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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백혈병 특이적인 유전자 이상을 분석하기 위한 백혈병 진단용 DNA 칩, 전기 DNA 칩의 제조방법 및 전기 

DNA 칩을 포함하는 백혈병 진단용 유전형 분석키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백혈병 진단용 DNA 칩은 18 내지 25

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고, 백혈병 특이적인 유전자 이상을 검출하기위한 유전자 탐침; 15개의 티민(dTTP), 6개

의 CH 2 사슬 및 아민(amine)기를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전기 유전자 탐침의 5' 말단이 티민부위에 연결된 링커; 및, 

표면에 알데히드가 결합되고, 전기 링커의 아민기가 표면의 알데히드기와 시프염기(Schiff's base)반응을 통해 연결

된 고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유전형 분석키트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백혈병의 유전형을 구별할 수 있으

므로, 백혈병의 조기진단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백혈병, DNA 칩



공개특허 10-2004-0086644

- 2 -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DNA 칩에서 탐침의 위치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도 2는 BCR유전자의 엑손(exon) 14번과 ABL 유전자의 엑손 2번이 융합되어 발병한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을 분

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3은 BCR유전자의 엑손 13번과 ABL 유전자의 엑손 2번이 융합되어 발병한 C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

이다.

도 4는 BCR유전자의 엑손 1번과 ABL 유전자의 엑손 2번이 융합되어 발병한 C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

이다.

도 5는 BCR유전자의 엑손 19번과 ABL 유전자의 엑손 2번이 융합되어 발병한 C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

이다.

도 6은 AML유전자와 ETO1 유전자가 융합되어 발병한 급성골수성백혈병(A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이

다.

도 7은 PMLa1유전자와 Rara 유전자가 융합되어 발병한 A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8은 PMLb1유전자와 Rara 유전자가 융합되어 발병한 A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도 9은 CBFB유전자와 MYH유전자의 엑손 12번이 융합되어 발병한 A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백혈병 진단용 DNA 칩에 관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백혈병 특이적인 유전자 이상을 분석

하기 위한 백혈병 진단용 DNA 칩, 전기 DNA 칩의 제조방법 및 전기 DNA 칩을 포함하는 백혈병 진단용 유전형 분석

키트에 관한 것이다.

백혈병은 혈액 세포와 림프구를 생산하는 조혈모세포를 포함한 인체의 조혈계에서 발생하는 악성 혈액질환으로서, 

백혈구가 성숙하는 조혈 과정에 장애가 생겨 발생한 미성숙 악성백혈구가 골수에서 증식함으로써, 정상 적혈구, 백혈

구, 혈소판의 생성이 방해되어 전체 골수 조혈모세포의 30% 이상을 악성 백혈구가 차지하는 혈액 암의 일종이다. 백

혈병은 급성과 만성, 골수성과 림프구성에 따라 크게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조직학적 측면에서 세분

화하여 20 종류의 백혈병으로 분류한다. 모든 종류의 백혈병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소아 (2-10세)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고, 중년기 또는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것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백혈병의 발병율은 1992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0.96명이고, 매

년 3,000-4,000 명이 신규 백혈병으로 진단되며, 2000년에는 전체사망원인의 0.54 %에 해당하는 1,306명이 백혈

병으로 사망하였다(참조: 보건복지부 암 환자 조사보고서, 1996; 통계청 사망원인별 통계연보, 2000).

현재까지 알려진 백혈병 진단방법으로는 말초 혈액세포 및 골수세포를 기존의 광학 현미경과 염색에 의해 진단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동일한 소견을 보이는 종양이라 하더라도 환자에 따라 매우 다른 임상결과를 나타내고 각종 

치료에도 각기 다르게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병리, 형태학적 특이성에 따른 진단 및 분류법은, 백혈병을 치료하

기 위한 적합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분자유전학이 발달되고, 악성 혈액

질환의 80-90% 이상에서 백혈병 특이염색체 및 유전자의 이상이 규명되면서, 염색체 이상에 의한 분자생물학적 진

단방법인 고 분염법, 형광 인시튜 하이브리드법( in situ hybridiza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등이 사용되어 진단 성

공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혈병의 종류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 정확도가 30 내지 40% 정도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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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며,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는 단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양한 백혈병 특이 유전자를 보다 정확하

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고, 미세 잔류 질환 여부를 측정하여 질병치료 후 예후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분자 유전

학적 진단법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백혈병 환자의 유전자 이상을 분석할 수 있는 방 법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자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백혈병 환자의 유전자 이상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예의 연구 

노력한 결과, 백혈병 특이적인 이상 유전자와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탐침을 포함하는 DNA 칩, 시료로부터 채취

한 RNA를 cDNA로 역전사시키고 PCR방법으로 증폭시키기 위한 프라이머 및 증폭 시 증폭산물을 형광표지시키기 

위한 디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를 포함하는 백혈병 진단용 유전형 분석키트를 사용하여 백혈병 환자의 유전자 이상을

분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결국, 본 발명의 주된 목적은 백혈병의 종류를 분류, 진단하기 위한 백혈병 진단용 DNA 칩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기 DNA 칩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전기 DNA 칩을 포함하는 백혈병 진단용 유전형 분석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백혈병 진단용 DNA 칩은 18 내지 25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고, 백혈병 특이적인 유전자 이상을 검출

하기위한 유전자 탐침; 15개의 티민(dTTP), 6개의 CH 2 사슬 및 아민(amine)기를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전기 유전

자 탐침의 5' 말단이 티민부위에 연결된 링커; 및, 표면에 알데히드가 결합되고, 전기 링커의 아민기가 표면의 알데히

드기와 시프염기(Schiff's base)반응을 통해 연결된 고체를 포함한다: 이때, 유전자 탐침이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

니나, 서열번호 1 내지 23의 선별용 탐침 및 서열번호 24 내지 31의 대조용 탐침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전기 백혈병 진단용 DNA 칩의 제조방법은 18 내지 25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고, 백혈병 특이적인 유전자 이상

을 검출하기위한 유전자 탐침을 합성하는 공정; 15개의 티민(dTTP), 6개의 CH 2 사슬 및 아민(amine)기를 순차적

으로 포함하는 링커를 합성하는 공정; 전기 합성된 유전자 탐침의 5' 말단을 전기 합성된 링커의 티민부위에 결합시키

는 공정; 유전자 탐침이 결합된 링커를 알데히드가 결합된 고체의 표면에 시프염기(Schiff's base)반응을 통해 결합시

키는 공정; 및, 반응되지 않고 잔존하는 알데히드를 환원시키는 공정을 포함한다: 이때, 고체는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유리인 것이 바람직하고, 알데히드의 환원조건이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NaBH 4 등의 환원제를 사용

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백혈병 진단용 DNA 칩을 이용하여, 백혈병 환자를 선별하기 위한 유전형 분석키트를 제작할 수 있다

. 즉, 본 발명의 백혈병 진단용 유전형 분석키트는 백혈병 진단용 DNA 칩, 시료로부터 채취한 RNA를 cDNA로 만들

고 PCR방법 으로 증폭시키기 위한 프라이머, 중합연쇄반응 시 증폭산물을 표지화시킬 수 있는 형광표지된 디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 및 증폭산물을 단일가닥으로 분리하기 위한 람다 엑소누클레아제(lambda exonuclease)를 포함한다

: 이때, 형광표지된 디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텍사스 레드(Texas Red) ddATP, 시아

닌 3(Cyanine 3) ddCTP, 시아닌 5(Cyanine 5) ddGTP 또는 플루오레세인-12(fluorescein-12) ddUTP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상술한, 본 발명의 유전형 분석키트를 이용하여 백혈병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 즉, 본 발명의 유전형 분석키트의 프

라이머를 이용하여 검사할 시료로부터 채취한 RNA로부터 cDNA를 합성하고, 합성된 cDNA를 형광표지된 디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를 이용하여 증폭시키는 단계; 증폭된 cDNA를 단일가닥으로 분리하는 단계; 단일가닥으로 분리된 c

DNA를 DNA 칩에 적용하여 보합반응시키는 단계; 및, 보합된 DNA 칩을 세척하고, 스캐너를 이용하여 DNA 칩에 보

합된 탐침부위를 검사하는 단계를 통하여, 백혈병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 이때, cDNA를 증폭시킬 때 사용되는 프라

이머는 백혈병 특이적인 이상 유전자를 종류별로 모두 증폭시킬 수 있도록 여러 종의 프라이머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광표지된 디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가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시아닌 5(Cyanine 5) ddCT

P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며, 단일가닥으로 분리하는 방법이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효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

용함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유전형 분석키트에 포함된 람다 엑소누클레아제(lambda exonucl

ease)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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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 실시예는 오로지 본 발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

명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요지에 따라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업계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있어서 자명할 것이다.

실시예 1 : DNA 칩의 제조

실시예 1-1 : 링커와 연결된 탐침의 작제

백혈병 특이 유전자를 진단하기 위하여, 전위된 유전자 부위를 포함하는 18 내지 22mer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와 대

조군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유전자 전위 부위에서 정상적인 염기서열이 있는 부위를 포함하는 탐침을 작제하

고, 15개의 티민(dTTP), 6개의 CH 2 사슬 및 아민(amine)기가 순차적으로 연결된 링커를 작제한 다음, 전기 작제된 

탐침의 5' 말단을 링커의 티민부위에 연결시켰다. 탐침의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선별용 탐침

탐침 1: BA1 5'-GCAGAGTTCAAAAGCCCTTCAG-3' (서열번호 1)

탐침 2: BA2 5'-CCATCAATAAGGAAGAAGCCC-3' (서열번호 2)

탐침 3: BA3 5'-GGAGACGCAGAAGCCCTTC-3' (서열번호 3)

탐침 4: BA4 5'-CCTTCGACGTCAAAGCCCTTCA-3' (서열번호 4)

탐침 5: AEA1 5'-GAGAACCTCGAAAATCATGGATG-3' (서열번호 5)

탐침 6: AMDS 5'-GAACCTCGAAATAATGAGTGTG-3' ( 서열번호 6)

탐침 7: AET1 5'-GAGAACCTCGAAATCGTACTGA-3' ( 서열번호 7)

탐침 8: PRa1 5'-GGGGAGGCAGCCATTGAGAC-3' ( 서열번호 8)

탐침 9: PRb1 5'-CAGGGGAAAGCCATTGAGAC-3' ( 서열번호 9)

탐침 10: NuRa1 5'-GGGGCCCCTCCAGCCATT-3' (서열번호 10)

탐침 11: PR2 5'-TTACTGGCTCATTCAGCCATTGA-3' (서열번호 11)

탐침 12: CM1 5'-AGGAAATGGAGGAGTTGCTTC-3' (서열번호 12)

탐침 13: CM(e7) 5'-AGGAAATGGAGTTCAAGAGGG-3' (서열번호 13)

탐침 14: CM(e8) 5'-GGAAATGGAGAATGAAGTTGAG-3' (서열번호 14)

탐침 15: CM(e12) 5'-AGGAAATGGAGTCCATGAGCT-3' (서열번호 15)

탐침 16: ME1 5'-CTGTAATCCCGAGAGAATGG-3' (서열번호 16)

탐침 17: ME2 5'-AGTGGACTTTAAGGATTCTGTTTT-3' (서열번호 17)

탐침 18: MA4 5'-CTAAGTGTTAATAGACTTCTGCA-3' (서열번호 18)

탐침 19: A4M2 5'-GTTTGTAAATACTGGCAGGCG-3' (서열번호 19)

탐침 20: MA6 5'-CCAGAATCAGGATTTGGAGTTCCA-3' (서열번호 20)

탐침 21: MA9 5'-GGGCATGTAGAGGACCCTAAT-3' (서열번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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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침 22: MA10 5'-AGAAACAAAAAAAACATTTTATTTGAA-3' (서열번호 22)

탐침 23: MA17 5'-CAGAATCAGGCATCTACACCAG-3'(서열번호 23)

대조용 탐침

탐침 24: ABL 5'-TATCTGGAAGAAGCCCTTCAGC-3' (서열번호 24)

탐침 25: BCR13 5'-AATAAGGAAGATGATGAGTCTCCG-3' (서열번호 25)

탐침 26: BCR14 5'-AGCAGAGTTCAAATCTGTACTGCAC-3' (서열번호 26)

탐침 27: AML1 5'-GAGAACCTCGAAGACATCGGCA-3' (서열번호 27)

탐침 28: EAP 5'-GTAGAAGATGGAATCATGGATG-3' (서열번호 28)

탐침 29: RARA 5'-CCCCAGCCACCATTGAGAC-3' (서열번호 29)

탐침 30: CBFB 5'-AGGAAATGGAGGTGAGAGTTTC-3' (서열번호 30)

탐침 31: MLL6 5'-CCAGAATCAGGAAAAACCACC-3' (서열번호 31)

실시예 1-2 : DNA 칩의 제조

전기 실시예 1-1에서 작제된 각각의 링커와 연결된 탐침을 완충용액(350mM sodium bicarbonate, pH 9.0)에 각각 

50μM로 용해시키고, 알데히드가 도포된 슬라이드(silylated slide, CSS-100, CEL, Houston, TX, USA) 표면에 어

레이어(MicroGrid II, BioRobotics, USA)를 이용하여 크기 150㎛, 간격 400㎛로 점적한 후, 시프염기 반응을 수행하

였다. 이어, 0.2%(w/v) SDS용액과 3차 증류수 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세척하고, NaBH 4 용액(0.1g NaBH 4 , 30

㎖ PBS, 10㎖ ethanol)에 15분 동안 침지하여, 아민이 결합되지 않은 알데히드 잔기를 환원시킨 후, 3차증류수로 세

척하고 건조시켜서 DNA 칩을 제조하였다(참조: 도 1). 도 1은 DNA 칩에서 탐침의 위치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도 

1에서 표시된 각각의 표기는 해당 탐침을 의미하고, +로 표시된 부분은 DNA 칩의 방향 식별을 위한 마커이다. 이때, 

마커는 효모( S. cerevisiae )의 크로모좀 XVI에 위치한 YPL223c 유전자의 1082bp 내지 1932bp에 해당하는 부분

을 주형으로하고, cy5-ddCTP를 이용한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하여 증폭시킨 증폭산물을 사용하였다. 도 1에서 

보듯이, 본 발명의 DNA 칩은 DNA 칩상에 23개의 선별용 탐침 및 8개의 대조용 탐침을 순서적으로 배열하여, 각 백

혈병의 원인이 되는 이상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제조되었다.

실시예 2 : DNA 칩을 이용한 백혈병 특이 유전자 선별

실시예 2-1 : RNA의 수득 및 cDNA 합성

혈액에서 림프구를 피콜(Ficoll-Hypaque)을 이용한 밀도구배 원심분리(density gradient centrifugation)방법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림프구에서 TRI용액(TRI Reagent, Molecular Research Center, INC.)을 이용하여 총 RNA를 수 

득하였다. 전기 수득한 총 RNA 8ug, 100units 역전사효소(M-MLV Reverse Transcriptase, Ambion, USA), 20uni

ts 수퍼라제(SUPERase·in TM , Ambion, USA), 100uM 랜덤프라이머(random 9mer primer), 2.5mM dNTP(Roc

he, USA), 10X 합성완충용액(first strand synthesis buffer) 및 DEPC-증류수를 사용하여 65℃에서 5분, 4℃에서 

5분, 38℃에서 2시간, 99℃에서 5분 및 4℃서 10분간 반응시켜서, cDNA를 합성하였다.

실시예 2-2 : cDNA의 증폭 및 가공

전기 합성한 cDNA 5㎕, 10X PCR 완충용액 5㎕, 2.5mM ddAGT(2.5mM ddATP, 2.5mM ddGTP, 2.5mM ddTTP) 

2㎕, 0.1mM ddCTP 5㎕, 0.1mM 시아닌 5(Cyanine 5) ddCTP 5㎕, Taq 중합효소 2.5unit, 각각의 프라이머들을 혼

합하고, 3차 증류수를 넣어 50㎕로 맞춘 후, cDNA를 중합연쇄반응으로 증폭시켰다. 이때, 사용된 프라이머의 염기서

열은 다음과 같고, 이중 센스프라이머는 5' 방향에 인산기(phosphate)를 포함한다.

CML 관련 센스프라이머

ABL-F: 5'-GTTGGAGATCTGCCTGAAGC-3' (서열번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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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R13/14-F: 5'-GATGCTGACCAACTCGTGTG-3' (서열번호 33)

AML1-F: 5'-TCGAAGTGGAAGAGGGAAAA-3' (서열번호 34)

EAP-F: 5'-CCATGGCTCCTGTGAAAAAG-3' (서열번호 35)

BCR1-F: 5'-GCAGAACTCGCAACAGTCCT-3' (서열번호 36)

BCR19-F: 5'-TCGGAGTCAAGATTGCTGTG-3' (서열번호 37)

CML 관련 안티센스프라이머

ABL-R: 5'-AACGAAAAGGTTGGGGTCAT-3' (서열번호 38)

BCR13/14-R: 5'-CAGCTGTGTCCCTGTAGACG-3' (서열번호 39)

AML1-R: 5'-GCTCGGAAAAGGACAAGCTC-3' (서열번호 40)

EAP-R: 5'-TTGCTCTTGCTCCTTTCGAT-3' (서열번호 41)

AML에 관련된 센스프라이머 세트 2 : RARA-F, PMLa1-F, PMLb1-F, PLZF-F, NuMA-F

RARA-F: 5'-CCTCCCTACGCCTTCTTCTT-3' (서열번호 42)

PMLa1-F: 5'-CAAGAAAGCCAGCCCAGAG-3' (서열번호 43)

PMLb1-F: 5'-GTGCGCCAGGTGGTAGCTC-3' (서열번호 44)

PLZF-F: 5'-CCACAAGGCTGACGCTGTATT-3' (서열번호 45)

NuMA-F: 5'-CGAGCCACCTCCTCTACTCA-3' (서열번호 46)

AML에 관련된 안티센스프라이머 세트 2 : RARA-R

RARA-R : 5'-GCTTGTAGATGCGGGGTAGA-3' (서열번호 47)

AML에 관련된 센스프라이머 세트 3 : AML1-F, CBFB-F, MLL6-F

AML1-F: 5'-TCGAAGTGGAAGAGGGAAAA-3' (서열번호 34)

CBFB-F: 5'-TTTGAAGAGGCTCGGAGAAG-3' (서열번호 48)

MLL6-F: 5'-GAGCCCAAGAAAAAGCAGCC-3' (서열번호 49)

AML에 관련된 안티센스프라이머 세트 3 : CBFB-R, MLL6-R, ETO-R, MDS-R

CBFB-R: 5'-GTAAAGATGGGCAGCACACA-3' (서열번호 50)

MLL6-R: 5'-ATCCTGTGGACTCCATCTGC-3' (서열번호 51)

ETO-R: 5'-TTGAGTAGTTGGGGGAGGTG-3' (서열번호 52)

MDS-R: 5'-CGATCTTCCTTTTGGTCCATATTC-3' (서열번호 53)

AML에 관련된 센스프라이머 세트 4 : CBFB-F

CBFB-F: 5'-TTTGAAGAGGCTCGGAGAAG-3' (서열번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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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에 관련된 안티센스프라이머 세트 4 : CBFB-R, MYH11-R, MYH11(e12)-R, MYH11(e7/e8)-R

CBFB-R: 5'-GTAAAGATGGGCAGCACACA-3' (서열번호 50)

MYH11-R: 5'-GCAGCTTCGTAGACACGTTG-3' (서열번호 55)

MYH11(e12)-R: 5'-ATCCCTGTGACGCTCTCAAC-3' (서열번호 56)

MYH11(e7/e8)-R: 5'-CATCTCCTCCATCTGGGTCT-3' (서열번호 57)

이어, 증폭된 cDNA에 람다 엑소누클레아제(lambda exonuclease, 10units/㎕)를 처리하여 단일가닥 DNA로 만들었

다.

실시예 2-3 : DNA 칩을 이용한 보합반응 및 확인

전기 실시예 1-2에서 제조된 DNA 칩에 전기 실시예 2-2에서 단일가닥으로 분리된 cDNA를 적용하고, 45℃에서 1

시간 동안 보합반응을 실시하였다. 이어, 보합반응이 종료된 DNA칩을 세척액 Ⅰ(0.1% SDS, 2X SSC)로 실온에서 5

분간 2회 세척하고, 세척액 Ⅱ(0.2X SSC)로 실온에서 5분간 1회 세척한 다음, 세척액 Ⅲ(0.1X SSC)으로 실온에서 5

분간 1회 세척하고, 실온에서 건조시킨 후, 시아닌 5(Cyanine 5) ddCTP 파장범위인 667nm의 파장으로 건조된 DN

A 칩을 스캔하였다(참조: 도 2 내지 도 9). 도 2 내지 도 9는 본 발명의 백혈병 진단용 유전형 분석키트를 이용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CML)에서 발견되는 BCR유전자의 이상과 급성골수성백혈병(AML)에서 발견되는 AML유전자, E

TO1 유전자, PMLa1유전자, Rara 유전자, CBFB유전자 및 MYH유전자의 이상을 검출한 사진이다.

도 2는 BCR유전자의 exon 14번과 ABL 유전자의 exon 2번이 융합되어 발병한 C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

진으로, CML과 관련된 센스프라이머세트 1과 안티 센스 프라이머 세트 1을 이용하여 증폭된 cDNA가 CML과 관련

된 대조군용 탐침인 24, 25, 26, 27 및 28번과 선별용 탐침 1번에서 양성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도 3은 BCR유전자의 exon 13번과 ABL 유전자의 exon 2번이 융합되어 발병한 C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

진으로, CML과 관련된 센스프라이머세트 1과 안티센스 프라이머 세트 1을 이용하여 증폭된 cDNA가 CML과 관련된

대조군용 탐침인 24, 25, 26, 27 및 28번과 선별용 탐침 2번에서 양성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도 4는 BCR유전자의 exon 1번과 ABL 유전자의 exon 2번이 융합되어 발병한 C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

으로, CML과 관련된 센스프라이머세트 1과 안티센스 프라이머 세트 1을 이용하여 증폭된 cDNA가 CML과 관련된 

대조군용 탐침인 24, 25, 26, 27 및 28번과 선별용 탐침 3번에서 양성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도 5는 BCR유전자의 exon 19번과 ABL 유전자의 exon 2번이 융합되어 발병한 C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

진으로, CML과 관련된 센스프라이머세트 1과 안티센스 프라이머 세트 1을 이용하여 증폭된 cDNA가 CML과 관련된

대조군용 탐침인 24, 25, 26, 27 및 28번과 선별용 탐침 4번에서 양성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도 6은 AML유전자와 ETO1 유전자가 융합되어 발병한 A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으로, AML과 관련된 센

스프라이머세트 2과 안티센스 프라이머 세트 2, 센스프라이머세트 3과 안티센스 프라이머 세트 3을 이용하여 증폭된

cDNA가 AML과 관련된 대조군용 탐침인 29, 30 및 31번과 선별용 탐침 7번에서 양성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도 7은 PMLa1유전자와 Rara 유전자가 융합되어 발병한 A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으로, AML과 관련된 

센스프라이머세트 2과 안티센스 프라이머 세트 2, 센스프라이머세트 3과 안티센스 프라이머 세트 3을 이용하여 증폭

된 cDNA가 AML과 관련된 대조군용 탐침인 29, 30 및 31번과 선별용 탐침 8번에서 양성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

도 8은 PMLb1유전자와 Rara 유전자가 융합되어 발병한 A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으로, AML과 관련된 

센스프라이머세트 2과 안티센스 프라이머 세트 2, 센스프라이머세트 3과 안티센스 프라이머 세트 3을 이용하여 증폭

된 cDNA가 AML과 관련된 대조군용 탐침인 29, 30 및 31번과 선별용 탐침 9번에서 양성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

도 9는 CBFB유전자와 MYH유전자의 exon 12번이 융합되어 발병한 AML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으로, AM

L과 관련된 센스프라이머세트 4과 안티센스 프라이머 세트 4을 이용하여 증폭된 cDNA가 AML과 관련된 대조군용 

탐침인 30번과 선별용 탐침 15번에서 양성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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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본 발명의 백혈병 진단용 유전형 분석키트를 이용하면, 각각의 백혈병의 유전자이상을 구체

적으로 선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입증하였듯이, 본 발명은 백혈병 특이적인 유전자 이상을 분석하기 위한 백혈병 진단용 D

NA 칩, 전기 DNA 칩의 제조방법 및 전기 DNA 칩을 포함하는 백혈병 진단용 유전형 분석키트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백혈병 진단용 DNA 칩은 18 내지 25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고, 백혈병 특이적인 유전자 이상을 검출하기위한 

유전자 탐침; 15개의 티민(dTTP), 6개의 CH 2 사슬 및 아민(amine)기를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전기 유전자 탐침의 

5' 말단이 티민부위에 연결된 링커; 및, 표면에 알데히드가 결합되고, 전기 링커의 아민기가 표면의 알데히드기와 시

프염기(Schiff's base)반응을 통해 연결된 고체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유전형 분석키트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정확하

게 백혈병의 유전형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백혈병의 조기진단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본 발명 내용의 특정한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는 바, 당업계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 기술은 단지 바람직한 실시태양일 뿐이며, 이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점은 명백할 것이

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과 그것들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ⅰ) 18 내지 25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고, 백혈병 특이적인 유전자 이상을 검출하기위한 유전자 탐침;

(ⅱ) 15개의 티민(dTTP), 6개의 CH 2 사슬 및 아민(amine)기를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전기 유전자 탐침의 5' 말단이

티민부위에 연결된 링커; 및,

(ⅲ) 표면에 알데히드가 결합되고, 전기 링커의 아민기가 표면의 알데히드기와 시프염기(Schiff's base)반응을 통해 

연결된 고체를 포함하는, 백혈병 진단용 DNA 칩.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유전자 탐침은 서열번호 1 내지 23의 선별용 탐침 및 서열번호 24 내지 31의 대조용 탐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혈병 진단용 DNA 칩.

청구항 3.
(ⅰ) 18 내지 25개의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되고, 백혈병 특이적인 유전자 이상을 검출하기위한 유전자 탐침을 합성하

는 공정;

(ⅱ) 15개의 티민(dTTP), 6개의 CH 2 사슬 및 아민(amine)기를 순차적으로 포함하는 링커를 합성하는 공정;

(ⅲ) 전기 합성된 유전자 탐침의 5' 말단을 전기 합성된 링커의 티민부위에 결합시키는 공정;

(ⅳ) 유전자 탐침이 결합된 링커를 알데히드가 결합된 고체의 표면에 시프염기(Schiff's base)반응을 통해 결합시키는

공정; 및,

(ⅴ) 반응되지 않고 잔존하는 알데히드를 환원시키는 공정을 포함하는, 백혈병 진단용 DNA 칩의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항의 DNA칩, 시료로부터 채취한 RNA를 cDNA로 만들고 PCR방법으로 증폭시키기 위한 프라이머, 중합연쇄반

응 시 증폭산물을 표지화시킬 수 있는 형광표지된 디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 및 증폭산물을 단일가닥으로 분리하기 

위한 람다 엑소누클레아제(lambda exonuclease)를 포함하는 백혈병 진단용 유전형 분석키트.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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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머는 서열번호 32 내지 57의 염기서열을 가지는 안티센스프라이머 또는 센스프라이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혈병 진단용 유전형 분석키트.

청구항 6.
제 4항에 있어서,

형광표지된 디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는 텍사스 레드(Texas Red) ddATP, 시아닌 3(cyanine 3) ddCTP, 시아닌 5(c

yanine 5) ddGTP 또는 플루오레세인-12(fluorescein-12) ddUTP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백혈병 진단용 유전형 분석키트.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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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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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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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110>    DISGENE

        KIM, Dong Wook

<120>    Genotyping Kit for Diagnosis of Leukemia

<160>    57

<170>    KopatentIn 1.6

<210>    1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BA1

<400>    1

gcagagttca aaagcccttc ag                                                  22

<210>    2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BA2

<400>    2

ccatcaataa ggaagaagcc c                                                   21

<210>    3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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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3>    probe BA3

<400>    3

ggagacgcag aagcccttc                                                      19

<210>    4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BA4

<400>    4

ccttcgacgt caaagccctt ca                                                  22

<210>    5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AEA1

<400>    5

gagaacctcg aaaatcatgg atg                                                 23

<210>    6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AMDS

<400>    6

gaacctcgaa ataatgagtg tg                                                  22

<210>    7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A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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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7

gagaacctcg aaatcgtact ga                                                  22

<210>    8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PRa1

<400>    8

ggggaggcag ccattgagac                                                     20

<210>    9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PRb1

<400>    9

caggggaaag ccattgagac                                                     20

<210>    10

<211>    1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NuRa1

<400>    10

ggggcccctc cagccatt                                                       18

<210>    11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PR2

<400>    11

ttactggctc attcagccat tga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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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12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CM1

<400>    12

aggaaatgga ggagttgctt c                                                   21

<210>    13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CM(e7)

<400>    13

aggaaatgga gttcaagagg g                                                   21

<210>    14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CM(e8)

<400>    14

ggaaatggag aatgaagttg ag                                                  22

<210>    15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CM(e12)

<400>    15

aggaaatgga gtccatgagc t                                                   21

<210>    16

<2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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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E1

<400>    16

ctgtaatccc gagagaatgg                                                     20

<210>    17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E2

<400>    17

agtggacttt aaggattctg tttt                                                24

<210>    18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A4

<400>    18

ctaagtgtta atagacttct gca                                                 23

<210>    19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A4M2

<400>    19

gtttgtaaat actggcaggc g                                                   21

<210>    20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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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3>    probe MA6

<400>    20

ccagaatcag gatttggagt tcca                                                24

<210>    21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A9

<400>    21

gggcatgtag aggaccctaa t                                                   21

<210>    22

<211>    2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A10

<400>    22

agaaacaaaa aaaacatttt atttgaa                                             27

<210>    23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A17

<400>    23

cagaatcagg catctacacc ag                                                  22

<210>    24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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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24

tatctggaag aagcccttca gc                                                  22

<210>    25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BCR13

<400>    25

aataaggaag atgatgagtc tccg                                                24

<210>    26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BCR14

<400>    26

agcagagttc aaatctgtac tgcac                                               25

<210>    27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AML1

<400>    27

gagaacctcg aagacatcgg ca                                                  22

<210>    28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EAP

<400>    28

gtagaagatg gaatcatgga tg                                                  22



공개특허 10-2004-0086644

- 19 -

<210>    29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RARA

<400>    29

ccccagccac cattgagac                                                      19

<210>    30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CBFB

<400>    30

aggaaatgga ggtgagagtt tc                                                  22

<210>    31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LL6

<400>    31

ccagaatcag gaaaaaccac c                                                   21

<210>    32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ABL-F

<400>    32

gttggagatc tgcctgaagc                                                     20

<210>    33

<2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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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BCR13/14-F

<400>    33

gatgctgacc aactcgtgtg                                                     20

<210>    34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AML1-F

<400>    34

tcgaagtgga agagggaaaa                                                     20

<210>    35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EAP-F

<400>    35

ccatggctcc tgtgaaaaag                                                     20

<210>    36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BCR1-F

<400>    36

gcagaactcg caacagtcct                                                     20

<210>    37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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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3>    probe BCR19-F

<400>    37

tcggagtcaa gattgctgtg                                                     20

<210>    38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ABL-R

<400>    38

aacgaaaagg ttggggtcat                                                     20

<210>    39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BCR13/14-R

<400>    39

cagctgtgtc cctgtagacg                                                     20

<210>    40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AML1-R

<400>    40

gctcggaaaa ggacaagctc                                                     20

<210>    41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E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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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41

ttgctcttgc tcctttcgat                                                     20

<210>    42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RARA-F

<400>    42

cctccctacg ccttcttctt                                                     20

<210>    43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PMLa1-F

<400>    43

caagaaagcc agcccagag                                                      19

<210>    44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PMLb1-F

<400>    44

gtgcgccagg tggtagctc                                                      19

<210>    45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PLZF-F

<400>    45

ccacaaggct gacgctgtat 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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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46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NuMA-F

<400>    46

cgagccacct cctctactca                                                     20

<210>    47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RARA-R

<400>    47

gcttgtagat gcggggtaga                                                     20

<210>    48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CBFB-F

<400>    48

tttgaagagg ctcggagaag                                                     20

<210>    49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LL6-F

<400>    49

gagcccaaga aaaagcagcc                                                     20

<210>    50

<2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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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CBFB-R

<400>    50

gtaaagatgg gcagcacaca                                                     20

<210>    51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LL6-R

<400>    51

atcctgtgga ctccatctgc                                                     20

<210>    52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ETO-R

<400>    52

ttgagtagtt gggggaggtg                                                     20

<210>    53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DS-R

<400>    53

cgatcttcct tttggtccat attc                                                24

<210>    54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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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23>    probe CBFB-F

<400>    54

tttgaagagg ctcggagaag                                                     20

<210>    55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YH11-R

<400>    55

gcagcttcgt agacacgttg                                                     20

<210>    56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YH11(e12)-R

<400>    56

atccctgtga cgctctcaac                                                     20

<210>    57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MYH11(e7/e8)-R

<400>    57

catctcctcc atctgggtct                                                     20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도면4
	도면5
	도면6
	도면7
	도면8
	도면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