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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PA® 일반 프로토콜

사용 지침

DNA 서열의 검출 및 정량화를 위한
MLPA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일반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에는 신뢰할 수 있는 MLPA 결과를 얻는 데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읽고 적절한 MLPA probemix 제품 설명과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SALSA® MLPA® 시약 키트 및 Coffalyser.Net 분석 소프트웨어는 특정 국가에서 체외 진단용 (IVD)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www.mrcholland.com 참조). 그외 다른 모든 국가에서 이들 제품은 연구용 (RUO)으로만 사용됩니다. 진단 목적으로 IVD 등록
Probemix 를 사용하는 경우 SALSA® MLPA® 시약 키트 및 Coffalyser.Net 분석 소프트웨어와 결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Probemix 의 IVD 상태에 대한 국가 별 정보는 해당 Probemix 별 제품 설명과 www.mrcholland.com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DNA 복제수 및 메틸화 상태 (MS-MLPA®)의 검출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www.mrcholland.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자: MRC Holland B.V. Willem Schoutenstraat 1, 1057 DL Amsterdam, The Netherlands
웹사이트: www.mrcholland.com; 전화: +31 888 657 200
E-mail: info@mrcholland.com (정보 및 기술 문의), order@mrcholland.com (주문)
www.mrcholland.com, www.ml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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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복제수변이 (Copy number variations, CNV)는 인간 DNA 의 유전적 변이의 중요한 원인이며 많은 질환에서 역할을합니다.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MLPA®)는 한번의 멀티플렉스 PCR 기반 반응에서 최대 60 개 DNA
서열의 상대적 복제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반정량적, 비자동화 기술입니다..
1.1. 구성 요소 및 보관 조건
1.1.1. 시약 키트 품목 번호
카탈로그 번호

설명

반응 수

형광 라벨
PCR 프라이머

EK1-FAM or EK1-Cy5

SALSA MLPA EK1 reagent kit

100

FAM or Cy5

EK5-FAM or EK5-Cy5

SALSA MLPA EK5 reagent kit

500

FAM or Cy5

2000

FAM

EK20-FAM

SALSA MLPA EK20 reagent kit

www.mrcholland.com, www.mlpa.com

page 2 of 13

MDP version-007-KO1; Issued on 01 March 2019

1.1.2. 시약 키트 구성 요소
시약 키트 구성 요소
SALSA MLPA Buffer
(노란색 캡)
SALSA Ligase-65
(녹색 캡)
SALSA Ligase Buffer A
(투명 캡)
SALSA Ligase Buffer B
(흰색 캡)
SALSA PCR Primer
Mix (갈색 캡)
SALSA Polymerase
(오렌지 캡)

볼륨

성분1

EK1

EK5

EK20

180 μl

5×180 µl

5×700 µl

KCl, Tris-HCl, EDTA, PEG-6000, DTT,
oligonucleotides

115 μl

5×115 µl

5×460 µl

Glycerol, EDTA, DTT, KCl, Tris-HCl, non-ionic
detergent, Ligase-65 enzyme (bacterial origin)

360 μl

5×360 µl

5×1420 µl

Coenzyme NAD (bacterial origin)

360 μl

5×360 µl

5×1420 µl

Tris-HCl, MgCl2, non-ionic detergent

240 μl

5×240 µl

5×940 µl

Synthetic oligonucleotides with fluorescent dye
(FAM or Cy5), dNTPs, Tris-HCl, KCl, EDTA, non-ionic
detergent

65 μl

5×65 µl

5×240 µl

Glycerol, non-ionic detergents, EDTA, DTT, KCl, TrisHCl, Polymerase enzyme (bacterial origin)

1.1.3. APPLICATION-SPECIFIC MLPA PROBEMIX
Application-specific
MLPA probemix
Probemix* (검정색 캡)
Sample DNA# (SD)
(파란색 캡)

Available Volumes
(R=number of reactions)
40 μl (25R), 80 μl (50R),
160 μl (100R)

Ingredients
Synthetic oligonucleotides, oligonucleotides
purified from bacteria, Tris-HCl, EDTA
Tris-HCl, EDTA, synthetic/control plasmid DNA,
human genomic female DNA, cell line DNA

30 μl or 100 μl

* Probemix 는 SALSA MLPA 시약 키트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SD 바이알 (참조 (선택), binning 또는 artificial duplication DNA)은 특정 MLPA Probemix 와 함께 제공되거나 별도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용량과 성분은 SD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1.4. 보관 및 사용 기한
모든 구성품은 도착 시 바로 보관해야하며 사용 후에는 -25°C ~ -15°C 사이에서 빛을 차단하고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해야합니다.
권장 조건으로 보관하면 개봉 후에도 유효기한까지의 보관기간이 보장됩니다. 정확한 유효기한은 각 바이알의 라벨을
참조하십시오. 제품은 25 회 이상의 동결-해동 주기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1.1.5. 포장 라벨

IVD

1

제조자

보관 조건

로트 번호

열과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

유효기한

카탈로그 번호

테스트수

사용하기 전에 지침을 읽으십시오

체외진단용

RUO

연구용

어떤 성분도 사람, 동물 또는 병원성 박테리아에서 파생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농도를 기반으로, 유해물질표시기준 (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HCS)의 정의에 따라 어떤 성분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Safety Data Sheet, SDS)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제에도 SDS 배포가 필요한 농도의 위험 물질 (규정 (EC) No 1272/2008 [EU-GHS/CLP] 및 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정
(EC) No 1272/2008 [EU-GHS/CLP] 및 1907/2006 [REACH] 및 개정에 따름). 유출이 발생하면 물로 청소하고 적절한 현장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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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LPA 분석 원리
MLPA 의 원리는 각각 길이가 약 60 nt 인 특정 DNA 서열을 감지하는 최대 60 개의 프로브를 증폭하는데 기반합니다 (그림 1)2.
MLPA 반응은 모세관 전기영동 (capillary electrophoresis)으로 분리 된 64-500 nt 길이의 고유한 PCR amplicon 세트를 생성합니다.
샘플 DNA 의 초기 변성 후 MLPA 프로브의 혼합물이 샘플에 추가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MLPA 프로브는 단일 프로브로 연결되기
위해 직접 인접한 표적 서열에 혼성화해야하는 2 개의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로 구성됩니다 (그림 1). 후속 PCR 반응 동안 모든 연결
프로브는 동일한 PCR 프라이머 쌍을 사용하여 동시에 증폭되어 고유한 PCR amplicon 세트가 생성됩니다. 하나의 PCR 프라이머가
형광 라벨링되어 모세관 전기영동 기기에서 단편 분리 중에 증폭 산물을 시각화 할 수 있습니다. 단편 분리는 샘플 특이적
electropherogram (샘플 피크 패턴)을 생성합니다 (그림 2, 상단).

그림 1. MLPA 반응.

MLPA 는 상대적인 기술입니다: DNA 샘플의 MLPA 피크 패턴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차이만 감지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참조 DNA
샘플의 상대적 프로브 피크 높이와 비교하여 각 개별 프로브 피크의 상대 높이는 샘플에서 해당 표적 서열의 상대적 복제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검사에 참조 샘플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 이상의 표적 서열의 결실은 피크 높이의 상대적
감소로 볼 수 있으며 (그림 2, 하단), 상대적 피크 높이의 증가는 복제수 증가를 반영합니다.

그림 2. MLPA 데이터의 프로필 비교.
상단:

테스트

샘플

A

(오른쪽)의

electropherogram 을 참조 샘플 (왼쪽)과
비교합니다. 2 개 프로브의 상대적 감소를
테스트

샘플

A

(빨간색

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단:
샘플

Coffalyser.Net 소프트웨어에서 참조
(왼쪽)에

정규화

(normalisation)

된

테스트 샘플 A (오른쪽)의 계산 된 프로브
비율. 염색체 위치별로 프로브를 배열하면
테스트 샘플 (빨간색 점)에서 이형 접합 결실
(프로브 비율 0.5)이 나타납니다.
T: 표적 프로브, R: 참조 프로브.

2. ASSAY 설정 지침
2.1.1.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않는 재료
•
•

초순수
TE0.1 (10 mM Tris-HCl pH 8.0 + 0.1 mM EDTA)

•

가열 뚜껑 (99-105°C) 있는 보정 된 thermocycler 및 표준 실험실 장비

2

Schouten JP et al. (2002). Relative quantification of 40 nucleic acid sequences by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 Nucleic Acids Res. 30:e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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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ml PCR 튜브, 스트립 또는 플레이트

•

단편 분석 소프트웨어가 있는 모세관 전기영동 기기3
o
Applied Biosystems: Standard Foundation Data Collection Software
o
SCIEX: GeXP Software Package

•

고품질 포름아마이드 (예: Hi-Di Formamide, Applied Biosystems)

•

레이블된 사이즈 스탠다드
o
o

•

•

Applied Biosystems: GeneScan™ 500 LIZ®/ROX™ (권장; IVD 등록 probemix 사용시 필수), GeneScan™ 600
LIZ®, GeneScan™ 500 TAMRA™
SCIEX: CEQ™ DNA Size Standard Kit - 600

폴리머
o

Applied Biosystems: POP-4 또는 POP-7 권장. POP-6 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음. SeqStudio:

o

POP-1 은 카트리지에 통합되어 적합.
SCIEX: GenomeLab™ Linear Polyacrylamide (LPA) denaturing gel

Coffalyser.Net 분석 소프트웨어 (www.mrcholland.com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2.2. 샘플 처리 및 보관
•

각 MLPA 반응 5 에 5 μl4 부피로 준비된 50-250 ng 의 사람 DNA (probemix 제품 설명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50-100 ng 가
최적)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에탄올 침전으로 DNA 샘플을 농축하고 glycogen (Roche 901393)을 캐리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rcholland.com 을 방문하십시오.

•

DNA prep 에는 98°C 에서 초기 변성 단계 동안 depurination 을 방지하기 위해 pH 8.0-8.5 의 5-10 mM Tris 버퍼를
포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샘플 DNA 를 TE0.1 (10mM Tris-HCl pH 8.0 + 0.1mM EDTA)에 용해하고 희석합니다. 충분한
buffering capacity 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Tris-HCl: 4μl 샘플 DNA + 1μl 50mM Tris-HCl pH 8.5 를
추가합니다.

•

NaCl 또는 KCl (> 40mM) 및 기타 염분, 페놀, 에탄올, 헤파린, EDTA (> 1.5mM) 및 Fe 를 포함하여 DNA 추출 후 남아있는
오염 물질은 MLPA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MLPA 는 모노플렉스 PCR 분석보다 불순물에 더 민감합니다. 증발 또는
SpeedVac 으로 DNA 를 농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높은 EDTA 및 염분 농도로 이어집니다.

•

추출 방법, 조직 유형, DNA 농도 및 처리는 테스트 및 참조 샘플에서 가능한 한 유사해야합니다.

•

추출 방법은 높은 농도의 오염 물질을 남기지 않아야합니다. QIAGEN M6, M48 및 M96 시스템은 너무 많은 salt 를 남기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QIAGEN EZ1 의 경우, EZ1® DNA Blood Kits 를 사용하여 MRC-Holland MLPA® 분석에 사용하도록
최적화 된 QIAGEN Supplementary Protocol (전혈에서 게놈 DNA 정제)을 사용합니다 (www.mrcholland.com 참조). MRC
Holland 는 다음 추출 방법을 테스트했으며 권장합니다:

•

o

QIAGEN Autopure LS (automated) and QIAamp DNA mini/midi/maxi kit (수동)

o

Promega Wizard Genomic DNA Purification Kit (수동)

o

Salting out (수동)

헤파린화 된 혈액은 헤파린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샘플 정제 방법을 거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Nucleospin
gDNA Clean-up XS).

•

RNAse 처리는 연구되는 샘플 조직에서 많이 발현되는 유전자를 검사 할 때만 필수적입니다. 예: 혈액 유래 샘플의 HBA 및
HBB;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RNA 유전자 (모든 조직).

•

경우에 따라 SALSA Sample Stabilising Solution (S4; Cat No SMR04, SMR45) (RUO)이 MLPA 반응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rcholland.com 에서 제품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전유전체증폭 (whole genome amplification, WGA) 반응에서 유래한 DNA 는 증폭 편향으로 인해 MLPA 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3

Aliquot 샘플은 -20°C 에 보관하십시오. 미생물에 의한 오염은 장기간 4°C 에 보관 된 샘플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QIAGEN QIAxcel 또는 Agilent Fragment Analyzer 와 같이 변성 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모세관 전기영동 기기는 MLPA 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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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참조 및 기타 컨트롤 샘플 선택
•

참조 샘플 선택. 참조 샘플은 표적 및 참조 프로브에 의해 검출 된 서열에 대한 정상적인 복제수를 가진 건강한 개인으로부터
얻은 DNA 샘플입니다. 추출 방법 및 샘플 소스를 포함한 다른 모든 측면에서 테스트 샘플과 가능한 한 유사해야합니다. 모든
probemix 가 모든 소스 (예: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 포매 (FFPE) 조직)의 DNA 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적합한 DNA 소스에 대한 probemix 제품 설명을 확인하십시오.

•

참조 샘플. 각 MLPA 실험에는 최소 3 개의 참조 샘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21 개 이상의 샘플을 테스트하는 경우 추가
테스트 샘플 7 개당 추가 참조 샘플 1 개를 포함하십시오.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에 참조 샘플을 무작위로 배포합니다.
각 MLPA 실험 내에서 각 프로브의 재현성을 추정하려면 여러 참조 샘플이 필요합니다.

•

상업적 DNA. 샘플의 품질이 의심스러운 경우 비교를 위해 하나 이상의 상용 DNA 샘플을 포함합니다. Promega Cat No
G1471 male 및 G1521 female DNA 를 권장합니다. 상용 DNA 는 샘플 품질을 확인하기위한 컨트롤로만 사용해야하며 참조
샘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NO-DNA 컨트롤. 모든 MLPA 실험에 no-DNA 컨트롤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μl DNA 를 TE0.1 (10 mM Tris-HCl pH
8.0 + 0.1 mM EDTA)로 교체하여 TE, MLPA 시약, 전기영동 시약 또는 모세관의 오염을 확인합니다.

•

양성 컨트롤 샘플. 가능한 경우 양성 컨트롤 샘플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MRC Holland 는 양성 샘플을 제공하지 않지만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양성 샘플 목록은 www.mrcholland.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포주 DNA 를 사용할 때
세포주가 완전한 염색체의 획득 또는 결실을 포함한 추가 복제수 변경을 획득했을 수 있습니다.

3. 시작하기 전에 읽어야 할 참고 사항
•

항상

해동

된

버퍼와

probemix

를

볼텍싱하고

잠시동안

원심분리합니다.

모든

효소

시약

튜브는

잠시동안

원심분리해야합니다. MLPA buffer 는 일반적으로 -20°C 에서 동결되지만 높은 염분 농도로 인해 액체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하기 전에 효소 바이알 (Ligase-65 및 polymerase)을 손으로 10 초 동안 따뜻하게하여 점도를 낮춥니다.

•

효소 용액은 50% 글리세롤을 포함하고 -20°C 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효소가 포함 된 master mix 는 위아래로
부드럽게 파이펫팅하여 완전히 혼합해야합니다. 불충분한 혼합은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Master mix 를
준비 할 때 항상 효소를 마지막에 추가하십시오. 효소 불활성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소를 포함하는 용액은 절대
볼텍싱하지 마십시오.

•

시료 변동을 최소화하려면 충분히 많은 양의 master mix 용액을 준비합니다 (5-10% 잉여 볼륨).

•

사용 직전에 실온 (RT)에서 master mix (Ligase-65 및 polymerase)를 준비합니다. 사용하기 1 시간 이상 전에 준비한 경우
master mix 를 얼음 또는 4°C 에 보관하십시오. MLPA 반응에 추가하기 전에 master mix 를 RT 로 데워야합니다. 매우 차가운
ligase 마스터 믹스가 추가되면 비특이적 피크가 no-DNA 반응에서 형성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증발을 피하기 위해 다중채널 파이펫을 사용하십시오.

•

실험실에서 MLPA 반응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는 www.mrcholland.com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좋은 MLPA 결과를 위한 중요 포인트
•

모든 DNA 샘플에 5-10 mM Tris-HCl pH 8-8.5 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섹션 2.2)

•

모든 MLPA 실험에 동일한 조직 유형에서 추출되고 테스트 샘플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된 최소 3 개의 참조 샘플을
포함합니다. (섹션 2.3)

•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약 파이펫팅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3 μl 의 hybridisation master mix 에
특히 중요합니다. (섹션 6)

•

데이터 분석을 위해 Coffalyser.Net 을 사용하십시오. (섹션 9)

•

양질의 단편을 확인하십시오. 완전한 샘플 DNA 변성은 필수적입니다. (섹션 8)

•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대로 모세관 및 폴리머를 교체하여 정기적인 기기 유지 보수를 수행하십시오. (섹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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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LPA 프로토콜 – 요약
1.

DNA 변성
•

2.

3.

4.

5 μl DNA 샘플을 98°C 에서 5 분 동안 가열

샘플 DNA 에 프로브 혼성화
•

실온으로 식히고 튜브 개봉

•

3 μl hybridisation master mix 추가*

•

95°C 에서 1 분간 배양하고 60°C 에서 16 시간 동안 혼성화

혼성화된 프로브 결찰
•

Thermocycler 온도를 54°C 로 낮추고 튜브 개봉

•

32 μl Ligase-65 master mix*를 추가하고, 54°C 에서 15 분 동안 배양

•

Ligase 효소를 열로 비활성화: 98°C 에서 5 분

결찰된 프로브 PCR 증폭
•

실온으로 식히고 튜브 개봉

•

실온에서 10 μl polymerase master mix * 추가

•

PCR 시작 (35 x {95°C 30 초, 60°C 30 초, 72°C 60 초}, 72°C 20 분, 15°C 일시 중지)

5.

모세관 전기영동에 의한 단편 분리

6.

COFFALYSER.NET 으로 결과 분석

* Master mix:
•
Hybridisation: 1.5 µl SALSA probemix +1.5 µl MLPA buffer, per reaction
•
Ligase-65: 3 µl ligase buffer A + 3 µl ligase buffer B + 25 µl ultrapure water + 1 µl Ligase-65, per reaction
•
Polymerase: 7.5 µl ultrapure water + 2 µl PCR primer mix + 0.5 µl SALSA polymerase, per reaction

6. MLPA 프로토콜
6.1. MLPA 반응을 위한 THERMOCYCLER 프로그램
DNA denaturation
1.
98°C
5 minutes
2.
25°C
pause
Hybridisation reaction
3.
95°C
1 minute
4.
60°C
16-20 hours
Ligation reaction
5.
54°C
pause
6.
54°C
15 minutes
7.
98°C
5 minutes
8.
20°C
pause
PCR reaction
9.
35 cycles:
• 95°C
• 60°C
• 72°C
10.
72°C
20 minutes
11.
15°C
pause

30 seconds
30 seconds
60 seconds

참고: 이 Thermocycler 프로그램은 probemix 별 제품 설명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따라야합니다.

6.2. DNA 변성 (1 일차)
•

0.2ml 튜브와 스트립 또는 플레이트에 라벨을 붙입니다.

•

각 튜브에 5 μl DNA 샘플 (50-250 ng; 50-100 ng 가 최적) 또는 TE (no-DNA 컨트롤)를 추가합니다.

•

Thermocycler 에 튜브를 놓습니다. MLPA Thermocycler 프로그램 스텝 1-2 를 시작합니다 (섹션 6.1 참조).

•

Thermocycler 에서 튜브를 제거하기 전에 샘플이 25°C 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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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 of 13

MDP version-007-KO1; Issued on 01 March 2019
6.3. 혼성화 반응 (1 일차)
•

Hybridisation master mix 를 준비합니다. 각 반응에 대해 1.5 μl MLPA 버퍼 (노란색 캡) + 1.5 μl probemix (검정색 캡)을
혼합합니다. 파이펫팅 또는 볼텍싱하여 잘 섞습니다.

•

DNA 변성 후, 각 반응에 3 μl hybridisation master mix 를 추가합니다. 정확한 파이펫팅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게 위아래로
파이펫팅하여 잘 섞습니다.

•

Thermocycler 프로그램 스텝 3-4 를 진행합니다.

6.4. 결찰 반응 (2 일차)
•

Ligase-65 master mix 를 준비합니다. 각 반응에 대해 25 μl ultrapure water + 3 μl ligase buffer A (투명 캡) + 3 μl ligase
buffer B (흰색 캡)을 혼합합니다., 1 μl Ligase-65 enzyme (녹색 캡)를 추가합니다. 부드럽게 위아래로 파이펫팅하여 잘
섞습니다.

•

Thermocycler 프로그램 스텝 5 를 진행합니다.

•

Thermocycler 가 54°C 이고 샘플이 thermocycler 에 있는 동안 각 MLPA 반응에 32μl 의 Ligase-65 master mix 를 추가합니다.
부드럽게 위아래로 파이펫팅하여 잘 섞습니다.

•

Thermocycler 프로그램 스텝 6-8 을 진행합니다.

6.5. PCR 반응 (2 일차)
•

Polymerase master mix 를 준비합니다. 각 반응에 대해 7.5 μl ultrapure water + 2 μl SALSA PCR primer mix (갈색 캡)을
혼합하고, 0.5 μl SALSA polymerase (오렌지 캡)를 추가합니다. 부드럽게 위아래로 파이펫팅하여 잘 섞습니다.

•

실온에서 각 MLPA 반응에 polymerase master mix 10μl 를 추가합니다. 부드럽게 위아래로 파이펫팅하여 잘 섞습니다.
튜브를 thermocycler 에 즉시 놓고 프로그램 스텝 9-11 을 진행합니다.

•

PCR 반응 후 thermocycler 가 있는 방과 같은 방에서 튜브를 열지 마십시오. 오염을 방지하려면 MLPA 반응을 수행하고
MLPA PCR 산물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마이크로 파이펫을 사용하십시오.

•

PCR 산물은 4°C 의 빛이 차단된 곳에 1 주일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려면 -25°C 에서 -15°C
사이에서 보관하십시오.

7. 모세관 전기영동에 의한 단편 분리
7.1. 시작하기 전에 읽어야 할 참고 사항
•

Size standard, 실행 조건, 폴리머, 형광 염료 및 MLPA PCR 반응의 부피는 모세관 전기영동 기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응용분야, 폴리머 및 모세관 길이에 적용 가능한 모세관 전기영동 기기의 기본 단편 분석 설정을 사용합니다. 기기 설정은
적절한 단편 분리를 위해 최적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체 권장 사항에 따라 모세관과 폴리머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십시오. 폴리머는 >25°C 에 장기간 노출되면 빠르게
저하됩니다. Size standard 피크가 반복적으로 낮고 넓으면 모세관 또는 폴리머가 저하되었을 수 있습니다.

•

고품질 포름아마이드를 사용하고 분주하여 -20°C 에 보관하십시오. 포름아마이드는 가열시 산성이되어 DNA 의 depurination
및 단편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2. 전기영동 사양
Instrument
SCIEX
CEQ-2000
CEQ-8000
CEQ-8800
GeXP
ABI-Prism 3100 (Avant)
ABI-3130 (xL)
ABI-3500c (xL)
ABI-3730 (xL)

Primer Dye
Cy5

Capillaries
33 cm

Injection mixture
1 µl PCR reactiona
0.5 µl CEQ - size standard 600b
28.5 µl HiDi formamide / Beckman SLS
고품질 미네랄 오일 한 방울을 추가합니다.

FAM

36, 50 cm

0.7 µl PCR reactiona
0.3 µl ROX or 0.2 µl LIZ GS 500 size standard
9 µl HiDi formamide
Injection plate 를 밀봉합니다. 86°C 에서 3 분 가열하고 4°C 에서 2 분 동안
냉각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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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SeqStudio

FAM

28 cm

0.8 µl PCR reactiona
0.3 µl ROX/LIZ GS500 size standard
12 µl HiDi formamide
Injection plate 를 밀봉합니다. 86°C 에서 3 분 가열하고 4°C 에서 2 분 동안
냉각합니다.d

a

첨가 된 PCR 산물의 양은 총 injection mixture 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b

필요한 경우 size standard 의 부피를 줄입니다.

c

ABI-3500 의 경우: 실행 전압을 15 kV 로 설정하고 충분한 실행 시간을 확인합니다.

d

모세관 전기영동 전에 injection mixture 를 잠시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표에는 모세관 전기영동 기기에 대한 최적, 최소 및 최대 신호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호가 이들 값을 벗어나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편 분석 설정의 최적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기

최적의 신호 범위 (RFU)

최소 신호 (RFU)

최대 신호 (RFU)

9,375 - 136,000
375 - 6,000
375 - 24,800

5000
200
300

170,000
7,500
31,000

SCIEX CEQ/GeXP
ABI 310, 3100 & 3130 series
ABI 3500, 3730 series & SeqStudio

8. MLPA 품질 관리 및 문제 해결
8.1. MLPA 품질 관리 단편
Coffalyser.Net 은 최소한의 품질 요구 사항이 충족되도록 컨트롤 단편 검사를 자동으로 수행하므로 MLPA 데이터 분석에
사용해야합니다! MLPA probemix 는 MLPA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경우 시그널을 보내는 품질 관리 단편을
포함합니다. 품질 관리 순서도 (섹션 8.4)를 사용하여 품질 관리 단편을 포함하여 MLPA 반응의 품질을 평가합니다.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만 MLPA 결과 해석에 적합합니다. 품질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MLPA 품질 관리 단편 e-러닝 모듈 및 MLPA
문제 해결 마법사는 www.mrcholland.com 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거의 모든 SALSA MLPA probemix 는 아래에 설명된 9 개의 컨트롤 단편을 포함합니다:
이름
Benchmark
fragment
Quantity fragments
(Q-fragments)

길이 (nt)

해석

92

다른 품질 관리 단편들을 비교하기 위한 벤치 마크
DNA 양이 너무 적거나 결찰에 실패하면 높음. 92 nt 벤치마크 단편의 33%를 초

64, 70, 76, 82

과하는 Q-단편 신호의 중앙값 → DNA 수량 부족 또는 결찰 실패. 그림 3 참조.
샘플 DNA 변성이 불량한 경우 낮음. 시그널이 92 nt 벤치마크 단편의 50% 미만

Denaturation
fragments
(D-fragments)

88, 96

X & Y fragments

100, 105

→ DNA 변성이 불충분. 그림 4 참조.
샘플 믹스 업을 위한 컨트롤4.

Q-단편
4 개의 Q-단편 (64, 70, 76 및 82 nt)은 충분한 DNA 추가와 성공적인 결찰을 위한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Q-단편은 PCR 동안
증폭되기 위해 DNA 에 혼성화하거나 결찰 될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에 더 많은 샘플 DNA 가 포함됨에 따라 Q-단편의 높이가
감소합니다 (그림 3).

4

이 Y-특이적 서열이 결여 된 male 과 X-염색체에 이 Y-서열을 보유한 female 의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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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Q-단편에 대한 DNA 양의 영향. 더 많은 샘플 DNA 를 사용할수록 Q-단편이 낮아집니다. A. 5 ng, B. 10 ng, C. 50 ng DNA 를 사용한
MLPA 결과. 샘플 A 와 B 에는 불충분한 DNA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단편
두 개의 D-단편 (88 및 96 nt)는 매우 강력한 CpG island 에서 서열을 감지합니다. CpG island 는 GC 함량이 높고 변성하기
어렵습니다. 88 및 96 nt D-단편이 낮으면 (92 nt 벤치마크 단편의 50% 미만) 샘플 DNA 가 불충분하게 변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불완전한 변성은 DNA 샘플에 40mM 을 초과한 염분이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샘플 DNA 변성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 ABI POP7 폴리머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컨트롤 단편과 일치 할 수 있는 80-90 nt 의 비특이적 단편이 존재합니다!

그림 4. D-단편에 대한 불완전 변성의 영향. D-단편은 샘플 DNA 변성이 불완전 할 때 낮습니다 (여기서는 샘플에 염분을 추가하여 유도 됨).
A. TE, B. TE + 40 mM NaCl, C. TE + 100 mM NaCl 을 포함하는 DNA 샘플에 대한 MLPA 결과. 샘플 B 와 C 는 불충분한 변성을 보여줍니다.

8.2. NO-DNA 컨트롤
일반적인 no-DNA 컨트롤에서는 4 개의 Q-단편 만 보입니다. 일부 probemix 에서는 100 t 보다 긴 몇 개의 피크를 no-DNA
컨트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특이적 피크는 충분한 샘플 DNA 를 사용할 때는 MLPA 프로브의 지수 증폭에 의해 경쟁되기
때문에 MLPA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no-DNA 컨트롤의 비특이적 피크가 Q-단편 중앙값 높이의 50% 보다 재현
가능하게 더 높은 경우 MRC Holland 에 알려주십시오.
8.3. 증발
증발은 (A) 54°C 에서 결찰 반응을 파이펫팅하거나, (B) 밤새 혼성화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으며, 염분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강력한 샘플 DNA 이차 구조 형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프로브가 표적 서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레이트는 스트립보다 증발하기 쉽습니다. 증발이 의심되는 경우 60°C 에서 밤새 8μl H2O 를 배양합니다. 아침에는 5μl 이상의
H2O 가 남아 있어야합니다. 증발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은 섹션 8.4 의 스텝 5 를 참조하십시오.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 표면을 덮을 정도만 첨가하십시오. 오일을 제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Probemix 와 polymerase master mix 를 추가 한 후
튜브를 잠시 원심 분리합니다. Ligase master mix 를 추가 한 후에는 오일 층 아래에서 위아래로 파이펫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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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품질 관리 순서도
1. 사이즈 마커의 피크 패턴이
보입니까?

No

주입 혼합물에 사이즈 마커가
추가되지 않음

2. MLPA amplicon들의 형광
라벨이 보이나요?

PCR 산물을 다시 로드하고 모세관
전기영동을 반복

주입 혼합물에 PCR 산물이
추가되지 않음

Yes
No

PCR에 프로브 또는 프라이머
믹스가 추가되지 않음

MLPA 반응 반복

잘못된 형광 프라이머; FAM (ABI),
Cy5 (Beckman/SCIEX) 사용

Yes
3. 사이즈 마커의 피크 패턴이
정상입니까?

No

피크 누락

실행 시간이 너무 짧음

런타임 증가

추가 피크

모세관 배열에 존재하는 기포
또는 먼지 입자

모세관 전기영동 기기 확인 및 청소

오래된 버퍼, 오래된 폴리머,
오래된 모세관 배열, 불량한
포름아미드 또는 포름아미드
없음

필요한 경우 버퍼, 폴리머 및 모세관
어레이를 교체하고 Hi-Di
포름아미드를 사용

피크 확장

시그널 경사
Yes

더 적은 PCR 산물 사용 (주입 혼합물
총 부피의 최대 10%)

4. MLPA 프로브 피크들이
전기영동 기준선으로 돌아 가지
못합니까?

주입 혼합물에 너무 많은 PCR
산물
초순수로 PCR 산물 희석

Yes

주입 전압이 높거나 또는 시간이
김

주입 전압 또는 시간 감소

미네랄 오일 사용 (예: Vapor-lock,
Qiagen 981611)

Thermocycler의 heated lid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압력이
정확하지 않음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음)

No
하룻밤 혼성화 중 증발

Thermocycler의 heated lid 확인
튜브가 제대로 닫혀 있는지 확인

5. MLPA 프로브의 피크 패턴에서
시그널 경사가 보이지만 사이즈
표준은 보이지 않습니까?

Thermocycler에서 튜브가 제대로
닫히지 않거나 변형 됨 (잘못된
뚜껑 압력 또는 튜브 맞춤)
Yes

결찰 단계 중 증발

필요한 경우 튜브 브랜드 변경 (예:
Thermo Fisher strips AB-0773, AB0451)

피펫팅 중 튜브가 너무 오래 열려
있었음

처리 시간 단축 (예: 다중채널 피펫
사용)

중합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샘플 DNA의 오염물
No
6. MLPA 프로브 시그널들이
낮습니까?

DNA 샘플 희석 (DNA 농도가 충분한
경우)
추가 DNA 정제 단계 수행

Yes
Yes

높은 프라이머 피크가 보임

No

비특이적 피크 (40-75 nt)가 보임

No

No

주입 시간 또는 전압 증가

Yes

7. MLPA 프로브 시그널들이
최적의 시그널 범위를
초과합니까?

Hot start PCR 프로그램 사용됨

Yes

프로토콜에 설명된대로 실온에서 PCR
시작
주입 시간 또는 전압 감소

너무 많은 PCR 산물 주입

No

더 적은 PCR 산물 사용 (주입 혼합물
총 부피의 최대 10%)

초순수로 PCR 산물 희석

8. Q-단편이 92nt 벤치마크
단편의 1/3보다 높습니까?
Yes

부족한 DNA 사용

50-250ng의 DNA 사용

결찰 실패 (가능성 낮음)

MLPA 반응 반복

샘플 DNA depurination (가능성
낮음)

충분한 샘플 버퍼링 보장

No
9. D-단편 (88 및 96 nt)이 92 nt
벤치마크 단편의 50%보다
낮습니까?

Yes

DNA 변성 불완전

샘플 DNA의 오염 물질 (예: >
40mM 염)

DNA 샘플 희석 (DNA 농도가 충분한
경우)

추가 DNA 정제 단계 수행

No
1-3 번 질문에 'YES', 4-9 번 질문에 'NO'라고 답한 경우에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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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데이터 분석
MLPA 데이터 분석에는 Coffalyser.Net 소프트웨어와 적절한 로트 별 Coffalyser 시트를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둘 다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합니다. Coffalyser.Net Reference Manual 은 MLPA 데이터 분석에 대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와
설명서는 모두 www.mrcholland.com 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각 프로브에 대해 모세관 전기영동으로 측정한 절대 형광은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프로브의
형광은 먼저 MLPA 반응 내에서 정규화되어야합니다. 이 정규화는 모든 샘플에서 정상적인 복제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조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각 샘플의 상대적 프로브 시그널은 참조 샘플에서 얻은 시그널과 비교됩니다. 참조 샘플은 모든 참조 및
대상 프로브에 대해 정상 복제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교는 샘플에서 표적 서열의 상대적 복제수의 결정을
가능하게합니다.
Coffalyser.Net 은 각 MLPA probemix 에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을 선택하고 광범위한 품질 관리를 제공합니다5. 데이터 분석 수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ffalyser.Net Reference Manual 을 참조하십시오. IVD 등록 MLPA 의 경우 Coffalyser.Net 을 반드시
사용해야합니다!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해석 및 확인
•

MLPA 에 의해 감지 된 이상은 가능하면 항상 MLPA 확인 probemix 또는 독립적인 기법으로 확인되어야합니다. 단일
프로브에서 감지 된 복제수 변경은 항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프로브 표적 서열의 시퀀싱은 저하 된 프로브 시그널이
돌연변이/다형성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이형접합 서열의 발견은 일반적으로 샘플 DNA 에 두
개의 다른 대립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퀀싱에 의한 단일 희귀 대립유전자의 발견은 희귀 대립유전자의 두
사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대립 유전자가 결실 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형접합 SNP 는 이형접합 결실과
유사하게 부분적 시그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MLPA 에 의해 발견된 모든 결실 및 중복이 병원성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개인에서 보고된 생식 세포 복제수 변이는
http://dgv.tcag.ca/dgv/app/hom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RC Holland 는 특정 엑손의 결실 또는 중복이 질병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없습니다.

•

특정 복제수 이상은 전체 염색체의 큰 결실 및 중복을 포함하여 체세포 변화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

명백한 동형접합 결실의 경우, electropherogram 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시그널이 실제로 없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프로브
시그널 누락은 binning 문제 또는 낮은 시그널 때문일 수 있습니다.

•

참조 프로브 또는 측면 프로브에 의해 감지 된 복제수 변경은 테스트 된 조건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
프로브의 ID 는 요청시 제공됩니다.

11. 주의 및 경고
•

전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십시오. 분석 성능은 작업자의 숙련도와 절차 지침의 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석은 분자 기술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수행해야합니다. 결과 해석 책임자는 해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과학 지식과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MLPA 절차의 제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

각 MLPA 응용의 내부 검증은 특히 MLPA 를 처음 사용하거나 샘플 처리 절차, DNA 추출 방법 또는 사용 된 기기를 변경할 때
필수적입니다. 최소 16 개의 정상 DNA 샘플을 포함합니다. 검증은 모든 프로브에 대해 ≤0.10 의 표준 편차를 보여야합니다
(관련 probemix 제품 설명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검증에 사용되는 샘플은 일상 업무에서 사용되는 샘플을
대표해야합니다.

5

Coffalyser.Net 은 원시 데이터 분석 (기준선 보정, 피크 식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품질 관리 (예: 사용 된 DNA 양, 완전한 DNA 변성, 기울기

보정)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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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절차의 제한 사항
•

대부분의 MLPA 응용에서 유전적 결함의 주요 원인은 작은 (점) 돌연변이이며, 대부분은 MLPA probemix 에 의해 검출되지
않습니다.

•

MLPA 는 프로브의 표적 서열 밖에 있는 어떠한 결실 또는 중복도 감지 할 수 없으며, 복제수 중립 역위 또는 전좌를 감지하지
않습니다.

•

프로브에 의해 검출 된 표적 서열 내 또는 근처의 서열 변화 (예: SNP, 점 돌연변이, 작은 삽입결실)는 위양성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6.

•

개별 엑손의 cDNA 또는 PCR amplicon 으로 DNA 샘플이 오염되면 프로브 시그널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7. 독립적으로
수집되고 분리 된 두 번째 DNA 샘플을 분석하면 이러한 오염 인공물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샘플 DNA 의 불완전 변성의 경우 인접한 게놈 표적을 인식하는 여러 프로브에서도 명백한 결실이 위양성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GC 가 매우 풍부한 염색체 영역은 40mM 이상의 NaCl 또는 KCl 이 존재할 때 98°C 에서 변성되지 않습니다.

•

MLPA 검사는 DNA 샘플이 추출 된 세포에서 표적 서열의 평균 복제수를 제공합니다. 인접 서열을 표적으로하는 여러
프로브가 비정상적인 값을 갖지만 결실/중복에 대한 일반적인 임계값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모자이시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실험 실행의 사소한 차이가 MLPA 피크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일한 MLPA 실험에 포함되었고 동일한 probemix
로트로 테스트 된 샘플 만 분석에 포함하십시오.

•

모자이크 사례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은 미묘한 변화는 염색체 위치에 따라 프로브가 배열 된 경우에만 구별 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정확한 결과 해석을 위해 부모 샘플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MLPA 산물을 실행할 때 모세관 전기영동 프로토콜은 최적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피크가 스케일을 벗어난
경우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크가 스케일을 벗어난 경우 하나 이상의 엑손의 중복이 가려져 위음성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프로브를 포함하는 probemix 를 사용할 때 스케일을 벗어난 피크에 대한
위험이 더 높습니다. Coffalyser.Net 소프트웨어는 스케일을 벗어난 피크에 대해 경고하지만 다른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이상의 피크가 스케일을 벗어난 경우 낮은 injection voltage/injection time 설정을 사용하거나 PCR 산물을
희석하여 샘플 양을 줄여 PCR 을 다시 실행합니다.
MLPA 일반 프로토콜 – 문서 기록

Version-007-KO1 (01 March 2019)
- 이 문서의 이전 버전들은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 프로토콜이 재구성되고 일부 섹션이 재작성되었습니다. MLPA 를 수행하는 방법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 SALSA MLPA 버퍼 및 SALSA Ligase-65 에서 Beta-Mercaptoethanol 을 DTT 로 대체했습니다.
- 스케일을 벗어난 피크와 관련하여 새로운 제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Version-006 (23 March 2018)
- 새로운 그림 2 가 추가되었습니다.
- 전기영동 사양 표에서 초기 설정 및 ABI-310 이 삭제되었습니다.
- ABI-SeqStudio 가 전기영동 사양표에 추가되었습니다.
- 모세관 전기영동 기기의 시그널 범위가 표시된 표가 추가되었습니다.
- 품질 관리 순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 좋은 결과를 위한 중요 포인트가 추가되었습니다.
- 프로토콜의 정보가 재구성되고 재작성되었습니다.

6

프로브를 설계 할 때 알려진 SNP 는 가능하면 피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SNP 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형성 또는 빈번한 병원성

돌연변이가 프로브 시그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7
Varga RE et al. (2012). MLPA-based evidence for sequence gain: pitfalls in confirmation and necessity for exclusion of false
positives. Anal Biochem. 421:79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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