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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S 분석 후, Agilent MassHunter 
BioConfirm DAR Calculator 
소프트웨어가 DAR 계산을 위해 사용이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는 분석 
결과에 대한 이메일 보고서의 일부로서 
분석자에게 전달됩니다. 

실험
재료
Rapid PNGase F를 New England 
Biolabs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Eppendorf 96-well PCR plates는  
Eppendorf에서, Tris chloride 및 
Tris(hydroxymethyl)aminomethane
은 EMD Millipore에서 구하였습니다. 
다른 모든 화학물질은 Sigma-Aldrich
에서 구입하였습니다. 제형화된 ADC는 
Genentech에서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용액 내 환원 및 탈글리코실화 
동결건조 ADC를 5mg/mL의 탈이온(DI)
수로 재조성 및 분취하여, 사용 전까지 
–80°C에서 보관하였습니다.  
Agilent AssayMAP Bravo 플랫폼  
및 Protein Sample Prep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환원 및 탈글리코실화를 수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자동 워크플로의 
경우에는 5μL의 ADC를 96-well 
Eppendorf PCR 플레이트의 첫 번째 4개  
열 각 웰에 분주하였습니다(A1~D4 
위치). 그 다음으로 10mM Tris 완충액
(pH = 7.5) (A1~D2 위치) 10µL 또는  
10mM Tris 완충액(pH = 7.5) (A3~D4 
위치)의 35mM DTT를 시료에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mM 
Tris 완충액(pH = 7.5) (A1~D1 및 
A3~D3 위치) 20µL 또는 10mM Tris 
완충액(pH = 7.5)의 rapid PNGase F 
(1:40으로 희석) (A2~D2 및 A4~D4)를  
시료에 추가하였습니다. 시료 플레이트를 
Agilent PlateLoc Thermal Plate 
Sealer로 밀봉하고 50°C에서 10분간 
배양하였습니다. 

DAR 계산에 사용할 ADC LC/MS 결과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분석 전에 
오프라인에서 환원 및 탈글리코실화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C/MS 및 
이후 DAR 값의 계산에 앞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료 전처리는 흔히 많은 
수작업을 필요로 하여 처리량을 
제한하고 변동성을 야기합니다. 게다가, 
ADC를 개발하고 분석하는 과학자들은 
LC/MS 분석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응용 자료에서는 시료 
전처리와 DAR 계산을 자동화하는 
동시에 LC/MS 전문가가 아닌 작업자가 
높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ADC DAR 분석의 통합 워크플로를 
설명합니다. 

Agilent AssayMAP Bravo는 자동화된 
시료 전처리 플랫폼으로,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 자동화 전문가가 
LC/MS 분석 전에 ADC를 효율적으로 
정제, 환원 및 탈글리코실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동 시료 
전처리를 통해 ADC DAR 워크플로 
데이터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시료 
전처리에서의 변동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견고한 ADC DAR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Agilent MassHunter 
Walku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사용자가 제조한 시료를 LC/MS 기기로 
가져가 최소한의 시료 정보를 입력하고, 
적절한 ADC 분석법을 선택한 다음, 
시료를 시스템에서 지시하는 위치에 
놓고 나오면 됩니다. 사용자는 LC/MS 
시스템을 응용에 따라 설정하거나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MassHunter Walkup 
소프트웨어를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 
관리자가 수행합니다. 

서론
항체 약물 결합체(ADC)는 차세대 
표적 바이오치료제로서 신약 연구 
파이프라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특정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단일 클론 항체(mAb)에  
링커를 통해 강력한 세포독성 약물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러한 
약물을 원하는 조직에 전달하는 동시에 
비표적 조직에 대한 독성은 제한합니다1.  
ADC의 생성에는 cysteine-연결 결합, 
lysine-연결 결합 및 부위 특이적 결합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결합 화학반응을 
사용합니다. 결합 화학반응의 유형에 
따라 ADC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법을 사용합니다2-3.

강력하고 매우 선택적이지만, 낮은 
독성을 갖는 ADC를 생산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는 것은 기존의 mAb에 사용하는  
공정보다 복잡합니다. 각 항체에 
부착되는 약물 분자의 수가 결합 
화학반응 및 반응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약물 대 
항체 비율(DAR)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ADC의 효능을 최적화하고 독성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ADC가  
일관성 있는 DAR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며, 
DAR은 흔히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결합한 질량분석법을 사용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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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MS 분석
Agilent Dual Jet Stream ESI소스를 
장착한 Agilent 6230 Accurate-Mass 
TOF LC/MS 시스템을 Agilent 1290 
Infinity II UHPLC 시스템과 결합하여 
LC/MS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표 1과  
2에 사용한 LC/MS 파라미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각 분석마다 약 
1.4µg의 시료를 주입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MassHunter Walkup을 통한 시료 
제출 및 데이터 수집 후 MassHunter 
BioConfirm B.08.00 및 DAR 
Calculator B.01.0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DAR Calculator 
파라미터를 포함한 BioConfirm 
분석법을 연결하여 수집 분석법에서의 
BioConfirm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LC/MS에서 확보한 초기(미가공) 
데이터를 BioConfirm의 DAR 
Calculation 사용자 정의 기능과 함께
Intact Protein Deconvolution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최대 엔트로피 
deconvolution 알고리즘(표 3)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deconvolution하고, 
deconvolution된 스펙트럼을 CSV 
파일로 내보내 ADC 시료에 대한 평균 
DAR(표 4)을 계산하였습니다.

약물 대 항체 비율은 다음의 등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표 3. BioConfirm deconvolution 파라미터

원형 ADC 환원 ADC

Deconvolution 탭
Deconvolution 알고리즘 최대 엔트로피 최대 엔트로피
질량 범위(Da) 140,000 ~ 160,000 20,000 ~ 60,000
질량 단계 1 1
제한된 m/z 범위 사용 1,800 ~ 5,000 1,000 ~ 3,200
베이스라인 제거 7 7
부가물 양성자 양성자
동위원소 폭 Automatic/20Da Automatic/20Da
최대 엔트로피 탭
피크 신호 대 잡음(S/N) ¡30 ¡30
최대 피크 수 100 100
평균 질량 계산에 사용할  
피크 높이 상위 %

25% 25%

Agilent 1290 Infinity II LC 시스템

컬럼 Agilent PLRP-S, 300 Å, 2.1 × 50mm, 5µm(p/n PL1912-1501)

항온 장치 5°C

용매 A 0.1% Formic acid in water

용매 B 0.1% Formic acid in acetonitrile

그레디언트 원형 ADC
시간(분) %B 
0~2 3~10 
2~10 10~45 
10~13 45~70 
13~15 70

환원 ADC
시간(분) %B 
0~5 3~20 
5~6 20~95 
6~10 95

컬럼 온도 80°C

유속 0.5mL/분
주입량 2µL

표 1.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파라미터

표 2. 질량 분석기 파라미터

Agilent 6230 Accurate-Mass TOF LC/MS 시스템

원형 ADC 환원 ADC
소스 Dual Agilent Jet Stream Dual Agilent Jet Stream
가스 온도 325°C 290°C
가스 유량 13L/분 13L/분
분무기 60psig 35psig
Sheath 가스 온도 350°C 350°C
Sheath 가스 유량 12L/분 12L/분
VCap 4,000V 4,000V
노즐 전압 2,000V 2,000V
Fragmentor 400V 175V
Skimmer 65V 45V
질량 범위 800 ~ 8,000m/z 300 ~ 3,200m/z
스캔 속도 1.0스펙트럼/초 1.0스펙트럼/초
수집 모드 양이온,

높은(10,000m/z) 질량 범위
양이온,
표준(3,200m/z) 질량 범위

등식 1

DAR = 
Ai

Atotal

i ×
n

i=0

여기서 i는 항체(DAR 종)에 부착된 
약물의 개수를 나타내고 Ai는 모든 
글리칸 피크를 포함하는 각 DAR 종 피크 
클러스터 속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필요한 경우, 자동화 데이터 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에 피크 허용치를 DAR 
Calculator 소프트웨어에서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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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토의
AssayMAP Bravo, Walkup 
소프트웨어 및 DAR Calculator를 
사용한 통합 워크플로
AssayMAP Bravo 플랫폼을 사용하면 
항체 및 ADC를 자동으로 환원 및 
탈글리코실화하여 사람에 의한 오류를 
줄이는 동시에 재현성을 보장하며, 
분석자가 기기를 떠나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그림 1). 이 오픈 
액세스 자동화 솔루션은 초소형의 
충전층 크로마토그래피 카트리지와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화 과정 
및 응용 분야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생체분자에 대한 시료 
전처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MassHunter Walku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LC/MS에 익숙하지 않은 
과학자들도 쉽게 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보 사용자도 전문 
직원의 도움없이, 간단하게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분석법을 
선택한 다음 지시에 따라 시료를 놓는 
것만으로 강력한 LC/MS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용자의 
이메일 수신함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그림 1). LC/MS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대기열 관리뿐만 아니라 분석법 
설정 및 관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BioConfirm B.08.00 ADC DAR 
Calculator는 사용자 입력을 
최소한으로만 필요로 합니다. 주로 
결합하지 않은 항체의 분자량과 
약물/링커의 질량입니다. 자동 
피크 적분을 사용하여 BioConfirm 
소프트웨어로 생성한 deconvolution 
ADC 피크를 바탕으로 평균 DAR을 
즉시 계산합니다. 그 다음, Walkup 
소프트웨어가 이메일 보고서 형식으로 
DAR 계산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송합니다(그림 1).

표 4. DAR Calculator 파라미터

원형 ADC 환원 ADC

파라미터 탭
처리 방법 원형 환원
링커 유형 Lysine 결합 N/A
원형 DAR 0 질량(Da) 145170(Degly)/148059(Native) N/A
중사슬 DAR 0 질량(Da) N/A 49,149(Degly)/50,756(Native)
경사슬 DAR 0 질량(Da) N/A 23,439
약물/링커 질량(Da) 957.5 957.5
선택 피크 DAR 0~7 DAR 0~4
속성 탭
피크 면적 총 면적 사용 총 면적 사용
피크 베이스라인 y = 0 사용 y = 0 사용
최대 DAR 피크 개수 8 4
보고서 탭
보고서 유형 PDF PDF

그림 1. Agilent AssayMAP Bravo 플랫폼에서의 자동 시료 전처리부터 LC/TOF MS 분석, 자동 
DAR 계산 및 이메일 보고서 전송까지를 포함하는 통합된 Agilent MassHunter Walkup ADC 계산 
워크플로

Agilent AssayMap Bravo 플랫폼
 자동 시료 전처리 LC/TOF MS Agilent MassHunter

Walkup 소프트웨어

원형
글리코실화

원형
탈글리코실화

환원
글리코실화

환원
탈글리코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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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F/G1F 또는 G0F/G2F 및 
G1F/G2F에 해당합니다. 원형 
탈글리코실화 ADC의 경우 D0~D8 결합 
상태와 질량이 일치하는 9개의 피크 
그룹을 관찰하였습니다. 글리코실화 
ADC 시료에서 관찰된 모든 글리코형이 
제거되었고, 피크 질량이 그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원형 ADC와 비교했을 
때 피크 강도는 여러 배 증가하였습니다.

자동 통합 워크플로 결과
그림 2는 원형 글리코실화(그림 2A 및 
2B) 및 원형 탈글리코실화(그림 2C 
및 2D) ADC의 총 이온 크로마토그램
(TIC) 및 deconvolution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원형 글리코실화 ADC의  
경우, D0~D8과 질량이 일치하는 9개의  
피크 그룹을 관찰하였습니다. 각 피크  
그룹에서 관찰된 4개의 주요 피크는 
글리코형 G0F/G0F, G0F/G1F,  

약물 대 항체 비율 결정
Lysine 결합 ADC 시료를 활용하여 
자동 시료 전처리를 통합한 워크플로의 
성능과 수동 시료 전처리(환원 및 
탈글리코실화)를 사용하는 유사한 
워크플로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각 워크플로 유형별로 4가지 다른 
시료 전처리 조건을 사용하였습니다. 
자동 통합 워크플로에서는 4가지 각 
시료 조건에 사용할 4개의 기술적 
반복시료(technical replicate)를 
AssayMAP Bravo에서 제조하였으며
(그림 1), 각 시료를 LC/MS에서 3
회 반복 분석하였습니다. 수동 통합 
워크플로에서는 4가지 각 시료 조건에 
사용할 단일 기술 반복시료를 수동으로 
제조하였으며, 각 시료를 LC/MS에서 6
회 반복 분석하였습니다. 각 워크플로에 
대한 4가지 시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형, 글리코실화 ADC

• 원형, 탈글리코실화 ADC

• 환원, 글리코실화 ADC

• 환원, 탈글리코실화 A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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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gilent Bravo AssayMAP 플랫폼을 사용하여 전처리한 원형 글리코실화(A,B) 및 원형 
탈글리코실화(C,D) ADC의 총 이온 크로마토그램(TIC) 및 deconvolution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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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BioConfirm DAR calculator
에서 deconvolution 스펙트럼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림 3은 원형 
글리코실화(왼쪽) ADC 및 원형 
탈글리코실화 ADC(오른쪽)의 DAR을  
계산하여 나온 대표적인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4개의 기술적 반복시료를 
통해 계산한 평균 DAR 값은 원형 
글리코실화 ADC의 경우 3.5였습니다. 
원형 탈글리코실화 ADC에 대해 계산한 
DAR 값 또한 3.5였습니다.

그림 4는 환원 글리코실화 ADC(그림 
4A~4C) 및 환원 탈글리코실화 ADC 
(그림 2D~2F)의 TIC 및 deconvolution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경사슬(light 
chains)의 경우 글리코실화  
및 탈글리코실화 환원형 ADC 양쪽  
모두에서 4개의 피크 그룹을 
관찰하였습니다(D0~D3). 

중사슬(heavy chains)의 경우 
글리코실화 및 환원 ADC에서는 4개의  
피크 그룹이 관찰되었지만, 탈글리코실화 
및 환원 ADC에서는 5가지 피크를 
관찰하였습니다(D0~D4). 각 피크 
그룹에 대해 탈글리코실화 및 환원 ADC
에서 관찰된 4개의 주요 피크는 G0, G0F, 
G1F 및 G2F 글리코형을 나타냅니다. 
탈글리코실화 후 완전한 탈글리코실화 
ADC를 나타내는 단 1 개의 주요 피크만 
각 피크 그룹에서 관찰되었습니다. 
탈글리코실화된 중사슬에서 관찰된 
작은 피크는 추가적인 링커가 달려있는 
ADC 때문입니다. 환원 및 탈글리코실화 
사슬에 대한 피크 강도는 환원 및 
글리코실화 ADC 사슬과 비교시 약  
2 ~ 4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림 3. Agilent Bravo AssayMAP 플랫폼을 사용하여 전처리한 원형 글리코실화 및 탈글리코실화 
ADC의 대표적인 DAR 계산

그림 4. Agilent Bravo AssayMAP 플랫폼을 사용하여 전처리한 환원 글리코실화(패널 A~C) 및 환원 
탈글리코실화(패널 D~F) ADC의 TIC 및 deconvolution한 경사슬 및 중사슬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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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및 6은 환원 글리코실화 및 
환원 탈글리코실화 ADC 모두에 
대하여 BioConfirm의 자동 DAR 
calculator에서 나온 대표적인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환원 글리코실화 및 
탈글리코실화 ADC에서 4개의 기술적 
반복시료에 대해 계산한 DAR은 각각 
3.2 및 3.0이었습니다. 환원 ADC에서 
계산한 DAR 값은 이전에 보고되었던 
원형 ADC의 값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1.

수동 시료 전처리와의 비교
AssayMAP Bravo 플랫폼 대신에 수동 
시료 전처리를 사용하여 같은 ADC 
시료를 바탕으로 동일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상한대로 수동 시료 
전처리를 사용하여 구한 DAR 값과 자동 
시료 전처리를 사용하여 구한 DAR 값은 
거의 동일하였습니다(표 5). 자동화를 
통해 다른 DAR 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자동화는 노력을 
줄이고, 사람에 의한 오류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이점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사전 구성된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몇 번의 버튼 
클릭으로 시료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96-well 구성을 사용하면 
자동 시료 전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시료의 개수가 1개일 때나 96개일 때나 
동일합니다. 

그림 5. 환원 글리코실화 ADC에 대한 Agilent DAR calculator의 대표적인 보고서

그림 6. 환원 탈클리코실화 ADC에 대한 Agilent DAR calculator의 대표적인 보고서

표 5. 자동 (Bravo AssayMAP) 또는 수동 시료 전처리를 사용한 결과 비교

원형 ADC 원형 탈클리코실화 ADC 환원 ADC 환원 탈클리코실화 ADC

자동 시료 전처리
(총 주입 횟수)

12 12 12 12

평균 DAR 3.5 3.5 3.2 3.0
수동 시료 전처리
(총 주입 횟수)

6 6 6 6

평균 DAR 3.6 3.5 3.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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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항체 결합 바이오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학자들은 시료 전처리, 질량 
분석기 운영, 데이터 해석 또는 수동 
DAR 계산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필요 없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DAR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질런트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DAR 값을 사용자의 이메일로 
바로 전송하는 통합 워크플로를 
제공합니다. Agilent AssayMAP 
Bravo 플랫폼은 시료 전처리를 
자동화하고, Agilent MassHunter 
Walkup 소프트웨어는 기기 운영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도 최적의 MS 
데이터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Agilent BioConfirm 소프트웨어는 
환원 중사슬 및 경사슬 뿐만 아니라 
원형 및 탈글리코실화 구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ADC에 대한 평균 DAR
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최소한의 
노력이나 전문지식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DAR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AssayMAP Bravo 플랫폼, Walkup 
소프트웨어와 함께하는 MS기기, 그리고 
Agilent MassHunter BioConfirm 
DAR calculator를 사용하는 이 통합 
워크플로가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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