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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고효율 질량 분석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 내에서의 샘플 
제조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샘플을 생산하는 경우 적당한 완충액의 사용 또는 표지된 성분에 대한 고체 지지체의 사
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어서,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샘플은 칼럼 분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발
명의 장치는 세포를 성장시키고 생성물 및/또는 반응물을 생산하는 세포 성장 평판,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 질량 
분석기 및 샘플을 수송하고 샘플을 장치 중 질량 분석기에 주입하는 자동 샘플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방법 및 
장치를 사용하여 효소 반응 경로를 스크리닝한다.
    

명세서

[저작권 고시]

37 C.F.R. 1.71(e)에 따라, 본 출원인은 본 명세서의 일부가 저작권으로 보호됨을 알린다. 저작권자는 특허 및 상표 
관청의 특허 파일 또는 기록에 나타나 있는 대로 특허 서류 또는 특허 명세서를 복제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밖
의 경우에는 모두 저작권이 유보된다.

[관련 출원의 참조]

본 출원은 2000. 2. 11. 출원된 Raillard의 USSN 60/119,766(발명의 명칭은 " High Throughput Mass Spectrom
etry" ); 1999. 8. 12. 출원된 Liu 등의 USSN 60/148,848(발명의 명칭은 " Evolution and Use of Enzymes for C
ombinatorial and Medicinal Chemistry" ); 및 2000. 2. 11. 출원된 Raillard의 미국 출원(발명의 명칭은 " High T
hroughput Mass Spectrometry" , 대리인 등록 번호는 2-029510US)를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고 있다.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효율 질량 분석 방법, 예를 들어 다수의 샘플, 예컨대 라이브러리(예: 유전자 배열 라이브러리)로부터 생성
된 효소 생성물을 모니터하는 고효율 질량 분석 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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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기술

예를 들어, 고효율 화학 스크리닝(예컨대, 효소 활성의 스크리닝)은 일반적으로 1종 이상의 기질 및/또는 생성물의 양
적 검출을 포함한다. 최근까지 가장 보편적인 검출 방법은 질량 분석법(MS)인데, 이는 질량 대 전하의 비율에 기초하
여 특정 유기 분자의 동정이 가능한 방법이다.

전통적으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직렬로 질량 분석을 수행하여 중요 성분을 정제하고 분리한다. 이러한 정제는 직결
형(on-line) 연속 정제인 것으로 여겨진다. 정제의 연속 성질은, 질량 분석과 함께 그리고 질량 분석 이전에 정제가 일
어나야 하므로 단기간 내에 수많은 반응 생성물을 스크리닝하는 질량 분석 능력을 제한한다.

DNA 슈플링(shuffling) 기술은, 예컨대 반응에 촉매 작용을 하는 1종 이상의 효소를 암호화하는 관련 유전자 서열 라
이브러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한다. 상기 라이브러리는 예컨대 DNA 슈플링 중 DNA 단편의 상동성(homologous) 교환
에 의해 구성된다.

전형적인 일련의 실시태양에 있어서, 관련 유전자 서열 라이브러리는 박테리아로 형질변환되는 플라스미드 상에 있다. 
따라서, 단일 박테리아 클론은 특정 효소 또는 효소 경로의 비반복(unique) 변이체를 나타내는 비반복 유전자 서열을 
운반할 수 있다.

직접 진화의 경우, 원하는 특성을 가지는 변이체에 대해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한다. 효소 및 경로의 진화는 화학 스크
리닝법에 의해 검출가능한 1종 이상의 효소의 생화학 반응과 관련되어 있다. 화학 스크리닝법은 효소 반응의 기질 및/
또는 생성물을 검출한다.

    
현재, 상기 효소 반응을 분석하는 질량 분석법의 사용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적 제약은 효소 경로의 생성물 
및 반응물을 질량 분석기에 주사하기 전에 분리하고 정제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이로써 분석가능한 샘플의 수는 1일 당 
약 100개의 샘플로 제한된다[전형적인 정제 조작(run)(예: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은 약 10분/샘플을 필요로 한다. 시
간 당 6개의 샘플로, 24시간 내에 144개의 샘플을 조업할 수 있다.]. 신규 고효율 시스템은 수많은 돌연변이체 중 원하
는 특성을 제공할 수 있는 소수의 돌연변이체에 대해 라이브러리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유용하다.
    

    
최근 개발된 한 시스템은 문헌[" Quantitative Electrospray Mass-Spectrometry for the Rapid Assay of Enzym
e Inhibitors" , Wu 등, Chemistry & Biology 1997, 제4판, No. 9, p653-657]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자분무 (ele
ctrospray)법이다. 전자분무 이온화는 하전된 극성 유기 분자를 질량 분석을 위한 기체 상(相; phase)으로 이동시키는 
완하한 방법이고, 대부분의 생화학적 관련 유기 분자에 적용가능하다. 전자분무법은, GC/MS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샘플을 질량 분석기에 주사하기 전에 샘플의 유도체화(derivatization)의 필요성이 없으며, 따라서, 질량 분석에 소요
되는 분석 시간을 단축시킨다. 그러나, 상기 기법에 있어서 여전히 칼럼 분리가 사용되고, 전술한 바와 같이 효율을 제
한한다.
    

    
최근 개발된 다른 시스템은 문헌[" Fast Screening for Drugs of Abuse by Solid-Phase Extraction Combined w
ith Flow-Injection Ionspray-Tandem Mass Spectrometry" , Weinman과 Svobodain, Journal of Analytical T
oxicology, 제22판, 1998, p.319-328]에 기재되어 있다. 상기 문헌에 기재된 기법은 혈청 또는 뇨 중 상이한 약물을 
동시 검출하는, 직렬식(tandem) 질량 분석법과 전자분무법의 조합형 방법이다. 직렬식 질량 분석법은 다중(multiple) 
화합물의 검출이 허용되기 때문에 칼럼 분리없이 사용하지만, 샘플 제조에 있어서 고체 상 추출을 필요로 한다. 샘플 제
조 단계는 매우 길기 때문에 질량 분석법에 의한 고효율 스크리닝을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질량 분석을 수행하는 (예컨대, 슈플링된 분자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하는) 고효율의 방법이 유용하다. 본 발
명은, 본 명세서를 전부 검토할 경우 명백한 상기 및 많은 다른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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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예를 들어 효소 반응을 모니터(예컨대, 시간 당 약 100개 이상의 샘플의 속도로, 보다 바람직하게는 시간 
당 약 200개 이상의 샘플의 속도로)하는데 사용되는 고효율의 질량분석법을 제공한다.이 방법을 사용하여, 많은 샘플
을 동시에 시크리닝함으로써 1주일 이내에 전체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할 수 있다. 본 발명은 종래의 질량 분석 스크리
닝 방법보다 더 빠른 질량 분석 스크리닝 방법을 제공한다. 효율의 증가는 신규 비직결형(off line) 병렬식(parallel) 
정제 시스템에 기인한다. 비직결형 병렬 정제는 질량 분석기에 샘플을 주사하기 전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분리 
정제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 실시태양에 있어서, 본 발명은 고효율의 질량 분석 스크리닝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방법에 있어서, 1종 이
상의 세포를 성장시킨다. 칼럼 분리되지 않은 중요 성분은 세포콜로니 또는 배양으로부터 정제시킨다. 일 측면에 있어
서, 정제는 세포 성장 조건 또는 고체 지지체(solid support)에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의 부착의 비직결형 병렬 조
절을 포함한다. 이 방법에 있어서, 예컨대, 전자 분무 직렬식 질량 분석법을 사용하는 흐름-주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질량 대 전하 비율의 데이터를 수득하고, 칼럼 분리되지 않은 중요 성분의 고효율 질량 분석 스크리닝을 제공한다.

    
성장 조건 또는 중요 반응물 및 생성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조건을 조절함으로써, 성장 및 정제 단계를 거의 동시에 
수행한다. 예를 들어, 완전 세포, 세포 상청액, 세포 용해물, 또는 부가된 기질 함유 정제 효소로부터 중요 성분을 생산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은 휘발성 완충액(상기 완충액는 이온 교환 수지와 같은 정제/세척(clean-up)에 의해 수반되
는 이온성 종(species)의 농도를 감소시킴) 내에서 일어나게 하거나, 또는 추출물(예컨대, 유기 용매)과 상용성(com
patible)이 되도록 개량함으로써, 질량 분석기에 직접 주사가능한 성분을 제공한다. 이들 단계는 병렬식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의 존재 또는 활성에 대해 1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를 스크리닝한
다.
    

대안으로, 세포를 용해시키고, 1종 이상의 성분, 예컨대 표지된(tagged) 성분(예: 표지된 효소, 단백질 또는 핵산)을 
고체 지지체(예: 표지 결합 부위를 포함하는 고체 지지체)에 부착시킴으로써 정제 단계를 수행한다. 고체 지지체로부터 
세포 용해물을 임으로 세척하고, 1종 이상의 기질과 효소를 접촉시키고, 1종 이상의 생성물을 생성시켜 추가의 정제없
이 임의로 분석한다.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은 단백질, 단백질 결합 분자, 탄수화물, 탄수화물 결합 분자, 효소, 효소 기질, 효
소 촉매 반응의 생성물, 핵산, 핵산 촉매 반응의 생성물, 하나 이상의 소수성 부위를 가지는 기질, 무기 이온, 올리고당
류, 소수성 분자, 브리아틴 유도체, 아트라진, 폴리케티드 또는 기타 중요 분자이다.

    
다른 실시태양에 있어서, 본 발명은, 라이브러리[예컨대, 관련 유전자 서열(예: 관련 효소 유전자 서열) 라이브러리] 
중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member)를 함유하는 플라스미드로 형질전환되는 세포 또는 박테리아를 제공함으로써 고효
율의 질량 분석에 의해 생성물 및 반응물(예: 효소 반응에서의 생성물 및 반응물)을 모니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세포
로부터 1종 이상의 세포, 세포 콜로니 또는 세포 배양을 성장시킨다. 생물학적 매트릭스(matrix) 내의 세포 콜로니 또
는 배양으로부터 1종 이상의 생성물 또는 반응물을 생산함으로써 칼럼 분리되지 않은 샘플을 생산하는 단계; 생물학적 
매트릭스의 비직결형 병렬식 조절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매트릭스로부터 칼럼 분리되지 않은 샘플을 정제하는 단계; 및 
전자분무 직렬식 질량 분석을 사용하는 흐름-주사 분석에 의해 칼럼 분리되지 않은 샘플을 모니터함으로써, 1종 이상
의 생성물 및 반응물을 모니터하는 단계를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효율 수준에서 효소 반응 및 그 생성물을 연구
할 수 있다. 또한, 교호 라이브러리 (alternative library)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된다.
    

    
생산 과정 중 생성물 및/또는 반응물을 동시에 정제할 수 있고, 따라서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을 제공한다. 예컨
대, 완전 세포, 세포 상청액, 세포 용해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1종 이상의 정제된 세포 효소와 1종 이상의 기질 사이의 
반응으로부터 생성물 및/또는 반응물을 생산한다. 샘플 성분은 임의의 하나 이상의 소수성 부위를 가지는 기질, 무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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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소(小) 분자, 올리고당류, 소수성 분자, 펩티드, 폴리펩티드, 단백질, 핵산, 폴리뉴클레오티드, 친수성 분자, 트리아
진 유도체, 2차 대사산물(예: 폴리케티드), 단백질, 단백질 결합 분자, 탄수화물, 탄수화물 결합 분자, 효소, 효소 기질, 
효소 촉매 반응의 생성물, 핵산, 핵산 촉매 반응의 생성물 등이다. 상기 성분들은 공지된 성분이거나 미지의 성분이다. 
질량 분석을 사용하여 미지의 성분을 임의로 동정하고/동정하거나 정량한다.
    

반응 조건, 즉모의 환경 세포 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정제 시스템은, 칼럼 분리되지 않은 샘플이 생산되는 생물
학적 매트릭스에 완충액를 변경하거나 부가함으로써 샘플 분석용 질량 분석기에 직접 주사가능한 샘플을 생산하는 것
을 포함한다. 사용되는 완충액는 임의의 휘발성 완충액인데, 상기 완충액는 이온성 종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예: 이온 교환 수지) 또는 유기 용매 추출을 용이하게 한다. 대안으로, 정제 시스템은 고체 지지체에 효소 
또는 다른 성분(예: 핵산, 단백질, 펩티드, 탄수화물 등)을 예컨대 특수 표지 부위를 통해 결합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어서, 불순물 또는 비결합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세척된 고체 지지체 상에서 반응을 수행함으로써 질량 분석기에 주
사할 충분히 정제된 샘플을 생산한다. 상기 정제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생성물 또는 반응물의 존부에 대해 1시간 이
내에 약 100개 이상 라이브러리 구성요소를 스크리닝한다. 일반적으로, 약 1시간에 약 200개 이상 라이브러리 구성요
소를 스크리닝한다. 바람직하게는, 약 1시간에 약 500개 이상의 샘플을 스크리닝한다.

다른 실시태양에 있어서, 예컨대 샘플 또는 성분을 집결시킴으로써 효율을 임의로 증가시키고, 집결된 샘플을 동시 분
석용 질량 분석기에 주사한다. 일반적으로, 예컨대 단편화(fragmentation) 패턴을 사용하여 해리해석함으로써 상이한 
샘플을 동정한다.

    
또 다른 실시태양에 있어서, 본 발명은 고효율 질량 분석 스크리닝용 장치를 제공한다. 이 장치는 세포 샘플을 성장시키
고, 효소 효소 기질 및 효소 생성물을 반응시키는 세포 성장 평판; 샘플 정제용으로 세포 성장 평판에 연결되거나 세포 
성장 평판 내에 있는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에 연결된 자동 샘플러(automatic s
ampler); 및 자동 샘플러에 연결된 질량 분석기(예: 전자분무 삼중 사중극 직렬식 질량 분석기)를 포함한다. 자동 샘플
러는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에서 주사 및 분석용 질량 분석기로 샘플을 수송하는 샘플 조작장치(handler)이다. 
이는 예컨대, 약 1시간에 100개 이상의 샘플을 수송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장치 및 통합 시스템을 사용하여, 자동 샘플러가 비직결형 정제 시스템과 질량 분석기 간에 샘플을 수송하는 
최대 속도에 의해 스크리닝 속도를 측정한다. 이는 임의의 휘발성 완충액(이온성 종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완충액), 이
온 교환 수지, 유기 용매, 또는 고체 지지체(예컨대, 효소 또는 다른 성분을 결합시키는 고체 지지체인,비직결형 병렬식 
시스템 내의 주사용 샘플을 정제하는 장치의 능력에 기인한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본 발명의 장치는, 질량 분석기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며, 자동 샘플러를 조절하는 장치에 작동
가능하게 연결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atzA에 의해 아트라진이 히드록시아트라진으로 효소적 전환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도 2 패널 A 및 B는 아트라진의 MS/MS 플롯을 도시한 것이다.

도 3은 상대 흡광도 대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대표적인 고효율 방법의 개략도이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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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 은 예컨대 크로마토그래피 칼럼 상에서 사전에 직렬식(in-line) 연속 분리됨이 없이 
질량 분석기에 주사되는 중요 성분 또는 물질을 의미한다. 직렬식 연속 분리없이 고효율 시스템에서 성분을 임의로 분
석한다. 성분이 생산될 경우 성분이 정제되거나 분리되게 하는 병렬식 시스템은 고효율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용어 " 세포 성장 조건의 비직결형 병렬식 조절" , "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 또는 " 생물학적 
매트릭스의 비직결형 병렬식 조절" 은 신규 샘플 제조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 방법은 시간이 소요되는 연
속 정제 및/또는 분리 단계없이 질량 분석기에 주사하기 위한 복합(complex) 샘플 제조에 사용된다. 이 방법에 있어서, 
중요 생성물 및 반응물의 생산과 병행하여 예컨대 세포 성장 평판 내에서 샘플 및 그 반응 조건을 조절하거나 조정한다. 
세포 성장 조건 및 반응 조건을 최적화하여, 반응 매개변수 및 조건의 정기(routine) 변경 및 최적화에 의해 예컨대 질
량 분석용으로 충분한 순도를 가지는 생성물을 수득한다. 이 시스템은 질량 분석에 직렬식으로 그리고 연속식으로 작용
하는 칼럼 분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일 실시태양에 있어서,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은 분리없이 정제한다. 
대안으로, 비직결형 정제 시스템은 반응기(예: 효소 반응기), 예컨대 성분 라이브러리를 결합시키거나 부착시키는 고체 
지지체, 예컨대 표지-결합 분자를 포함하는 고체 지지체에 임의로 결합되는 표지된 효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특수 
표지(예: 비오틴)가 부착된 유전자 암호화 효소 서열로 형질전환된 세포는 일반적으로 효소 발현 후에 용해시킨다. 상
기 지지체 또는 효소 반응기(예: 스트렙타비딘을 포함하는 고체 지지체)에 효소를 결합시키고, 예컨대 세포 용해물으로
부터 고체 지지체를 제거하거나 고체 지지체로부터 세포 용해물을 여과함으로써 세포 용해물을 임의로 제거한다. 효소 
반응을 수행하도록 기질을 제공함으로써 질량 분석기에 주사용으로 충분히 순수한 생성물을 생산한다. 고체 지지체는 
일련의 자성체 (magnetic), 아가로오스, 폴리스티렌 비드, 핀, 구성요소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샘플 웰 내에 예컨
대 세포 성장 평판 상에 비드를 임의로 배치시킨다. 세포가 용해될 경우, 표지된 성분은 비드에 결합하는데, 예컨대, 비
드 상의 표지-결합 부위를 경유하여 결합한다. 이어서, 추가의 반응 또는 동정을 위해 샘플 웰로부터 비드를 임의로 제
거한다. 대안으로, 비드로부터 세포 용해물을 제거하거나 세척한다. 샘플 웰 내외에서 핀을 임으로 들어 올려, 샘플의 
표지된 성분에 결합시키거나 샘플의 표지된 성분을 제거한다. 마찬가지로, 구성요소는 성분을 결합시키는데 임의로 사
용된다. 구성요소로부터 표지되지 않은 다른 성분을 제거하거나 예컨대 샘플 웰로부터 구성요소를 제거하여 정제된 성
분을 제공한다.
    

    
" 생성물" 또는 " 반응물" 은 생성물 또는 반응물(예컨대, 효소 촉매 반응의 생성물 또는 반응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다. 생성물 또는 반응물은 임의의 단백질, 펩티드, 단백질 또는 펩티드 결합 분자, 탄수화물, 탄수화
물 결합 분자, 핵산, 폴리뉴클레오티드, 핵산 또는 폴리뉴클레오티드 결합 분자, 또는 핵산 촉매 반응의 생성물이다. 또
한, 생성물 또는 반응물은 임의의 효소 또는 효 소 기질이다. 생성물 또는 반응물은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분석될 수 
있는 임의의 중요 분자이다.
    

    
" 세포 성장 평판" 은 세포가 적당한 배지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평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다. 대
표적인 평판은 1536-웰, 384-웰 또는 96-웰 미량희석 평판을 포함한다. 평판은 세포 콜로니를 성장시키는데 사용한
다. 예를 들어, 형질전환 평판에서 예컨대 Genetix사의 Q-bot를 사용하는 적당한 성장 배지를 가지는 1536-웰, 38
4-웰 또는 96-웰 미량희석 평판으로 유전자 라이브러리를 함유하는 세포 콜로니를 직접 채집하였다. 또한, 중요 생성
물 또는 반응물이 생성되는 경우,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및/또는 반응 조건의 조절은 세포 성장 평판 상에서 일어난다. 
모든 생성물의 생성 및 정제 단계는 세포 성장 평판의 웰 내에서 임의로 일어난다. 일부 실시태양에 있어서, 예컨대 세
포 성장 평판은 세포가 용해된 후에 1종 이상의 성분(예컨대, 효소)를 결합시키기 위한 고체 지지체(예컨대, 입자, 비
드, 구성요소, 핀 세트 등)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미량희석 평판의 각 웰은 하나 이상의 아가로오스 비드(예컨대, 비
오틴 표지를 포함하는 효소와 결합하는 아비딘 또는 스트렙타비틴을 포함하는 비드)를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으로, 세
포 성장 평판의 웰에 핀 세트을 임의로 도입시켜 세포 용해물으로부터의 표지된 효소에 결합시키거나 세포 용해물으로
부터의 표지된 효소를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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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량 분석기" 는 각종 물질(예: 단백질, 핵산)의 분자량을 측정하는데 사용가능한 분석 장치이다. 또한, 그것은 예컨
대 단백질 분자 및 실제상 임의의 물질인 화학 조성물의 서열을 측정하는 일부 용도에 사용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질량 
분석기는 샘플 유입구, 이온화 원료(source), 질량 분석 장치(mass analyzer), 검출기의 4부분으로 구성된다. 각종 
유형의 유입구(예컨대, 고체 탐침, GC 또는 LC)를 경유하여 기체 상, 액체 상 또는 고체 상 내에 샘플을 임의로 도입시
킨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이온화 원료 내에서 샘플을 이온화시켜 1 이상의 이온을 형성시킨다. 그 결과 생성되는 이온
을 질량 분석 장치에 도입시키고 질량 분석 장치를 조작한다. 질량 대 전하의 비율에 기초하여 남아있는 이온을 검출한
다. 일 실시태양에 있어서, 질량 분석기는 조사 중에 전자 빔으로 물질에 충격을 가하고, 양이온 단편 및 음이온 단편의 
스펙트럼으로서 결과를 양적으로 기록한다. 이온 단편의 분리는 이온의 질량 대 전하 비율에 기초한다. 모든 이온이 단
독으로 하전되는 경우, 상기 분리는 질량에 거의 기초한다. 사중극 질량 분석기는 질량 분석 장치의 경우 4개의 전극을 
사용한다. 이들 기술은 수많은 기본서, 예컨대 문헌[Quadrupole Mass Spectrometry and its Application, Peter D
awson, Springer Verlag, 1995]; 및 문헌[Spectrometric Identification of Organic Compounds, Silverstein, B
assler 및 Morrill, 제4판, 1981]에 일반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전자분무 질량 분석 시스템에 있어서, 이온화는, 하전
된 소적(droplet)을 발생시키고 연이어 TIS 분석을 위한 이온 증발에 의한 분석물 이온을 발생시키는 전기장에 의해 
일어난다. 문헌[" Electro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ry" , Richard B. Cole(1997), John Wiley and Son
s, Inc]을 참조하라.
    

    
" 고효율 질량 분석법" 은 약 100 또는 200 샘플/일(日) 내지 약 15,000 샘플/일의 속도로 샘플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질량 분석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본 발명은 1시간 이내에 약 200개의 
샘플을 스크린하고, 예컨대 1시간 이내에 200개의 샘플을 질량 분석기에 주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고효율 질량 분석법은 예컨대 1회의 주사(single injection)에 샘플을 집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회의 주
사에 다중(multiple) 샘플을 집결시킨다. 이는, 다중 샘플을 동시에 주사하기 때문에 질량 분석기의 스크리닝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약 2개 내지 약 1000개의 샘플을 임의로 집결시킨다. 일반적으로, 약 5개 내지 약 500개의 샘플 또는 약 
5개 내지 약 100개의 샘플을 집결시킨다. 다른 실시태양에 있어서, 약 5개 내지 약 20개의 샘플을 집결시킨다. 예를 들
어, 1회의 주사에 100개의 샘플을 임의로 집결시키고, 약 1시간에 200회의 주사를 임의로 행함으로써, 약 1시간에 M
S에 의해 총 20,000개의 샘플을 스크리닝한다. 다시 말해서, 약 480,000 샘플/일의 속도로 샘플(예컨대, 클론 또는 라
이브러리 구성요소)를 스크리닝한다. 이는 약 100 내지 200 샘플/일인 전형적인 MS 스크리닝 속도보다 더 좋다. 일반
적으로, " 고효율 시스템" 은 전술한 바와 같은 효율의 속도를 갖는다. 본 발명의 경우, 중요 시스템은 질량 분석 시스템, 
IR 및 UV 분광 시스템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세포 콜로니" 는 생조직으로부터 단리된 세포의 시험관내 증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다. 본 명세
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세포 콜로니는, 일반적으로 고체 배지 상의 또는 액체 배양 내의 세포의 성장이거나, 일반적으
로 확대하지 않고도 가시적인 세포의 성장을 의미한다. 세포 콜로니로부터의 1종 이상의 세포 또는 클론(동일한 유전적 
구성을 갖는 세포)은 완전 세포로서 또는 세포 용해물 또는 세포 상청액 전부의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정제된 세포 용
해물은 세포 용해; 또는 세포벽의 전부나 일부의 붕괴 또는 파괴의 생성물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사용 전에 세포를 용
해시킬 수 있고, 그 결과 생성되는 세포 용해물은 중요 생성물 또는 반응물을 생성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대안으로, 
중요 성분을 생성하는데 세포 상청액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중요 분비 단백질은 임의로 수득하거나 세포 상청액으로부
터 정제하고, 본 발명의 방법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 부가된 기질을 함유하는 정제된 세포 효소" 는 세포 또는 기타 원료로부터 미리 정
제된 효소를 의미한다. 이어서, 정제된 효소에 기질을 첨가하여 중요 반응 생성물을 생산한다. 이는 완전 세포 또는 세
포 용해물으로부터의 반응 생성물의 생성과 대비된다. 고체 지지체(예컨대, 효소 반응기)에 정제된 효소를 부착시키는 
경우, 고체 지지체를 세척하거나 반응 혼합물로부터 효소를 제거(예컨대, 고체 지지체를 제거)함으로써 반응 생성물을 
임의로 정제한다. 예를 들어, 표지-결합 부위를 포함하는 핀을 사용하여 세포 용해물으로부터 효소를 정제하는 경우, 
효소 반응을 위해 반응 혼합물에 핀을 임의로 배치시키고, 이어서, 반응 말미에 제거하여 정제된 생성물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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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산" 은 단일 가닥 또는 이중 가닥 형태의 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또는 리보뉴클레오티드, 및 이들의 중합체를 의
미한다. 상기 용어는 공지의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또는 개량된 골격 잔기 또는 연쇄를 함유하고, 합성, 천연 또는 비천
연이며, 대조(refernce) 핵산과 유사한 결합 특성을 가지고, 대조 뉴클레오티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사되는 핵산을 
포함한다. 상기 유사체의 예는 포스포로티오에이트, 포스포라미디트, 메틸 포스포네이트, 키랄-메틸 포스포네이트, 2
-O-메틸 리보뉴클레오티드, 펩티드-핵산(PNAs)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용어 " 폴리펩티드" , " 펩티드" 및 " 단백질" 은 아미노산 잔기의 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명세서에서 호환성있게 
사용된다. 상기 용어는, 1 이상의 아미노산 잔기가 상응하는 천연 아미노산 및 천연 아미노산 중합체의 유사체 또는 모
방체인 아미노산에 적용된다.

    
용어 " 아미노산" 은 천연 및 합성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천연 아미노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아미노산 유도체 
및 아미노산 모방체를 의미한다. 천연 아미노산은 유전 암호에 의해 암호화되는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보다 최근에 개량
된 아미노산, 예컨대 히드록시프롤린, γ-카르복시글루타메이트 및 O-포스포세린이다. 아미노산 유도체는 천연 아미
노산과 동일한 기본 화학 구조, 즉 수소, 카르복실 기, 아미노 기 및 R 기(예컨대, 호모세린, 노르류신, 메티오닌 설폭시
드 메티오닌 메틸 설포늄)에 결합된 α 탄소를 가지는 화합물을 의미한다. 상기 유사체는 개량된 R 기(예컨대, 노르류
신) 또는 개량된 펩티드 골격을 가지나, 천연 아미노산과 동일한 기본 화학 구조를 보유한다. 아미노산 모방체는 아미
노산의 일반 화학 구조와 상이하지만 천연 아미노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능하는 화학 화합물을 의미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 효소 촉매 반응의 생성물" 은 효소에 의해 촉매된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임의의 생
성물을 의미한다. 효소는 기질 분자와 반응하여 본 발명에 있어서의 중요 반응 생성물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 신규 기
능성 효소를 진화시키기 위해 기질과 신규 효소의 반응 생성물의 동정 및 검출은 신규 효소의 기능성에 대한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한다. 생성물은 임의의 공지이거나 미지인 화합물이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 핵산 촉매 반응의 생성물" 은 효소처럼 기능하는 핵산에 의해 촉매된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임의의 생성물, 예컨대 망치머리형 또는 머리핀형 리보자임의 절단 생성물을 의미한다.

용어 " 단백질 결합 분자" 는 단백질과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임의의 분자를 의미한다. 단백질 결합 분자는 다른 단
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용어 " 탄수화물" 은 탄소-수소-산소 화합물의 대분류에 속하는 임의의 화합물을 포함한다. 탄수화물은 당류 및 그 중
합체(예컨대, 전분, 글리코겐, 글루코오스, 셀룰로오스), 폴리히드록시알데히드, 폴리히드록시케톤 또는 이들의 유도체
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화학식 Cx (H2 O)n[n은 3 이상임)으로 표시할 수 있으
나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다.

" 탄수화물 결합 분자" 는 특이적으로 또는 비특이적으로 탄수화물과 결합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임의의 분자 또는 화합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다. 탄수화물 결합 분자는 다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을 포함하
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용어 " 효소" 는 일반적으로 다른 화합물 또는 " 기질" 에 있어서 화학 반응의 활성
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촉매로서 작용하는 단백질을 의미한다.

용어 " 하나 이상의 소수성 부위를 가지는 기질" 은 하나 이상(가능하다면 그 이상)의 소수성 기 또는 부위를 가지는 
분자를 포함하는 기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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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이온" 은 유기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이온이다.

" 올리고당류" 는 약 10개 내지 약 100개의 단순한 단당류(simple sugar 또는 monosaccharide) 단위로 구성된 상대
적으로 짧은 분자쇄를 의미한다.

용어 " 소수성 분자" 는 오일-물 계면에서 오일에 대한 친화성을 가지는 임의의 분자 또는 분자 부위를 의미한다. " 친
수성 분자" 는 오일-물 계면에서 물에 대한 친화성을 가지는 임의의 분자 또는 분자 부위를 의미한다.

    
용어 " 라이브러리" 는 예컨대, 돌연변이 유발, 재조합, 직접 진화, 슈플링 또는 기타 다양성 생성(diversity generati
ng)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유전자 라이브러리; 효소 라이브러리; 조합형 또는 화학 라이브러리; 천연 라이브러리(예컨
대, 미생물 라이브러리); 비생물학적 화합물 라이브러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다. " 관련 유전자 
서열 라이브러리" 는 유사한 유전자 서열 군, 예를 들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유전자와 함께, 신규 기질 상에서 작용하는 
능력을 가지는 효소를 암호화하거나 오래된(old) 기질과의 향상된 촉매 특성을 위해 효소를 암호화하는 신규 및/또는 
관련 유전자를 창생하도록 진화되거나 슈플링된 효소 또는 효소 소단위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서열을 의미한다. 일부 실
시태양에 있어서, 라이브러리는 특수 표지(예컨대, 비오틴 표지)를 암호화하는 서열에 융합된 유전자 군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상기 라이브러리의 발현 생성물은 이어서 특수 표지와 결합하는 표지-결합 부위(예컨대, 아비딘 또는 스트
렙타비딘)를 포함하는 고체 지지체에 임의로 결합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 생물학적 매트릭스" 는 유체, 물질, 반응 혼합물 또는 세포가 성장되는 성장 배지를 
의미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중요 생성물 및 반응물은 생물학적 매트릭스 내에서 임의로 생성되거나 정제된다. 일반적
으로, 생물학적 매트릭스는 중요 효소 또는 물질의 고유(native) 환경 조건과 유사하다. 일부 실시태양에 있어서, 고체 
지지체(예컨대, 세포 성장 평판 내의 폴리스티렌 또는 자기 비드; 세포가 성장되고 용해된 웰 내에 침지된 핀)에 결합시
킴으로써 생물학적 매틀릭스로부터 효소(예컨대, 표지된 효소)를 제거한다.
    

    
본 명세서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 형질전환된" 의 의미는 핵산으로 이입되거나 형질도입된 세포를 의미한다. 외인성 
핵산이 세포막 내로 도입되는 경우, 세포는 외인성 핵산에 의해 형질전환된다. 외인성 DNA는 세포의 게놈을 구성하는 
염색체 DNA 내로 통합(공유 결합)될 수 있거나 될 수 없다. 외인성 DNA는 플라스미드와 같은 에피솜 요소(episoma
l element) 상에서 유지될 수 있다. 형질전환은 지질-핵산 복합체 등을 사용하여, 전기공극화(electroporation), 충
격(ballistics), 주사를 비롯한, 세포막을 가로질러 핵산을 얻는 임의의 방법을 의미한다.
    

" 숙주 세포" 는 발현 벡터를 함유하고, 복제 또는 발현 벡터의 발현을 지지하는 세포를 의미한다. 숙주 세포는 E. col
i와 같은 원핵 세포 또는 효모류, 곤충류, 양서류 또는 포유류 세포(예: CHO, HeLa 등)와 같은 진핵 세포 등, 예컨대 
시험관 내의 배양 세포, 외식편 세포일 수 있다.

" 플라스미드" 는 복제 개시점을 가지는 DNA 분자이다. 1종 이상의 숙제 세포 유형에서 플라스미드를 복제할 수 있다. 
플라스미드는 통상 작고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통상 이종(forein) DNA의 수용체로서 재조합 DNA 실험에 사용
된다.

용어 " 동시에" 는 거의 동일한 시간에 수행되는 두 사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있어서 중요 생성물 또는 
반응물의 생성은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에 있어서의 정제와 동시에 일어난다. 두 사건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예컨대, 세포 성장 평판에서) 일어남으로써 분석에 있어서 시간을 절감하고, 따라서 고효율 질량 분석 스크리닝이 
일어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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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샘플러" 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샘플을 수송하는 로봇 조작장치 (robotic handler)이다. 자동 샘플러는 예
를 들어 세포 성장 평판으로부터 샘플을 수송하고 분석을 위해 질량 분석기에 샘플을 주사하는데 사용된다. 자동 샘플
러의 예는 Gilson사의 8-탐침 미량희석 자동 샘플러 및 CTC analytics사의 미량희석 자동 샘플러를 포함한다. 자동 
샘플러는 Q-bot처럼 콜로니를 채집하고/채집하거나 세포 성장 평판에 반응물을 첨가하거나 세포 성장 평판으로부터 
반응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로봇 조작장치를 임의로 포함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생물학적 유체 내에서 대사산물을 검출하고 효소 반응을 모니터하는데 질량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문헌[" Qu
antitative Electrospray Mass Spectrometry for the Rapid Assay of Enzyme Inhibitor" , Wu 등, Chemistry a
nd Biology, 9/19/97, 4, p653]을 참조하라. 일 실시태양에 있어서, 본 발명은 고효율 흐름 주사 분석을 적용시킴으로
써 효소 반응 및 그 반응 생성물을 모니터하는데전자분무 MS의 고유 용량(inherent capacity)을 사용한다.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칼럼 분리없이 질량 분석기에 직접 샘플을 주사하고 즉시 분석하였다. 분석 속도는 샘플을 주사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 샘플러의 모터 운동(motoric movement)에 의하여만 제한된다. 따라서, 샘플의 전체 96-웰 미량희
석 평판의 조작 시간은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이다. 현재, 자동 샘플러 제작사(예: Gilson 및 CTC Analytics)는 10분
에 하나의 평판으로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데, 상기 효율은 질량 분석기에 1시간 당 약 570회의 주사 
또는 1일 당 약 13,000회의 주사가 가능한 것이다. 샘플이 집결될 경우, 예컨대 약 2개 내지 약 1000개의 샘플이 동시
에 조합되고 주사될 경우, 1시간 당 약 1000개의 샘플 내지 1시간 당 약 575,000개의 샘플 또는 1일 당 25,000개의 
샘플 내지 1일 당 약 13,000,000개의 샘플로 스크리닝 속도가 증가한다.

    
본 발명의 질량 분석법의 일 측면은 샘플을 비직결형으로 정제함으로써 직렬식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단계를 필요로 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분을 분리하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는 통상 연속 방식으로 질량 분석기(MS)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 분석 효율에 있어서의 제한 요인은 LC가 성분을 처리할 수 있는 속도이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비직결형 정제 시스템의 경우, 질량 분석의 속도는 연속 정제 단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본 발명
에 있어서의 질량 분석 효율은 자동 샘플러가 얼마나 빨리 질량 분석기에 샘플을 수송하고 주사하는가에 달려있는 속도 
의존적인 것이다.
    

고효율 질량 분석법을 사용하여 효소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포의 단일 콜로니를 채집하고 성장시켜야 한
다. 둘째, 완전 세포, 전부 또는 일부의 세포 용해물, 또는 기질이 첨가된 정제 효소를 사용하여 효소 생성물을 생성시킨
다. 세째,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에서 생물학적 매트릭스로부터 생성된 생성물을 정제한다.네째, 직렬식 질량 분
석법을 사용하여 흐름 주사 분석을 수행한다.

    
고효율 MS의 용도는 암 감수성 또는 암 존재와 상호 관련된 대사산물의 동정, 독소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 
시험, 약물 시험 효과의 모니터, 처방 약물 용도의 효과 모니터, 인체 내의 모든 세포에 대한 대사산물 프로필을 포함하
는 대사산물 백과사전의 창출 등의 용도로 혈장, 뇨, 뇌척수액 등을 스크리닝하는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또한, 인간을 제외한 동물, 식물, 식품 및 음료류(예: 곡류 또는 와인) 상에서 시험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다
른 측면에 있어서, 고효율(HTP) MS는,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식물 생성물(예: 약물, 오일) 합성의 원인이 되는 유
전자 경로의 동정; 및 대사산물 표현형 상의 유전자 형질전환의 효과의 동정; 또는 원하는 천연 생성물의 존재에 대한 
식물의 스크리닝 용도로 식물 유전학에 사용한다. 또한, 고효율 MS는 박테리아계 및 바이러스계에 있어서의 유사한 분
석에 유용하다. 본 발명의 특히 유용한 측면에 있어서, 고효율 질량 분석법(HTP-MS)은 예컨대 슈플링된 핵산의 발현 
생성물에 대한 세포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하거나 세포 활성에 대한 라이브러리, 예컨대 직접 진화 또는 슈플링으로부
터 생산된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하는데 사용한다.
    

Ⅰ. 통합 시스템 요소(Integrated system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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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 제조

일반적으로, 본 발명은 본 발명의 고효율 방법에 의해 스크리닝되는 라이브러리를 제조하는 DNA 슈플링 또는 직접 진
화 기술을 이용하지만, 또한 다른 유형 라이브러리도 유용하고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해 임의로 스크리닝된다. 본 발명에 
잇어서의 조성물 또는 화합물의 " 라이브러리" 는 예컨대 단백질, 발현 생성물, 유전자, 핵산, 세포, 약물학적 활성 조성
물(예: 약물), 유기 소분자, 펩티디 등으로 이루어진 샘플의 대규모 포집 집단(collection)이다. 라이브러리는 생물 또
는 화학 라이브러리(예: 발현 생성물이나 변이체 유전자 라이브러리 또는 돌연변이 세포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DNA 슈플링, 무작위(random) 돌연변이 유발, 트랜스포존 돌연변이 유발 또는 조합형 유전자 
조립에 의해상기 라이브러리를 임의로 생성시킨다. 유전자 라이브러리를 임의로 발현시켜 MS에 의해 스크리닝되는 발
현 생성물 라이브러리를 제조한다. 본 발명의 방법은 임의의 원하는 화합물 또는 분자 군을 스크리닝하는데 임의로 사
용한다. 라이브러리 제조 기술은 당업자에 주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 제조는 이입된 숙주 세포 내에서의 재조합 핵산의 구축 및 유전자의 발현을 포함한다. 상기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자 클로닝 기술은 당업자에 공지되어 있다. 발현 벡터와 같은 재조합 핵산의 구축에 적당한 광범
위한 클로닝 및 생체내 증폭 방법은 당업자에 주지되어 있다. 돌연변이 유발을 비롯하여 본 명세서에 유용한 분자 생물 
기술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 문헌은 [Berger and Kimmel,Guide to Molecular Cloning Techniques, Methods in 
EnzymologyVolume 152 Academic Press, Inc.,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 (Berger)]; [Sambrook 등,Mo
lecular Cloning - A Laboratory Manual(제2판), Vol. 1-3,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Cold Spring Har
bor, 뉴욕 소재, 1989(" Sambrook" )] 및 [Current Protocols in Molecular Biology, F.M. Ausubel 등, eds., Cu
rrent Protocols, a joint venture between Greene Publishing Associates, Inc. and John Wiley & Sons, Inc., 
(1999 추록됨) (" Ausubel" )]을 포함한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PCR), 연결효소 연쇄 반응(LCR), Q-복제효소 증폭 
및 기타 RNA 중합효소 매개 기술(예: NASBA)를 비롯하여 생체내 증폭 방법(핵산 라이브러리 제조에 유용함)을 통해 
당업자에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기술의 예는 [Berger, Sambrook, Ausubel, id. 및 in Mullis 등, (1987) 미국 특허 
제 4,683,202호]; [PCR Protocols A Guide to Methods and Applications(Innis 등 eds) Academic Press Inc.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1990)(Innis)]; Arnheim & Levinson (1990. 10. 1)C& EN36-47]; [The Jou
rnal Of NIH Research(1991) 3, 81-94; Kwoh 등 (1989)Proc. Natl. Acad. Sci. USA86,1173]; [Guatelli 등 
(1990)Proc. Natl. Acad. Sci. USA97,1874]; [Lomell 등(1989)J. Clin. Chem35, 1826]; [Landegren 등,(198
8)Science241, 1077-1080]; [Van Brunt(1990)Biotechnology8, 291-294]; [Wu and Wallace, (1989)Gene
4,560; Barringer 등(1990)Gene89,117] 및 [Sooknanan and Malek (1995)Biotechnology13: 563-564]을 들 
수 있다. Wallace 등의 미국 특허 제5,426,039호에 시험관내 증폭된 핵산을 클로닝하는 개선된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문헌[Cheng 등(1994)Nature369: 684-685]에 PCR에 의해 분자량이 큰 핵산을 증폭하는 개선된 방법이 요약되어 
있고, 최대 40kb의 PCR 암플리콘(amplicon)이 생성된다고 상기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당업자는, 본질적으로 임의의 
RNA는 제한 소화(restriction digestion), PCR 팽창(expansion) 및 역전사효소와 중합효소를 사용하는 서열 결정(
sequencing)에 적당한 이중 가닥 DNA로 전환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usubel, Sambrook 및 Berger의 상기 
문헌을 참조하라.

일반적으로, 라이브러리 구축에서와 같은 핵산으로 식물 및 동물 세포를 포함하는 세포를 형질도입하는 방법은, 상기 
핵산에 의해 암호화된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방법처럼 유용하다. [Berger, Ausubel 및 Sambrook]뿐만 아니라 동물 세
포의 배양에 대한 유용한 일반 참고문헌은, [Freshney(Culture of Animal Cells, a Manual of Basic Technique, 제
3판, Wiley-Liss, 뉴욕 소재 (1994))]과 여기에 인용된 참고문헌[Humason (Animal Tissue Techniques, 제4판, 
W.H. Freeman and Company (1979))] 및 [Ricciardelli 등,In Vitro Cell Dev. Biol.25:1016-1024(1989)]을 
포함한다. 식물 세포의 클로닝, 배양 및 재생에 대한 참고문헌은 [Payne 등(1992)Plant Cell and Tissue Culture i
n Liquid SystemsJohn Wiley & Sons, Inc, 미국 뉴욕주 뉴욕 소재(Payne)]; 및 [Gamborg 및 Phillips(eds)(199
5)Plant Cell, Tissue and Organ Culture; Fundamental MethodsSpringer Lab Manual, Springer-Verlag(Berl
in Heidelberg New York)(Gamborg)]을 포함한다. 다양한 세포 배양 배지는 문헌[Atlas 및 Parks(eds), The Han
dbook of Microbiological Media(1993) CRC Press, Boca Raton, FL(Atlas)]에 기재되어 있다. 식물 세포 배양에 
대한 추가 정보는 [Life Science Research Cell Culture Catalogue(1998), Sigma - Aldrich, Inc(St Louis, MO)
(Sigma-LSRCCC)] 및 예컨대 [thePlant Culture Catalogueand supplement(1997), Sigma-Aldrich, Inc(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Sigma-PCCS)]와 같은 시판되는 문헌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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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세서에 제공되는 방법에 의해 임의로 스크리닝되는 라이브러리를 생산하는데 각종 다양성 생성(diversity gener
ating)/생성물 스크리닝 반응을 임의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관련 효소 라이브러리를 임의로 발
현시키고,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질량 분석법에 의한 고효율 포맷에서 효소 반응의 생성물을 정제하고 분석한
다. 상기 다양성 생성의 한 중요한 분류는 소위 " 핵산 슈플링" 또는 " DNA 슈플링" 이다. 상기 방법에 있어서, 임의의 
다양한 재조합에 기초한 다양성 생성 공정은 출발 핵산 또는 핵산 함유 생물체를 다양화시키거나 또는 심지어 " 규질(
silico)에 (컴퓨터에)" 핵산을 표시하는 문자 열(character string)을 다양화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 
이상의 활성에 대하여, 생성된 다양한 핵산/문자 열/생물체를 스크리닝한다. 이어서, 연속 재조합 반응에서 핵산, 문자 
열, 핵산 함유 생물체를 기질로 사용하고, 다시 1 이상의 활성에 대하여 반응 생성물을 스크리닝한다. 이 방법은 하나 
이상의 바람직한 생성물이 생산될 때까지 순환 반복한다.
    

핵산 슈플링 프로토콜을 비롯하여 각종 다양성 생성 프로토콜이 유용하고, 전부 당업계에 공표되어 있다. 하기 간행물
에 다른 다양성 생성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상기 공정에 혼입되는 각종 순환 재조합 공정 및/또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

Stemmer, 등,(1999) " Molecular breeding of viruses for targeting and other clinical properties. Tumor Ta
rgeting" 4:1-4; Nesset 등(1999) " DNA Shuffling of subgenomic sequences of subtilisin"Nature Biotechno
logy17:893-896; Chang 등(1999) " Evolution of a cytokine using DNA family shuffing"Nature Biotechnolo
gy17:793-797; Minshull and Stemmer (1999) " Protein evolution by molecular breeding"Current Opinion 
in Chemical Biology3:284-290; Christians 등(1999) " Directed evolution of thymidine kinase for AZT pho
sphorylation using DNA family shuffling"Nature Biotechnology17:259-264; Crameri등(1998) " DNA shuff
ling of a family of genes from diverse species accelerates directed evolution"Nature391:288-291; Crame
ri 등(1997) " Molecular evolution of an arsenate detoxification pathway by DNA shuffling,"Nature Biotech
nology15:436-438; Zhang 등(1997) " Directed evolution of an effective fucosidase from a galactosidase b
y DNA shuffling and screening"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94:4504-4509; P
atten 등(1997) " Applications of DNA Shuffling to Pharmaceuticals and Vaccines"Current Opinion in Biote
chnology8:724-733; Crameri 등(1996) " Construction and evolution of antibody-phage libraries by DNA 
shuffling"Nature Medicine2:100-103; Crameri 등(1996)" Improved green fluorescent protein by molecula
r evolution using DNA shuffling"Nature Biotechnology14:315-319; Gates 등(1996) " Affinity selective is
olation of ligands from peptide libraries through display on a lac repressor headpiece dimer"Journal of Mo
lecular Biology255:373-386; Stemmer(1996) " Sexual PCR and Assembly PCR" In:The Encyclopedia of M
olecular Biology. VCH Publishers, New York. pp. 447-457; Crameri and Stemmer(1995) " Combinatorial m
ultiple cassette mutagenesis creates all the permutations of mutant and wildtype cassettes"BioTechnique
s18:194-195; Stemmer 등,(1995) " Single-step assembly of a gene and entire plasmid form large numbe
rs of oligodeoxyribonucleotides"Gene, 164:49-53; Stemmer(1995) " The Evolution of Molecular Computa
tion"Science270:1510; Stemmer(1995) " Serching Sequence Space"Bio/Technology13:549-553; Stemmer
(1994) " Rapid evolution of a protein in vitro by DNA shuffling"Nature370:389-391; and Stemmer (1994) " 
DNA shuffling by random fragmentation and reassembly: In vitro recombination for molecular evolution. "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91:10747-10751.

DNA 슈플링 및 기타 다양성 생성 방법에 관한 추가의 세부사항은 하기 미국 특허를 비롯하여 본 발명의 발명자들과 이
들의 협력자들에 의한 미국 특허에 나타나 있다:

    
Stemmer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5,605,793호, (1997. 2. 25), " METHODS FOR IN VITRO RECOMBINATION" 
; Stemmer 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5,811,238호 (1998. 9. 22) " METHODS FOR GENERATING POLYNUCL
EOTIDES HAVING DESIRED CHARACTERISTICS BY ITERATIVE SELECTION AND RECOMBINATION" ; S
temmer 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5,830,721호 (1998. 11. 3), " DNA MUTAGENESIS BY RANDOM FRAGME
NTATION AND REASSEMBLY" ; Stemmer 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834,252호(1998. 11. 10) " END-C0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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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ENTARY POLYMERASE REACTION" ; 및 Minshull 등에게 부여된 미국 특허 제5,837,458호(1998. 11. 17), " 
METHODS AND COMPOSITIONS FOR CELLULAR AND METABOLIC ENGINEERING" .
    

    
또한, DNA 슈플링 및 기타 다양성 생성 프로토콜에 대한 세부 사항 및 포맷은 하기 공보를 포함한 각종 PCT 및 외국 
출원 공보에 나타나 있다: [Stemmer 및 Crameri, " DNA MUTAGENESIS BY RANDOM FRAGMENTATION AN
D REASEMBLY" WO 95/22625]; [Stemmer 및 Lipschutz, " END COMPLEMENTARY POLYMERASE CHAIN 
REACTION" WO 96/33207]; [Stemmer 및 Crameri " METHODS FOR GENERATING POLYNUCLEOTIDES H
AVING DESIRED CHARACTERISTICS BY ITERATIVE SELECTION AND RECOMBINATION" WO 97/0078]; 
[Minshul 및 Stemmer, " METHODS AND COMPOSITIONS FOR CELLULAR AND METABOLIC ENGINEERIN
G" WO 97/35966]; [Punnonen 등, " TARGETING OF GENETIC VACCINE VECTORS" WO 99/41402]; [Punn
onen 등, " ANTIGEN LIBRARY IMMUNIZATION" WO 99/41383]; [Punnonen 등, " GENETIC VACCINE VEC
TOR ENGINEERING" WO 99/41369]; [Punnonen 등, OPTIMIZATION OF IMMUNOMODULATORY PROPERT
IES OF GENETIC VACCINES WO 9941368]; [Stemmer 및 Crameri, " DNA MUTAGENESIS BY RANDOM FR
AGMENTATION AND REASSEMBLY" EP 0934999]; [Stemmer, " EVOLVING CELLULAR DNA UPTAKE BY 
RECURSIVE SEQUENCE RECOMBINATION" EP 0932670]; [Stemmer 등, " MODIFICATION OF VIRUS TRO
PISM AND HOST RANGE BY VIRAL GENIME SHUFFLING" WO 9923107]; [Apt 등, " HUMAN PAPILLOMA
VIRUS VECTORS" WO 9921979]; [Del Cardayre 등, " EVOLUTION OF WHOLE CELLS AND OR GANISMS 
BY RECURSIVE SEQUENCE RECOMBINATION" WO 9831837]; [Patten 및 Stemmer, " METHODS AND COM
POSITIONS FOR POLYPEPTIDE ENGINEERING" WO 9827230]; 및 [Stemmer 등, " METHODS FOR OPTIM
IZATION OF GENE THERAPY BY RECURSIVE SEQUENCE SHUFFLING AND SELECTION" WO 9813487].
    

특정 미국 특허 출원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DNA 슈플링과 관련 기술 및 기타 다양성 생성 방법을 제공한다:

    
Patten 등에 의해 1998. 9. 29.(USSN 60/102,362), 1999. 1. 29(USSN 60/117.729) 및 1999. 9. 28.[USSN 0
9/407,800 (대리인 등록번호 20-28520US/PCT)] 출원된 " SHUFFFLING OF CODON ALTERED GENES" ; del 
Cardyre 등에 의해 1998. 7. 15.(USSN 09/166,188) 및 1999. 7. 15(USSN 09/354,922) 출원된 " EVOLUTION 
OF WHOLE CELLS AND ORGANISMS BY RECURSIVE SEQUENCE RECOMBINATION" ; Crameri 등에 의해 1
999. 2. 5.(USSN 60/118,813), 1999. 6. 24.(USSN 60/141,049) 및 1999. 7. 15.(USSN 09/408,392, 대리인 
등록번호 02-29620US) 출원된 " OLIGONUCLEOTIDE MEDIATED NUCLEIC ACID RECOMBINATION" ; Wel
ch 등에 의해 1999. 9. 28.(USSN 09/408,393, 대리인 등록번호 02-010070US) 출원된 " USE OF CODON-BAS
ED OLIGONUCLEOTIDE SYNTHESIS FOR SYNTHETIC SHUFFLING" ; 및 Selifonov와 Stemmer에 의해 1999. 
2. 5.(USSN 60/118854) 및 1999. 10. 12.(USSN 09/416,375) 출원된 " METHODS FOR MAKING CHARACT
ER STRINGS, POLYNUCLEOTIDES & POLYPEPTIDES HAVING DESIRED CHARACTERISTICS" .
    

전술한 간행물, 특허, 공표된 출원 및 미국 특허 출원에 개시되어 있듯이, 수많은 확립된 방법에 의해, 신규 핵산에 원하
는 특성을 제공하도록 작용하는 핵산의 순환형 재조합을 수행할 수 있고, 임의의 각종 다른 다양성 생성 방법과 상기 방
법을 조합하여 예컨대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임의로 스크리닝되는 라이브러리를 생산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5개 이상의 상이한 일반적 분류의 재조합 방법은 본 발명에 적용가능하고, 상기 참고문헌에 개시되어 
있다. 첫째, 예컨대 핵산의 연결 반응 및/또는 PCR 재조립에 수반되어 재조립되는 핵산의 DNAse 소화를 비롯하여, 상
기 문헌에서 다루고 있는 임의의 다양한 기술에 의해 시험관 내에서 핵산을 재조합할 수 있다. 둘째, 예컨대 세포 내의 
핵산 사이에 재조합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생체내에서 핵산을 반복하여 재조합할 수 있다. 세째, 전체 게놈 재조합 방법
은, 세포 또는 다른 생물체의 게놈을 재조합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원하는 라이브러리 성분과의 게놈 재조합 혼합물의 
스파이킹(spiking)을 포함한다. 네째, 합성 재조합 방법은, 하나 이상의 모 핵산에 상응하는 올리고당을 포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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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재조합 핵산을 생성하는 PCR 또는 연결 반응에서 중요 표적에 상응하는 올리고당류를 합성하거나 재조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표준 뉴클레오티드 첨가 방법에 의해 제조하거나 트리-뉴클레오티드 합성법에 
의해 제조할 수 있다. 다섯째, 컴퓨터에서 유전적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핵산 상동체(또는 심지어 비상동 서열)에 상응
하는 서열 스트링(string)을 재조합하는데 규질에서의 재조합 방법을 수행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재조합된 서열 스트링
은, 예컨대 올리곤클레오티드 합성/유전자 재조립 기술과 관련하여 재조합된 서열에 상응하는 핵산의 합성에 의해 핵산
으로 임의로 전환시킬 수 있다. 임의의 일반적인 선행 재조합 포맷을 순환 방식으로 실행함으로써, 본 명세서에서 제공
된 정제 및 MS 방법을 사용하여 임의로 스크리닝되는 보다 다양한 일련의 재조합 핵산을 생성시킬 수 있다.
    

전술한 참고문헌은 상기 포맷 및 기타 기본적인 재조합 포맷뿐만 아니라 상기 포맷의 많은 변경을 제공한다. 사용되는 
포맷에 상관없이 본 발명의 핵산을 재조합하여[상호간 또는 관련 핵산과(또는 심지어 비관련 핵산과)] 예컨대 일련의 
상동성 핵산을 비롯하여 다양한 일련의 재조합 핵산을 생산할 수 있다.

DNA 슈플링은 개선된 특징을 가지는 단백질, 경로, 세포 및 생물체를 처리하는데 유용하고, 강하며,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다양성 생성 수단을 제공한다. 전술한 기본적인 포맷 이외에, 다른 다양성 생성 기술과 슈플링 방법론을 조합시
키는 것이 때때로 바람직하다. 슈플링 방법과 함께(또는 별도로), 각종 다양성 생성 방법을 실행하고, 본 발명의 시스템
에서 결과(즉, 다양한 집단의 핵산)를 스크리닝할 수 있다. 개별 뉴클레오티드 또는 인접하거나 인접하지 않은 뉴클레
오티드 군의 변경을 초래하는 방법, 즉 돌연변이 유발 방법에 의해 추가의 다양성을 도입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돌연
변이 유발 방법은 재조합(PCT/US98/05223; 공개번호 WO98/42727); 및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지향형(oligonucle
otide-directed) 돌연변이 유발[자세한 내용은 Smith,Ann. Rev. Genet.19: 423-462(1985); Botstein 및 Short
le,Science229: 1193-1201(1985); Carter,Biochem. J. 237: 1-7(1986); Kunkel, " The efficiency of oligon
ucleotide directed mutagenesis" inNucleic acids & Molecular Biology,Eckstein 및 Lilley, eds, Springer Ver
lag, Berlin(1987)을 참조하라]을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올리고뉴클레오티드 지향형 돌연변이 유발(Zoller 및 Smi
th,Nucl. Acids Res.10:6487-6500(1982),Methods in Enzymol.100:468-500(1983) 및Methods in Enzymol.
154:329-350(1987)); 포스포티오에이트 수식(修飾) DNA 돌연변이 유발[Taylor 등,Nucl. Acids Res.13:8749-
8764(1985); Taylor 등,Nucl. Acids Res.13:8765-8787(1985); Nakamaye 및 Eckstein,Nucl. Acids Res.14:
9679-9698(1986); Sayers 등,Nucl.Acids Res.16:791-802(1988); Sayers 등,Nucl. Acids Res.16:803-814
(1988))], 우라실 함유 주형을 사용하는 돌연변이 유발(Kunkel,Proc.Nat'l.Acad.Sci.USA82:488-492(1985) 및 
Kunkel 등,Methods in Enzymol.154:(367-382)); 간극형 중복 DNA(gapped duplex DNA)를 사용하는 돌연변이 
유발[Kramer 등,Nucl.Acids Res.12:9441-9456(1984); Kramer 및 Fritz,Methods in Enzymol.154:350-367(
1987); Kramer 등,Nucl.Acids Res.16:7207(1988)); 및 Fritz 등,Nucl.Acids Res.16:6987-6999(1988))]을 포
함한다. 추가의 적당한 방법은 점 잘못 짝짓기 손상(point mismatch repair)(Kramer 등,Cell38:879-887(1984)), 
손상 결핍 숙주 균주를 사용하는 돌연변이 유발[Carter 등,Nucl.Acids Res.13:4431-4443(1985); Carter,Method
s in Enzymol.154:382-403(1987)], 결실 돌연변이 유발 (Eghtedarzadeh 및 Henikoff,Nucl.Acids Res.14:5115
(1986)), 제한-선택 및 제한-정제(Wells 등,Phil. Trans. R. Soc. Lond.A 317:415-423(1986)), 총 유전자 합성
에 의한 돌연변이 유발[Nambiar 등,Science223:1299-1301(1984); Sakamar 및 Khorana,Nucl.Acids Res.14:6
361-6372(1988); Wells 등,Gene34:315-323(1985); 및 Grundstrom 등,Nucl. Acids Res.13:3305-3316(19
85)]을 포함한다.돌연변이 유발용 키트는 시판되고 있다(예컨대, Bio-Rad, Amersham International, Anglian Bio
technology).

재조합에 따라, 원하는 활성의 관점에서생산된 핵산을 임의로 선택한다. 본 발명의 경우에 있어서, 이는 당업계의 임의
의 분석(assay)에 의해 자동화 포맷에서 검출가능한 활성의 시험 및 동정을 포함한다. 유용한 분석을 사용하여 각종 
관련(또는 심지어 비관련) 성질을 검정한 후, 예컨대 고효율 MS를 사용하여 스크리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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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놈 또는 라이브러리에 추가의 다양성을 도입시키는 공정과 함께 본명세서에 기재된 임의의 슈플링기술을 사용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키메라 핵산 다량체를 기술한 Schellenberger 미국 특허 제5,756,316호; 다양성 생성의 
해독종지 방법을 기술한 미국 특허 제5,965,408호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상동성에 기초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함으로
써 다양성을 추가로 증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헌[Ostermeier 등(1999), " A combinatorial approach to hy
brid enzyme independent of DNA homology"Nature Biotech17:1205]에 기재된 하이브리드 효소 창출용 증량성 
절단(ITCHY)을 사용하여, 시험관내 또는 생체내 슈플링 방법의 1 이상의 라운드(round)용 기질로서 작용하는 초기 
재조합 라이브러리를 생성시킨다. 다종(multispecies) 발현 라이브러리의 생성 및 사용 방법은 예컨대 미국 특허 제5,
783,431 및 제5,824,485호에 기재되어 있다.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임의의 조합으로 이들 임의의 다양성 생성 방법을 상호 결합시키거나 또는 슈플링 반응과 결합시
킴으로써, 유용한 스크리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스크리닝될 수 있는 핵산다양성을 생성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
한 핵산 라이브러리를 발현시키고,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고효율 MS에 의해 중요 성분을 정제하고 스크리닝한
다.

세포 성장 평판

본 발명의 세포 성장 평판은 임의의 1536-웰, 384-웰 또는 96-웰 미량희석 평판 등이다. 예를 들어, 형질전환 평판
으로부터 적당한 성장 배지(예를 들어, Genetix사의 Q-bot)를 함유하는 1536-웰, 384-웰 또는 96-웰 미량희석 평
판에 유전자 라이브러리를 함유하는 세포 콜로니를 직접 채집한다. Q-bot의 최대 속도는 시간 당 약 4000 콜로니이다.

세포 성장을 위해 평판 진탕기 내에서 미량희석 평판을 항온처리하는데, 생물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컨대 일반적으로 
1일 내지 약 2주 동안 항온처리한다. 배지 및 세포 성장 조건은 항온처리되는 특정 세포에 적당하다.

또한, 예를 들어 세포 반응을 연구하고 있는 경우, 생성물 생성용으로 세포 성장 평판을 사용한다. 신규 기능성 효소를 
진화시키는 경우, 효소와 기질 사이의 반응 생성물은 중요하다. 단기간 내에 많은 효소 유전자 라이브러리의 구성요소
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효율 방법으로 이들 생성물 또는 반응물을 분석하여야 한다. 생성물 또는 반응물의 고효율 측정
이 가능하도록 본 발명의 자동화 시스템의 일부로서 생성물을 임의로 생성시킨다. 따라서, 분석에 있어서 수행되어야 
하는 생성물 생성 단계는 세포 성장 평판상에서 임의로 수행한다. 생성물의 생성 후, 분석용 질량 분석기에 주사하기 위
해샘플(예컨대, 생성물 및/또는 반응물)을 임의로 정제한다.

비직결형 정제 시스템

본 발명의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은 샘플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질량 분석을 느리게 하는 시스템에서 
정제되도록 하기 때문에 고효율 질량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상기 시스템은 시간이 소요되는 칼럼 분리없이 생성물 및
/또는 반응물의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를 고려한 것이다.

세포 성장 평판 상에서 생성물 생성의 일부로서 본 발명의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를 수행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상기 시
스템은 모든 샘플이 연속적으로, 그리고 질량 분석기와 직렬로 수행되는 칼럼 분리없이 질량 분석을 위해 충분히 정제
되도록 한다. 이를 행하도록, 상기 시스템은 분석되는 샘플(예컨대, 반응물 및/또는생성물)의 유형에 기초하여 선택되
는 화학 정제 단계를 제공한다. 더욱이, 본 발명의 비직결형 시스템 내의 세포 성장 평판의 웰에서 상기 화학 정제 단계
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비직결형 화학 정제 단계는, 중요 생성물 및/또는 반응물을 생성시키는 경우, 상이한 완충액 또는 추가의 완
충액의 사용을 임의로 포함한다. 대안으로, 비직결형 화학 정제 단계는, 중요 생성물 및/또는 반응물을 생성시키는 경우, 
이온 교환 수지의 사용을 임의로 포함한다. 따라서, 제때에 샘플을 제조함으로써, 본 발명의 시스템은 분석될 성분을 정
제하고/정제하거나 분리하는데 추가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대안으로, 정제 시스템은, 질량 분석기에 직접 주사하기 위해 정제된 생성물을 생산하는 성분 반응기(예컨대, 효소 반응
기)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이, 성분 반응기는 세포 용해물으로부터 중요 성분을 제거하거나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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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지지체에 성분을 부착시킴으로써 중요 성분으로부터 세포 용해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고체 지지체를 의미한다. 
중요 성분은 핵산, 폴리뉴클레오티드, 단백질, 폴리펩티드, 효소, 탄수화물, 지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예를 들어, 효소, 펩티드 또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에 특수 표지용 서열을 융합시킴으로써 표지된 단백질, 
효소, 펩티드를 임의로 정제하고, 예컨대 특수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고체 지지체 상에 부동화시키며, 따라서 예컨대 효
소 반응기를 형성시킨다. 일반적으로, 고체 지지체 상에 부동화된 표지 결합 부위에 표지된 효소를 결합시킴으로써, 세
포 용해물으로부터 효소, 단백질 또는 펩티드를 제거한다. 예를 들어, 세포 내에서 효소 또는 기타 단백질을 발현시키고, 
예컨대 EDTA, 리소짐, DTT, PMBS, 열, 초음파 처리 등을 사용하여 세포를 용해시킨다. 분비된 단백질이 중요 성분인 
경우, 세포 용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고체 지지체에 결합하는 표지로 다른 라이브러리 성분을 임의로 표지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중요 라이브러리 성분(예컨대, 핵산, 탄수화물 또는 유기 소분자)에 임의로 비오틴을 화학적으로 또
는 효소적으로 부가한다.
    

    
이어서, 표지 결합 매트릭스 또는 표지 결합 부위를 포함하는 고체 지지체에 표지된 성분을 노출시킨다. 표지 결합 분자 
및 상응하는 표지의 예는 후술한다. 일반적으로, 표지 결합 매트릭스 또는 고체 지지체는 표지 결합 부위, 예컨대 효소 
및 고체 매트릭스 물질 상의 특수 표지에 결합하는 분자를 포함한다. 임의의 고체 지지체는 분배가능한 비드 또는 입자
(예: 아가로오스, 폴리스티렌 또는 자기 비드), 막 미소웰(microwell) 평판 또는 핀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표지된 효소 또는 단백질은 고체 지지체 상의 표지 결합 부위에 결합한다. 예컨대, 비드 또는 막의 경우, 비결합 
물질을 분배하거나 원심분리하거나 흡입한다. 예컨대, 세포 용해물으로부터 비드 및 표지된 효소를 제거하는 자석에 의
해 비결합 부분으로부터 자기 비드를 임의로 분리시킨다. 일반적으로, 예컨대 세포 성장 평판 내의 여액 웰 내 또는 외
에서 핀을 들어 올린다. 임의로 핀을 사용하는 것은, 정제에 시간이 그다지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고효율을 제공한
다. 유사한 방식으로 비결합 물질의 제거 후 세척을 임의로 수행한다. 반응을 수행하기 전에 예컨대 완충액로 고체 지지
체를 세척한다.
    

    
예컨대 정제되고 안정된 포맷 내의 고체 지지체 상에서 표지된 성분을 부동화시킴으로써 반응기(예: 효소 반응기)를 제
공한다. 고체 지지체 상에서 반응을 임의로 수행하고, 반응 후에 예컨대 표지된 성분에 결합된 핀 세트를 반응 웰 밖으
로 들어 올림으로써 표지된 성분(예: 표지된 효소)를 용이하게 제거한다. 표지된 성분의 제거는 예컨대 추가의 정제 또
는 오염제거없이 질량 분석기, IR 분광계, NMR 분광계 등에 직접 임의로 주사되는, 정제된 생성물을 남긴다. 결과를 
검출하는 대안의 방법은 색소생산성(chromogenic) 또는 형광생산성(fluorogenic) 기질 및/또는 생성물을 포함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반응기를 제공하는데 임의로 사용되는 매우 안정된 상호작용은 아비딘에의 비오틴 결합 또는 스트렙
타비딘에의 비오틴 결합을 사용한다. 다양한 공급원(예: 자기 비드, 아가로오스 비드 또는 막)으로부터 이용가능한 다
양한 고체 지지체 상에 아비딘 및 스트렙타비딘을 임의로 부동화시킨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동안, 효소
의 N-말단, 또는 C-말단에 특수 펩티드 표지를 유전적으로 융합시킴으로써 효소를 생체내 비오티닐화시킨다. 예컨대, 
문헌[Schats (1993), Biotechnology 11, 1138-1143]을 참조하라. 비오틴-홀로 효소(biotin-holoenzyme) 연결
효소는 기질로서 N-말단, 또는 C-말단 펩티드를 인식하고, 펩티드 내의 리신 잔기를 비오티닐화시킨다. 일반적으로, 
비오틴-홀로 효소 연결효소에 대한 상기 신규 기질의 발현 수준은 너무 높아서 모든 분자를 비오티닐화시킬 수는 없다. 
birA 유전자의 과발현 및 발현 배지에의 소량의 비오틴 첨가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 예컨대, 문헌[Smith 
등(1998), Nucleic Acid Res. 26, 1414-1420]을 참조하라. 재조합 효소의 과발현때문에 반응기 내에 결합된 BCC
P의 양을 무시하거나, 효소 비오틴-표지 융합의 발현을 위해 BCCP 녹아웃(knockout)을 임의로 구성한다. 당업자가 
추가로 검토하는 경우, 중요 성분(예컨대, 효소, 단백질, 핵산 등)의 정제 및 부동화 이론에 대한 많은 변화는 명백할 
것이다.
    

    
표지하는데 유용한 추가의 화합물 쌍은 비오틴과 스트렙타비딘, 비오틴과 아비딘, 말토오스 결합 단백질과 아밀로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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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레이트제로서의 NTA, IDA, TED 등과 부동화 금속 킬레이트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는 N-말단, 또는 C-말단에
서의 His-표지 올리고-His; 글루타티온-S-트랜스퍼라제와 환원된 글루타티온; 스트렙 (strep)-표지된 짧은 인공 
스트렙타비딘 결합 표지와 스트렙타비딘, 모노클로날 항체와 에피토프 표지(예: E-표지, myc-표지, HAG-표지, Hi
s- 표지 등); 키틴 결합 도메인과 키틴; S-표지와 RNAse 마이너스 S-펩티드 돌연변이체; 셀룰로오스 도메인과 셀룰
로오스 결합 단백질; 티오레독신과 티오결합을 가지는 DsbA; 폴리음이온 칼럼 물질과 헥사-아르기닌 폴리양이온-표
지; 단백질 A 또는 단백질G 최소화 펩티드와 IgG 및 다른 IgG 유도 펩티드; 칼모둘린과 칼모둘린 결합 펩티드; IMAC
(부동화 금속 킬레이트 크로마토그래피)와 히스타크토필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 실시태양에 있어서, 유전자가 1 이상의 표지된 효소를 암호화하는 유전자 라이브러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효소 
서열에 비오틴 서열을 융합시켜, 예컨대세포 내의 표지된 효소를 발현시킨다. 세포를 임의로 용해시키고, 일반적으로 
고체 지지체(예컨대, 반응기) 상의 표지 결합 부위에 효소를 결합시킨다. 이어서, 효소를 임의로 제거하고, 기질(예컨
대, 정제된 기질)과 반응시킨다. 그 후,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생성물은 예컨대 질량 분석법 또는 다른 고효율 시스템
에 의해 분석하기에 충분히 순수하다. 대안으로, 세포 용해물 내에서 기질과 효소를 반응시킨 후, 효소를 제거한다. 다
른 실시태양에 있어서, 중요 성분은 분비된 단백질이다. 이 경우에, 추가의 반응 또는 분석을 위해 예컨대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고체 지지체 반응기를 사용하여 세포 상청액으로부터 단백질을 임의로 제거한다. 또한, 추가의 반응
에 사용하기 위해 세포 상청액을 임의로 제거한다.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반응기는, 반응의 완결시 임의로 제거(예컨대,세척 또는 재사용)하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상이한 기질 또는 반응 조건을 사용하여 여러번 사용한다. 이 반응기는 신규 활성에 대해 효소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
하거나 정합(matching) 기질을 동정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본 발명의 반응기 또는 고체 지지체는 예컨대 활성 분석에 정제된 효소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상이한 시간에 다수의
(multiple) 상이한 기질과 함께 임의로 사용되는 재사용가능한 시스템을 야기시킴으로써, 예컨대 화학 처리 공정 또는 
화학 공학용 효소 반응기를 제공한다. 대안으로, 질량 분석기에 주사하기 전에 반응된 샘플을 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동일한 시간에 다수의 상이한 기질과 함께 반응기를 사용한다. 고체 지지체 반응기에 대한 추가의 세부사항은 Liu 
등에 의해 1999. 8. 12. 출원된 USSN 60/148,848 " Evolution and Use of Enzyme for Combinatorial and Med
icinal Chemistry" 에 나타나 있다.
    

자동 샘플러

본 발명의 장치에 자동 샘플러를 연결시켜, 세포가 성장하고 중요 반응물 및/또는 생성물이 생성되며 정제되는 세포 성
장 평판에서 주사 및 분석을 위해 질량 분석기로 샘플을 수송한다. Gilson사 및 CTC Analytics사와 같은 표준 실험 장
비 공급처로부터 자동 샘플러를 구입할 수 있다. 상기 샘플러는 약 10 초/샘플 내지 약 1 분/샘플의 속도로 작용한다.

또한, 로봇 샘플러 조작장치를 임의로 사용하여 세포 성장 평판에 세포 콜로니를 채집하고,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
템 내에 반응물을 첨가한다. 미량희석 평판으로의 또는 미량희석 평판으로부터의 유체 이동을 포함하는 통상의 배열 (
arrangement)의 생성의 경우, 유체 조작 정류기(fluid handling station)를 사용한다. 상기 로봇 조작장치는 Beckm
an사에서 생산된 것과 Genetix사(예: Q-bot)에서 생산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 이동을 수
행하는 몇몇 " 선반에서 떨어진(off the shelf)" 유체 조작 정류기가 시판되는데, 그 예로는 Zymark Corporation(미
국 매사츄세츠주 홉킨톤 자이마크 센터 소재; http:// www.zymark.com/)의 Zymark 시스템 및 평판 운동용 로봇[예
컨대, Beckman Coulter, Inc.(미국 캘리포니아주 풀레르톤 소재)에서 시판하는 다양한 실험실 시스템에 사용되는 OR
CA    로봇]과 함께 자동 피펫터(pipettors)를 사용하는 다른 정류기 (station)를 들 수 있다.

또한, 로봇 샘플러 조작장치를 임의로 사용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세포 성장 평판 또는 세포 반응기로부터 효소를 제거
한다. 예를 들어, 로봇 조작장치를 임의로 사용하여 반응 웰로부터 핀 세트를 들어 올리거나 세포 성장 비드(예컨대, 표
지된 효소를 포함하는 비드)로부터 자기 비드 세트를 들어 올리도록 자석을 배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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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분석기

다양한 질량 분석기 기구가 시판된다. 예를 들어, Micromass(U.K.)는 2단 직교 " Z" 분무 샘플링 기술을 사용하는 Q
uattro LC(예컨대, APILC-MS-MS용으로 최적화된 콤팩트 3단 사중극 시스템)과 같은 각종 적당한 기구를 제조한
다. Finnigan Corporation은 기타 적당한 3단 사중극 질량 분석기(예컨대, " TSQ" 분광계)를 제조한다.

Ⅱ. 형질전환 세포

    
본 발명의 일 실시태양에 있어서, 본 발명은 관련 유전자 서열 라이브러리 중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함유하는 플라스
미드로 형질전환된 세포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순환(recursive) 서열 재조합 방법에 의해 관련 유전자 서열 라이브러
리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상기 방법은, 효소 또는 효소 소단위를 암호화하고, 다단계 경로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유
전자와 함께 신규 기질 상에 작용할 수 있도록 또는 오래된 기질에 증강된 촉매 성질을 나타내도록 진화된 유전자로 시
작할 수 있다.
    

    
용어 " 유전자" 는 생물학적 기능과 관련된 DNA 분절(segment) 또는 서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명세서에서 광범위
하게 사용된다. 유전자는, 중요 원료로부터의 클로닝 또는 공지되거나 예정된 서열 정보의 합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
료로부터 임의로 수득하고, 원하는 매개변수를 가지도록 설계된 서열을 포함할 수 있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영양원(n
utrient source)로서의 기질 상에서 성장하는 능력에 의해 신규 기질을 사용하는 능력을 분석할 수 있다. 숙주 세포에 
대한 기질의 감소된 독성, 따라서 상기 기질의 존재 하에서 숙주 세포가 성장되도록 하는 것에 의해 상기 능력을 분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화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숙주의 존재 하에서 지표 생물체의 성장에 의해 항생물질과 같은 신
규 화합물의 생합성을 분석할 수 있다. 지표 생물체가 원하는 항생물질에 감수성이 있거나 감수성이 있을 것이라 예상
되는, 진화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숙주의 오버레이(overlay) 내에 사용되는 경우, 진화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숙주 
세포 또는 콜로니 주위의 영역 (zone) 내에서 지표 생물체의 성장은 억제된다.
    

라이브러리의 규모는 10 내지 105 ,109 또는 1012 이상, 또는 그 이상의 구성요소로 광범위하게 변할 수 있다. 일부 실
시태양에 있어서, 생성된 초기 분절 및 재조합 라이브러리는 전장 암호화 서열(full length coding sequence) 및 증강
된 발현을 위한 임의의 필수 조절 서열(예: 프로모터 및 폴리아데닐화 서열)을 포함할 수 있다. 다른 실시태양에 있어서, 
스크리닝 또는 선택을 수행하기 전에 발현에 필요한 서열을 제공하는 통상의 벡터에 라이브러리 내의 재조합 DNA 분
절을 삽입할 수 있다. 예컨대, 다수의 관련 유전자의 재조합에 의해, 효소를 암호화하는 관련 유전자를 함유하는 라이브
러리를 생산한다. 라이브러리는 임의의 시험관내 또는 파지, 세포 등에 함유된 일련의 분자이다. 다른 실시태양에 있어
서, 라이브러리는 융합되어 표지된 효소를 제공하는 효소 유전자 라이브러리를 포함한다. 이어서, 예를 들어본 발명의
고효율 질량 분석법에 의해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하여 예컨대 개선된 효소 또는 원하는 생성물을 검출한다.

이어서, 당업자에 주지된 표준 기술을 사용하여 1 이상의 상기 라이브러리 구성요소로 세포를 이입하거나 형질전환한다. 
본 발명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 기본서는 문헌[Sambrook, Ausubel 및 Berger의 상기 문헌]을 포함
한다.

Ⅲ. 세포의 성장

    
일반적으로, 진화된 유전자의 수용체(recipient)로서 임의의 유형의 세포를 임의로 사용한다. 특히 중요한 세포는 많은 
박테리아 세포 유형, 그람 음성 및 그람 양성 균(예: 로도코쿠스, 스트렙토마이세스, 악키노마이세테스, 코리네박테리움, 
페니실리움, 바실루스, 대장균, 슈도모나스, 살모넬라 및 에르위니아)을 포함한다. 또한, 중요한 세포로서 진핵세포, 특
히 포유 동물 세포(예: 마우스, 햄스터, 영장류, 인간), 세포주 및 1차 배양균 등도 있다. 상기 세포는 배아성(embryo
nic) 간세포(幹細胞), 접합체, 섬유아세포, 림프구, 차이니즈 햄스터 난소(CHO), 마우스 섬유아세포(NIH3T3), 신장 
세포, 간 세포, 근육 세포 및 피부 세포를 비롯한 간세포를 포함한다. 다른 중요 진핵 세포는 옥수수, 쌀, 밀, 목화(c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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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콩, 사탕수수, 담배 및 아라비도프시스(arabidopsis)와 같은 식물 세포; 및 어류, 조류(algae), 균류(페니실리움, 
푸사리움, 아스퍼길루스, 포도스포라, 뉴로스포라), 곤충류, 효모류(피치아 및 사카로마이세스) 등을 포함한다.
    

숙주 세포의 선택은 병원성, 기질 범위, 환경 내성, 주요(key) 중간체의 존재, 유전 조작의 용이성 및 다른 생물체에의 
유전 정보의 무차별(promiscuous) 이동가능성을 비롯하여처리되는 숙주의 의도된 용도에 달려있는 수많은 인자에 의
존한다. 특히 잇점이 있는 숙주는 대장균, 락토바실루스, 스트렙토마이세스, 막티노마이세테스 및 사상균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예컨대 Genetix사의 Q-bot를 사용하여, 형질전환 평판에서 적당한 성장 배지(예: LB)를 가지는 1
536-웰, 384-웰 또는 96-웰 미량희석 평판에 세포의 단일 콜로니를 직접 채집한다. Q-bot의 최대 속도는 시간 당 
약 4000 콜로니이다. 일반적으로, 세포 성장용 특수 평판 진탕기 내에서 미랄희석 평판을 항온처리한다.

각각의 단일 콜로니는 세포 성장 평판 상의 단일 미량희석 웰 내에 균일성(이는 공정, 예컨대 접종물의 크기 및 배양 조
건을 자동화하고 온도 및 습도 조절 항온기를 제공함으로써 임의로 달성된다)이 있을 때까지 성장한다. 일 측면에 있어
서, 고체 배지 상에서 라이브러리 구성요소(예컨대, 세포, 바이러스 플라크, 포자 등)를 분리시켜 별개의 콜로니 또는 
플라크를 생산한다. 자동화 콜로니 채집기 (picker)(예: Q-bot, Genetix, U.K.)을 사용하여 콜로니를 동정하고 채집
하며, 약 2 내지 3 유리구(glass ball)/웰, 예컨대 3 mm 유리구를 임의로 함유하는 96-웰 또는 384-웰에 10,000개
의 상이한 돌연변이체를 접종시킨다. Q-bot가 전체 콜로니를 채집하는 것은 아니나, 오히려 콜로니 중앙을 통해 핀을 
삽입하고, 세포(또는 균사) 및 포자(또는 플라크 사용에 있어서 바이러스)의 소 샘플링(small sampling)으로 배출된
다. 핀이 콜로니 내에 있는 시간, 배양 배지를 접종시키는 침지 회수 및 핀이 배지 내에 있는 시간은 각각 접종물의 크
기에 영향을 미치고, 각각 조절 및 최적화될 수 있다. Q-bot의 균일 공정은 인간의 조작 오류를 감소시키고, 배양 설치 
속도(대략 10,000/4 시간)를 증가시킨다. 이어서, 온도 및 습도 조절 항온기 내에서상기 배양을 진탕한다. 미량희석 평
판 내의 유리구(사용되는 경우)는, 발효조의 날개(blade)와 유사하게 세포의 통기 및 균사 단편의 분산에 대한 균일성
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스트렙토마이세스는 배양 기간 중 함께 응괴되는 경향이 있으나, 혼합 기간 중 
유리구를 첨가하는 경우 배양 내에서 상대적으로 균일한 상태로 있다.

Ⅳ. 중요 세포 성분의 생성

본 발명의 실시태양에 있어서, 몇몇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1종 이상의 세포, 클론 또는 세포 콜로니를 처리하여, 예
를 들어 세포의 효소 반응 경로로부터 생성물 형성을 시작한다. 세포 성장 기간 중 효소 또는 단백질의 발현을 의도적으
로 억제하려는 경우, 억제 유전자(suppressor)를 제거하거나 활성제 분자를 첨가함으로써 발현을 유도할 수 있다.

활성 효소를 함유하는 세포를 용해시키고 투과제 (permeabilizing agent)로 처리하여, 부피가 크고 강한 이온성의 기
질이 세포벽을 투과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그람 음성 박테리아(예: 대장균)의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부수 처리를 요
하지 않는 배지(즉, 적당한 신호 서열로 바실루스와 같은 그람 양성 박테리아 내에 발현되는 경우)에 일부 세포 성분(
예컨대, 효소 또는 단백질)을 분비시킨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정제 수지 상에서 중요 성분(예컨대, 효소, 단백질 또는 핵산)을 임의로 정제한다. 정제된 중요 성
분에 시약(예컨대, 효소 기질)을 첨가하고, 따라서 정제된 성분 또는 생성물을 제공한다. 단백질 정제 단계는 수반되는 
수많은 샘플 제조 단계를 제거한다. 일부 실시태양에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성분 또는 효소 반응기를 사용하여 중요 
성분을 정제한다. 상기 반응기 내에서 반응을 임의로 수행하고, 원심분리 또는 자화(磁化)에 의해 효소 또는 성분을 제
거함으로써 분석용(예컨대, MS에 의한 분석용) 정제 생성물을 제공한다. 상이한 배지에 박테리아 배양을 접종시킴으로
써 생성물 형성의 개시를 임의로 달성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발명의 세포 성장 평판 상의 병렬식 96-웰 또는 3
84-웰 포맷 내에서 생성물 형성의 개시를 수행한다.
    

Ⅴ.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에 의한 샘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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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인자가 질량 분석기 내의 분석물의 양적 검출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매트릭스 내의 불순물이 신호를 억제하거
나 차폐할 수 있다. 둘째, 질량 분석기는 조(粗)샘플을 조작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매우 정교한 기구이다. 메트릭스 내의 
강한 이온성 완충액 및 거대분자(예: DNA 또는 단백질)은 신호에 있어서의 감소를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 기계의 고장
(clogging)을 초래한다. 따라서, 샘플 세척이 가장 중요하다.

    
본 발명은 완전 세포 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용해된 세포로 분석(예컨대, 효소 분석)하는 고효율 방법을 제공한다. 크로
마토그래피 분리 단계 대신에 예컨대, 고체 상 추출 또는 에탄올/메탄올 침전에 의해 단백질, 핵산, 일반적인 세포 폐조
각(junc) 및 쇄편(debris)를 제거하는 추출법으로 샘플을 세척한다. 사용되는 방법은 많은 성분(당류, 펩티드, 폴리뉴
클레오티드, 무기 소분자, 폴리케티드, 베타-락탐 항생물질, 트리아진 유도체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에 실행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조샘플을 질량 분석기에 도입시키기 전에 액체 상 크로마토그래피 칼럼 상에서 조샘플을 세척한다. 아마도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 (LC/MS)은 조샘플을 세척하는 가장 흔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각 칼럼 조작은 시
간이 소요되고(샘플 당 10-30 분), 분석 속도를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흐름 주사 분석(FIA)은 주사 당 약 30 내지 약 40 초 범위이고 자동 샘플러의 신규 모델이 제조될 때마다 
더 빨라지는 자동 샘플러의 속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FIA용 샘플 제조는 세포 성장으로부터 질량 분석기에 도입시키
는 반응 또는 생성물 생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고려한다. 한 중요한 인자는 스크리닝 질의 손상없이 가능한한 
MS 상용성(compatiblity)을 제공하도록 생성물 형성을 위한 반응 조건을 조절하는 것이다. 반응 또는 분석 조건은 가
능한한 실제 환경 조건에 가까운데, 상기 조건 하에서 중요 생성물 및/또는 반응물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효소 경로가 
문제인 경우, 반응 조건은 가능한한 효소가 사용되는 조건에 가깝고, 이로써 예컨대 효소의 직접 진화가 원하는 돌연변
이 변이체를 초래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스트렙토마이세스 중의 폴리케티드 제조 배지는 일반적으로 발효조에 사용되
는 저가의 성분을 함유한다. 일반적으로, 선택되는 조건은 의존적인 프로젝트이다. 당업자는 관련 생물학 및 적당한 분
석 측정 형태를 이해할 것이고, 따라서, 반응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일단 상기 조건이 정해지면, 추가의 샘플 세척은 종종 불필요하다. 효과적인 샘플 세척은 매트릭스 및 분석물의 물리화
학적 성질에 의존한다. 그러나, MS 분석과 병행하여 비직결형 시스템 내의 세포 성장 평판 상에서 모든 샘플 세척을 행
한다.

생물학적 매트릭스 내에 각종 상이한 분석물을 제공하는데 몇몇 전략을 임의로 이용한다. 예를 들어, 아트라진과 같이 
소수성 부위를 가지는 중요 소분자 기질을 세포의 용해없이 대장균 세포질에 투과시킬 수 있다. 암모늄 아세테이트와 
같은 휘발성 완충액를 사용하면 매우 간단히 세척가능하다. 일 측면에 있어서, 세포를 원심분리하고, 상청액에 완충액
를 첨가한다. 기질을 첨가하고, 병렬식으로 세포 쇄편을 여과한다.

다른 실시태양에 있어서, 종종 배위 금속 이온에 의해 무기 이온성 소분석물을 차폐시킨다. 상기 분석물과 효소의 반응
을 위한 반응 완충액를 임의로 선택하여 이온성 종의 농도를 최소로 감소시키고, 양이온 교환 수지에 의해 남아있는 양
이온을 제거한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 올리고당류는 중요 분석물이다. 혼합 이온 교환 수지를사용하여 모든 이온성 종을 제거함으로써 
올리고당류를 세척한다. 대장균 세포를 부분적으로 용해시키고, 모든 세포 쇄편, DNA 및 단백질 불순물을 에탄올로 침
전시키고, 여과함으로써 제거한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 중요 생성물 또는 반응물은 폴리케티드와 같은 소수성 분자이다. 이온성 불순물도 제거하는 유기 
용매에 의해 수상(水相)으로부터 소수성 분자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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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측면에 있어서, 세포를 용해시키고, 전술한 바와 같은 고체 지지체(예: 효소 반응기)에 중요 효소 또는 기타 성분
(예: 펩티드, 핵산 등)을 부착시킨다. 효소는 고체 지지체 상의 기질에 의해 임의로 접촉시키고, 완결시 반응으로부터 
제거하여,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같은 추가의 정제없이 직접 질량 분석기에 사용되기에 충분히 순수한 생성물을 산출
한다.

비직결형 샘플 제조의 다른 예는, 다수의 샘플(예컨대, 약 96개 또는 약 384개의 샘플)이 동시에 고체 상 추출 평판(예
컨대, 미국 매사츄세츠주 밀포드 소재 Waters Corp.사의 96-웰 평판) 상에 적재하는 96-웰 병렬식 고체 상 추출(S
PE)을 포함한다. 예컨대 1종 이상의 완충액 또는 용매를 사용하여 평판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분을 세척한다. 중요 
성분은 SPE 평판의 칼럼 내에 보류시키고, 상대적으로고강도(high strength)인 용매에 의해, 상응하는 미량희석 평판
(예컨대, 96-웰 평판)에 임의로 희석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샘플은 질량 분석기에 주사하기 위해 충분히 정
제한다.

상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샘플 제조는 고도의 자동화 방식으로 96개의 샘플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채택됨으로써, 스크
리닝이 질량 분석기의 연속 분석 속도에 대해 속도 의존적인 것임을 입증한다. 또한, 상기 성장 조건 또는 생성 용매에 
대한 조절은 질량 분석기에 주사하기 위한 샘플의 충분한 정제를 제공한다.

Ⅵ. 질량 분석법

    
질량 분석법은 수많은 각종 상이한 소분자 대사산물의 검출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온분무 및 전자분무 
질량 분석법은 유기 화합물의 분석 및 생물 거대분자(biomacromolecule)의 특성화를 위해 많은 상이한 분야에서 사용
되어 왔다. 그러나, 통상 질량 분석법은 질량 분석에 직렬로 수행되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모세관 영역(
zone) 전기영동과 같은 분리 기술에 연결된다. 이는 질량 분석 속도를 늦추고, 고효율 방법으로서의 용도를 제한한다. 
질량 분석법 이론 및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의 경우, 예컨대 [Kirk-Othmer Encyclopedia of Chemical Techno
logy, 제15권, 제4판, p1071-1094] 및 상기 문헌에 기재된 모든 참고사항을 참조하라. 또한, [Mass Spectrometry 
for Biotechnology, G Siuzdak, Academic Press,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소재, 1996]; [Electrospray Ioniz
ation Mass Spectrometry: Fundamentals, Instrumentation, and Applicaton, R. Cole(Ed.), Wiley and Sons, 
1997]; [Mass Spectrometry for Chemists and Biochemists, Johnstone 등, 캠브리지 대학교 출판사, 1996]; [M
ass Spectrometry: Principles and Applications, Hoffman 등, Wiley and Sons, 1996]; [Quadrupole Mass Spe
ctrometry and its Applications, Dawson(Ed.), Springer Verlag, 1995] 및 [Advance in Mass Spectrometry, 
Karjalainen 등(eds.), Elsevier Science, 1998]을 참조하라.
    

전자분무법은, 샘플을 주사하기 이전에 유도체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대신에 사용된다. 
이온분무-이온화 및 직렬식 질량 분석법과 함께 흐름 주사 분석법은 고효율 질량 분석을 수행하는 본 발명의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온분무법은 샘플이 이전의 유도체화없이 주사되도록 하고, 직렬식 질량 분석법(MS-MS)은 분석에 있
어서 극도로 고효율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칼럼 분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자분무 이온화는 이전의 유도체화없이 GC-MS에서 검출하기 곤란한, 극성이고 분자량이 큰 분자의 검출이 가능하도
록 하는 매우 완화한 이온화 방법이다. 현대형 전자분무 질량 분석기는 펨토 몰(femtomole) 양으로 샘플을 검출한다. 
2, 3 마이크로리터를 주사하기 때문에, 나노 몰 농도, 아토 몰 농도 또는 그 이하의 농도로 샘플을 임의로 주사한다. 정
량은 2%-5% 범위의 표준 오차로 재현될 수 있다.

직렬식 질량 분석법은 삼중 사중극 MS 내에서 전구체 이온을 단편 이온 (fragment ion)으로 단편화하는데 사용한다. 
상이한 분자량을 가지는 화합물의 분리는 전구체 이온의 선택에 의해 제1 사중극에서 일어난다. 제2 사중극에서 전구체 
이온의 충돌 유도 해리 후에 단편 이온의 단리에 의해 동정을 수행한다. 이 기술의 개관은 문헌[Kenneth. L 등(1998), " 
Techniquesand Applications of Tandem Mass Spectrometry" VCH publishers, Inc.]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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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 사중극 질량 분석기는 샘플의 MS/MS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전자분무 및 대기압 화학 이온화 원료를 
가지는 삼중 사중극 질량 분석기(예: Finnigan TSQ 7000)를 사용한다. 불활성 기체와의 단편화 반응이 수행되는 제
1 사중극을 통해 하나의 특정 모 이온이 통과하도록 기계를 임의로 배치한다. 이어서, 가장 두드러진 딸 이온을 제3 사
중극에서 선발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분석물 동정에 대한 두가지 확인점(checkpoint)을 창출한다. 입자는 정확한 모 이
온과 딸 이온 모두의 몰 질량 대 전하 비율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직렬식 질량 분석법은 보다높은 특이성을 초래하고, 
또한 종종 잡음 비(noise ratio)에 대한 보다 높은 신호를 초래한다. 또한, 직렬식 질량 분석법은 동일한 질량 대 전하 
비율로 불순물로부터 분석물을 구별함으로써 추가의 분리를 도입시킨다.

    
본 발명에 있어서의 다른 사용 기술은 중성 손실(neutral loss) 및 모 이온 스캐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다. 중성 손실은, 충돌 유도 해리(CID) 중 중성 분자 단편, 즉 특정 중성 단편을 잃는 모든 화합물을 검출하는 질량 
분석 스캐닝 방법이다. 모 이온 양식(mode)은 CID 중 통상의 딸 이온 단편을 생산하는 모든 화합물을 검출한다. 예컨
대, 생성물의 양과 출발물질의 양을 동시에 정량하는데 이들 기술을 임의로 사용한다. 예정(expected) 생성물이 미지
인, 즉 표준이 무용한 시스템의 경우, 중성 손실 및/또는 모 이온 방법은 파편화 패턴에 기초한 백트래킹(backtrackin
g) 또는 해리 해석(deconvolution)으로 출발 물질의 구조 및/또는 동정을 측정하게 한다. 예를 들어, 생산된 각종 파편
에 기초하여 모 질량 (parent mass)를 측정한다. 이는, 효소 반응의 생성물이 미지이나 예측가능한 것인 경우, 신규 효
소 활성의 검출에 특히 유용하다.
    

중성 손실 방법에 있어서, 중요 성분은, 특정 질량 범위에서 제1 사중극의 스캐닝에 의해, 예컨대 삼중 사중극 분광계 
내의 제1 사중극을 단번에 통과하게 된다. 성분(예컨대, 이온)은 CID에 의해 제2 질량 여과기 내에서 단편화한다. CI
D 공정 중 모 이온으로부터 특정 중성 단편이 손실된 경우, 딸 이온이 형성되는데, 상기 딸 이온의 질량은 모 이온의 질
량에서 중성 분자의 질량을 뺀 것과 같다. 딸 이온은 제3 여과기를 통과하고 검출될 수 있다. 이 방법에 있어서, 제2 사
중극 내에서의 CID 공정 중 중성 단편, 예컨대 일정한 중성 단편(N 0 )을 잃는 임의의 이온 또는 성분은, 질량 N 0 와 동
등한 질량 상쇄(offset)와 동시에 제1 및 제3 사중극을 스캐닝함으로써 임의로 검출한다.

모 이온 방법에 있어서, 중요 이온 또는 성분이 단번에 제1 사중극을 통과하도록 한다. 상기 이온은 CID에 의해 제2 질
량 여과기 내에서 단편화한다. 이어서, 특정 이온만 통과되도록 제3 사중극을 배치한다. 따라서, 상기 특정 이온 상에 
제3 사중극 질량 여과기를 배치하는 동안 중요 범위 내에서 제1 사중극 질량 여과기를 스캐닝함으로써, 제2 사중극에 
배치한 경우처럼 특정 단편 이온을 생산하는 모든 성분(예컨대, 생성물 또는 반응물)을 검출한다.

    
분석 속도는 샘플을 주사하는데 사용되는 자동 샘플러(예: 미국 위스콘신주 미델톤 소재 CTC Analystics 및 Gilson, 
Inc.의 자동 샘플러)의 모터 운동에 의하여만 제한된다. 예를 들어, 주사 바늘을 세척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초, 주사 바
늘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40초로 속도를 임의로 설정한다. 자동화 조작을 하룻밤 동안 하는 경우, 상기 샘플링 속도는 
2880개의 샘플이 MS에 의해 분석되도록 한다. 따라서, 샘플의 전체 96-웰 미량희석 평판의 조작 시간은 1시간 이내
이다. 바람직하게는, 하루에 약 5000개 또는 시간 당 약 200개의 샘플이 스크리닝되도록 하는, 샘플 당 약 15초로 자
동 샘플러의 속도를 설정한다. 최근, 자동 샘플러 회사는 세척을 포함하여 10분에 하나의 평판으로 효율을 증가시키려
고 연구하고 있는데, 이어서 상기 효율은 1시간에 약 8500 MS 샘플이 조작되게 한다.
    

상기 질량 분석 시스템 및 중요 샘플의 비직결형 정제로 기계에 샘플을 도입하는 단계는 일반적으로 최고의 속도 조절 
단계이다. 본 발명은 보다 신속한 정제 단계를 제공함으로써 질량 분석기로 사용하는 고효율 스크리닝 방법을 제공한다.

    
전술한 중성 손실, 모 이온 스크리닝 방법으로 집결(pooling)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동 샘플러의 속도를 초과하도록 
스크리닝 속도를 증가시킨다. 다수의 샘플, 예컨대 유사 또는 관련 샘플을 임의로 집결시키거나 함께 혼합하고, 하나의 
샘플로서 질량 분석기에 주사한다. 이어서, 데이터를 해리 해석하여 집결된 샘플 각각에 대하여 정제 또는 분석을 제공
한다. 예를 들어, 5개의 상이한 기질을 효소와 반응시키고, 결과를 집결하였다. 5개의 상이한 기질은 생성물로서 5개의 
유사 또는 관련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 생성물을 집결시키고 분석한다. 그 후, 집결된 샘플 상에서 중성 손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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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 loss analysis)을 임의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모든 샘플로부터, 예컨대 제2 사중극에서 특정 중성 단편을 제
거하고, 이어서 데이터를 해리 해석하여 제1 사중극에서 검출한 바와 같이 모 이온을 측정함으로써 개별 샘플 각각에 
대한 결과를 제공한다.
    

    
약 2개 내지 1000개의 샘플을 임의로 집결시키고, 따라서 예컨대 15초마다 1회의 주사에서 시간 당 약 400개의 샘플 
내지 시간 당 약 240,000개의 샘플로 효율을 증가시킨다. 자동 샘플러의 속도가 15초마다 1회 초과의 주사로 증가되
는 경우, 훨씬 더 빠른 스크리닝 속도를 얻는다. 임의로, 보다 많은 샘플을 집결시켜 보다 빠른 스크리닝 속도를 제공한
다. 일반적으로 약 5개 내지 500개의 샘플을 집결시킨다. 보다 일반적으로, 약 5개 내지 약 100개의 샘플 또는 약 10
개 내지 약 20개의 샘플을 집결시킨다. 주사 당 15초의 MS 속도에서, 각각 100개의 샘플을 포함하는 풀(pool)에 대한 
스크리닝 속도는 시간 당 약 24,000개의 샘플 또는 시간 당 약 576,000개의 샘플이다.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에 예컨
대 1종 이상의 성분의 존재, 부존재 또는 활성에 대하여 약 500개 이상의 샘플(예컨대, 세포 콜로니 또는 라이브러리 
구성요소), 약 1000개 이상의 샘플, 약 5000개 이상의 샘플, 약 10,000개 이상의 샘플, 약 25,000개 이상의 샘플 또
는 약 100,000개 이상의 샘플을 스크리닝한다. 다시 말해서, 약 1일간 약 1000개 이상의 샘플, 약 25,000개 이상의 
샘플, 약 100,000개의 샘플, 약 500,000개 이상의 샘플 또는 그 이상의 샘플을 스크리닝한다.
    

Ⅶ. 키트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고효율 질량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전부는 아닐지라도) 필수 
시약을 포함하도록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시스템을 임의로 일괄한다. 또한, 상기 키트는 일반적으로 적당한 용기; 장치와 
시약의 사용에 대한 설명서; 및 시약이 장치 내에 미리 배치되지 않은 경우 장치 중 세포 성장 평판 또는 질량 분석기에 
시약을 도입시키는 것에 대한 적당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상기 키트는 웰 내에 미리 배치되거나 별도로 일
괄된 필수 시약을 가지는 세포 성장 평판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안정화된 형태로 상기 시약을 제공함으로써, 장기 저
장(예컨대, 누출 후 장기 저장) 중 용해 또는 기타 손실을 방지한다. 저장될 시약에 대해 수많은 안정화 방법을 폭넓게 
사용하는데, 화학 안정제(즉, 효소 저해제, 살미생물제(microcide)/정균제, 항응고제), 물질의 물리적 안정화(예컨대, 
고체 지지체 상에서의 부동화를 통한 물질의 물리적 안정화), 매트릭스 내의 포착(entrpment)(예: 겔), 냉동 건조 등
이 그 예이다.
    

일반적으로, 상기 사항은 전술한 본 발명의 측면 및 실시태양에 적용가능하다. 더욱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
은 본 발명의 정신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방법 및 장치를 변경할 수 있고, 본 발명은 하기 용
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상이한 용도가 있다.

효소 반응 경로의 고효율 스크리닝을 수행하는 질량 분석 시스템의 용도.

효소 반응의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고효율 스크리닝을 수행하는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질량 분석 시스템의 용
도.

핵산 라이브러리의 고효율 스크리닝을 수행하는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질량 분석 시스템의 용도.

고효율 질량 분석 스크리닝을 수행하는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의 용도.

효소 반응 경로의 고효율 질량 분석 스크리닝을 수행하는 본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의 용도.

본 명세서에 기재된 질량 분석 시스템의 용도를 사용하는 분석.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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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범위를 한정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예증할 목적으로 하기 실시예를 제공한다. 당업자는 변화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각종 비임계(noncritical) 매개변수를 인식하여 거의 유사한 결과를 수득할 것이다.

실시예 1: HTP-MS 아트라진 제조

아트라진은 트리아진 유도(triazine-derived) 제초제 계통군의 구성요소이다. 상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제초제로 오
염된 부위로부터, 아트라진을 대사시키고 용해시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단리시킨다. 슈도모나스 균주는, 아트라진 용해 
경로에 있어서 제1 단계인 히드록시아트라진으로의 아트라진 형질변환을 촉매하는 473 아미노산 단백질인 atzA를 암
호화하는 유전자를 함유한다고 밝혀졌다[또한, De Souza, M., Sadowsky, M. & Wackett, L. P.: Atrazine Chloroh
ydrolase from Pseudomonas sp. Strain ADP: Gene Sequence, Enzyme Purification, and Protein Characteriz
ation.J. Bacteriol.178: 4894-4900 (1996)을 참조하라.](또한, 도 1을 참조하라).

    
슈도모나스(Pseudomonas sp.) 균주 ADP에 의한 아트라진의 생화학적 용해는 오염된 부위를 세척하는 환경친화적(
environmentally sound) 방법이다.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하여 atzA 유전자의 야생형 활성의 증가가 바람
직하다. lac 프로모터의 통제 하에 pUC 유도 벡터에 atzA 유전자를 클로닝하고, 대장균TG1에 벡터를 형질전환시켰다. 
글루코오스의 존재 하에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고, 이소프로필 티오갈락토오스(IPTG)로 유도하였다. 또한, 플라스
미드는 카나마이신 내성에 대한 유전자를 함유하였다.
    

라이브러리 구성 및 세포 성장

    
atzA 유전자를 슈플링하고, 카나마이신/2% 글루코오스 평판 상에 초기 라이브러리를 도말하였다. 로봇 콜로니 채집기
(Genetics사의 Q-bot)는, 카나마이신 및 웰 당 2%의 글루코오스 함유 2XYT(100 μL) 배지를 포함하는 96 웰 미량
희석 평판에 모든 콜로니를 채집하였다. 미량희석 평판(Kuehner, 스위스)에 대해 특수 설계된 진탕기에서 37 ℃로 하
룻밤 동안 세포를 성장시켰다. 카나마이신 및 IPTG 함유 2XYT(100 μL) 배지에 포화 배양물을 20배 희석시켜 발현
을 개시하도록 하고, 다시 37 ℃로 하룻밤 동안 성장시켰다.
    

아트라진 용해

    
원심분리에 의해 세포를 수집하고, 100 μL 암모늄 아세테이트(100 mM, pH 7)에 재현탁시켰다. 아트라진(100 μM) 
및 암모늄 아세테이트(100 mM, pH 7)를 함유하는 반응 완충액 100 μL를 포함하는 반응 웰에 5 μL의 재현탁된 세
포를 옮겼다. 일정한 진탕 하에 실온에서 6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시켰다. 동등한 부피의 메탄올(100 μL)을 첨가함으
로써 반응을 억제시켰다. 여과기 평판 상에 전체 반응 혼합물을 옮기고, 여과에 의해 고체 세포 쇄편 및 침전물을 제거
하였다. 흐름 주사에 의해 전자분무 질량 분석기에 샘플을 직접 주사하고, 직렬식 질량 분석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MS/MS 방법 전개

아세토니트릴 중 1mM 아트리진 용액을 제조하고, 삼중 사중극 질량 분석기 (Finnigan TSQ 7000) 상에서 MS/MS 방
법을 전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아세토니트릴이었다. 충돌 에너지는 -20 eV로 설정하였다.

m/z=216(모 이온) 대 m/z=174(딸 이온)의 머무름(trnsition)을 모니터하였다.(도 2, 패널 A 및 패널 B 참조)

MS/M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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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일반적인 96 샘플 평판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열은, 8개의 칼럼을 가로질러 재생된 다양한 변이체와 함께 
12가지 상이한 반응 조건을 포함한다. 12 피크의 주기 패턴은 명백히 가시적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병렬식으로 박테
리아 세포 성장, 반응, 샘플 검사(workup)을 수행하였다.

재료

Sigma로부터 암모늄 아세테이트, 글루코오스, IPTG 및 카나마이신을 구입하였다. 문헌[Sambrook, J., Fritch, E. F. 
& Maniatis, T.:Molecular Cloning,ALaboratory Manual.,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1989]에 따라 
2XYT 배지를 제조하였다. 세포 성장을 위한 미량희석 평판은 Nunc사의 무균 평면 바닥 (flat-bottom)의 얕은 웰 평
판이었다. 96 웰 Costar 폴리스티렌 V 바닥 평판 내에서 반응을 수행하였다. 여과기 평판은 Millipore HV 0.45 ㎛ D
urapore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실시예 2: 질량 분석법을 사용하는, 효소 및 경로의 직접 진화에 대한 고효율 스크리닝

효소 반응의 고효율 화학 스크리닝은 기질(들) 및 생성물(들)의 양적 검출을포함한다. 최근까지 가장 보편적인 검출 방
법은, 예컨대 질량 대 전하 비율에 기초한 특정 유기 분자의 동정을 가능하게 하는 질량 분석법이다. 전자분무 이온화는 
하전된 극성 유기 분자를 기체 상으로 이동시키는 완화한 방법이고, 대부분의 생물학적으로 관련된 유기 분자에 적합하
다.

DNA 슈플링 기술을 사용하여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들)를 암호하하는 관련 유전자 서열 라이브러리를 창출한다. 
관련 유전자 서열은 예컨대 박테리아에 형질전환되는 플라스미드 상에 있다. 많은 다른 슈플링 포맷도 적당하지만, 일
반적으로 단일 박테리아 클론은 특정 효소 또는 효소 경로의 비반복 변이체를 나타내는 비반복 유전자 서열을 운반한다.

도 4는 단일 박테리아 콜로니로부터 질량 분석법에 의해 효소 반응을 모니터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계들을 도
시한 것이다.

A: 96 또는 384 웰 포맷에서의 단일 콜로니 채집 및 성장

Genetix사의 Q-bot를 사용하여, 형질전환 평판으로부터 적당한 성장 배지를 가지는 384-웰 또는 96-웰 미량희석 
평판에 단일 콜로니를 직접 채집하였다. Q-bot의 최대 속도는 시간 당 약 4000 콜로니이다. 세포 성장을 위한 특수 평
판 진탕기 내에서 미량희석 평판을 항온처리하였다.

B: 완전 세포, 세포 용해 또는 정제된 세포를 사용하는 생성물 생성

단일 미량희석 평판 웰 내에서 각 단일 콜로니를 균일성 있게 성장시킨 후, 생성물 형성을 개시하는 몇몇 방법으로 처리
하였다. 세포 성장 중 효소 발현을 억제할 목적인 경우(때때로 바람직함), 억제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활성제 분자를 첨
가함으로써 발현을 유도할 수 있다.

활성 효소를 함유하는 세포를 용해하거나 투과제로 처리함으로써 부피가 크고/부피가 크거나 강한 이온성 기질이 세포
벽을 통과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그람 음성 박테리아(예: 대장균)에 특히 유용하다. 몇몇 효소는 배지에 분비되고(즉, 
적당한 신호 서열로 바실루스와 같은 그람 양성 박테리아에서 발현되는 경우), 이 경우 별도의 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
는다.

몇몇 경우에 있어서, 정제 수지 상에서 중요 효소를 정제하고, 정제된 단백질에 기질을 첨가하였다. 단백질 정제 단계는 
하기 샘플 제조 단계를 제거한다(예컨대, C를 참조하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백질 정제 방법은 단일 효소 진화의 경
우에 사용되고, 경로 진화의 경우에는 종종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이한 배지에 박테리아 배양을 접종시킴으로써 생성물 형성의 개시를 달성할 수 있다. 상기 경우에 있어서, 미량
희석 평판 상에서, 예컨대 96-웰 또는 384-웰 내에서 병렬식으로 생성물 생성의 개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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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생물학적 매트릭스로부터 분석물의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질량 분석기에서 분석물의 양적 검출에 영향을 미치는 2 이상의 인자가 있다. 매트릭스 내의 불순물에 의해 신호를 억
제하거나 차폐할 수 있다. 또한, 질량 분석기는 감수성이 있는 기구이고, 일반적으로 조샘플을 조작하도록 설계되어 있
지 않다. 매트릭스 내의 강한 이온성 완충액 및 거대분자(예: DNA 또는 단백질)은 신호의 감소를 야기하고, 어떤 경우
에는 기계의 고장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종종 샘플 세척이 유익하다.

    
일반적으로, 조샘플을 기계에 도입시키기 이전에 액체 상 크로마토그래피 칼럼 상에서 조샘플을 세척한다. 질량 분석법
과 조합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LC/MS)는 조샘플을 세척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각 칼럼 조작은 시간이 소
요되고, 샘플 분석 속도를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흐름 주사 분석(FIA)은, 최근 포맷에서 주사 당 약 30 내지 약 40초
의 범위이고, 보다 신규한 자동 샘플러 모델이 제조될수록 더 빨라지는 자동 샘플러의 속도에 달려있는 속도 의존적인 
것이다.
    

    
FIA용 샘플 제조시 세포와의 반응으로부터 질량 분석기에 도입시키기까지의 단계를 고려한다. 한 인자는 생성물 형성
에 대한 반응 조건을 조절하여 스크리닝 질의 손상없이 MS 상용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응 조건은 그 조건 하에서 상
기 효소들이 사용되어 스크리닝이 의미있는 것임을 입증하는 표적 환경 조건에 가능한한 가깝다. 상기 조건은 프로젝트 
의존적이다. 일단 조건이 정해지면, 종종 추가의 샘플 세척이 유익하다. 효과적인 샘플 세척은 매트릭스 및 분석물의 물
리화학적 성질에 의존한다.
    

몇몇 전략을 사용하여 다양한 생물학적 매트릭스 내에 각종 상이한 분석물을 제공한다. 상기 전략 중 일부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상기 실시예 1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아트라진과 같이 소수성 부위를 가지는 소분자 기질은 용해없이 대장균 세포질
을 투과한다. 암모늄 아세테이트와 같은 휘발성 완충액를 사용하여 매우 단순히 세척할 수 있었다. 기질을 첨가하고, 병
렬식으로 세포 쇄편을 여과하였다.

금속 이온을 배위시킴으로써 작은 무기 이온성 분석물을 종종 차폐시켰다. 반응 완충액를 선택하여 이온성 종의 농도를 
최소로 감소시키고, 양이온 교환 수지에 의해 남아 있는 양이온을 제거하였다.

혼합된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하여 모든 이온성 종을 제거함으로써 올리고당류 분석물을 세척하였다. 세포(대장균)는 
부분적으로 용해되기 때문에 세포 쇄편, DNA 및 단백질 불순물을 에탄올로 침전시키고, 여과에 의해 제거하였다.

유기 용매에 의해 수상으로부터 폴리케티드와 같은 소수성 분자를 추출하였는데, 유기 용매는 또한 모든 이온성 불순물
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샘플 제조는, 고도의 자동화 방식으로, 그리고 병렬식으로 96개의 샘플을 처리함으로써 스크리닝 속도가 질량 분석기에
서의 연속 분석 속도에만 의존하는 것임을 입증하도록 채택한다.

D: 전자분무 직렬식 질량 분석기 상에서의 흐름 주사 분석

    
삼중 사중극 질량 분석기는 샘플의 MS/MS 분석을 허용한다. 하나의 특정 모 이온은 불활성 기체와의 단편화 반응이 
수행되는 제1 사중극을 통과하도록, 기계를 배치할 수 있다. 이어서, 삼중 사중극 내외에서 가장 현저한 딸 이온을 선발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분석물 동정에 대한 두가지 확인점을 창출한다. 검출되는 입자는 모 이온과 딸 이온 둘다에 대한 
정확한 분자량 대 전하 비율을 가진다. 따라서, 지렬식 질량 분석법은 보다 고도의 특이성을 초래하고, 또한 종종 보다 
높은 신호 : 잡음 비율을 초래한다. 또한, 그것은 동일한 질량 대 전하 비율을 가지는 분석물과 분석물을 구별함으로써 

 - 26 -



공개특허 특2001-0102069

 
추가의 분리를 유인하였다.
    

직렬식 질량 분석기를 사용하는 비직결형 정제 샘플의 흐름 주사 분석은 1시간 이내에 약 100개 이상의 샘플 분석을 
허용하였다. 효율 한계는, 다른 검출 방법(즉, UV/VIS 분광계)의 병렬식 분석에 반대되는 경우 질량 분석기의 연속 분
석의 성질에 의해 설정하였다. 기계에의 샘플 도입은 속도 제한 단계이다.

전술한 발명은 명확한 이해의 목적으로 설명과 예에 의해 다소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정신
과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변화 및 수정할 수 있다는 본 발명의 가르침에 비추어 당업자에 이의없이 명백
할 것이다. 본 명세서에 인용된 모든 특허, 특허 출원 및 간행물은 모든 목적을 위해 전부 참고로 인용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ⅰ) 1종 이상의 세포를 성장시키는 단계;

(ⅱ) 세포 성장 조건의 비직결형 병렬식 조절을 포함하여, 1종 이상의 세포로부터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
을 정제하는 단계; 및

(ⅲ) 전자분무 직렬식 질량 분석법을 사용하여 흐름 주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질량 대 전하 비율 데이터를 수득하고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의 고효율 질량 분석 스크리닝을 제공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고효율 질량 분석 스크리닝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단계 (ⅰ)은 단계 (ⅱ)와 동시에 수행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1시간 이내에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의 존재 또는 활성에 대하여 약 1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를 스크리닝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1시간 이내에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의 존재 또는 활성에 대하여 약 2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를 스크리닝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1시간 이내에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의 존재 또는 활성에 대하여 약 5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 약 1,0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 약 5,0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 약 10,0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 약 25,0
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 또는 약 100,0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를 스크리닝하는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약 1일간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의 존재 또는 활성에 대하여 약 200개 이상의 세포 콜
로니, 약 1,0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 약 25,0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 약 100,0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 약 500,
000개 이상의 세포 콜로니 또는 그 이상의 세포 콜로니를 스크리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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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다수의 세포 콜로니 상에서 흐름 주사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다수의 세포 콜로니는 약 2개 내지 약 1,000개의 세포 콜로니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다수의 세포 콜로니는 약 5개 내지 약 500개의 세포 콜로니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다수의 세포 콜로니는 약 5개 내지 약 100개의 세포 콜로니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다수의 세포 콜로니는 약 5개 내지 약 20개의 세포 콜로니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의 정제는, 이온성 종(species), 이온 교환 수지 또는 유기 
용매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휘발성 완충액 내에서 단계 (ⅱ)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은 완전 세포, 세포 용해물 또는 세포 상청액으로부터 생산되거나 또는 첨가
된 기질과 정제된 세포 효소의 반응으로부터 생산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은 단백질, 단백질 결합 분자, 탄수화물, 탄수화물 결합 분자, 효
소 촉매 반응의 생성물, 핵산, 및 핵산 촉매 반응의 생성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은 효소, 효소 기질 및 효소 생성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은 하나 이상의 소수성 부위를 가지는 기질, 무기 이온, 올리고당
류, 소수성 분자, 아트라진 및 폴리케티드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의 정제는 고체 지지체에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을 
부착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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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고체 지지체는 하나 이상의 자기 비드, 하나 이상의 아가로오스 비드, 하나 이상의 폴리스티렌 비드, 
하나 이상의 핀, 마이크로웰 (microwell) 평판 또는 막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은, 각각의 효소가 표지 부위를 포함하는 효소 라이브러리를 포
함하는 것이고; 고체 지지체는 표지 결합 부위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표지 부위는 비오틴, 아비딘 또는 스트렙타비딘을 포함하는 것이고, 표지 결합 부위는 비오틴, 아비
딘 또는 스트렙타비딘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1.

제19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효소 기질과 효소 라이브러리를 접촉시켜 1종 이상의 생성물을 생산하는 것을 추가로 포
함하는 방법으로서, 흐름 주사 분석의 수행은 1종 이상의 생성물 상에서 흐름 주사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
인 방법.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은 1종 이상의 효소 기질 및 1종 이상의 효소 반응의 생성물을 포
함하는 것인 방법으로서, 1종 이상의 효소 반응의 생성물 및 1종 이상의 효소 기질의 양을 동시에 정량하는 것을 추가
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3.

제1항에 있어서, 전자분무 직렬식 질량 분석법을 사용하는 흐름 주사 분석의 수행은 중성 손실 질량 분석법 및 모(par
ent) 이온 질량 분석법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삼중 사중극 질량 분석기 상에서 중성 손실 질량 분석법 또는 모 이온 질량 분석법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a) 특정 질량 범위에서 제1 사중극 내에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을 스캐닝하는 단계;

(b) 충돌 유도 해리(collision induced dissociation)에 의해 제2 사중극 내에서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
을 파편화함으로써, 1종 이상의 중성 파편 또는 1종 이상의 딸(daughter) 이온을 생산하는 단계; 및

(c) 1종 이상의 딸 이온을 검출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중성 손실 질량 분석법을 수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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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a) 제1 사중극 내에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을 스캐닝하는 단계;

(b) 충돌 유도 해리에 의해 제2 사중극 내에서 1종 이상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성분을 파편화하는 단계; 및

(c) 특정 질량에서 제3 사중극을 스캐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모 이온 질량 분석법을 수행하는 방법.

청구항 27.

(ⅰ) 관련 유전자 서열 라이브러리 중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member)를 함유하는 플라스미드로 형질전환된 세포를 
제공하는 단계;

(ⅱ) 세포로부터 세포 콜로니 또는 세포 배양물을 성장시키는 단계;

(ⅲ) 생물학적 매트릭스 내의 세포 콜로니 또는 세포 배양물로부터 1종 이상의 생성물 또는 반응물을 생산함으로써, 칼
럼 분리되지 않은 샘플을 생산하는 단계;

(ⅳ) 칼럼 분리되지 않은 샘플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생물학적 매트릭스의 비직결형 병렬식 조절을 포함하는, 생물학
적 매트릭스로부터의 칼럼 분리되지 않은 샘플을 정제하는 단계; 및

(ⅴ) 전자분무 직렬식 질량 분석법을 사용하는 흐름 주사 분석에 의해 칼럼 분리되지 않은 샘플을 모니터함으로써, 1종 
이상의 생성물 또는 반응물을 모니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고효율 질량 분석법에 의해 1종 이상의 생성물 또는 반응물을 모니터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생성물 또는 반응물은 단백질, 단백질 반응의 생성물, 핵산 및 핵산 촉매 반응의 생성물로부터 선택
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생성물 또는 반응물은 효소 및 효소 촉매 반응의 생성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0.

제27항에 있어서, 단계 (ⅲ)은 단계 (ⅳ)와 동시에 수행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1.

제27항에 있어서, 정제는, 칼럼 분리되지 않은 샘플이 생산되는 생물학적 매트릭스에 완충액을 첨가하거나 변경함으로
써, 샘플 분석용 질량 분석기에 직접 주사될 수 있는 샘플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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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항에 있어서, 약 1시간 이내에 생성물 또는 반응물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대해 약 2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구성
요소, 약 1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구성요소, 약 5,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구성요소, 약 10,000개 이상의 라이브
러리 구성요소, 약 25,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구성요소 또는 약 100,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구성요소를 스크리닝
하는 방법.

청구항 33.

제27항에 있어서, 약 1일간 생성물 또는 반응물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대해 약 2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구성요소, 약 
1,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구성요소, 약 25,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구성요소, 약 100,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구
성요소, 약 500,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구성요소, 약 1,000,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 구성요소 또는 그 이상의 라
이브러리 구성요소를 스크리닝하는 방법.

청구항 34.

제27항에 있어서, 반응은 효소 반응인 방법.

청구항 35.

제27항에 있어서, 유전자 서열은 효소를 암호화하는 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생성물 또는 반응물은 효소 기질 및 효소 반응의 생성물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으로서, 효
소 기질의 양 및 효소 반응의 생성물의 양을 정량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37.

제27항에 있어서, 세포는 박테리아인 방법.

청구항 38.

제27항에 있어서, 정제 단계는 실질적으로 모의 환경 세포 조건인 반응 조건에서 수행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3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정제는 이온성 종, 이온 교환 수지 또는 유기 용매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휘발성 완충액 내에서 
단계 (ⅳ)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27항에 있어서, 칼럼 분리되지 않은 샘플은, 완전 세포, 세포 용해물, 세포 상청액을 사용하거나 또는 1종 이상의 세
포 효소에 대한 1종 이상의 기질과 1종 이상의 정제된 세포 효소의 반응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1.

제27항에 있어서, 칼럼 분리되지 않은 샘플은 하나 이상의 소수성 부위를 가지는 기질, 무기 이온, 올리고당류, 소수성 
분자, 아트라진, 지질 분자 및 2차 대사산물로부터 선택되는 것인 방법.

청구항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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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항에 있어서, 2차 대사산물은 폴리케티드인 방법.

청구항 43.

제27항에 있어서, 단계 (ⅴ)는 중성 손실/모 이온 질량 분석법을 수행함으로써, 1종 이상의 생성물 또는 반응물의 양을 
정량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44.

(ⅰ) 세포 샘플을 성장시키고, 1종 이상의 효소, 효소 기질 및 효소 생성물을 반응시키기 위한 세포 성장 평판;

(ⅱ) 세포 성장 평판에 연결되거나 세포 성장 평판 내에 있는 샘플 정제용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

(ⅲ)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에 작동가능하게 연결된 자동 샘플러; 및

(ⅳ) 자동 샘플러에 작동가능하게 연결된 질량 분석기

를 포함하고, 상기 자동 샘플러는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으로부터 주사 및 분석용 질량 분석기에 샘플을 수송하
는 샘플 조작장치(handler)를 포함하는 것인, 고효율 질량 분석 스크리닝용 장치.

청구항 45.

제44항에 있어서, 자동 샘플러는 약 1시간에 약 100개 이상의 샘플을 수송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46.

제44항에 있어서, 자동 샘플러는 약 1시간에 약 200개 이상의 샘플을 수송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47.

제44항에 있어서, 자동 샘플러는 2개 이상의 샘플을 배합시키고, 질량 분석기에 2개 이상의 샘플을 동시에 주사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48.

제47항에 있어서, 질량 분석기는 약 1시간에 약 200개 이상의 샘플, 약 1,000개 이상의 샘플, 약 5,000개 이상의 샘플, 
약 10,000개 이상의 샘플, 약 25,000개 이상의 샘플 또는 약 100,000개 이상의 샘플을 스크리닝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49.

제47항에 있어서, 질량 분석기는 약 1일간 약 200개 이상의 샘플, 약 1,000개 이상의 샘플, 약 25,000개 이상의 샘플, 
약 100,000개 이상의 샘플, 약 500,000개 이상의 샘플 또는 약 1,000,000개 이상의 샘플을 스크리닝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50.

제44항에 있어서, 스크리닝 속도는, 자동 샘플러가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과 질량 분석기 간에 샘플을 수송하는 
최대 속도에 의해 측정되는 것인 장치.

청구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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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항에 있어서, 비직결형 정제 시스템은 이온성 종, 이온 교환 수지 또는 유기 용매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휘발성 완
충액을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52.

제44항에 있어서, 비직결형 정제 시스템은 성분 반응기를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53.

제52항에 있어서, 성분 반응기는 효소 반응기를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54.

제52항에 있어서, 효소 반응기는 1종 이상의 성분을 부동화시키기 위한 고체 지지체를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55.

제54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성분은 1종 이상의 효소,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당류, 올리고당류, 펩티드, 폴리
뉴클레오티드, 유기 소분자 또는 2차 대사산물을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56.

제54항에 있어서, 고체 지지체는 하나 이상의 자기 비드, 하나 이상의 아가로오스 비드, 하나 이상의 폴리스티렌 비드, 
하나 이상의 핀 또는 막을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57.

제44항에 있어서, 세포 성장 평판은, 유전자가 단백질 또는 효소를 암호화하는 관련 유전자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것
이고, 각각의 유전자는 특수 표지 부위를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58.

제57항에 있어서, 비직결형 병렬식 정제 시스템은 세포 성장 평판 내에 있으며 고체 지지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상기 
고체 지지체는 표지 결합 부위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기 표지 결합 부위는 특수 표지에 결합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59.

제58항에 있어서, 자동 샘플러는 세포 성장 평판으로부터 고체 지지체를 제거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60.

제44항에 있어서, 질량 분석기는 전자분무 직렬식 질량 분석기인 장치.

청구항 61.

제44항에 있어서, 질량 분석기는 삼중 사중극 질량 분석기인 장치.

청구항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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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항에 있어서, 질량 분석기로부터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장치에 작동가능하게 연결된 컴퓨터 및 소프트웨
어를 추가로 포함하는 장치.

청구항 63.

제62항에 있어서, 컴퓨터는 자동 샘플러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인 장치.

청구항 64.

(ⅰ) 다수의 성분(표지된 성분을 포함)을 제공하는 단계;

(ⅱ) 고체 지지체 상의 표지 결합 부위에 표지된 성분을 결합시키는 단계;

(ⅲ) 반응 혼합물 중 1종 이상의 시약과 표지된 성분을 반응시킴으로써, 1종 이상의 생성물을 생산하는 단계;

(ⅳ) 반응 혼합물로부터 표지된 성분을 제거하거나 고체 지지체로부터 반응 혼합물을 세척하는 단계; 및

(ⅴ) 표지된 성분, 1종 이상의 시약 또는 1종 이상의 생성물을 고효율 시스템에서 분석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다수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

청구항 65.

제64항에 있어서, 고체 지지체는 하나 이상의 자기 비드, 하나 이상의 아가로오스 비드, 하나 이상의 폴리스티렌 비드, 
하나 이상의 핀, 미량희석 평판 또는 막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66.

제64항에 있어서, 표지된 성분은 비오틴, 아비딘 또는 스트렙타비딘이고, 표지 결합 부위는 비오틴, 아비딘 또는 스트
렙타비딘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67.

제64항에 있어서, 상기 성분은 효소, 펩티드, 단백질, 폴리뉴클레오티드, 탄수화물, 지질, 당류, 올리고당류, 유기 소분
자, 2차 대사산물 또는 핵산을 포함하는 것인 방법.

청구항 68.

제64항에 있어서, 유전자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유전자는 1종 이상의 효소를 암호화하고, 상
기 효소는 다수의 표지된 성분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69.

제68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세포 내에서 1종 이상의 표지된 효소를 형질 발현하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으로서, 
세포 또는 세포 상청액은 반응 혼합물을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70.

제69항에 있어서, 1종 이상의 세포를 용해시키는 것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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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1.

제64항에 있어서, 고효율 시스템은 질량 분석기를 포함하는 것인 방법.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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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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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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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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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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