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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생물 및 생명공학 기술이 고가의

macro-scale의 장비들을 이용하 다면 최근 바이

오 칩 및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은micro-scale의검색방법이라할

수있다. 이런바이오칩이나오게된배경은기존

의DNA assay나 immunoassay 기술로는포스트

게놈시대의 쏟아져 나오는 유전정보나 단백질 정

보에대처할수없어보다고집적분석기술(high-

throughput screening)의 방법의 모색에서 출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바이오 칩의 최종적인

목표는 시료의 분리, 정제, 혼합, labeling, assay,

세척 등이 모두 하나의 칩 안에서 이루어지는 칩

위의 실험실(lab-on-a-chip) 형태로 되어야 한다.

최근여러게놈프로젝트들이DNA 칩기술을사

용하여 완료되어 감에 따라, 생명현상의 기본이

되는 유전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10여만 개로 예측되는 인간 유전자 중, 1만여 개

의 기능이 밝혀져 있고, 이러한 유전자들은 대부

분이질환과직접적인연관이있는것으로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순이 mRNA 발현량으로만 가지

고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에 의한 세포 신호 기

작 및 조절에 대한 이해와 효소-기질 혹은, 리간

드-drug 상호작용에대한정보를제공해줄수없

다. 또한, 대부분의질병이유전자수준이아닌단

백질수준에서 유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되

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 의약품의 95% 이상이 단

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백질 칩은

특정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생체분

자의 기능을 밝히고, 단백질 기능분석 및 네트워

크분석을통하여얻어진자료를바탕으로고전적

인방법으로는불가능하 던질병에대한치료및

예방법을개발하는연구에있어서핵심이되는기

술로부각되고있다. 하지만DNA 칩과는달리단

백질 안정성, 3차원적 구조로 인한 활성 및 배열

문제, 고정된 단백질 간의 교차오염 등 여러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단백질

칩에관한최신기술은다음과같이크게네가지

로분류할수있다.

①DNA 마이크로어레이 기술을 이용하여 DNA

와단백질과의상호작용을칩상에서분석하는

기술이다. 칩 상에서 단일가닥 올리고뉴클레오

타이드를 이중가닥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로

전환시킨후, 다시특정DNA 서열에특이적인

제한효소를 반응시켜 절단유무를 통해 DNA-

단백질 상호작용을 검사함으로써, 새로운

DNA 결합단백질을발굴하고그특성을밝혀

내는데유용하다.

②제한효소, 페록시다제, 포스파타제 및 단백질

키나아제등의여러종류의효소및항원-항체

반응을칩상에서분석하는기술이다. 특히, 본

기술은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키나아제-펩

타이드 기질 반응, 단백질-리간드 결합반응을

통해 대량검색, 생화학적 분석, 신약 후보물질

분석, 질병 진단 등에 응용할 수 있다. 그러나,

screening
Process-on-a-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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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나아제특이적인기질인펩타이드또는분자

량이 작은 단백질을 고정할 경우, 비특이적인

고정을막기위해사용되는봉쇄물질인소혈청

알부민(BSA)으로인하여고정되는물질이묻

혀버리는 제한점이 있으며, 또한, 칩 상에 서로

다른종류의항체를고정하고, 형광체가표지된

항원혼합물과반응시켰을때, 항체의60%만이

정량적인결과를나타냈으며, 단지23%만이정

성적인결과를나타냈다고보고되어있다.

③ cDNA 라이브러리로부터 대량의 단백질을 칩

상에서 발현하여 분석하는 기술이다. 본 기술

은단백질의생화학적활성에대한대량검색에

유용하다.

④친화성 태그를 이용하여 생체분자의 배향성

(orientation)을 분자수준에서 조절하면서, 균

일하고안정된생체분자의단일층을칩표면에

형성시키는 기술을 이용하여 시료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예를들어, 단백질을His-tag 융합된

형태로 발현시킨 다음, Ni-NTA 기능기가 고

정된 칩에 반응시켜 고정시킴으로써, 생체분자

의 활성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인테인(intein)

이 융합된 형태로 발현시켜 정제가 용이할 뿐

만 아니라, 특정 부위를 비오틴화시켜 아비딘

처리가 된 칩 상에서 일정방향으로 고정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활성적인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다.

최근micro-fluidics 기술을이용한다양한소재

와대량생산과디바이스의소형화등여러측면을

고려한 MEMS 기술을 생물, 의학 분야에 적용한

Bio-MEMS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최근의

개발동향은 microfluidics와 관련된 MEMS 기술

을 기존의 분석기술에 접목시킴으로서 수

nanoliter에 해당되는 적은 양의 액체시료를 단위

칩 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시료분석에 필요한 모

든 구성요소를 소형화(miniaturization), 일체화

(integration)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lap-on-a-

chip화시키려는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signal transduction에 관여하여

생체(세포)내에서여러 cascade 작용을일으키며,

따라서 약물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DNA/

단백질들을 chip에 고정화하고, MEMS 기술을

이용하여 chip상에서 drug candidates를 포함한

다양한 active compounds와의 상호작용을 측정

할 수 있는 process-on-a-chip 시스템을 개발을

목표로하고있다. 

생체(세포)내에서 signal transduction에 관여

하여 여러 cascade 작용을 일으키며, 따라서 약물

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DNA/단백질들을

그림 1. Microwell type의 chip 제작 및 반응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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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기 위한 chip을 개발하며 이때 chip에서의

단백질 고정화 및 반응을 위한 초소형 반응조건

확립이중요하다. 

Slide 표면을 etching 처리하여 고 도 측정이

가능한 microwell 형태를 만들고 여기에 target

단백질이 고정화된 microwell을 완성한다. 단백질

의 고정화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다.

우선 항원-항체 결합, DNA-Protein interaction

및 단백질-수용체(receptor)간의 상호 결합 능력

을 이용할 수가 있다. 먼저 항원이나 수용체를

poly-L-lysine, poly-arylamine, aldehyde 또는

biotin-streptavidine 등으로 표면처리된 slide

glass 표면에 고착시키고, 각각의 고착에 사용된

방법을 고려하여 target 단백질의 발현시스템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특정 antigen을 slide glass

표면에 고착시킨뒤 target 단백질의 N-terminal

에 Fab(Fragment antigen binding)가융합된형

태로 발현시스템을 제작하면 분리정제된 target

단백질은 Fab-antigen 상호

작용에 의해 slide glass 위에

고정화 할 수 있다. 각각의 결

합능력과생산정도를모두고

려하여 최적의 결합효율을 나

타내는 방법을 선택하고자 한

다. Microwell은 반도체 공정

및자기조립나노구조체등을이용하여초미세혹

은 새로운 구조의 micro-biochemical reactor를

제작하여, 표면에 target 단백질을 결합시킨다. 지

금까지 여러가지 타입의 micro-biochemical

reactor가 보고 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wafer의

앞면에 well을 제작하고 뒷면에 heater와 sensor

를제작하는것이대부분이었다. 뒷면의heater 때

문에열전도도가큰실리콘기판으로의열손실이

크므로 기존의 micro-biochemical reactor와는 다

르게 본 연구에서는 well내부에 heater와 sensor

를장착하고, well의바닥에두꺼운열차단막을형

성함으로써 실리콘 기판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고,

reagent의 정확한 온도 검출이 가능하며, micro-

well 이외의다른부분과의열간섭효과가줄어들

것으로기대된다. 

초소형 반응조건 결과를 바탕으로 MEMS 기

술을 도입한 chip을 제작하고자 한다. 각 channel

에서 flow의 흐름 조절은 electroosmotic 방법 등

그림 2. 개발중인 micro-biochemical reactor의 구조도.

그림 3. KOH에 의해 식각된 경사면. 그림 4. Pt 형성을 위한 Su-8 PR patt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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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이며 micro pump 및

valve의 형태도 제 1, 2, 3 총괄과제와의 긴 한

협조하에제작하고있다. 이들 bio chip을만들기

위해서는 고체상 표면에 DNA나 단백질과 같은

바이오 물질의고정화가 필요하다. 고정화 방법에

따라 bio chip의 감도와 재현성 등

의성능이크게좌우되는바, DNA

chip과 단백질 chip의 제작을 위한

DNA와 단백질의 새로운 고정화

기술의개발에대한연구도수행하

고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DNA chip 분석방법은, 형광물질

을 target DNA에 부착하여 이를

chip 상의 capture DNA와반응시

키고반응된위치의형광을감지하

는 방법이다. 이러한 형광물질은

매우고가로전체DNA chip 분석비용의절반가

량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target DNA

에형광물질을표지하는공정이많은편차를야기

시키기 때문에 전체 공정의 결과에 큰 향을 끼

칠 수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SBE나OLA 같은수용액상에서의분석기술들을

이용하여 chip 상에 구현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경쟁력있는고감도의multiplex assay 기술개발

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나노기술을

bio chip과 bio sensor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현재 bio chip에서 형광물질을 이용한

검출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gold nano-particle과

silver nano-particle을이용한검출기술에대한연

구를수행하고있다.

그림 5. 완성된 백금 heater 및 T-sensor.

그림 6. Oligonucleotide DNA chip 형광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