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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배아 줄기 세포의 영양 세포 독립적 장기간 배양

(57) 요약

종래의 인간 배아 줄기 세포 배양 방법은 줄기 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영양 섬유아세포 또는 영양 섬유아세

포에 노출되었던 배지를 필요로 하였다. 본 발명자들은 골 형성 단백질의 길항제를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와 함께 줄기 세

포 배양 배지에 첨가할 경우, 줄기 세포가 영양 세포 또는 조절된 배지 없이도 미분화 상태로 무한정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영양 세포(feeder) 독립적 배양으로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으로서,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염, 비타민, 아미노산, 글루코스,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및 골 형성 단백질 길항제를 포함하는

배지에서 상기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배양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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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배지는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를 4 ng/ml 이상의 농도로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골 형성 단백질 길항제는 노긴(noggin)인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는 40 ng/ml 농도의 bFGF인 방법.

청구항 5.

염, 비타민, 아미노산 및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를 포함하는 배지에서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줄

기 세포가 영양 세포 또는 영양 세포에 노출된 배지에 노출되지 않고 미분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골 형성

단백질 신호 전달의 길항제를 배지에 첨가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염, 비타민, 아미노산 및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를 포함하는 배지에서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줄

기 세포가 영양 세포 또는 영양 세포에 노출된 배지에 노출되지 않고 미분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골 형성 단백질 신호

전달의 작용을 억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배양 용기에

인간 배아 줄기 세포, 및

인간 배아 줄기 세포가 영양 세포에 의존하지 않은 채 미분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양으로 염, 비타민, 아

미노산, 글루코스,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및 골 형성 단백질 신호 전달 길항제를 포함하는 배양 배지

를 포함하는 시험관내 세포 배양물로서, 상기 배지는 영양 세포를 포함하지 않으며 영양 세포에 노출된 적이 없는 것인 시

험관내 세포 배양물.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골 형성 단백질 길항제는 노긴(noggin), 그렘린(gremlin), 코딘(chordin), 인히빈(inhibin), 폴리스타

틴(follistatin), 트위스티드 낭배형성 인자(twisted gastrulation) 및 DAN 패밀리의 구성원을 비롯하여 물리적 상호작용에

의해 세포외 BMP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인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세포 배양물.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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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골 형성 단백질 신호 전달 길항제가 노긴인 세포 배양물.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골 형성 단백질 길항제는 FGF, TGFβ, 노달 및 액티빈을 비롯하여 세포내 BMP 신호 전달을 억제하

는 인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세포 배양물.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배지는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를 40 ng/ml 이상의 농도의 bFGF로 포함하는 것인 세포 배양물.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배지는 알부민, 인슐린 및 트랜스페린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단백질을 더 포함하는 것인 세포

배양물.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단백질이 인간 단백질인 세포 배양물.

청구항 14.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단백질이 재조합 단백질인 세포 배양물.

청구항 15.

영양 세포 독립적 배양으로 배아 줄기 세포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로서, 이 배지에서 배양한 줄기 세포가 영양 세포 또는 영

양 세포에 노출된 배지에 노출되지 않고 미분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양으로 염, 비타민, 아미노산, 글루

코스,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및 골 형성 단백질 길항제를 포함하는 배지.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골 형성 단백질 길항제는 노긴, 그렘린, 코딘, 인히빈, 폴리스타틴, 트위스티드 낭배형성 인자 및

DAN 패밀리의 구성원을 비롯하여 물리적 상호작용에 의해 세포외 BMP 신호 전달을 억제하는 인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

되는 것인 배지.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골 형성 단백질 길항제는 FGF, TGFβ, 노달 및 액티빈을 비롯하여 세포내 BMP 신호 전달을 억제

하는 인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것인 배지.

청구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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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항에 있어서, 상기 골 단백질 길항제가 노긴인 배지.

청구항 19.

제15항에 있어서, 알부민, 인슐린 및 트랜스페린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되는 단백질을 더 포함하는 배지.

청구항 20.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가 4 ng/ml 이상의 농도로 배지 중에 존재하는 bFGF인 배지.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출원에 대한 상호 참조

본 출원은 2004년 5월 21일에 출원된 미국 가특허 출원 제60/573,545호를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출원이다.

연방 정부 지원 연구 또는 개발에 관한 언급

결정될 예정

배경기술

줄기 세포는 여러 가지의 다른 분화된 세포형으로 분화될 수 있는 세포로서 정의된다. 배아 줄기 세포는 전부는 아니더라

도 대부분의 성체의 분화된 세포형으로 분화될 수 있는 배아 유래의 줄기 세포이다. 줄기 세포는 다분화능 세포로 일컬어

지는데, 이것은 줄기 세포가 다수의 세포형으로 분화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표현한다. 연구 분야에서 관심도가 매우 높

은 다분화능 줄기 세포의 한 부류는 본원에서 hES 세포로 약칭하는 인간 배아 줄기 세포로서, 이것은 인간 배아로부터 유

래된 배아 줄기 세포이다. 인간 배아 줄기 세포는 배양시 무한정 증식할 수 있고 따라서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결함 또는 결

손 인간 조직을 대체하기 위한 세포와 조직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 관심도가 매우 큰 세포이다.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배양을 통해 생존시킬 수 있음은 인간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토콜에 사용하기 위해 무한한 양의

인간 세포와 조직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장래에는,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증식시키고 특정 계통으로 분화

하도록 유도하여, 치료 목적으로 인체에 이식될 수 있는 분화된 세포 또는 조직으로 발달시키는 방법이 계획되고 있다.

인간 배아 줄기 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체 재생할 수 있는 특성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hES 세포가 다

수의 자손 줄기 세포로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각각의 자손 줄기 세포는 선조 세포의 완전한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다시 말해서, 자손 세포는 어버이 세포의 발달 및 증식 능력을 모두 보유하도록 재생된다. hES 세포는 다분화능과

함께 이러한 특성과 특징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여러 잠재적 용도에 대한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론상 hES

는 다수로 무한 재생할 수 있고 그 후 인체의 임의의 세포형이 되도록 유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체 재생 능력이라는 특

성은, 적어도 현재의 지식 수준에서는, 미분화된 hES 세포는 무한 자체 재생할 수 있고 세포가 분화되자 마자 자체 재생 능

력의 특성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미분화될 수 있는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 배아 줄기 세포는 자

발적으로 분화하기 때문에 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양 조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생성하고 배양하여 미분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법은 공지되어 있다. 종래의 기법은

유효하긴 하나,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배양하는 데 현재 사용되는 절차 중 일부에는 한계점과 단점이 있다. 한계점 중 한

가지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 인간 배아 줄기 세포주는 마우스 세포에 직접 또는 사전에 마우스 세포를 배

양했던 배지에 어느 정도 직접 노출시켰다. 인간 배아 줄기 세포의 생성 및 배양을 위한 최초의 기법은 인간 배아 줄기 세

포가 배양될 수 있는 영양 세포층(feeder cell layer)으로서 마우스 배아 섬유아세포(mouse embryonic fibroblast; MFE)

영양 세포를 사용하는 기법이었다. 영양 섬유아세포층은, 메카니즘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줄기 세포를 미분

화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 나중에, 줄기 세포가 "조절된 배지(conditioned media)"에 노출된다면 상기 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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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조절된 배지란 MEF와 같은 영양 세포 상에서 미리 배양한 줄기 세포 배양 배지를 말한다.

영양 세포는 배지에 몇몇 인자를 부여하거나 또는 배지로부터 몇몇 인자를 제거하지만, 그 결과, 줄기 세포를 분화시키지

않고 배양하는 데 조절된 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영양 세포에서의 직접 배양 또는 조절 배지를 사용하는 배양 중 어느 배

양 조건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1종 이상의 감염원이 마우스 세포로부터 인간 ES 세포로 전파될 수 있는 우려를 낳는다. 인

간 배아 줄기 세포 배양의 목적 중 하나가 궁극적으로 인체에 이식될 수 있는 조직을 생성하는 것이라면, 줄기 세포는 다른

종의 세포 또는 다른 종의 세포를 배양하는 데 사용되었던 배지에 노출된 적이 없을 것이 매우 요망된다. 또한, 임의의 종

의 영양 세포에 대한 필요성은, 줄기 세포의 배양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생물학적 다변성을 설명하고, 이는 가능한 한 피하

는 것이 상책이다. 따라서, 배양 조건을 규정(define)하는 것은 섬유아세포 영양 공급층과 조절된 배지 없이 인간 배아 줄

기 세포를 증식시키고 배양할 수 있게 하며, 이것은 인간 배아 줄기 세포의 사용을 위한 기법의 지속적인 개발에 있어서 매

우 중요하다.

몇 종의 배지 배합물은 인간 ES 세포를 일정 시간 동안 미분화 상태로 유지시키지만, 이 상태는 종종 장기간 배양시 스스

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배양 플레이트의 최초 종자 배양물로부터 인간 ES 세포가 성장하여 동일한 배양 플

레이트에서 세포 합류시까지 성장하는 것을 "계대"라고 정의한다. 본 발명자들은 심각하게 분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인간

ES 세포를 1대 또는 2대 계대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 세포가 후속 계대 배양시 서서히 또는 급속하게 분화하게 하는

몇 종의 배지 배합물을 발견하였다. 본 발명자들은 영양 세포 또는 영양 세포 조절 배지 없이 인간 ES 세포가 미분화 상태

로 무한 증식하는 것을 배지가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배지가, 인간 ES 세포의 배양물을 적어도 5대 계대 동안 실질적으

로 균일하게 유지하고 미분화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착상을 하게 되었다.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임의의 유형의 영양 세포 또는 조절된 배지에 대한 요구 없이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으로서 요약

되며, 이 방법은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이 줄기 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염, 비타민, 아미노산,

글루코스,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 및 골 형성 단백질 길항제를 포함하는 배지에서 배양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은 또한 영양 섬유아세포 또는 조절된 배지에 대한 요구 없이 줄기 세포를 무한정 미분화 상태로 배양할 수 있도록

골 형성 단백질 길항제를 포함한 배지에서 배양된 인간 배아 줄기 세포의 시험관내 세포 배양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제1 목적은 영양 세포 상에서의 배양 및 영양 세포 조절 배지에서의 배양을 비롯하여, 영양 세포를 사용하지 않

은 채 인간 배아 줄기 세포에 대한 장기간 배양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영양 세포에 완전히 독립적이면서 가능한 한 규정된, 인간 배아 줄기 세포를 위한 배양 조건을 규정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그 밖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은 후술하는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인간 배아 줄기(ES) 세포 배양물이 영양 섬유아세포 존재 하에 또는 조절된 배지 존재 하에 배양되었을 때만 사전에 미분

화 상태로 유지되었다는 관찰은, 섬유아세포가 ES 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인자를 배지에 방출한다는 추론으

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추론은 쥐 ES 세포주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관찰되는 것에 기초한 것으로, 쥐 ES 세포주는 영양

섬유아세포와 함께 배양되었을 때 섬유아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백혈병 억제 인자(LIF)에 반응하여 미분화 상태로 유지된

다. LIF는 자체 재생을 촉발하는 쥐 ES 세포에서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인간 ES 세포는 LIF에 무반응성

이고 실제로 그 세포 표면에 LIF 수용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간 ES 세포에서 분화를 막는 효과를 유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일 인자를 조절된 배지로부터 분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발명자들은 새로운 가설을 전개하였다.

본 발명자들은 그 대신 섬유아세포가 비조절 배지 중에 존재하는 분화 인자를 불활성화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다양한 연구 그룹들이 1종 이상의 특정 계통의 세포가 풍부한 자손 세포 배양물로의 인간 ES 세포의 분화를 개시시키는

인자들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분화 인자들 중 하나는 골 형성 단백질(bone morphogenic protein; BMP)로 알려진 단

백질 인자 부류이다. BMP는 분비된 신호 전달 분자의 변환 성장 인자-β(TGFβ) 수퍼패밀리의 구성원이다. 이들은 배아

발달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광범위한 역할을 한다. BMP4 및 다른 BMP 패밀리 구성원, 예컨대 BMP2, BMP5 및 BMP7은

BMP II형 수용체 BRII에 결합하며, 이것은 I형 수용체 BR1A(ALK3) 또는 BR1B를 동원한다. 리간드가 활성화 되면, I형

수용체의 세포내 키나제 도메인은 Smad1, Smad5 및 Smad8을 인산화시키고, 그 후 이것은 공통의 Smad에 의해 호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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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핵으로 진입하여 표적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 세포 내에서의 BMP, 수용체 및 Smad의 상대적인 발현 수준은 BMP 유

도 반응의 중요한 결정인자이다. 다른 신호 전달 경로의 공동 자극 역시 BMP 효과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대표적 예는 마우

스 ES 세포에서의 공동 활성화된 LIF 신호에 의한 BMP 작용의 변화이다: BMP 신호만으로는 비신경 상피 세포 분화를 유

도하는 반면, BMP 신호와 LIF 신호는 함께 임의의 계통으로의 분화를 억제한다. 세포외 BMP 길항제, 예컨대 노긴

(noggin), 그렘린(gremlin), 코딘(chordin), 인히빈(inhibin), 폴리스타틴(follistatin), 트위스티드 낭배형성 인자(twisted

gastrulation) 및 DAN 패밀리의 구성원 등은 BMP 활성을 변경하거나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상실시킬 수 있다. 반면, 몇몇

신호 전달 경로는 세포내 BMP 신호 전달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FGF)에 의해 활성화된

MAPK 신호 전달 경로는 Smad가 Smad의 링커 도메인의 인산화에 의해 핵내로 이동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BMP 신호 전

달을 억제할 수 있다. 변형 성장 인자 베타(TGFβ), 노달 또는 액티빈 신호 전달 경로의 활성화는 세포내 상호작용에 의한

BMP 신호 전달, 예컨대 Smad4가 핵내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경쟁을 길항할 수 있다. 이러한 분자 모두는 본원에 기록된

효과를 얻기 위해 BMP 신호 전달을 길항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골 형성 단백질(BMP)에 의해 자극된 세포내 신호의 수준은 조절된 배지에서 배양된 인간 ES 세포에서 낮은 반면,

이러한 동일한 신호의 수준은 비조절 배지(영양 섬유아세포 무함유)에서 배양된 인간 ES 세포에서는 높다는 것 역시 관찰

되었다. 배지의 조절 효과는 아마도 비조절 배지 중에 존재하는 BMP 유도 신호의 효과가 억제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본 발명자들은 BMP 활성의 길항제가 영양 세포 또는 조절 배지에 대한 요구 없이 미분화 상태로 인간 ES

세포를 배양할 수 있도록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가능성이 옳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이 발견되었고,

이를 본원에 보고한다. BMP의 활성을 길항함으로써 인간 ES 세포가 배아 줄기 세포의 식별 특성을 모두 유지하게 하면서

이 세포를 무한정 배양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BMP의 길항제는 다수가 존재한다. 그러한 길항제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단백질 노긴이다.

BMP의 길항제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단백질로는 그렘린, 코딘, 인히빈, 폴리스타틴, 트위스티드 낭배형성 인

자 및 DAN 패밀리의 구성원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단백질은 TGFβ 및 액티빈과 MAPK에 대한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기타 분자들을 포함한다. 길항제 단백질이 단백질의 인간 형태일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비조절 배

지가 ES 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하도록 배양물 중에서 유효할 것만이 요구된다. 또한, 모든 BMP 또는 특정 BMP에 특

이적인 항체를 길항제로서 사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BMP 길항제로서 선택된 특정 단백질은, BMP 신호 전달 활성이 배

지에 첨가된 분자에 의해 억제된다는 점에서 원하는 효과가 얻어지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용이한 방

법은 인간 ES 세포가 배양되는 배지에 BMP 길항제를 첨가하여 이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가장 유효한 BMP 억제제인 단백질 노긴은 제노푸스(Xenopus) 배아에서 그 배화(dorsalizing) 활성에 기

초하여 최초로 클로닝되었다. 마우스 노긴 cDNA는 19개 아미노산 잔기의 추정 신호 펩티드를 갖는 232개 아미노산(aa)

잔기 전구체 단백질을 코딩하며, 상기 단백질은 절단되어 213개 아미노산 잔기의 성숙 단백질을 생성하고 이것은 동형이

량체 당단백질로서 분비된다. 노긴은 보존성이 큰 분자이다. 성숙 마우스 노긴은 인간 노긴과 99%, 제노푸스 노긴과 83%

의 서열 동일성을 공유한다. 노긴은 배발생 과정에서 복잡한 패턴으로 발현된다. 성체의 경우, 노긴은 중추신경계와, 폐,

골격근 및 피부와 같은 몇몇 성체 말초 조직에서 발현된다. 노긴은 거의 모든 BMP 생활성을 길항하는 고친화성 BMP 결합

단백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농도의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FGF)는 조절된 배지 유무 하에서의 줄기 세포의 배양에도 유용하다는 사실 역시 발견하였

다. WO 01/66697에서와 같이, FGF의 첨가는 줄기 세포 배양 조건에 유용한 첨가제인 것으로 이전에 보고된 바 있지만,

보고된 문헌에서의 배지 중의 FGF는 4 ng/ml의 염기성 FGF(bFGF 또는 FGF2)였다. 여기에는 약 10배 이상 수준의 FGF

를 함유하는 배양물이 더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보고된 문헌에서 바람직한 bFGF 농도는 40 ng/ml이다.

다양한 다른 FGF 변이체도 이 목적에 유효하지만, 다른 FGF의 농도는 상기 농도의 bFGF의 효능에 상응하도록 조정될 필

요가 있으며, 이것은 본 발명자들에 의해 세포내 BMP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양 배지 중의 BMP 길항제에 의해 유발되는 효과와 고농도 FGF에 의해 유발되는 효과 간에는 상승적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즉, 고농도, 예를 들어 100 ng/ml의 bFGF의 사용은 영양 세포 또는 조절된 배지 없이도 hES 세포를 미분화 상

태로 배양하는 것을 도울 것이며, 그러나 이것은 노긴과 같은 BMP 길항제의 사용과 병행하였을 때 더 낮은 농도, 예를 들

어 40 ng/ml의 bFGF가 사용될 것이다. 어느 조합이든 배양 조건이 "영양 세포 무함유" 상태가 아니게 하며, "영양 세포 무

함유" 상태란 조절된 배지(영양 세포로 조절됨)를 사용하긴 하나 완전히 "영양 세포 독립적인" 배양에 사용되는 용어이며,

어떠한 유형의 영양 세포에 대한 요구에도 전적으로 독립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 제시된 데이터가 입증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가설이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노긴 또는 다른 BMP 신호 전달 억제

제를 첨가함으로써, 또한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FGF) 신호를 자극함으로써, 영양 세포 또는 조절된 배지 없이도 인간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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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무한정 증식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인간 ES 세포는 영양 세포 또는 영양 세포에 노출된 배지에

노출되지 않은 채 배양이 시작되어 유지될 수 있으며, 이로써 인간 ES 세포주를 충분히 규정된 배지에서 동물 세포 무함유

상태로 증식시킬 수 있다.

인간 ES 세포의 배양에 관련된 한 가지 문제점은 ES 세포 배양 조건으로부터 불명확한(규정되지 않은) 구성 성분 및 동물

유래의 구성 성분을 가능한 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행해진다. 첫 번째 이유는 생물학적 물질에

서의 정규 편차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해 배양 조건을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목적은 배양계를 통해 종간 바이

러스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동물 유래의 물질, 세포, 삼출물 또는 구성 성분의 사용을 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동물 유래의 산물 사용을 피하기 위한 배양 조건을 규정하는 것이 본 발명의 목적이다.

따라서 인간 ES 세포용의 규정된 배지는 염, 비타민, 글루코스 및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기본 배지로부터 출발한다. 기본

배지는 시판되는 다수의 배지 중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조합물(DMEM/F12)로 시판되는 둘베코 변형 이글 배지 및 Hams

F12 배지의 조합이 바람직하다. 상기 기본 배지에 글루타민, β-머캅토에탄올 및 비필수 아미노산을 첨가한다. 그 밖의 가

능한 첨가제로는 항산화제 및 지질을 들 수 있다. 배지의 단백질 구성 성분 중 하나는 혈청 대체물이다. 시판품

AlbuMaxTM와 같은 알부민 또는 정제된 알부민 제품이 효과적이나, 알부민, 인슐린 및 트랜스페린으로 구성된 규정된 단

백질 제품이 바람직하다. 인간 단백질이 바람직하나 불규명 동물 제품이 배제되는 한 필수적이지는 않다.

여기에서의 관찰은 포유동물 종의 줄기 세포 간에는 자체 재생 메카니즘에 있어 기본적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

하다. LIF 및 BMP를 배지에 첨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쥐 줄기 세포의 유지를 보조하는 조건은 hES 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본 발명자들은 LIF 및 BMP4가 보충된 무혈청 배지에서 hES 세포를 미분화 상태로 유지할 수

없었다. BMP는 인간 ES 세포에서 영양포 세포로의 분화를 유발한다. 실제로, 본원에 제시된 데이터는 BMP 신호 전달이

길항되어 인간 줄기 세포 자체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 틀림 없음을 교시한다. 따라서, 자체 재생의 세포내 메카니즘은 최소

한 마우스 세포계와 인간 세포계 간에 매우 다름이 분명하다.

실시예

재료 및 방법

배지 및 세포 배양

비조절 배지(UM)는 80% DMEM/F12 및 20% KNOCKOUT 혈청 대체물을 함유하였으며, 1 mM L-글루타민, 1% 비필수

아미노산(모두 인비트로젠 제품) 및 0.1 mM β-머캅토에탄올(시그마)가 보충되었다. 조절 배지(CM)는 비조절 배지를 마

우스 배아 섬유아세포와 함께 밤새 배양하고 그 후 배지를 수거하여 준비하였으며, 그 후 여기에 4 ng/ml의 bFGF를 보충

하고 2주내 사용시까지 동결하였다. hESC는 0.5 ㎍/ml 마우스 노긴(R&D 시스템) 또는 40 ng/ml의 인간 bFGF(인비트로

젠), 또는 이들 둘 다를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는 CM 또는 UM을 포함한 마트리겔(Matrigel)(BD 사이언티픽) 코팅 플레

이트에서 배양하여 증식시킨 후, 2 mg/ml의 디스파제(Dispase)(인비트로젠)를 사용하여 세포 콜로니를 해체시켰다.

Oct4+ 세포수의 평가를 위해 35,000개 세포를 포함하는 현탁된 콜로니를 복수개 웰의 각 배지에 첨가하고 7일 동안 배양

하였다. 1일 및 7일째 세포를 회수하여 세포수를 계측하였으며, 7일째 Oct4+ 세포는 형광 활성화 세포 분류법(FACS, 이

하 참조)으로 검출하였다. 세포가 비코팅 플레이트의 UM에서 응집됨에 따라 CM 또는 UM/bFGF/노긴(UMFN)에서 배양

된 hESC를 현탁시키고 락커(rocker)에서 7일 동안 배양하여 배상체(Eb)를 형성하였다. 그 후 EB 세포는 젤라틴 코팅 플

레이트의 10% 태아 소 혈청이 보충된 DMEM 배지에 재분주하여 5일 동안 배양한 후 수거하여 역전사 PCR(TR-PCR) 분

석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며, 실험 전반에 대한 통계 분석에는 ANOVA를 이용하였다.

면역침전 및 웨스턴 블로팅

15 ml의 DMEM/F12 배지를, T75 플라스크에 포함된 방사선 조사된 2.12 x 105/ml의 마우스 배아 섬유아세포로 밤새 조

절하였다. 이 배지를 수거하여 5 kD 분자량 컷오프 필터(밀리포어)를 사용하여 약 0.7 ml로 농축시키고, 염소 항-마우스

노긴 및 그렘린 항체(R&D 시스템)(각각 5 ㎍) 또는 음성 대조군으로서의 10 ㎍의 염소 IgG로 면역침전시켰다. 침전된 단

백질 또는 세포 용해물(도 2A)은 웨스턴 블로팅을 위해 4%∼20% 직선 구배 폴리아크릴아미드 Tris-HCl 프리캐스트 젤

(바이오래드)에서 전기영동하였다. 면역침전된 단백질에는 마우스 노긴 및 그렘린에 대한 항체를 사용하였으며, 세포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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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는 인간 Smad1/5/8에 대한 항체, 인산화된 Smad1/5/8(셀 시그널링 테크놀러지)에 대한 항체, BMP2/4(R&D 시스

템)에 대한 항체 및 β-액틴(압캄)에 대한 항체를 사용하였다. 이 블롯은 ECL 대체 용액 1 및 2(아머샴 바이오사이언스)로

처리하여 화학발광을 위해 후지 영상기에 노광시켰다.

BMP/Smad-루시퍼라제 수용체 분석

CM에서 배양한 hESC를, 미량의 pRL-tk 플라스미드(프로메가)와 함께 BMP/Smad 반응성 반딧불이 루시퍼라제 리포터

플라스미드, pID120-Lux로 형질감염시켜서, 레닐라(Renilla) 루시퍼라제를 내부 대조군으로서 발현시켰다. 형질감염 1

일 후, 세포를 24 시간 동안 다양하게 처리하였다. 세포 용해물을 추출하고, 3010 루미노미터(BD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

중-루시퍼라제 수용체 분석 시스템(프로메가)을 사용하여 반딧불이와 레닐라 루시퍼라제 활성을 모두 테스트하였다. 결과

는 레닐라 루시퍼라제 활성으로 표준화한 반딧불이 루시퍼라제 활성으로서 기록하였다.

정량적-PCR 및 RT-PCR

RNeasy 키트(퀴아젠)로 전체 세포 RNA를 추출하고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라 RNase 무함유 DNase로 처리하였다. 임

프론-II 역전사 시스템(프로메가)을 사용하여 1 ㎍의 RNA를 cDNA로 역전사하였다. 정량적-PCR은 AB 7500 실시간

PCR 시스템(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에서 SYBR 그린 Q-PCR 마스터믹스(스트라타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하

에 수행하였다: 95℃에서 10분, 95℃에서 30초 40 사이클, 60℃에서 1분 및 72℃에서 1분 및 72℃에서 3분 연장. 어플라

이드 바이오시스템의 설명서에 따라 표적 유전자의 상대 발현 수준을 계산하기 위한 내생 참조 물질로서 GAPDH 전사체

를 테스트하였다. RT-PCR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용하였다: 94℃에서 3분, 94℃에서 20초 다양한 사이클(하

기 참조), 55℃에서 30초 및 72℃에서 1분. PCR 반응물을 전기영동에 의해 젤 상에서 분리하고 DNA 밴드는 포토그래피

를 위해 자외광 하에서 가시화하였다. 프라이머 서열 및 PCR 사이클 횟수는 하기에 제시하였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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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S 및 면역조직화학 분석

다양한 배지에서 배양한 hESC를 Oct4+ 세포를 검출하기 위한 FACS 분석을 위해 처리하였다. 2 ㎍/ml의 마우스 항-인간

Oct4 항체(산타 크루즈 바이오테크날러지) 및 1:1000 희석 배율의 형광 이소티오시아네이트 표지된 토끼 항-마우스 2차

항체(몰리큘러 프로브)를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은 Oct4+ 세포의 백분율로부터 환산한 역사인 값으로 행하였다. 면역조직

화학 분석의 경우, 마우스 항-Oct4 항체(0.2 ㎍/ml)를 사용한 후에, 1:1000 희석 배율의 Alexa Fluor 488-표지 항-마우

스 IgG 2차 항체(몰리큘러 프로브)를 사용하였다.

배양 배지 중의 HCG의 면역분석

여러 차례의 계대 배양으로 UMFN(bFGF 및 노긴을 함유한 비조절 배지)에서 배양한 hESC는 후에 100 ng/ml의 BMP4를

함유하는 CM에서 최대 7일 동안 배양하였으며, 이 때 매일 배지와 BMP4를 새로이 공급하였다. 사용된 배지는 3일, 5일

및 7일째 수거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HCG에 대해 분석하였다.

G-밴딩 및 형광 동소 교잡법(FISH)

공개특허 10-2007-0029745

- 9 -



다양한 계대 배양으로 UMFN에서 배양한 hESC를 G-밴딩 및 형광 동소 교잡법을 위해 처리하였다. 분산 및 고정된 모든

세포로부터 중기(metaphase)의 20개 세포를 G-밴딩에 대하여 분석하고, 관심있는 염색체의 마커 유전자를 검출하기 위

한 프로브를 사용하여 100∼200개의 핵을 형광 동소 교잡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CytoVysion(등록상표) 디지탈 화상 시

스템(어플라이드 이미징)에 포착된 대표적 화상을 재검토하였다.

결과

UM은 BMP 유사 분화 유도 활성을 포함한다.

UM은 시판되는 고지질 소 알부민 성분 ALBUMAX(상표명)를 포함하는, 20% KNOCKOUT(상표명) 혈청 대체물(인비트

로젠)을 함유하였다. UM을 섬유아세포로 조절한 후 4 ng/ml의 인간 bFGF를 보충하여 CM을 얻었다. 본 발명자들은 CM,

UM, CM과 UM의 1:1 혼합물, 또는 CM과 DMEM/F12의 1:1 혼합물 중에서 hESC(H1)를 배양하였다. CM 또는 CM과

DMEM/F12의 1:1 혼합물 중의 세포는 미분화 상태로 남아 있었으며, 전형적 hESC 형태를 특징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러

나, UM 또는 CM과 UM의 1:1 혼합물 중의 세포는 둘 다 48 시간 내에 급속하게 분화되었다. 본 발명자들은 그 후 혈청 대

체물을 정제된 태아 소 혈청 알부민(16.6 g/L, 피셔 사이언티픽)으로 대체하여 알부민이 분화를 유발하였는지를 확인하였

다. 이 배지는 hESC를 약 7일 동안 미분화 형태로 유지되게 하였으나, 세포는 증식률이 감소되어 결국 혼합 세포군으로 분

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혈청 대체물 중에 포함된 알부민 이외의 성분들이 UM에서 배양한 세포의 신속한 분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CM은 분화 유도 활성을 감소시키나, 또한 hESC 자체 재생을 지속하기 위한 인자들을 제공한다. 혈

청 대체물은 알부민 이외에도 hESC 배양에 필요한 다른 성분들을 함유하며, 따라서 알부민이 아니라 혈청 대체물이 모든

후속 연구에 사용되었다.

UM에서의 분화 유도 활성이 hESC에서의 BMP 신호 전달을 자극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본 발명자들은 BMP 수용체 하

류에서 조기에 작용하는(immediate) 이펙터인 인산화된 Smad1의 수준을 웨스턴 블로팅으로 평가하였다. Smad1 인산화

(여기에 사용된 항체는 다른 BMP 이펙터 Smad5 및 Smad8의 인산화를 검출할 수도 있음)는 CM에서 배양한 H1 세포에

서는 낮았으나, UM에서 또는 CM + BMP4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세포에서는 높았다. UM에 노긴을 첨가하자 Smad1

인산화 수준이 감소되었으나, UM에 40 ng/ml의 bFGF를 첨가하여도 Smad1 인산화 수준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

다. BMP 신호 전달은 BMP 리간드의 발현을 유도하여, hESC를 비롯한 다양한 종 유래의 세포에서 양성 피드백 루프를 형

성할 수 있다. BMP2/4 단백질은 실제로, CM에서 또는 UM + 노긴에서 배양된 세포에 비해 UM에서 배양된 hESC에서 증

가된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hESC에서의 BMP 신호 전달을 직접 자극하는 BMP가 UM에 존재하는지 또는 BMP 분비를 유

도함으로써 BMP 신호 전달을 간접적으로 자극하는 다른 분화 유도 분자가 존재하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노긴과

다른 BMP 길항제 그렘린은 둘 다 섬유아세포에 의해 조절된 배지에서 검출되었다. 이러한 데이터는 상승되었으나 억제될

수 있는 BMP 신호 전달 활성이 UM에서 배양된 hESC에 존재하며, BMP 작용제와 길항제 모두 hESC의 섬유아세포 지지

배양물 중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본 발명자들은 또한 BMP/Smad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루시퍼라제 리포터 플라스미드를 사용하여, 단백질 인자의 존재

또는 부재 하에 다양한 배지에서 배양한 hESC(H14)에서의 BMP 신호 전달을 평가하였다. 리포터 활성은 혈청 대체물 또

는 BMP4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노긴 또는 bFGF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500 ng/ml의 노

긴 및 40 ng/ml의 bFGF는 CM에 의해 얻어지는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리포터 활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상승적 효과

를 나타내었다. 다소 놀라운 점은, 고농도의 bFGF(100 ng/ml)도 노긴을 첨가하지 않은 CM에서 관찰되는 것과 유사한 수

준으로 BMP 신호 전달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혈청 대체물이 실제로 BMP 유사 활성을 보유하며 이것

은 노긴 및/또는 bFGF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Id1 프로모터는 BMP 반응성 요소를 포함하며, Id1은 인간 ESC와 마우스 ESC 둘 다에서 BMP4 신호 전달의 표적인 것으

로 이전에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발명자들은 다양한 배지에서 배양된 hESC 내 BMP 신호 전달 활성의 2차 지표로서

의 Id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였다. Id1-4 전사체는, CM에서 배양한 세포에서보다 UM 또는 UM + BMP4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hESC(H9)에서 더 높았으며, UM에 노긴을 첨가하자 Id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되었다.

UM/bFGF/노긴은 hESC의 미분화 증식을 지속시킨다.

0.5 ㎍/ml의 노긴 및 40 ng/ml의 bFGF가 보충된 UM은 hESC의 미분화 증식을 지속시켰다. H1 세포를 CM, UM, UM +

bFGF, UM + 노긴, 또는 UM + bFGF 및 노긴에 동일한 수로 분주하여 7일 동안 배양하였다. Oct4+ 세포수는 UM, UM/

bFGF 또는 UM/노긴에서보다 CM 및 UM/bFGF/노긴에서 7일 후에 현저히 더 많았다. 중간 Oct4+ 세포수는 UM/bF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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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UM/노긴에서 검출되었으며, 이것은 노긴과 bFGF 간의 상승적 효과를 시사한다. UM/bFGF 또는 UM/노긴에서 배양한

hESC는 여러 차례의 계대 배양 동안 증식할 수 있었으나, hESC 콜로니의 중간부(UM/bFGF에서) 또는 가장자리부(UM/

노긴에서)에서 분화된 세포가 축적되었다. UM/bFGF/노긴에서 배양한 세포에서는, 노긴 농도를 0.1 ㎍/ml로 감소시키고

bFGF 농도를 10 ng/ml로 감소시킬 경우, 분화의 증가도 발생하였다. UM/bFGF/노긴 중의 노긴은 그렘린(5 ㎍/ml) 또는

가용성 BMP 수용체 IA(0.5 ㎍/ml)로 대체되었으며(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음), 이것은 노긴의 효과가 실제로 BMP에 의한

BMP 수용체 활성화의 차단에 의한 것임을 지지한다.

UM/bFGF/노긴 중에서 40일 이상 동안(각각 7대, 6대 및 6대 계대 배양) 증식시킨 3종의 상이한 hESC 세포주(H1, H9 및

H14)는 Oct4에 대하여 양성인 상태로 유지되었으나, 후에 bFGF 및 노긴이 결여된 UM으로 전환하였을 때 분화되었다.

UM/bFGF/노긴에서 배양한 hESC는 계속하여 Nanog 및 Rex1을 비롯한 다른 ES 세포 마커와, 세포 표면 마커 SSEA4 및

TRA-1-60(데이터는 제시하지 않음)을 발현하였다. 최상의 배양액에서도, hESC는 적은 비율의 자발적 분화 세포와 혼합

한다. 예를 들어, CM 배양 ES 세포에서는 저농도의 영양포 마커 융모막 성선 자극 호르몬 β-서브유닛(CGβ)이 검출되었

으며, 이는 소집단의 영양포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마커는 UM/bFGF 노긴에서 배양한 세포에서 검출할 수 없었

다. 신경 전구 세포 마커 Pax6 및 뉴로D1(NeuroD1), 중배엽 마커 브라큐리(brachyury) 및 내배엽 마커 HNF3α는 모두

CM- 및 UM/bFGF/노긴 배양 hESC에서 음성이었다. 따라서, UM/bFGF/노긴에서 증식시킨 ES 세포는 장기간 배양 후에

도 특징적인 ES 세포 마커를 유지하였다.

본 발명자들은 또한 UM/bFGF/노긴 중에서 장기간 배양한 후의 hESC를 관찰하였다. H9 세포는 UM/bFGF/노긴 중에서

32대의 계대 동안 연속적으로 배양하였다. UM/bFGF/노긴에서 배양한 H1 및 H14 세포는 각각 20대 및 16대 계대 후에

동결시켰다. 그 후, H14 세포는 UM/bFGF/노긴 중으로 직접 해동시키고 18대 계대까지 배양하였다. UM/bFGF/노긴 중

에서 각각 27대 및 18대 계대 배양한 H9 및 H14 세포의 군체 배가(doubling) 시간 및 Oct4+ 세포의 비율은 CM에서 배양

한 대조군 hESC의 것과 유사하였다.

UM/bFGF/노긴은 hESC의 발달 잠재력을 유지한다.

CM 중에서 BMP4로 3∼7일 동안 처리하였을 때, UM/bFGF/노긴에서 10대 계대 동안 미리 배양한 hESC는 평평한 상피

세포로 분화되어 배지로 인간 융모막 성선 자극 호르몬(HCG)을 분비하였으며, 이는 영양포 분화를 나타낸다. H1 세포로

부터 유래되고 UM/bFGF/노긴에서 5대 계대 배양한 배양체(EB)와 CM에서 배양한 대조군 세포 유래의 배양체는 영양포

마커 CGβ 및 Pax6, 뉴로D1, 브라큐리 및 HNF3α를 비롯한 3개의 배층의 마커를 발현하였다. EB 세포 역시 ES 세포 마커

Oct4, 나노그(Nanog) 및 Rex1의 발현 감소를 나타내었다. UM/bFGF/노긴 중에서 각각 7대 및 6대 계대 배양한 H1 및

H9 세포를 SCID-베이지 마우스에 주사하였다. 접종한 지 5∼6주 후, 이 마우스에서 복잡한 분화를 나타내는 테라토마가

발달되었다.

UM/bFGF/노긴 중에서 배양한 ES 세포는 핵형이 정상이다.

UM/bFGF/노긴 중에서 5대 계대 배양한 H1 세포, 33대 계대 배양한 H9 세포 및 19대 계대 배양한 H14 세포를 표준 G-

밴딩에 의해 핵형을 분석하고 12번 및 17번 염색체를 형광 동소 교잡법(FISH)으로 관찰하였다. 세포는 정상적인 핵형을

유지하였다.

규정 및 인간화된 시스템에서 배양한 ES 세포는 미분화 상태로 유지된다.

CM을 UMFN으로 대체하는 것이 마우스 유래의 영양 세포에 대한 필요성을 없앰에도 불구하고, UM은 여전히 소 혈청 유

래의 알부민 추출물(즉, 불완전하게 규정된 성분)을 함유하였으며, 플레이트 코팅 재료 마트리겔은 마우스 종양 유래의 가

용화된 기저막 기질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물성 물질을 추가로 제거하는 것이 인간 ES 세포용의 인간화된 배양 시스템을

규정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발명자들은 먼저 이전에 사용된 KNOCKOUT SR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규정

및 인간화된 혈청 대체물을 탐색하였으며, 3종의 인간 단백질, 즉 알부민, 인슐린 및 트랜스페린으로 구성된 시그마의 50x

혈청 대체물 3(SR3)을 고려하였다. CM에서의 인간 ES 세포 배양용 플레이트를 코팅하기 위해 라미닌이 마트리겔을 대체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본 발명자들은 인간 ES 세포를, KNOCKOUT SR 대신에 5 x SR3을 함유하고 40

ng/ml의 FGF2 및 0.5 ㎍/ml의 노긴을 함유하는 UM을 포함한 라미닌 코팅 플레이트에서 배양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ES 세포는 또한 매주 실시되는 수차례의 계대 후에도 ES 세포 동일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

합은 인간 ES 세포에 적합한 규정 및 인간화된 배양 시스템을 구성한다.

공개특허 10-2007-0029745

- 11 -



이와 같은 데이터를 종합하면, FGF와 함께 노긴 등의 골 형성 단백질 길항제를 포함하는 배양 조건을 이용하여 영양 세포

및 조절된 배지의 사용을 회피할 수 있음이 입증된다. 그 후 배양 배지의 다른 구성 성분은 동물성 성분을 피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인간 배아 줄기 세포의 모든 잠재력을 유지한 상태로 인간 배아 줄기 세포의 장기간 배양과 증식이 가능

한 매우 규정된 배지가 얻어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해당 없음

서열목록

                         SEQUENCE LISTING

<110>  Thomson, James  A

       XU, Ren-He

 

<120>  Feeder Independent Extended Culture of Embryonic Stem Cells

<130>  Wicell (961081.00004)

<160>  28    

<170>  PatentIn version 3.3

<210>  1

<211>  19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1

ggtgcgctgt ctgtctgag                                                  19

<210>  2

<211>  18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2

ctgatctcgc cgttgagg                                                   18

<210>  3

<211>  20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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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3

gcagcacctc atcgactaca                                                 20

<210>  4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4

aattcagaag cctgcaagga                                                 20

<210>  5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5

ctggacgaca tgaaccactg                                                 20

<210>  6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6

gtagtcgatg acgcgctgta                                                 20

<210>  7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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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7

atgaaggcgg tgagcccggt gcgcc                                           25

<210>  8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8

tgtggccgtg ctcggccagg cagcg                                           25

<210>  9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9

gagtccactg gcgtcttcac                                                 20

<210>  10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10

ctcagtgtag cccaggatgc                                                 20

<210>  11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11

gggaaggtat tcagccaaac 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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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12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12

ggttcgcttt ctctttcggg                                                 20

<210>  13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13

aatacctcag cctccagcag atg                                             23

<210>  14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14

caaagcagcc tccaagtcac tg                                              22

<210>  15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15

cctggaggaa tacctggcat tg                                              22

<210>  16

<211>  20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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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16

tctgaggaca agcgattgcg                                                 20

<210>  17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17

tgagatcact tcaccgtggt ctcc                                            24

<210>  18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18

tttatacctc ggggttgtgg gg                                              22

<210>  19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19

cgtccatctt tgcttgggaa atc                                             23

<210>  20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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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20

gagcctcatc tgaatcttct ccg                                             23

<210>  21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21

aagccatgaa cgcagaggag gact                                            24

<210>  22

<211>  20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22

agctgtccat ggtaccgtaa                                                 20

<210>  23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23

aacccaactg tggagatgat gcag                                            24

<210>  24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24

aggggcttca ctaataactg gacg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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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5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25

ccaagccgcc ttactcctac a                                               21

<210>  26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26

cgcagatgaa gacgctggag a                                               21

<210>  27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27

tggcaccaca ccttctacaa tgagc                                           25

<210>  28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220>

<223>  Synthetic PCR Primer

<400>  28

gcacagcttc tccttaatgt cacgc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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