투여할 수 있다.  이들 양이온성 지질의 디자인은 핵산에 결합하는 양전하의 헤드 그룹, 및 융합원성 
지질과 상호작용하여/거나 세포막을 탈안정화시키는 것으로 제안된 막 상호작용성 테일을 포함한다.  많
은 양이온성 제제(예: 리포펙틴, Lipofectin)의 활성은 조성물 및 핵산의 양, 세포 유형 및 세포 성장 배
지에서의 혈청의 농도와 같은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몇몇 제제는 세포독성이다.  이런 제약
은 동물 시스템에서 치료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대한 전달제로서 많은 상기 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흡수 촉진제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본 발명자는 신규한 전달 비히클인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SpdC)를  합성하였는데,  이는  혈청의  존재하에서도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세포내 
흡수성 및 막 침투성을 개선시킨다[참조: Guy-Caffey et al., 1995].  이들 화합물을 사용한 제형은 제안
된 연구의 일부로서 평가될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질환과 연관된 혈관형성을 감소시키면서 눈의 세포에 의한 VEGF 발현을 억제하는 안티
센스 제형을 동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는 화학적으로 변형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마이크로
몰 이하의 복용량에서 유효한 억제 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우리의 최근 발견에 의해 고무되었다.  또한 
아다미스 박사에 의한 VEGF-관련된 신혈관신생 동물 모델 개발이 생체내에서 가장 효능있는 화합물 시험
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예비 결과: 

요약- 예비적이고, 진행중인 일련의 실험의 목적 세포-기본의 VEGF 발현의 모델에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
레오티드의 활성을 개선시키는 일반적인 원리 및 방법을 발견하고/하거나 시험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 
본 발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VEGF 단백질 수준에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인 세포-기본의 스
크리닝 검정을 개발하고,

- 표적 mRNA에 대한 결합 친화성, 보다 큰 뉴클레아제 내성 및 특이성을 개선시키는 구조적인 변형체를 
포함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며,

-  투여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세포내 내화성 및 막 침투성을 증가시키는 신규한 흡수 촉진제(몇몇은 
Aronex에서 개발됨)를 사용하여 제형을 시험하는 것이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디자인:

본 발명자는 본 발명의 화합물 중 하나가 결국 사람에서 시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사람의 VEGF mRNA에 대해 지시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하여 개시하였다.   발현의 최대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자는 모두 4개의 VEGF mRNA에 의해 공유되는 서열에 상보적인 안티센스 올
리고뉴클레오티드를 선택하였다(표 3).

[표 3]

사람의 VEGF에 대해 지시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mRNA 서열 57에서의 개시 AUG 코돈) 

T30638 mRNA 서열 87 내지 105 5'-a*g*a*g*C*a*g*C*a*a*g*g*C*g*a*g*g*C*t-3

T30639 mRNA 서열 185 내지 023 5'-g*C*g*C*U*g*a*U*a*g*a*C*a*U*C*C*a*U*g-3

T30640 mRNA 서열 204 내지 222 5'-C*g*a*U*U*g*g*a*U*g*g*C*a*g*U*a*g*C*t-3

T30641 mRNA 서열 232 내지 250 5'-U*a*C*U*C*C*U*g*g*a*a*g*a*U*g*U*C*C*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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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골격은 뉴클레아제 내성을 부여한다.

C-5 프로피닐 피리미딘은 RNA 표적에 대한 결합 친화성을 개선시킨다.  

초기의 보고서[참조: Wagner et al., 1993]와 일치하게, 본 출원인은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염기 치환에 
의해, 각각의 쇄의 서로에 대한 친화성의 지표인 이본쇄 형의 Tm이, 비변형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경우 

-60℃에서 80℃ 이상으로 증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조군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크기의 '센
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변형체 T30691을 합성하였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세포내 시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이의 변형된 비교상대 및 각종 제형을 VEGF를 분비하는, 배양된 사람의 각
질세포,  즉  1차  세포주를  사용하여  평가한다.   KGM  배지(Colonetics)  0.5㎖이  있는  46웰  플레이트에 
50,000세포/웰의 밀도로 세포를 플레이팅한다.  성장 배지로 분비된 VEGF 수준을 효소 결합 면역흡착 검
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D 시스템)에 의해 측정한다.  검정은 5 내지 1000pg/
㎖의 범위 이상에서 선상에 있다.  본 측정은 추천된 배지에서 NHEK 세포 성장시킨 경우, 배지 0.5㎖에 
플레이팅된 100,000개의 세포가 15시간 동안 약 150pg의  VEGF(비처리된 대조군에서의 상층액중에는 약 
300pg/㎖이 존재)가 생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포-기본의 대부분을 검정은 유전자를 세포내로 전달하는 형질감염제로서 시판중인 양이온성 리포좀 제
형(셀펙틴, Cellfectin, Life Technologies)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기타 시판중인 형질감염제는 독성이 
있거나 비교적 비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7회 시험).  셀펙틴의 한가지 독특한 효과는 대조군으로서 세
포내로 단독으로 투여될 경우, 이것이 실질적으로 VEGF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알려지
지 않았다.  보다 최근에, 본 발명인은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의 제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참조: Guy-
Caffey et al., 1995].

매우 초기의 실험에서, 본 발명인은 C5-프로피닐 변형체가 없는 포스포로티오에이트 안티센스 올리고뉴클
레오티드를 사용여도 VEGF 수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였다(흡수 촉진제의 존재 또
는 부재하의 5M 이하의 세포외 농도).  보다 고수준에서, 비특이적인 억제로 보이는 미비한 효과가 있었
다(데이터는 제시되지 않음).  시토신 및 티미딘을 C5-프로핀 함유 피리미딘[참조: Wagner et al., 199
3]으로 대 치환할 경우, 생체내에서 측정된 Tm이 20℃ 상승하였고, 이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비변형된 

변형체보다 큰 친화성으로 이의 합성 RNA 표적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데이터는 제시되지 않
음).  본 발명자는 흡수 촉진제의 존재 또는 부재하에 이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효과를 시험하였고, 또
한 최적의 제형을 동정하고자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대한 흡수 촉진제의 다양한 비율을 시험하였다.  본 
발명자는 VEGF 수준에서 상이한 효과를 갖는 상이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관찰하였다.  

도 3. 4개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중 3개가 셀펙틴 10㎍/㎖의 존재하에 0.2M의 농도 범위에서 활성을 갖는
다.  대조군 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아무런 효과도 없다(제시되지 않음).  따라서, 시험 올리고뉴클
레오티드중 가장 효능있는 T30639가 후속적인 최적화 연구에 사용된다.  

최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대 흡수 촉진제의 비율: 

다음의 실험에서, 본 발명자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T30639 안티센스 및 T30691 센스 대조군) 대 cF의 양
이온성  지질  성분의  질량비를  1:3으로  유지하면서  VEGF  생성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였다.   다시, 
T30630+cF는 특이적 항-VEGF 활성을 보이는 반면 대조군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도 11에서와 같이 아무런 
효과도 보이지 않는다.  

50-14

1019980708435



도 11. VEFG 발현에 미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셀펙틴 (1:3) 제형의 효과

고농도에서, 비특이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시되지 않음).  본 발명자가 결합된 물질로부터 유
리 흡수 촉진제를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본 발명자가 한 
성분에 대한 다른 성분의 상대적인 비를 바꿀 경우,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크기의 효과:

다음의 실험에서, 본 발명자는 특이적인 항-VEGF 활성을 유지하면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크기를 감소시키
는 것이 실현가능한지 알아볼 것이다.  또한, 보다 짧은 올리고머의 합성이 저렴하다.  그러나, 동일한 
NHEK 검정을 사용하여, 본 발명자는 셀펙틴 10㎍/㎖과 함께 모든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투여시, 19개 염
기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16 또는 14개 염기의 유도체보다 더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셀펙틴 
대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비를 변화시켜도 상대 활성이 변화되지는 않는다(제시되지 않음).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효능에 미치는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DOPE 또는 DC-chol+DOPE 제형(리포좀성 제제, 
1:1의 중량비)의 효과:

최근, 본 발명자는 장기간 노출시 세포에 다소 독성이 있을 수 있는 셀펙틴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기 시작
하였다.  흡수 촉진제중 하나인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 접합체(SpdC, Guy-Caffey et al., 1995)는 사용된 
수준에서 세포에 독성을 보이지 않으며, 최대 1주일 이상 처리한 설치류에서도 독성이 검출되지 않았다.  
양이온성 지질 DC-Chol[참조: Gao et al., 1991]은 유전자 치료의 임상적인 시험을 위해 승인되었고, 세
포 시스템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독성을 갖는다.  예비 데이터는 이러한 신규한 지질 제형이 유사한 실험
에서 셀펙틴보다 20 내지 40% 더 효능적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제형에 대한 단기간의 노출은 VEGF 생성에 대한 장기간의 억제 효과를 관찰하기에 충
분하다:

상기 모든 실험에 있어서, 본 발명자는 세포를 올리고뉴클레오티드+흡수 촉진제와 함께 밤새 항온처리한
다.  그 다음,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대한 보다 단기간의 세포 노출에 의해 항-VEGF 활성이 동일한 수준
으로 달성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본 발명자는, 실제로 4시간 후의 세척과 신선한 비보충된 배지로의 교
환이  항-VEGF  활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도  12).   더욱이,  효과는  최대  3일 
(실험기간) 동안 지속된다.

도 12.  올리고뉴클레오티드+cF를 4시간 동안 처리한 후, 신선한 배지로 대체시킨다.  억제는 약 3일 동
안 지속된다.  대조군 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의해서는 의미있는 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제시되지 
않음). 

사실, 대조군(올리고뉴클레오티드 아님)과 관련된 억제 수준은 실제로 이전에 관찰된 것보다 훨씬 크다.  
이에 관한 한 이유로는, 단일 항온처리 실험에서, VEGF 단백질이 기존 mRNA로부터 계속적으로 합성되어
(안티센스 올리고머에 의해 차단되지 않음) 배지에 축척되기 때문일 수 있다.  4시간째 배지를 대체하여, 
'백그라운드' VEGF의 공급원을 제거한다.  장기간의 안티센스 효과는 약제가 빈번하게 투여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안하기 때문에 상기 데이터는 생체내 시험 시스템에서 중요한 함축성을 갖는다.  이런 양
상은 제안된 시험관내 및 생체내 검정에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페로센-접합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본 발명자는 최근, 흡수 촉진제와 함께 제형화된 메탈로센-변형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사용된 농도의 
범위내에서는 거의 독성이 없으면서 가장 효과적인 VEGF 억제제라는 것이 본원의 시험관내 검정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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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도 13).  셀펙틴과 함께 제형화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20μM의 농도에서 특이적인 항-VEGF 활성을 
갖는다.  페로센 테터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막 회합성을 개선시키도록 고안되었다(D. Mulvey, Aronex, 
개인적인 임무).  또한, 본 발명자는 친유성 철 성분이, 아마도 세포의 활성 수송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세포내 표적화 및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막 투과 이동을 도울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또한, 변형이 본 발
명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하는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연구과제이다.  그러나, 페로센-변형된 올
리고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하여 고활성을 관찰하였다는 사실은, 상기 방법이 생체내 모델에서 시험용 올리
고뉴클레오티드를 시험함으로써 검토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도 13.  T0639 안티센스의 페로센-접합된 변형체의 유효한 안티센스 효과

실험 디자인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성숙한 랫트의 홍채 신혈관신생 모델은 정량적인 방법으
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활성을 시험는 수단을 제공한다.  상기 검정에서, 랫트를 1 내지 21일 
동안 저산소압 챔버에 두고, 홍채의 신혈관신생 증가를 디지탈 영상화에 의해 정량한다.  데이터에 나타
난 바와 같이(도 14), 항온처리 기간을 증가시키면 혈관계의 진행 정도가 분명히 나타난다.  이와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망막의 RNA 수준 또한 증가한다(도 15).  본 발명의 예비 데이터 및 랫트 모델의 유용성
에 의해 고무되어, 본 발명자는 혈관형성의 생채내 모델에서 유사한 개념 입증을 얻고자 계획중이다.

도 14

도 15

C. 관련 경험

조사 대표자인 Nilabh  Chaudhary  박사는 세포 분자 생물학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1984년  캐나다 런던의 서부 온타리오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  후,  그는 Da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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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yon-Wlater Winchell 암 기금의 장학금을 수여받아 뉴욕의 록펠러 대학의 Gunter Blobel 박사의 실험
실에서 세포 생물학에 대한 박사 후기 연구를 계속하였다.  1986년, 그는 동일한 실험실에서 하바드 휴즈 
의학 연구소의 회원으로 임명되었다.  1992년, Chaudhary 박사는 연구 과학자로서 Triplex(최근 Aronex로 
개명됨)에 합류하여 핵산 치료제의 세포내 및 핵내 흡수를 개선시키는 기술의 개발에 대한 세포 생물학 
프로그램을 개시하였다.  그는 신규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변형체 및 흡수 촉진제를 디자인하고, 합성하
고, 시험하기 위해 유기 화학팀과 친밀하게 공동협력하였다.  Chaudhary 박사는 잠재적인 치료적 올리고
뉴클레오티드의 구조-기능 관계에 관한 과학적 논문을 공동저술하였고, 세포내 내화 및 효능을 향상시키
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는 세포-기본의 검정 시스템의 디자인, 면역화학적 기술, 단백질의 미세정량, 
핵산 정제 및 분자 클로닝 기술, 아세포 분획, 막 단백질 및 지질 분리 및 형광 현미경에 경험이 있다.  

Anthony P. Adamis 의학 박사는 본 프로젝트의 공동 협력자이자 고문이다.  그는 하바드 의대에서 안과부
분의 조교수이고, 보스턴의 칠드런즈 하스피탈에서 외과부분의 연구 보조자이다.  1994년, Adamis 박사 
및 그의 동료는 처음으로 눈의 VEGF 수준의 증가, 혈관형성 및 실명의 1차적인 요인인 증식성 당뇨성 망
막증의 진행간의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후 수행된 연구에서 VEGF 발현을 촉진시켜서 
눈의 신혈관신생을 일으키는 저산소증의 생리학적인 역할을 확인하였다.  그의 연구 경험에는 환자의 임
상적인 연구, 세포-기본의 개념 입증 검정의 질환 디자인의 설치류 모델 개발 및 분자생물학의 이용 및 
클로닝 기술이 포함된다.   그는 혈관형성의 분야에서 10편의 논문을 포함하여 20편 이상의 논문을 출간
하였다. 

D. 실험 디자인 및 방법.

방법의 요약:

본 방법 목적은 혈관형성의 동물 모델에서 항-VEGF 안티센스 화합물의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한 제제에서,  본 발명자는 생체내 시험을 위해 가장 유망한 안티센스 제형으로 이끌어줄 일련의 시험관
내 실험을 수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본 발명자는 랫트의 VEGF mRNA에 대해 표적화된 안티센스 올리고뉴
클레오티드(19개 염기)의 10개의 후보 라이브러리 스크리닝을 시작하였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표적 
mRNA 결합 친화성을 개선시키는 C5-프로피닐 피리미딘 및 뉴클레아제 내성을 부여하는 뉴클레오티드간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을 포함한다.  

세포내 시험을 위해, 본 발명자는 풍부한 양의 VEGF mRNA 및 단백질를 생산함으로써 저산소압에 반응하는 
랫트의 C6(신경교종) 세포의 사용을 계획하였다.  96-웰 포맷으로 수행된 검정을 각종 안티센스 또는 대
조군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제제의 활성을 스크리닝하는데 사용한다.  세포외 배지에 분비된 VEGF의 수준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이의 효과는 ELISA에 의해 모니터된다.  세포내 흡수를 개선시키기 위해,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는 신규한 흡수 촉진제와 함께 공동투여된다.  상이한 비율의 핵산 및 지질을 시험한다.  또
한, 두 개의 "최고" 안티센스 서열을 선택하여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세포내 이입에 공헌할 수 
있는 3'-친유성 페로센 테터인 변형체에 접합시킨다.  또한, 두 개의 최상 올리고뉴클레오티드(또는 이의 
제형)의 VEGF mRNA 수준에 대한 효과를 노던 블롯팅으로 측정하고, (적절한 대조의 효과와 비교한다.)  

안티센스 메카니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일련의 개별적인 시험관내 실험을 계획한다.  C6 
세포를, VEGF 이소타입-특이적, 즉 1종 또는 2종의 VEGF mRNA를 표적화하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처리한다(랫트에서 3개의  주요물,  1개의  부수물).   RNA  보호  검정을  각종  VEGF 
mRNA의 상대적인 수준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원칙적으로는 안티센스 효과가 실제로 서열-특이적일 경
우, 표적화된 이소타입의 발현은 단지 하량 조절된다.  상이한 서열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비효과적일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안티센스 화합물의 세포내 독성은 두 개의 상이한 세포주에서 검정되고, 올리고뉴클레오티
드가 세포 층을 침투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디자인된 C6 세포 구상체 모델에서 두 가지 이상의 독
성 제형을 시험한다.  구상체중의 연속적인 세포 층내의 VEGF mRNA 수준은 원위치(in situ) 하이브리드화
에 의해 측정된다.  또한, 흡수 촉진제 및 테터의 유용성을 이 모델에서 확인한다.  가장 효과적인 항-
VEGF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항-혈관형성 활성은 랫트 눈의 홍채 신혈관신생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알비노 랫트를 저산소 챔버에 두고(2주 이하), 홍채에서의 혈관신생을 간접적인 정량 디지탈 영상화 공정
에 의해 모니터한다.  상기 모델에서 증가된 혈관신생은 저산소압하 1 내지 2일 후에 감지될 수 있다.  
랫트의 한쪽 눈에 시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또는 제형)를 직접 도입하고, 다른 쪽 눈은 대조군으로서 비
처리시킨다.  최대 1주일 노출시킨 후, 혈관 성장에 미친 모든 효과를 정량화한다.  (가능하다면 유리체
의) VEGF 단백질 수준 및 망막내의 mRNA 수준의 변화를 ELISA 및 노던 블롯팅으로 각각 확인한다.  특정 
부작용이 관찰될 것이다.  초기의 결과에 따라, 다중복용량 실험을 시도한다.  대조군 올리고뉴클레오티
드의 효과를 또한 확인한다.  독성이 가장 적고, 가장 효과적인 제형(신혈관신생을 20%미만으로 억제)을 
상기 연구의 제 Ⅱ단계의 일부로서 광범위한 일련의 동물 시험에서 시험한다.  

안티센스 및 대조군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선택:

VEGF 발현의 최대 차단을 달성하기 위해, 랫트의 모든 VEGF 이소타입의 10개의 공통 영역에 결합하는 안
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한다[참조: Conn et al.,1990].  명백한 헤어핀 모티프 또는 G-풍부한 
스트레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랜덤하게 선택된 10개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스크리닝의 제1 과정에서 시
험하기 위해 합성한다.  5개는 랫트에 특이적이고, 나머지 5개의 서열은 사람의 mRNA에 결합하도록 선택
한다.  가장 최근의 증거는 안티센스 표적화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선호되는 위치는 없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진화적으로 보존된 부위가 좋은 안티센스 표적인지 나쁜 안티센스 표적인지는 분명치 않다.  모든 
합성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C5-프로피닐 피리미딘(표적에 대한 결합 친화성을 개선) 및 포스포로티오에
이트 결합(뉴클레아제 내성)을 포함한다[참조: Wagner et al., s1993; Fenster et al., 1994].  본 발명
자는 이미 대조군으로서 사용된 몇몇 관계없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안티
센스 서열과 동일한 크기와 염기 조성을 갖는 대조군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할 것이다.  올리고뉴클
레오티드는 Aronex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합성 그룹에 의해 합성되고, 정제되고(HPLC에 의해 95%이상) 특
성지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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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메카니즘의 연구를 위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안티센스 작용 메카니즘을 지지하는 데이터를 수득하기 위해, 20-량체의 이소타입-특이적인 올리고뉴클레
오티드를 몇 개(약 4개, 효능에 따른다) 제조한다.  VEGF-165 mRNA에서만 발견되는 서열에 대해 지시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VEGF-120  mRNA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VEGF-120의  스플라이싱 
접합부(즉,  엑손당  10염기)에  상보적인  20개  염기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VEGF-165에  잘  결합할  수 
없다.  대조군으로서 사용하기 위해, 역서열을 갖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한다.  VEGF 발현에 미치
는  이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효과는 각종  mRNA의  상대적인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측정한다.   각각의 
mRNA의 상대적인 수준을 정량하는데 RNAse 보호 검정을 사용한다(Ambion, Austin, TX).  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브(약 150  내지 250염기 범위의 길이)를 랫트의 mRNA  서열-특이적 프라이머 및 RT-PCR 기술
(Perkin Elmer)을 사용하여 이미 제조하였다. 

세포 배양:

랫트의 신경교종으로부터 유도된 C6 신경교 세포에서 생물학적 스크리닝을 수행한다.  상기 세포주에서 
우세한 VEGF 세포주는 VEGF-165(아미노산) 및 VEGF-120(각각 46%)인 반면 VEGF-188은 단지 약 8%를 차지
한다.[참조: Bacic et al., 1995].  상기 세포주는 VEGF 구조 및 기능을 조사하는데 널리 사용된다.  저
산소압에 의한 자극으로 VEGF 합성을 유발하기 위해, 세포를 수소 또는 팔라듐 촉매를 갖는 저산소압 챔
버(GasPak Plus anaerobic culture chamber, BBL Microbiology System)에 두어 모든 산소를 제거한다[참
조: Stein et al., 1995].  전형적인 항온처리 시간은 6 내지 18시간이다.  달리는, 배양물은 헴(heme)-
의존적인 저산소압 반응 시스템을 방해하고 VEGF mRNA의 잔사를 유발시키는 저산소압 반응 인자를 활성화
하는 100 내지 300μM의 염화코발트에 노출시킨다.  

생체외에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활성 평가:

단층으로 성장한 C6 세포를 5% 소 태아 혈청 및 항생제를 포함한 둘베코의 배지에서 유지시킨다.  항-
VEGF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예비 시험을 위해, 세포를 96웰 디쉬에 10,000 또는 20,000세포/웰의 밀도로 
플레이팅한다.  회수한지 1일 후, 세포를 (25㎖의 배지중에서)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 처리한다.  두 가지 
유형의 배지인 일정한 혈청-함유 C6 배지 또는, 혈청 성분에 의한 방해를 감소시킴으로써 형질전환 효능
을 증가시키는데 종종 사용되는 감소된 혈청 배지인 Optimem(Life Technologies사)가 사용된다.  저산소
압 챔버에서의 다양한 항온처리 기간 후, 상층액을 ELISA에 의한 추가의 분석을 위해 신선한 플레이트에 
옮긴다.  원칙적으로는, 신규한 제형을 시험할 경우, 특별한 변화 또는 독성의 분명한 징후를 찾기 위해 
현미경을 통해 세포의 형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RNA  분석을  위해,  다수의  세포(T75  플라스크중의 2×10
6
 내지 10

7
 세포)를  선택된  수의  제형으로 

처리한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처리(및 저산소압 등에 노출) 후, 상층액을 ELISA용으로 다시 저장하고, 
RNA를 분리하여 하기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VEGF ELISA 검정:

설치류  시스템용으로  시판중인  킷트가  없기  때문에,  랫트의  VEGF와  반응하는  것으로  공지된 항체
(Research Diagnostics의 RDI-1020 또는 RDI-4060, 및 R＆d 시스템의 다른 것등)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고
안하였다.  VEGF에 대한 다른 항-혈청이 또한 유용하기 때문에 최상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다.  ELISA 시
약(효소-결합된 2차 항체, 기질)은 Pierce로부터 구입한다.  

RNA 추출, 노던 블롯, RNAse 보호 검정 및 하이브리드화 프로브:

VEGF mRNA 크기는 주로 긴 비해독된 영역 때문에 3.8 내지 4킬로베이스의 범위이다. RNA 분석을 위해, 총 
RNA를 RNA졸(RNAzol) 방법(Tel-Test, Inc., Friendswood, TX)으로 처리되거나 비처리된 세포로부터 분리
한다.  프로브로 사용하기 위해, C6 RNA 및 VEGF-특이적 프라이머에 이어서 이소타입-특이적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공통의 영역에 상응하는 VEGF-특이적 단편 및 이소타입-특이적 프로브를 역전사효소 연쇄 반응
(RT-PCR 킷트, Perkin Elmer)의 조합으로 이미 생산하였다.  이들 프로브를 PCRⅡ 플라스미드 클로닝 벡
터(Invitron)내로 클로닝하고, 서열은 서열분석(Sequenase, USB)에 의해 확인한다.  PCRⅡ 벡터는 RNAse 
보호 검정(AmbionM Austin, TX)에서 사용하기 위한 방사능표지된 RNA 프로브를 RNA 폴리머라제 의존적 생
산을 가능하게 한다.  β-액틴 프로브는 RNA 수준을 표준화하는데 사용된다.  노던 블롯을 위해 RNA(20㎍
이하)을 포름알데히드 겔에서 분획화하고, 나일론으로 옮기고, 표준 공정에 따라 RNA 수준을 표준화하는 
β-액틴을  갖는  방사능표지된  프로브로  탐지한다.   모든  RNAse  검정에서,  포스포르이미징(Fuji 

Phosphorimager)을 방사능의 상대적인 수준을 정량화하는데 사용한다.  

안티센스 작용 메카니즘을 지지하는 실험:

이 연구에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VEGF mRNA를 암호화하는 mRNA 서열에 상보적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이의 억제 효과가 안티센스 작용 메카니즘을 필수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사
실상, 설치류 분석은 많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특히 1μM이상의 농도에서 세포의 물질 대사를 비특이적
으로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Stein and Cheng 1993에서 검토됨].  안티센스 메카니즘을 입증하
는 것이 언뜻 보기엔 어렵고, 환경적인 증거가 없었더라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의 실험은 간접
적이지만 가능성있는 안티센스 메카니즘의 증거를 수득하도록 디자인된 것이다.  간단히, 본 발명자는 랫
트의 세포-기본 검정에 사용되어 단일 VEGF 변형체의 발현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이소타입-특이적" 안
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합성하였다.  랫트 C6 세포(신경교종 기원)은 VEGF 이소타입의 3가지 주요 
유형을 생산한다.   RNAse 보호 검정은 C6 세포주에서, 약 45%의 VEGF가 120개의 아미노산 변형체이고, 
약 45%가 165개의  아미노산 변형체이며 나머지는 188개의 아미노산 변형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참조: 
Bacic  et  al.,  1995].   세포를 하나 이상의 이소타입에 특이적인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리오티로 처리한 
후, 저산소압 또는 저산소압을 모사한 염화코발트 200μM를 가함으로써 mRNA 전사를 촉진시킨다.  9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VEGF mRNA의 세포내 수준을 RNAse 보호 검정(Ambion, Austin, TX)으로 모니터한다.  
RT-PCR 기술에 의해 이미 생성된, 매우 중요한 이소타입-특이적 프로브(약 100 내지 200 염기 길이)가 각
종 VEGF mRNA 수준을 정량하는데 사용되고, 수준은 β-액틴에 대해 표준화시킨다.  안티센스 메카니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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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되고 단일의 이소타입-특이적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사용되는 경우, 단지 한 종의 VEGF 발현이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될 겻이다.  반면, 모든 VEGF의 공통 영역에 상보적인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모든 VEGF의 발현을 감소시킬 것이다. 

페로센-접합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합성:

몇 차례의 선별 후, 가장 적은 부작용을 갖는 가장 활성적인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의 흡수 및 특이적 활성을 추가로 증가시킬 페로센 테터의 3 말단을 통해 결합시킨다(예비 결과를 참고하
라: T30781(+페로센) 대 T30639(비변형됨)).  효과가 있을 경우, 상기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활성을 동일
한 테터를 함유한 랜덤 서열 대조군의 활성과 비교한다.  페로센 부분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세포의 활
성 수송 또는 침투 시스템(철?)을 활용할 수 있게 하지만, 메카니즘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흡수 촉진제의 용도:

대부분의 경우에서, 세포내로의 이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양이온성 지질 시약의 
존재하에 세포로 투여된다.  유전자 전달을 위한 형질감염제로서 개발된 많은 양이온성 지질은 현재 시판
중이지마, 셀펙틴(Life Technologies사)만이 본원의 검정에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7번의 
주요 지질을 시험).  셀펙틴은 폴리아미노리피드 테트라팔미틸-스페르미딘 및 포스포리피드 디올레오일 
포스포티딜 에탄올아민(DOPE)의 1:1.5(중량/중량)의 리포좀성 혼합물이다.  다른 지질로는 Leaf Huang[참
조: Gao and Huang, 1991]에 의해 개발되고, 유전자 치료를 위한 임상학적 실험용으로 승인된 DC-chol을 
사용하여 수행한다(Regene Therapeutics, The woodlands, TX).  또한, 본 발명자는 혈청의 존재하에서 관
련된 의미있는 독성이 없이, 올리고클레오티드의 세포내 흡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일련의 신규한 폴리
아미노리피드 흡수 촉진제를 디자인하고 합성하였다.  이들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SpdC(스페르미딘-콜레
스테롤)이다.  마우스의 정맥내로 이를 주입할 경우, SpdC는 많은 조직으로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전달을 
향상시키고, 1주일 동안 100/㎎/㎏/1일의 농도로 마우스에 주입할 경우,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데이터
는 제시되지 않음).  본 발명자는 SpdC/DOPE 및 DC-chol/DOPE(디올레오일 포스포티틸콜린을 갖는 SpdC 또
는 DC-chol)의 리포좀성 제제를 1:0.5, 1:1, 1:1.5 및 1:2의 질량비로 제조하였다.  NHEK 세포에서의 초
기 항-VEGF 검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비율은 각각의 양이온성 지질의 경우 1:1이다.  본 발명
자는 C6 세포주, C6 구상체 및 최종적으로는 눈의 모델에서 항-VEGF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활성을 향상시
키는 이들 약제의 유용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흡수 방법 수행에 의한 정확한 메카니즘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양이온성 지질과 핵산과의 혼합은 
세포로 효과적으로 이입되는 미세침전물을 거의 항상 생성한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본이 되는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쿨터(Coulter) 입자 사이징 장치를 사용하여 입자의 크기를 모니터한다.

생체내에서의 주입용 제형:

본원에서 용어 제형은 약물을 전달하는 다중성분 혼합물의 사용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본 제안에서 관
대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생체내 시험 단계에 가까워지면서, 눈에 주입하기 위한 안과용 제형, 특히 흡
수 촉진제를 포함하는 제형 고안에 신중을 기하였다.   고려될 다른 매개 변수로는 안티센스의 양  및 
농도, 염도, 입자 크기, pH 및 비히클이 있다.  Joe Wyse 박사가 최적의 제형을 선택하고 제조하는데 도
움을 주었다.

세포독성 검정:

세포를 96웰 플레이트에 500세포/웰의 밀도로 시딩한다.  플레이팅한지 1일 후, 세포를 연속적으로 희석
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제형에 노출시킨다(희석액당 4웰).  노출 1 내지 4일 후, 세포 생존 효과를 비방
사능 검정 시스템(Cell Titer 96 Aqueous cell proliferation assay, Promega Corp.)을 사용하여 모니터
한다.  가장 잠재적인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대해, 상기 검정을 개별적인 3개의 세포주(C6, NHEK 및 섬유
아세포 포함)에서 수행한다.  

구상체에서 안티센스 활성 평가:

단층(4.5g/글루코오스/ℓ, DMEM, 5% FCS+항생제)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한 C6 세포를 약 0.4 내지 0.8㎜의 
세포 구상체 또는 응집체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지질 또는 다른 것과 함께 제형화된 본원의 안티
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가 세포 구상체 층을 통과하면서 여전히 생물학적 활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Stein  등에  의해  기술된  구상체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이  사용된다.   세포를 컨플루언스
(confluence) 배양물로부터 비접착성 세균학적 디쉬로 옮기고 48시간 동안 성장시킨다.  출현한 스페로블
라스트를 스피너 플라스크로 옮기고, 추가로 10일 동안(80rpm) 성장시키고, 구상체를 10㎖의 피펫을 통해 
침전시켜 일정 크기로 분류한다.  추가로 6주 더 성장시키고, 매일 배지를 교환한다.  플라스크를 매일 
95% 공기+5% CO2로 씻어내어 적절한 산소화 및 pH를 확보한다.  

VEGF 합성을 유발시키도록 1일 이상 저산소압에 노출시킨 구상체를 안티센스 제형 또는 적절한 대조군으
로 처리하고, 구상체 단편에서의 VEGF mRNA 수준을 원위치 하이브리드화에 의해 측정한다.  이를 위해, 
구상체를 4% 파라포름알데히드로 고정시키고, 동결시키고 10㎛ 두께의 조각으로 절단하여 상기한 바와 같

이  생성된  VEGF에  대해 
35

S-표지된  DNA  또는  RNA  프로브를  사용하는  원위치  하이브리드화를  위해 
제조한다.  

제조된 단편은 헤마톡실린 및 코신 염료로 역염색시킨다.  방사능사진법[참조: Guy-Caffey et al.]을 수
행하고 며칠 후, 얇은 조각을 명암의 조도에 의해 측정(사진화)한다. 

VEGF RNA 분포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에 의해 달성되는 억제 정도를 나타낸다.  이상적으로, 모
든 층은 낮은 수준의 VEGF mRNA를 나타낼 것이다.  가장 가능성있는 것은, 약물이 세포 층을 침투하지 못
하거나, 세포 중심이 보다 저산소압화되고 보다 많은 VEGF를 생산하기 때문에 표면 층이 보다 적은 VEGF
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전달이 표면 층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신규한 전달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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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내에서 VEGF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항-혈관형성 활성 평가:

VEGF-관련된 홍채 신혈관신생의 성숙한 설치류 모델;

성숙한  랫트는  저산소압 대기중에서 홍채에 새로운 혈관  성장을  촉진시킨다.   신혈관신생은 망막에서 
VEGF mRNA 수준이 상향조절되는 시간과 상호관련이 있다.  망막의 연속적인 사건은, 허혈성 망막 VEGF가 
홍채의 신혈관신생 발달의 원인으로 공지된 홍채홍색증의 원숭이 모델 및 사람의 홍채 신혈관신생에서 나
타나는 것과 유사하게 재현한다.  이는 혈관형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티센스 화합물의 활성을 시험하기 
위해 상기 모델을 사용하려는 의도이다.  아다미스 실험실에서 수행될 동물 실험은 동물 조작 및 수술, 
사진 촬영술, 컴퓨터 정량 및 VEGF mRNA의 노던 분석을 포함한다.  

성숙한  350  내지  400그램의  킹스톤  콜로니  알비노  스프라그-다울리  랫트(Kingston  colony  albino 
Sprague-Dawley, 암컷)를 1 내지 21일 동안 저산소압 챔버(1% 산소)에 방치시킨다.  생체현미경적 진단 
및 표준화된 스릿 카메라 사진 촬영술을 항온처리 기간 전 및 후에 수행한다.  진행된 홍채 혈관 확장 및 
만곡의 징후뿐만 아니라 증가된 혈관 밀도가 저산소압 대기중에서 발달되었다.  홍채 혈관은 이런 알비노 
동물에서  확실하게  시각화된다.   홍채의  표준화된  사진은  컴퓨터  프로그램(NIH  image,  1.54D  소프트 
웨어)내로 스캐닝되고, 신혈관신생 영역은 픽셀 분석을 통해 마스킹 방법에서 정량한다.  홍채 혈관신생
는 14일에 걸쳐 진행되는 증가를 보여준다.  증식 세포 핵 항원(PCNA) 및 인자 Ⅷ 면역학적 염색은, 혈관
형성을 나타내는 증가된 혈관신생를 제공하는, 2일째 시작된 내피 세포 증식을 확인시켜준다.  노던 블롯
팅용으로 제조되는 분리된 망막은 저산소압하의 동물이 망막에서 안정된 상태의 VEGF mRNA 수준을 증가시
킨다는 것을 입증한다.  요약하면, 성숙한 랫트는 저산소압 대기 상태에서 홍채에 새로운 혈관 성장을 촉
진시킨다.  이것이 상기 모델을 후보 항-VEGF 제형의 효과를 시험하는데 사용하려는 의도이다. 

신혈관신생에서 저산소압의 차단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

상기 랫트 모델은 저산소압에 대한 연속적인 노출용으로만 사용된다.  이 모델은 예를 들어 약물의 반복
적인 투여를 위해 저산소압이 차단될 경우 보다 유용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에, 1일을 기준으로 
단기간 동안 저산소압으로부터 이동된 동물에 대해 홍채 신혈관신생도를 특성화한다.  상기 방법으로 처
리된 신생아 랫트는 일정한 산소중의 동물과 비교시 보다 큰 신혈관신생 반응을 갖기 때문에 이런 제거가 
신혈관신생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참조: Reynaud and Dorey, 1994].  저산소압의 망막을 
재산소화시키는 것은 망막의 VEGF mRNA 단백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공지된 반응성 산소 중간체를 생성한
다[참조: Kuroki et al., 1995].

랫트를 1, 3, 5, 7, 14 및 21일 동안(시점당 n=3, 총 18) 저산소압 챔버(10% 산소)에 방치한다.  이를 1
일마다 1시간 동안 이동시켜 정상적인 실제 산소(21%)에 노출시킨다.  항온처리 기간 끝에, 표준화된 홍
체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동물을 희생시키고, 눈의 앞쪽반을 PCNA 염색용 및 광현미경용으로 제조한다.  

망막을 분리하고 
32
P-표지된 558bp의 VEGF cDNA 랜덤 프라임-표지된 프로브를 사용한 노던 블롯팅용으로 

제조한다.  

망막의 VEGF mRNA 상향조절은 21일 간의 기간에 걸친 홍채 신혈관신생의 사진적 및 면역조직화학적 증거
와 상호관련이 있다.  혈관분포 영역을 표준화된 사진법으로부터 정량화하고, 비차단된 저산소압에서 방
치된 동물과 비교한다.  상기 실험으로부터, 저산소압 효과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동물이 저산소압 챔버
로부터 제거되고 투약되는 최대 횟수를 추정할 수 있다.

생체내에서 안티센스 효과의 평가:

0일째, 기본 사진을 촬영한다.  VEGF 안티센스 화합물을 유리체내로 단독으로 수여받기 위해 동물의 한쪽 
눈을 임의로 마취한다.  다른 쪽 눈은 비처리된 채로 남겨둔다.  용량은 생체내 연구에 따라 처리되지만 
20㎕ 또는 이 이하로 투여된다.  먼저 상기와 같은 검정에서, 제형당 6마리의 동물을 처리한다(4개의 제
형: 올리고만; 올리고+테터; 흡수 촉진제와 함께 올리고 및 흡수 촉진제와 함께 올리고+테터).  이의 목
적은 이들 화합물이 어떤 즉각적인 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혈관생성이 주목할만큼 감소
할 경우, 많은 동물이 사용될 것이다.  하기의 표는 얼마나 많은 동물이 필요한지에 대한 통게적인 근거
를 요약한 것으로, 처리당 약 20마리의 랫트가 사용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요구되는 랫트의 수: 상기 모델에서 90%의 랫트가 신혈관신생을 발달시킨다.  

의미있는 수준은 0.05(α=0.05)이고 능력의 수준은 0.8(1-β=0.80)로서 추정되고, 처리 그룹당 눈의 수는 
혈관형성 차단제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측정될 수 있다.  

[표 4]

대조군 그룹 처리 그룹 요구되는 눈의 수

90 40 38

90 50 24

90 60 17

90 70 12

이런 실험에 대한 신혈관신생의 억제는 처리된 눈에 대한 대조군 눈의 혈관신생 영역이 20% 감소되는 것
으로 정의된다.  추정되는 특정 시약의 효과가 높을 경우, 처리된 그룹에서 홍채 신혈관신생을 발달시키
는 눈의 비율은 낮을 것이고, 통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요구되는 눈의 수는 극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7일째, 동물을 사진촬영하고 희생시킨다.  망막을 수거하고 노던 블롯팅용(각각)으로 제조한다.  VEGF의 
안정한 수준의 mRNA는 포스포르이미저(Molecular Dynamics)를 사용하여 285 리보좀성 RNA 시그날에 대해 
표준화한 후에 정량화한다.  홍채 혈관 분포를 정량화하고, 처리된 눈 및 대조군 눈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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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척추 동물 조작 방법:

모든 동물 방법은, 연구를 위한 동물의 용도에 있어서 시각 및 안과학에서의 연구 협회에 의해 발표된 지
침서 및 매사추세스 안과 및 이과 동물 보호 협의회에 의해 발표된 지침서에 따라 칠드런즈 하스피탈(하
바드 메디칼 스쿨)에서 수행한다.  총 120마리의 알비노 암컷 킹스톤 콜로니 스프라그-다울리 랫트를 사
용한다.  이들을 마취시키고, 30게이지 니들을 사용하여 올리고뉴클레오티드 20㎕ 또는 대조 제형 20㎕을 
유리체내로 투여한다.  상기 주입후 겐타마이신 설페이트를 적용시킨다.  동물을 10% 산소 대기중에 3주 
이하 동안 유지시킨다.  마지막으로 처리한 후, 이들을 CO2 흡입으로 희생시킨다.  모든 동물은 OPRR 지침

서와 일치한다. 

1. 인용된 문헌

인용된 참조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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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 기술되어 세부적인 보충 공정을 제공하는 다음의 참조 문헌은 특히 본원에서 참고로서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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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목록

(1) 일반적 정보:

(ⅰ) 출원인: 차우드하리 닐랍

라오 티 수드하카르

레반카르 가나파티 알

코슘 폴 에이

란도 로버트 에프

파이만 아누쉬

울만 오이겐

(ⅱ) 발명의 명칭: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발현의 억제제

(ⅲ) 서열수: 21

(ⅳ) 서신 주소:

(A) 수신인: 콘레이, 로즈＆타이온, 피 씨

(B) 거리: 슈트 1850 트라비스 600

(C) 시: 하우스톤

(D) 주: 텍사스

(E) 국가: 미국

(F) 우편번호: 77002-2912

(ⅴ) 컴퓨터 판독형:

(A) 매체 유형: 플로피 디스켓

(B) 컴퓨터: IBM PC 호환성

(C) 운영 시스템: 윈도우 95

(D)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7.0a

(ⅵ) 현 출원 데이터:

(A) 출원 번호: 

(B) 출원일: 

(C) 분류:

(ⅵi) 전 출원 데이터:

(A) 출원 번호: 

(B) 출원일: 

(ⅷ) 변호사/대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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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명: 맥다니엘 씨 스트븐

(B) 등록 번호: 33,962

(C) 참조문헌/사건 번호: 1472-07200

(ⅸ) 전자통신 정보:

(A) 전화: 713/238-8010

(B) 팩시밀리: 713/238-8008

(2) 서열 1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합성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E) 안티-센스: Y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각각의 잔기사이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서열 1

(2) 서열 2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각각의 잔기사이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2

(2) 서열 3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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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각각의 잔기사이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3

(2) 서열 4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각각의 잔기사이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4

(2) 서열 4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각각의 잔기사이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4

(2) 서열 5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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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치: 6-7; 9-10; 10-11; 13-14

(C) 기타 정보: /주의= "지정된 잔기사이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서열 5

(2) 서열 6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3-4; 5-6; 6-7; 9-10; 10-11; 13-14

(C) 기타 정보: /주의= "지정된 잔기사이를 제외한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서열 6

(2) 서열 7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6-7; 10-11

(C) 기타 정보: /주의= "지정된 잔기사이를 제외한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서열 7

(2) 서열 8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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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모든 잔기사이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8

(2) 서열 9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지정된 잔기사이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9

(2) 서열 10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10

(2) 서열 11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50-28

1019980708435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11

(2) 서열 12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12

(2) 서열 13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13

(2) 서열 14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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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14

(2) 서열 15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15

(2) 서열 16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C 잔기"

서열 16

(2) 서열 17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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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U 잔기"

서열 17

(2) 서열 18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잔기 8, 12, 14 및 15에서의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18

(2) 서열 19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잔기 2, 5, 8, 12, 15 및 18에서 의 C5-프로피닐 피리
미딘"

서열 19

(2) 서열 20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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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지질  테테르에  결합된  3' 
말단"

서열 20

(2) 서열 21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잔기 1-5, 8-9, 12-13, 14-15 및 16-19를 제외한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3'-
말단 피렌; C5-프로 피닐닐 피리미딘"

서열 21

(2) 서열 22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헥시닐 피리미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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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22

(2) 서열 23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닐 피리미딘"

서열 23

(2) 서열 24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무 

서열 24

(2) 서열 25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무 

서열 25

(2) 서열 26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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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오닐 C 잔기"

서열 26

2) 서열 27에 대한 정보:

(ⅰ) 서열 특징

(A) 길이: 19개 염기 쌍

(B) 유형: 핵산

(C) 쇄: 일본쇄

(D) 형태: 선형

(iv) 안티-센스: 유 

(ⅸ) 양상

(A) 명칭/키: misc 양상

(B) 위치: 1-19

(C) 기타 정보: /주의=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결합, C5-프로피오닐 C 잔기"

서열 27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약 1μM 미만의 농도로 처리한 세포내에서 세포성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생성을 감
소시켜, 비처리된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VEGF의 약 90% 이하로 VEGF를 생성시키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
오티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VEGF를 암호화하는 mRNA상에서 발견되는 RNA 서열에 결합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
티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VEGF를 암호화하는 2이상의 mRNA상에서 발견되는 RNA 서열에 결합하는 안티센스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VEGF 206 mRNA상에서 발견되는 RNA 서열에 결합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VEGF 185 mRNA상에서 발견되는 RNA 서열에 결합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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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VEGF 165 mRNA상에서 발견되는 RNA 서열에 결합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VEGF 121 mRNA상에서 발견되는 RNA 서열에 결합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뉴클레아제에 의한 분해 속도를 감소시키는 화학적 성분을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
클레오티드.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그룹 및 포스포디에스테르 그룹을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
오티드.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뉴클레아제에 의한 분해에 대해 내성을 갖는 화학적 성분을  통하여 연결된 한 쌍의 인
접 잔기를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11 

제8항에 있어서, 뉴클레아제에 의한 분해 속도를 감소시키는 화학적 성분이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그룹인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각각의 잔기가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그룹을 통하여 연결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C5-프로피닐 우리딘, C5-프로피닐 시티딘, C5-헥시닐 우리딘, C5-헥시닐 시티딘, 6-아자
-우리딘, 및 6-아자-시티딘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뉴클레오티드 잔기를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그룹, 및 C5-프로피닐 우리딘, C5-프로피닐 시티딘, C5-헥시닐 우리
딘, C5-헥시닐 시티딘, 6-아자-우리딘 및 6-아자-시티딘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뉴클레오티드 
잔기를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C5-프로피닐 우리딘 잔기를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C5-프로피닐 우리딘 잔기 및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그룹을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
레오티드.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C5-프로피닐 시티딘 잔기를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18 

제1항에 있어서, C5-프로피닐 시티딘 잔기 및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그룹을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
레오티드.

청구항 19 

제1항에 있어서, C5-헥시닐 우리딘 잔기 및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그룹을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
오티드.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C5-헥시닐 시티딘 잔기를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21 

제1항에 있어서, C5-헥시닐 시티딘 잔기 및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그룹을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
오티드.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6-아자-데옥시 우리딘 잔기를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23 

50-35

1019980708435



제1항에 있어서, 6-아자-데옥시 우리딘 잔기 및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그룹을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
클레오티드.

청구항 24 

제1항에 있어서, 6-아자-데옥시 시티딘 잔기를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25 

제1항에 있어서, 6-아자-데옥시 시티딘 잔기 및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그룹을 포함하는 안티센스 올리고뉴
클레오티드.

청구항 26 

약 1μM 미만의 농도로 처리한 세포내에서 세포성 VEGF 생성을 감소시켜, 비처리된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VEGF의 약 90% 이하로 VEGF를 생성시키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추가로 세포성 흡수 촉진제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세포성 흡수 촉진제가 친유성 성분인 조성물.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친유성 성분이 클레스테롤인 조성물.

청구항 29 

제1항에 있어서, 올리고뉴클레오티드가 추가로 양이온에 대한 이온 결합을 포함하여 염을 형성하는 조성
물.

청구항 30 

제29항에 있어서, 양이온이 양이온성 지질인 조성물.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양이온성 지질이 폴리아미노리피드인 조성물.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폴리아미노리피드가 스페르미딘-클레스테롤인 조성물.

청구항 33 

제26항에 있어서, 세포성 흡수 촉진제가 리포좀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34 

제33항에 있어서, 리포좀이 Cellfectin
R
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35 

제33항에 있어서, 리포좀이 DOPE(dioleoyl phosphotidylethanolamine)와 혼합된 스페르미딘-콜레스테롤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36 

VEGF mRNA에 결합하고;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그룹, 및 C5-프로피닐 우리딘, C5-프로피닐 시티딘, C5-헥시
닐 우리딘, C5-헥시닐 시티딘, 6-아자-데옥시 우리딘 및 6-아자-데옥시 시티딘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뉴클레오티드 잔기를 포함하며; 이중쇄 융점 온도가 화학적으로 변형된 피리미딘 잔기가 없는 
동일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융점보다 약 5℃ 이상 높고; 약 1μM 미만의 농도로 처리한 세포
내에서 세포성 VEGF 생성을 감소시켜, 비처리된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VEGF의 약 90% 이하로 VEGF를 생성
시키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37 

i) VEGF mRNA에 결합하고; 포스포로티오에이트 그룹, 및 C5-프로피닐 우리딘, C5-프로피닐 시티딘, C5-헥
시닐 우리딘, C5-헥시닐 시티딘, 6-아자-데옥시 우리딘 및 6-아자-데옥시 시티딘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
서 선택되는 뉴클레오티드 잔기를 포함하며; 이중쇄 융점 온도가 화학적으로 변형된 피리미딘 잔기가 없
는 동일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융점보다 약 5℃ 이상 높고; 약 1μM 미만의 농도로 처리한 세
포내에서 세포성 VEGF 생성을 감소시켜, 비처리된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VEGF의 약 90% 이하로 VEGF를 생
성시키는,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및 ii) 추가로 서방성 중합체 화합물을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38 

C5-프로피닐 우리딘, C5-프로피닐 시티딘, C5-헥시닐 우리딘, C5-헥시닐 시티딘, 6-아자-데옥시 우리딘 
및 6-아자-데옥시 시티딘으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되는 뉴클레오티드 잔기를 포함하며; 포스포로티
오에이트 결합을 포함하며; VEGF를 암호화하는 mRNA에 결합함으로써, 이본쇄 융점 온도를 약 5℃ 이상 증
가시킨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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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9 

약 1μM 미만 농도의 제1항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세포에 접촉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비처
리된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VEGF의 약 90% 이하로 세포성 VEGF 생성을 감소시키는 방법.

청구항 40 

서열 2 내지 22로 이루어진 그룹중에서 선택된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청구항 41 

서열 2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42 

서열 3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43 

서열 4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44 

서열 6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45 

서열 10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46 

서열 20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47 

서열 21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청구항 48 

서열 22의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포함하는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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