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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환자들의 질병에 직접적 바이오 마커로 알려진 유전체 및 

프로틴 기반의 포괄적인 정보를 분석해 환자들에게 최적화된 방법으로 특별히 암 질환의 진단 및 치

료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액체생검`의 기술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액체생검은, 기존 암 진단의 표준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직생검'은 매우 침습적일 뿐 아니라 환

자의 고통과 비용,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을 생체 내 존재하는 액체로 대체하며 그 속에 존재

하는 순환 종양성DNA (ctDNA) 또는 순환성 종양세포(CTCs), 엑소좀(Exosomes) 등을 분리하고 내부

의 다양한 핵산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본 이러한 액체샘검 기술은, 샘플전처리 공정 (분리, 정제, 농축)을 거쳐서 혈액과 같은 액체로부터 

ctDNA나 엑소좀을 추출한 후에 이에 대한 유전 정보기반의 증폭과정을 거쳐 암 진단 뿐 아니라 치료

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 기술 어느 하나라도 개발에 성공할 경우, 

상용화 및 임상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특별주제에서는, 이러한 고려대학교 액체생검 선도연구센터(ERC)에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네 분의 교수님을 모셔서 각 분야의 현재의 기술동향을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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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액체 생검과 세포밖소포체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들에 대한 조기 진단의 필

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조직 채취를 기반으로 하

는 조직 생검과 이미징 기반 영상 진단 방법에서 액

체 생검(liquid biopsy)으로 연구의 흐름이 바뀌고 있

다. 인체 내 어딘가 존재하는 질병원에 대한 가이드

를 인간의 생체 유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 지면서, 기존에 받지 못했던 여러 혜택을 누

릴 수 있게 되었다. 검진 받는 사람의 편의성 개선은 

아마도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다. 혈액 채취는 기

존 조직 생검에 비해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소

변, 침 등과 같이 완전 비침습적 시료 채취가 가능하

면서 특별한 증세가 있지 않더라도 주저 없이 질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액체 생검을 

통한 질병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하다. 기존 조직

이 아닌 혈액, 소변 등에 존재하는 질병과의 연계성

이 명확한 새로운 바이오마커가 필요하며, 이것들이 

정해져야 이들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세포밖소포체(extracellular vesicle, 

EV)는 액체 생검에서 가장 이상적인 바이오마커

의 보고(寶庫)라 필자는 생각한다. 세포밖소포체

는 세포가 만들어내는 작은 입자로서 세포 자멸사

(apoptosis)에 의해 발생되는 자멸소체(apoptotic body)

를 제외하면, 크게 미소낭포(microvesicle)과 엑소좀

(exosome)으로 분류될 수 있다. 미소낭포와 엑소좀

은 지질이중층(lipid bilayer)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

포로부터 생성되어 세포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발생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나며, 통상 미소낭포는 

100 ~ 1,000 nm 범위 내 크기이며 엑소좀의 경우 50 

~150 nm 이내의 크기를 갖는다. 여기에 최근 확인

된 exomere는 약 35 nm의 크기를 갖고 있지만, non-

membranous nanoparticle로서 지질이중층으로 구성

된 세포밖소포체와는 크기와 구성 성분에서 차이가 

난다. 이 중, 액체 생검은 물론 질병 치료, 신규 화장

품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엑소좀이다. 엑소좀은 세포밖소포체 중에서도 작은 

크기에 해당되어 부피 대비 넓은 표면적을 갖고 있

다. 따라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탑재하고 있으면

서도 여타 나노 입자들과 마찬가지로 핵산, 단백질, 

화학물, 펩타이드 등의 물질을 추가 탑재할 수도 있

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엑소좀과 미소낭포를 물리

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생화학적으로도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준화된 인자들 역

시 부족하기 때문에 엑소좀을 통상 세포밖소포체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 글에서도 세포밖소포체

로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액체 내 세포밖소포

체의 분리, 세포밖소포체 바이오마커 검출 기술에 

대해 나노-생체유체 검사 연구단 내 필자 연구실에

서 진행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액체 내 세포밖소포체 분리법

세포에 비해 매우 작은 크기로 인해 세포밖소포

체는 일반적인 원심분리 방법으로는 분리가 불가능

하다. 분석 역시 일반 현미경으로 관찰 되지 않기 때

바이오마커의 보고인 세포밖소포체를 활용한  

액체 생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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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세포밖소포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단 액체 

내 세포밖소포체를 분리할 방법이 필요하다. 세포

밖소포체를 액체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표 1).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polyethylene glycol 

(PEG)과 같은 고분자를 이용한 침전법, 크기 배제 크

로마토그래피(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그리고 

초고속원심분리법(ultracentrifugation)이 있다. 고분자 

침전법의 경우 간단하지만 분리된 세포밖소포체 내 

불순물의 농도가 높다. 초고속원심분리법은 분리 과

정 중 세포밖소포체의 손실이 크며 과도한 원심분리

로 인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정제 방법은 주로 분리에 크기 차이를 이용

하기 때문에 같은 유체 내 유사 크기의 세포밖소포

체 이외 입자와 분리가 어렵지만, 타 방법에 비해 고

순도의 세포밖소포체를 손상 없이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미세 유체 기반의 신규 세포

밖소포체 분리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들 장치들은 높은 세포밖소포체 

회수율을 보이지만, 스케일업(scale-up)에 제약이 있

으며 교차 검증을 통한 평가가 필요하여 일반 연구

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급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표 1에 기술된 세포밖소포체 분리 방법들은 각자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포밖소포체를 어떤 목

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예를 들면, 분리한 세포밖소포체를 회수하여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생물학적 독성을 갖

는 불순물의 농도를 낮추면서 세포밖소포체의 변형 

등이 최소화되어 세포밖소포체 자체의 생화학적 활

성 및 특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액체로부

터 분리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데, 배양액, 혈장, 혈

청, 소변, 객담, 침, 땀 등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도 분

리 효율 및 순도 등이 달라진다. 그림 1에 있는 예에

서 보듯이 인간 소변의 경우, 혈액에 비해 세포밖소

표 1. 세포밖소포체 분리 방법 및 특징

Methods
Commercially 
available kit

Experimental 
condition

Advantages Disadvantages

PEG-based polymer 
precipitation

ExoQuick (System 
Biosciences)

Overnight, 30 min High yield, simple Low purity, expensive

Total exosome isolation 
kit (Invitrogen)

Overnight, 1 h High yield, simple Low purity, expensive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qEV, sepharose CL-2B 15 min High purity Moderate yield

Ultracentrifugation More than 4 h
High (moderate) purity, 
no chemical additives

Low yield, special equipment 
required, EV damage

Immuno affinity

MagCapture Exosome
Isolation Kit PS (Wako), 

ExoCap™ (JSR Life 
Sciences)

Overnight High purity
Low yield, expensive, 

depends on avidity for the 
target

Asymmetrical flow field 
flow fractionation

1 h
Short running time, 

low cost
Low selectivity

Polyethylene glycol/
dextran aqueous two 
phase system (ATPS)

15 min
High yield, short time, 

simple
Low purity

Combination of 
precipitation and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

Exo-spin™ 
(Cell guidance systems)

2 h High purity, simple Expensive

Ultrafiltration <1h High yield, simple Low purity

Charge-based 
precipitation

Overnight, 30 min, 
Using protamine/

PEG
High yield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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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체의 농도가 약 1/1,00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정

제 전에 시료 농축 공정이 동반될 수 있다. 농축 방법

과 정제 방법의 조합에 따라서도 회수되는 세포밖소

포체의 농도 및 순도가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시료

로부터 세포밖소포체의 분리 방법을 선택할 경우는 

물론, 새로운 분리 방법을 개발할 경우에도, 위에 기

술된 내용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세포밖소포체 바이오마커의 in situ 검출 

필요성 및 방법

액체 생검 기반 질병 진단에서 세포밖소포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차별성은 여러 종류(핵산, 단백질, 

당 등)의 바이오마커들이 하나의 세포밖소포체에 복

수로 존재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포와 

동일하게 지질이중층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표

면에는 단백질과 지질이, 내부에는 단백질과 유전 

정보인 DNA는 물론 mRNA와 miRNA 등이 탑재되

어 있다. 이들은 모두 부모 세포로부터 유래된 것이

기 때문에, 만약 이들 세포밖소포체가 암 세포로부

터 유래하였다면 암 세포 내 바이오마커들이 세포밖

소포체에 그대로 탑재되어 혈액 및 소변 등의 생체 

유체 내에 고농도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생

그림 1.   생체 유체 농축 및 세포밖소포체 정제 방법에 따른 인간 소변 세포밖소포체 크기 분포(상단), 분리 수율(하단 좌측) 및 순도(하단 
중간), 그리고 종합 평가 결과(하단 우측).

그림 2. 생체 유체 내 질병 세포 유래 세포밖소포체를 활용한 액체 생검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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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유체 내 세포밖소포체를 대상으로 분자 진단을 

통해 암 발병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따라서 세포밖소포체의 암 바이오마커의 보고로

서의 가치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포밖소포

체의 형태를 파괴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에서 분자

들을 검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인간 생

체 유체 내에는 암 세포는 물론 정상 세포로부터 유

래된 세포밖소포체들이 혼합되어 섞여 있기 때문

에 이들을 구분하면서 암 세포 유래 세포밖소포체의 

분자 검출하기 위해서는 비파괴 분자 진단이 필수

적이다. 핵산과 단백질 바이오마커 검출에 각각 널

리 사용되는 Real-time PCR,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와 같은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세포밖소포체를 파괴한 후, 여러 세포밖소포체 내 

바이오마커의 평균적인 값들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따라서 이들 방법으로는 세포밖소포체가 

갖고 있는 강점 활용에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세포밖소포체를 파쇄 하는 과정과 여러 분비물

로부터 바이오마커를 분리하는 과정들이 추가되면

서 검출 과정 및 시간 등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

다. 여기에 유체 내 존재하는 세포밖소포체의 농도

가 사람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세포밖소포체를 파쇄

하면 결과적으로 세포밖소포체의 개수에 대한 정보

를 얻기 어렵다는 이슈가 발생한다.

이에 나노-생체유체 검사 연구단 내 필자의 연구

실에서는, 생체 유체 내 세포밖소포체를 포획한 상

태에서 표면 및 내부에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동시 

다중 검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즉, 세포밖소

포체 표면에 존재하는 질병 관련 단백질 바이오마커

를 항체가 결합된 자성 비드 등을 이용하여 유체 내

에서 분리한다. 이어 세포밖소포체 내부에 존재하는 

질병 관련 miRNA를 검출하기 위해 molecular beacon

이라는 probe를 세포밖소포체 내 전달하여 검출한다. 

Molecular beacon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수 nm) 세포

밖소포체 내로 전달이 용이하다. 또한, 바이오마커

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광 신호가 quencher

에 의해 제한되어 매우 약하지만, 바이오마커(여기

서는 miRNA)와 결합하면 형광 dye와 quencher의 거

리가 멀어져 강한 형광 신호를 나타낸다 (그림 3). 

이와 같이, 특정 miRNA의 농도에 따라 형광 신

호가 조절되기 때문에 miRNA와 결합하지 않은 

molecular beacon 별도 제거 과정이 필요 없다. 이 방

법을 이용하면 간소화된 과정으로 생체 유체 내 질

병 유래 세포밖소포체를 분리하고 내부에 존재하는 

그림 3. Molecular beacon (MB)을 이용한 세포밖소포체 내 miRNA 다중 검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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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관련 miRNA를 세포밖소포체를 파쇄하지 않

고도 검출할 수 있다(Biomaterials (2015) 54:116-125,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2016) 86:202-210). 여

기서 세포밖소포체 표면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검출

할 수 있는 또 다른 항체나 앱타머를 이용하면 추가

적 다중 검출(multiplexed detection) 구현도 가능해 진

다 (그림 4). 이렇게 되면, 세포밖소포체 분리용 표

면 단백질, 검출용 내부 핵산, 표면 단백질까지 최소 

3종의 바이오마커에 대해 비파괴 동시 다중 검출이 

이뤄질 수 있다. 동종 내 다중 검출이 아닌 핵산과 단

백질 바이오마커라는 이종 내 다중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필자는 본 개념을 이용하여, 세포밖소포체의 표

면 단백질인 CD63, EpCAM (epithelial cell adhesion 

molecule) 등에 결합하는 항체를 자성비드에 결합

하여 세포밖소포체를 포획한 후, 암 세포에서 과발

현되는 핵산 바이오마커인 miRNA-21과 단백질인 

EpCAM,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등

을 molecular beacon과 항체를 이용해 동시 다중 검

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상 세포와 암 세포 유래 

세포밖소포체에서의 유의미한 신호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하였다(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2019) 

146:111749). 특히 정상과 암 세포 유래 세포밖소포

체 모두 갖고 있는 CD63 단백질을 검출하고, 이를 

검출된 세포밖소포체의 개수 정보로 활용하여 암 

바이오마커 신호를 단위 세포밖소포체 당 값으로 

normalization하였다. 이를 통해 단위 세포밖소포체 

당 바이오마커의 개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사람마다 상이한 세포밖소포체의 농도

에 대한 보정을 검출과 동시에 하여 검출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현재 해당 기술은 소변과 혈액 내 

세포밖소포체를 활용한 전립선암, 유방암 등의 검출

에 적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임상 적

용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맺음말

생체 유체 내 세포밖소포체를 이용한 액체 생검 

기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세포밖소포체가 갖

고 있는 큰 강점인 다양한 바이오마커가 탑재되어 

있음을 활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세포밖

소포체를 파쇄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림 4. 생체 유체 내 세포밖소포체의 분리 및 핵산/단백질 바이오마커 검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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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캡슐화 기반 디지털 생체분자 분석 및 체외진단 

기성현, 강동구

인천대학교 화학과 
dkkang@inu.ac.kr 

1. 서론

최근 질병 진단의 패러다임은 조기진단을 통한 

질병의 조기 치료 및 확산 방지와 같은 예방의학으

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SARS-CoV2 바이러스

와 같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감염성 질환의 경우, 방

역에 있어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

는 실정이다. 또한 높은 초기 사망률을 나타내는 급

성 패혈증이나, 치료에 있어 조기 치료 및 시술을 요

구하는 암의 경우 조기진단을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심하게 증가시킬 수 있어, 정확하고 빠른 진단기술

의 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환자로부

터 비침습적(non-invasive)이며 쉽고 빠르게 검체를 

얻을 수 있는 체액진단(liquid biopsy)기술에 대한 관

심이 커지고 있다. 체액진단은 혈액, 소변, 타액 등

의 검체에 존재하는 질병 관련 바이오마커를 검출하

거나, 농도를 분석함으로써 질병을 예측하는 기술로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진단에 널리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체액진단 기술은 암세포와 같은 질병 

세포, 유전자, 단백질 등의 분석을 통한 질병 진단뿐 

아니라, 치료에 따른 예후 관찰에 널리 활용되고 있

는 추세이다. 본 글에서는 최근 개발되고 있는 미세

캡슐화(microencapsulation) 기반의 체액 진단기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Soft-lithography기술이 개발된 이후, 미세유체시

스템(microfluidic system)은 다양한 기능을 작은 기판 

위에 고집적화함으로써 랩온어칩(Lab-On-A-Chip) 

형태로 발전하며, 최근 20여 년간 화학 및 생물학 분

야를 비롯한 과학, 의료, 공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다. 특히, 적은 양의 시료를 이용하여 시료 

내 분석 물을 정성·정량 분석을 요구하는 분석화학 

및 분석생물학 분야에서 미세유체시스템의 활용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분석생물학 분야, 특

히 체외진단분야에 있어 Abbot사의 I-STAT, Agilent 

technologies의 Bioanalyzer, bioMérieux의 BioFire 

FilmArray, Roche사의 Cobas시스템, Abaxis사의 

Plastic dis 등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예라 할 수 있다. 

2. 단일분자수준 생체분자 분석에의 적용 

최근, 더욱 정밀한 수준에서의 생체분자 분석

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단일분

자 수준에서의 유전자, 단백질 및 세포 분석에 대

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유체

여러 바이오마커를 동시 다중 검출하는 기술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확한 질병 진

단 제품 개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바이

오마커 검출 신호를 증폭하는 기술, 세포밖소포체의 

보다 효율적 분리 및 농축 기술 등이 통합 될 수 있

다면, 세포밖소포체를 이용한 액체 생검 분야를 선

도할 새롭고 획기적인 기술이 탄생할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본 나노-생체유체 검사 연구단은 물론, 관

련 연구를 수행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요소 기술들이 

접목되어 암, 퇴행성 질환은 물론, 최근 COVID-19

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등 여러 고통스러

운 질병에 대해 노출되어 있는 인류에게 크나큰 선

물을 빠른 시일 내 안겨줄 수 있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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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세캡슐화를 통한 디지털PCR 모식도. (a) 디지털PCR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기술, (b)미세캡슐화를 통한 유전자 특이적 증폭
반응 모식도.

그림 2. 미세유체시스템을 기반으로하는 단일 생체분자 단일분자수준 미세캡슐화 및 활용분야에 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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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액적기반 미세유체시스템(droplet-based 

microfluidic system)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는 시료를 단일분자 수준으로 액적화/캡슐화하고 미

세액적 내부에서 반응을 통해 신호를 증폭시킴으로

써, 외부인자에 의한 반응 저해나 비특이적 반응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액적기반 미세유

체시스템은 높은 특이성 및 낮은 위음성/위양성을 

가지는 분석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미세캡슐화 기반의 분석생물학 및 진단기

술에 있어 가장 성공한 사례는 Biorad사에서 사업화

한 디지털PCR 기술이라 할수 있다. 디지털PCR은 유

전자 시료를 하나의 반응물에서 증폭시키는 것이 아

니라, 이를 미세유체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세캡슐로 

분산화하고, 캡슐 내부에서의 유전자 특이적 증폭 

반응을 통하여 타켓 유전자를 포함하는 미세캡슐에

서 만 선별적인 신호 증폭을 일으키게 된다(그림 1). 

이후 미세캡슐을 분석함으로써, 형광이 발생한 미

세캡슐을 분석함으로써, 표준시료 없이 타겟 유전자

의 절대적 정량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타켓 유전자를 기타 생체 내 정상유전자

와 별도의 공간(미세액적)으로 구획화하고, 유전자 

증폭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정상유전자들에 의한 비

특이적 유전자 증폭과 반응저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PCR은 암-돌연변이 유전자 분석

과 같이, 정상유전자에 의해 반응이 저해되는 유전

자 분석에 활용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유체시스템을 기반으로하는 미세캡슐화기술

은 분석생물학 전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

으며, 앞서 언급한 디지털PCR 기반의 DNA, RNA분

석 뿐 아니라, 단백질, 세포의 단일분자 수준 분석과 

초고속 신약 스크리닝 및 세포대사체 분석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 분석생물학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보

다 자세히,유전체 분석 분야의 경우, 단일세포의 약

물처리에 의한 mRNA 발현패턴 및 돌연변이 분석, 

질병관련 단백질 및 효소의 절대적 정량화, 단일 세

포 수준에서의 단백질체 분석연구, 미생물의 단일세

그림 3. 복잡한 기능을 부여한, 다층구조 미세캡슐화칩 모식도(a) 및 이미지(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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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수준에서의 세포공학적 조작(cell engineering), 인

공조직(artificial organ) 개발에 이르기까지 응용 범위

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그림 2).

더 나아가, 미세캡슐화기반 랩온어칩 기술은 복

잡한 기능을 작은 칩 내부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다

양한 기능을 집적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진단이나, 신약스크리닝에 있어 농도에 따른 평가를 

위한, 시료의 농도 구배, 복잡한 수준의 반응을 위한 

다단계(multistep) 시약주입 및 세척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단일칩에 부여한 다기능 미세유체칩이 다양

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3에서는 병원성 

대장균 분석과, 신약스크리닝에 활용한 다층구조-

다기능 미세캡슐화칩을 보여주고 있다.  

3. 액체생검 진단에 있어서의 활용 

미세캡슐화기반 진단에 있어서의 활용예중 하나

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PCR이라 할수 있다. 디지털

PCR은 Biorad사에 의해 처음 상용화되어, 다양한 진

단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Qiagen사가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진

단시장의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Roche가 디

지털PCR 관련 다양한 특허를 출원하고 있어, 수년이

내 디지털PCR 기반 진단시장 참여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그림4에서는 본 연구팀에서 수행한 

미세캡슐화 기술을 기반으로 패혈증 환자시료에서

의 병원성 E.coli검출(a), 환자 객담시료에서의 항생

제 내성 혈액균 검출(b), 혈액시료 내 암 진단을 위한 

mRNA 분석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다. 패혈증 환자 

시료에서의 대장균 검출의 경우, 대장균과 특이적으

로 반응하는 DNA(핵산) 기반의 효소센서(DNAzyme)

을 개발하여, 이를 혈액 시료와 함께 미세유체칩에 

주입하여 분산화하여 병원성 대장균을 검출하였다. 

이후, 항생제 내성 병원균 검출을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항생제 내성을 유도하는 lactamase 효

소와 특이적인 반응을 통하여 형광 신호를 가지는 

센서를 미세캡슐화 시스템과 통합함으로써 객담 시

료 내 항생제 내성균을 단일세포 수준에서 분석이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혈장 내 암 관련 miRNA 분

석을 위하여 혈장을 희석하여 미세캡슐화하고, 미세

캡슐 내부에서 등온증폭을 통하여 타겟 miRNA를 특

이적 증폭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RNA서열 특이적 

분석 및 절대적 정량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4.   미세액적화기반 혈액진단 기술 연구예시. (a) 혈액 내 패혈증 관련 대장균 분석, (b) 객담 내 항생제 내성균 분석, (c) 혈장 내 암 
관련 mRN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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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마커의 다중 분자 진단(Multiplexing) 기술 

임용준, 장우경, 김지우, 봉기완*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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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분자진단이란 신체 내의 다양한 바이오마커들

의 수치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기법이

다. 분자진단 시장은 2019년 기준 425억 달러 규모

로 연평균 16.8% 성장하여 전체 체외진단 시장에서 

32.7%, 전체 진단시장에서 11.5%를 차지할만큼 비

중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환자에게서 생체 분자

를 추출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환자의 조직을 직접 떼어 검사하는 방법인 조직 생

검법(Tissue biopsy)과 환자의 피, 소변, 침 등의 체액

을 추출하여 검사하는 방법인 액체 생검법(Liqiuid 

biopsy)이다. 조직 생검법의 경우 환자의 특정 부위

에서 조직을 떼어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침습적이

며, 상당한 고통을 수반한다. 또한, 이와 같은 침습성

과 샘플 채취에 대한 낮은 접근성에 의해, 반복검사 

및 조기진단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 반해 액체 생검법은 비침습적이며, 고통이 

덜하여 쉽고 반복적으로 샘플을 얻을 수 있다. 이러

한 특성 덕분에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에 매우 적합하여 치료반응이나 내성발생 진단

에 용이하다. 또한, 샘플 채취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주기적인 검진을 용이하게 하여 다양한 질

병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액체 생검법으로 추출한 다양한 표적 

바이오마커들을 단일 샘플 내에서 동시에 검출하는 

다중검출 기술이 중요시되고 있다. 다중검출 기술은 

유전자 분석과 임상 진단에 있어서 고속 검사를 가

능하게 하며, 생물학적 시료의 양과 분석 처리 비용

4. 맺음말

미세캡슐화 기반의 미세유체시스템은 단일 생체

물질의 미세캡슐 내 집적화를 통해 기존 분석기술

이 가지고 있는 민감도 및 특이도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생물학 및 분

석화학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정밀한 분석과 정량이 필요한 체외진단 분야에서 

확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료의 단일

분자 분산화를 통하여 주변 생체물질에 의한 간섭

을 줄이고, 피코리터 수준에서의 빠른 반응 및 미세

액적 내 신호 증폭은 위음성 및 위양성을 떨어뜨려, 

정밀 체외진단에 있어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

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미세유체칩 제작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기술 접근성이 떨어지

며, 분석법에 있어 형광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고

가의 분석시스템을 요구하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D프린팅 기술의 빠른 발전은 

미세유체시스템 기반의 진단기술 개발에 있어, 복

잡한 미세유체칩의 설계 및 제작을 용이하게 하며, 

제작단가를 떨어뜨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진단기

술 발전에 커다란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또한, 형광이 가지고 있는, 비용적 측면과 다중

검출에 있어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

의 분석 방법의 개발 및 도입을 통하여, 미세캡슐화 

기반 진단기술의 저변을 넓이고, 적용분야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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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줄여준다. 특히 최근에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전염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 

환자의 감염 상태 및 바이러스의 유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변종의 

종류가 많은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한 번에 여러 바

이오마커를 검출해 검사 시간을 줄여주는 다중검출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액체 생검법으로 얻은 생체 분자 중 질병 진단

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바이오마커는 핵산과 단백질

이며 이들을 검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각각 PCR

과 효소면역측정법(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이다. 높은 민감도의 이점을 지닌 PCR

과 ELISA는 분자진단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연구

되었으나, 단일 샘플에 대해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

를 동시에 탐지해야 하는 다중검출(Multiplexing)에

는 적절하지 않다(그림 1). 이에 따라 특정 바이오마

커를 탐지할 수 있는 프로브가 탑재된 영역을 위치, 

색, 형태 등으로 구별하여 각 영역의 프로브가 어떠

한 타겟을 검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다중

검출 기법들이 등장하였다. 이번 특별 기획에서는 

바이오마커의 다중검출과 관련된 대표 기술인 planar 

microarray와 suspension microarray의 최신 연구 동향

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다중검출(Multiplex) 기술 동향 및 전략 

2-1. Planar microarray 기반 다중검출

Planar microarray 기술은 검출하고자 하는 타겟 

바이오마커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프로브를 

고분자나 유리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칩 위에 배

열하여 다중검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칩의 표면

은 여러 독립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영역은 

특정 바이오마커에 대한 프로브가 결합되어 있다. 

샘플 유체가 칩 위에 놓이게 되면, 샘플 내의 핵산이

나 단백질 등의 바이오마커 분자가 각 영역의 프로

브와 항원-항체 반응이나 핵산의 편재화 반응 등을 

통하여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결합 반응 후 타

겟 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형광 신호를 측정 

및 분석하면 샘플 내의 바이오마커의 농도를 정량할 

수 있다. Planar microarray 기술은 분할된 프로브 탑

재 영역의 위치를 기반으로 코드를 부여하여 수백에

서 수천 종류의 바이오마커를 동시적으로 다중검출

할 수 있다.

그림 1. 바이오마커 다중검출 기술들의 검출 성능 비교.

그림 2. Microarray assay 모식도(왼쪽), Microarray 다중검출 결과(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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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planar microarray 기술은 2D 구조의 평면 

위에 단층으로 프로브가 배열되어 있어, 민감도와 

검출 특이도가 낮고 긴 편재화 시간을 필요로 한다. 

Planar microarray의 낮은 민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방법으로, PCR이나 농축 등의 방법으로 검출 타

겟의 농도를 높이는 전략과 검출 과정 자체의 성능

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있다. Planar microarray의 검

출 성능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SERS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가 있다. SERS

는 나노 구조의 특정 금속 표면에 화학 물질이 흡착

되거나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빛을 조사할 경우 화

학 물질의 라만 신호가 크게 증폭되는 효과를 의미

한다. 최근에는 금 nanopillar로 이루어진 기질을 통

해 SERS의 신호 증폭효과를 유도하여 miRNA를 높

은 민감도로 다중검출에 성공했다.

2-2. Suspension microarray 기반 다중검출

Suspension microarray 기반의 다중검출 기술은 

planar microarray 기술과는 달리, 타겟과 프로브 사

이의 결합 반응이 2차원 평면이 아닌 마이크로 입자

로 구성된 현탁액 (suspension)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마이크로 입자를 사용하게 되면, 반응할 수 있는 표

면적이 넓어서 planar microarray에 비해 탑재 가능한 

프로브량이 많고, 민감도가 우수하며 검출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단백질의 경우에는 ELISA 

이상의 민감도를 확보할 수 있다.

 Suspension microarray 기술에서는 입자마다 고

유한 코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코드가 부여된 입자

에 그와 대응하는 프로브를 탑재하여 검출된 타겟

을 분별할 수 있다. 입자를 부호화하는 대표적인 방

법으로는 입자가 나타내는 형광의 파장을 구분하는 

전략과 입자의 기하학적 형태를 구분하는 전략이 

있다. 

형광 코드 기반의 다중검출

형광으로 마이크로 입자에 코드를 부여하여 바이

오마커 다중검출 상업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예시로 

Luminex 사의 xMAP system이 있다. xMAP system

은 높은 민감도로 최대 500종류의 타겟을 다중검출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Multiplex PCR과 같이 용

액 상태에서 형광으로 코드를 측정하여 다중검출할 

경우, 다른 종류의 형광을 사용해도 파장이 서로 중

첩되면 코드 사이의 구별이 어려울 수 있기에 많은 

종류의 코드를 한 샘플 내에 도입하는 부분에 제한

이 있다. xMAP system을 비롯한 마이크로 입자 기반

의 검출 과정을 사용하게 되면, 유세포 분석기를 통

해 각 입자의 형광을 독립적으로 디코딩하여 용액 

상태에서의 형광 기반 다중검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입자에 형광 물질을 각각의 코드에 

대해 탑재해야 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며, 형광 

스펙트럼 기반의 코드에는 수를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기하학적 코드 기반의 다중검출

Suspension microarray 기술의 높은 민감도와 빠른 

검출 속도를 유지하면서 마이크로 입자에 더 많은 

종류의 코드를 전처리 과정 없이 부여하기 위한 전

략으로, 입자에 기하학적인 코드를 부여하는 기술이 

있다. 입자에 기하학적으로 코드를 부여하는 기술에

서는 일반적으로 전구체에 빛을 조사하여 마이크로

미터 규모의 패턴을 형성하는 리소그래피 기법이 사

그림 3. Luminex 사 입자의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한 다중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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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 부호화된 마이크로입자를 생성하기 위해 빛

이 조사되는 전구체는 포토레지스트, 광중합이 가능

한 고분자 등의 다양한 물질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

로 인해 합성되는 입자는 오가노젤, 세라믹, 반도체, 

하이드로젤 등의 다양한 물성을 지닌 소재들로 구성

될 수 있다.

특히, 하이드로젤은 기하학적인 코드를 부여하

여 마이크로 입자를 합성할 때 주목받는 소재다. 친

수성 전구체 유체를 기반으로 합성한 하이드로젤 마

이크로 입자는 전구체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하학

적 코드를 쉽게 부여할 수 있고, 프로브를 3차원 공

간 안에 탑재할 수 있어 우수한 프로브 탑재량과 민

감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은 하

이드로젤의 장점에 착안하여, 바이오마커를 다중검

출하기 위한 다양한 부호화된 하이드로젤 입자 합

성 방법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기술들은 모두 수 천

개 이상의 다양한 기하학적 코드를 하이드로젤 입자

에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마커의 

다중검출연구에 많이 활용되었다. Abcam 사는 flow 

lithography의 대표적 기술인 stop-flow lithography 

(SFL) 공정을 기반으로 부호화된 하이드로젤 입자 

기반의 바이오마커 검출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에 성

공하였다.

프로브를 탑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입자의 합

성 중에 아크릴기가 있는 프로브를 공중합하는 방법

과 NHS/EDC 반응으로 싸이올기나 아미노기를 지

닌 프로브를 합성된 입자 내의 카복실기에 부착하

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NHS/EDC 반응의 경우 

linker 물질을 필요로 하며, 프로브를 공중합하는 경

우 프로브의 탑재량이 낮고 단백질 검출에서는 항체

의 응집이 일어나 항체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합성된 입자에 남아있는 중합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아크릴기에 click reaction으로 프로브

를 직접 결합하는 기법이 등장하였으며, 높은 집적

도의 프로브를 균일하게 입자에 탑재하는 장점을 나

타내었다.

하이드로젤 기반의 입자 이외에도, 포토리소그래

피 기반의 반도체 마이크로공정을 통해 바코드 패턴

이 새겨진 고체상의 입자가 개발되었으며 Biocode 

사에서는 해당 과정으로 합성한 바코드 입자를 통해 

단백질과 핵산 바이오마커의 다중검출에 활용하고 

있다.

기타 마이크로입자의 부호화 방법

형광과 기하학적 형태 이외에도 광자 결정의 반

사광과 입자의 크기 등을 통해 마이크로 입자에 코

드를 부여하는 방법들이 있다. 

광자 결정의 경우 결정의 상태에 따라 결정이 반

그림 4.   기하학적으로 부호화된 마이크로입자 a) 색으로 영역이 패턴화된 자성 하이드로젤 입자 (왼쪽) 및 디지털식 바코드 실리카 입자 
(오른쪽) b) 바코드 하이드로젤 입자의 디코딩 과정과 다중검출 결과 c) Replica molding으로 합성된 엔코드 입자 d) 입자 합성 
중에 프로브가 공중합되는 과정 (위) 및 입자 합성 후 미반응 말단에 프로브를 탑재하는 과정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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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단을 위한 외부제어기가 최소화된  

유체 제어 칩 개발 

김성진*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yahokim@konkuk.ac.kr

현장검사 (Point-of-Care Testing, POCT)에서는 여

러 생화학 용액을 정확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조작해

서 빠르게 임상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분석을 위하여 생체유체 (피, 타액, 소변) 및 시약을 

혼합/세척/반응하여 목표 핵산/항원을 검출하는 다

단계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석 과정을 시스템 

수준에서 간단/정밀/자동 구현할 수 있는 일회용 칩

이 요구된다. 그러나 칩 내의 밸브, 펌프, 믹서 등의 

여러 요소들을 시스템 수준에서 통합 및 단순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압전, 정전기, 공압, 원심력 등을 이용하는 능동제

어 방식을 칩에 적용하면, 시약과 제어 단계가 많아

질수록 칩 시스템이 매우 복잡 해진다. 왜냐하면 각 

단계와 시약들을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동적 외

부제어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심력 이용 칩의 경우에 회전모터 하나로 모

든 용액의 펌핑은 가능하지만, 칩내의 밸브들은 모

두 개별적으로 제어해야 하므로 외부제어기가 복잡 

해진다. 칩 시스템을 간단히 하기 위해 용액이 자동

으로 움직이는 모세관 현상 등을 이용한 수동제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동 칩에서

는 용액을 정밀하게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POCT에서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방식으로 다기능 

유체제어가 가능한 새로운 칩 플랫폼이 필요하다. 

사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광자 

결정으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입자를 부호화할 수 있

다. 광자 결정은 형광을 기반으로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에 형광 기반 검출의 단점인 광표백 현

상이 없고 발광이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

으나, 제조 공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고 반사광의 

파장이 서로 중첩되면 동시적으로 여러 코드를 해독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입자의 크기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입자를 부호화

하는 경우, 미묘한 크기의 차이를 빠르게 감지하기 

어려워서 많은 종류의 코드를 부호화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입자의 크기에 대한 부호화 기

술은 형광이나 기하학적 형태 등의 다른 부호화 기

술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각 기술의 다중검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맺음말

액체 생검법 기반의 바이오마커 다중검출 방법인 

planar microarray와 suspension microarray 기술을 살

펴보고, 각 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프로브에 코드

를 부여하여 효과적인 다중검출을 가능하게 하는지 

확인하였다. 액체 생검법을 통해 추출한 바이오마커

의 다중검출은 질병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진단과 

다양한 변이를 갖는 바이러스 질병 진단에 매우 중

요하기에, 미래의 질병 진단 및 바이오센싱 분야에

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

용화된 다중검출 기술들은 검출 시간이 길고 타겟 

증폭 전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는 등 여러 한계점을 

아직 지니고 있는 상황이기에, 바이오마커 다중검출 

기술은 여전히 연구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

고 연구적 가치가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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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유체소자 실험실에서는 POCT에 필요한 

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중 몇가지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상하판 동작형 칩을 이용한 바이러스 

RNA검출

상하판 동작형 칩 (Lab on a Chip 2018, 18, 1867)에

서는 움직이는 상하판과 유체의 표면장력을 이용하

여 유체의 이송, 혼합, 정량 및 핵산의 수집/증폭/감

지를 한다. 이 칩은 스테퍼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개

방형 챔버가 있는 이동 가능한 상판 및 하판으로 구

성된다 (그림 1a).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여 펌프와 밸

브 없이도 시약 및 샘플의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하판의 회전으로 상하판에 있는 목표 챔버의 상하 쌍

이 정렬되고, 상판의 수직 운동에 의해 챔버들이 반

복적으로 접촉하게 된다 (그림 1b). 이를 통해 용액의 

혼합과 이송이 이루어진다. 하판이 다시 회전하면 다

음 챔버의 쌍을 맞춘다. 상판에 위치한 영구 자석은 

하판 챔버에서 자성입자를 수집 및 이송한다. 

그림 2에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한다. 용액 수송

을 위해, 하판이 회전하여 상하판의 개방형 챔버가 

상하로 정렬되고 두 판의 접촉에 의해 용액은 상부

에서 하부 챔버로 완전히 이동한다 (그림 2a). 이러한 

이동에서는 용액의 표면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림 1. 동작형 상하판으로 이루어진 유체제어 칩. (a)칩 개략도. (b)칩의 기능.

그림 2.   칩을 이용한 시약 및 자성입자의 제어. (a) 표면장력과 상판 챔버의 움직임에 의한 유체 이송. (b) 상하판 챔버 직경에 따른 용액
의 상판 챔버에 잔류 정도. (c) 자성입자의 수집 및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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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상판과 하판 챔버의 내경 (DT, DB)의 차이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경우에만 용액이 상판 챔버에서 하판 

챔버로 완벽하게 전달된다 (그림 2b). 용액의 전달 후

에 상판 챔버의 반복적인 상하 운동에 의해서 20초 

정도 안에 혼합이 이루어진다. 자성입자는 핵산을 

입자 표면에 흡착하고 목표 챔버로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2c에서는 자성입자를 상판 팁에서 모아서 

다른 챔버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3a에서는 칩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검체에서 

RNA분리 및 역전사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

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RT-PCR)이 구현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칩의 동작

전에 일회용 챔버와 팁을 상하판에 삽입 한 다음 바

이러스 검체 (70  mL) 및 시약 (110 mL 용해 버퍼, 20 

mL 자성입자, 200 mL 세척 버퍼, 8.5 mL 용출 버퍼 및 

16.5 mL rRT-PCR 시약)은 각 챔버에 피펫팅한다. 1 

단계에서 챔버 T1의 반복적 상하운동에 의해 용해가 

이루어진다. 2 단계에서는 용해된 바이러스 RNA가 

자성입자에 흡착된다. 이 과정은 5분정도 소요된다. 

3 단계에서 팁은 RNA-자성입자 복합체를 수집하고, 

4 단계에서 팁은 복합체를 챔버 B2로 이동한다. 5 , 6 

단계에서는 챔버 B3 및 B4에서 각각 세척 과정을 반

복하여 RNA의 순도를 높인다. 7 단계에서 팁은 RNA 

용출을 위해 복합체를 챔버 B5로 이동한다. 이를 위

해 하단 레이어가 회전하여 B5가 뚜껑 히터 및 하부 

히터와 정렬 후 모두 접촉한다. 그 후, B5는 RNA의 

효과적인 용출을 위해 63 ℃에서 5 분 동안 유지된다. 

8 단계에서 팁은 B5에서 자성입자를 제거하고 9 단계

에서 챔버 T3는 B5에 접촉하여 rRT-PCR시약을 넣어

준다. 마지막 10 단계에서는 rRT-PCR을 한다. 

총 분석 시간은 77분이 소요되며, 칩의 PCR효율

은 93.1%이고 검출 한계는 26 copies/reaction으로 측

정되었다 (그림 3b). 인플루엔자 A H1N1바이러스 환

자 검체 10개를 가지고 칩과 기존의 rRT-PCR장비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기존 장비에서는 수동으로 추출

한 RNA를 사용하였다. 그림 3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샘플3을 제외한 모든 환자 샘플에 대해 두 방식이 유

사한 CT (cycle threshold) 값을 보였다. 샘플 3의 경우 

그림 3. 호흡기 바이러스 현장진단을 위한 칩 동작 및 결과. (a)칩 동작 과정. (b)칩의 검출 한계. (c) 환자 검체를 이용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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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장비는 칩보다 높은 CT 값을 보였으나 (기존 장

비:칩=27.7:19.4), 재 검사한 경우 장비의 CT 값(20.8)

이 칩과 유사하였다. 이 결과는 수동으로 RNA 추출

을 할 경우에 인적 오류가 수반 되어 진단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전자소자를 모사한 자율구동 혈장 추출 

및 핵산 증폭칩

전자소자를 모사한 자율 구동칩 (Lab on a Chip 

2018, 18, 915)은 중력에서 발생하는 정수압 만을 이

용하여 혈액에서 혈장을 필터링하고 혈장내 핵산을 

등온 증폭한다. 칩은 오실레이터, 혈장추출 펌프 및 

필터로 구성된다 (그림 4a). 오실레이터는 일정한 수

두 압력을 맥동 압력으로 변환하고 펌프는 맥동 압

력을 사용하여 필터를 통해 혈장을 추출한다 (그림

4b).  오실레이터가 맥동압력을 생성하는 과정은 일

정한 전압을 사용하는 전자회로가 펄스파를 발생하

는 과정과 유사하다. 오실레이터에서 발생하는 맥동

그림 4. 혈액에서 혈장 추출후 핵산 증폭가능한 중력만으로 구동되는 칩. (a)칩 사진. (b) 동작 과정. (c) 칩에서의 맥동압력/유량 발생.

그림 5.   칩 성능. (a)칩에서의 맥동압력이 없는 경우(좌)와 있는 경우(우) 혈장 추출유량 파형. (b)두 경우의 혈장 추출 부피 비교. (c) 혈장
추출과 핵산 등온 증폭이 되는 칩. (d) 핵산 등온 증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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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과 추출되는 혈장의 유량 파형은 그림4c에 표시

되어 있다.

혈액에서 필터를 이용하여 혈장을 필터링하는 경

우, 정압을 사용하면 적혈구에 의한 필터 막힘이 빠

르게 발생하지만 (그림 5a 왼쪽 패널), 칩에서의 맥

동 압력을 사용하면 필터 표면의 적혈구를 주기적

으로 제거하여 필터 막힘을 효과적으로 방지 하여  

(그림 5a 오른쪽 패널), 추출 혈장의 양을 10배이

상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5b). 칩과 챔버를 연결하

여 (그림 5c), 혈장 내의 핵산을 챔버에서 등온 증폭 

(rolling circle amplification, RCA)이 가능하다. 농도 

1, 5 nM인 핵산은 성공적으로 RCA가 가능했다 (그

림 5d). 

3. 요약 및 결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요즈음 현장 진단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외부제어 장치

를 최소화 하면서도 단순/정확하게 시약 및 검체를 

혼합/희석/정량화/반응 할 수 있는 유체제어 칩은 필

수적이다. 향후 많은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이러한 

칩으로 많은 장소에서 현장 진단을 할 날이 곧 오리

라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