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펩타이드로 반도체를 인식하는 기술  

재료과학자들에게 있어 생체분자는 다소 생소한 것이지만 매우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
로 새로운 재료를 설계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사용하는 인공물질은 단
백질, 펩타이드, 외가닥 DNA 등의 분자인식 기능에 필적하지 못한다. 자연계에서는 생체분자
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무기물을 인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자생물학 분야의 발
전이 거듭되면서 펩타이드를 설계하여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 표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길
이 열리고 있다. 물론, 생체분자와 자연적이지 않은 무기물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의문과 그 
선택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잔존한다. 

최근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Angela M. Belcher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수백
만개의 펩타이드로 구성된 라이브러리로부터 여러 가지 반도체 표면에 선택적인 친화력을 가
지는 펩타이드를 골라내는 기술을 선보였다[Nature, 405, 665 (2000)]. 생체분자의 정교한 
인식 능력은 수백만년간의 진화의 산물이다. 그런 분자를 사용하여 비생물학적인 물체들인 부
도체, 반도체, 금속들과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기능성 재료를 생성시키는 기술은 재료화학 분
야에서 21세기 최첨단 지식에 해당된다. 최종 목표는 기능성 생체무기물 조립체를 생물학적으
로 생성할 수 있는 고선택성 결합 특성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림. 생체분자를 이용하여 비생물학적 무기물을 결합시켜 복합구조를 생성하는 방법: (a) 생
체분자 고유의 분자 인식능을 활용하는 방법. 이 경우 무기물 표면을 생체분자로 개질한 후 생
체분자들의 분자인식에 의해 복합구조를 생성한다. (b) 특정 생체분자와 무기물간의 특이한 친

화력을 활용하여 생체무기물 구조를 생성한다.  

현재 생체분자를 "접착제"로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이 존재한다. 첫째 방안은 무기물과 생체분
자를 결합시킨 후 생체분자들간의 분자인식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재료를 만드는 
방법이다(그림 a 참조). 이 방법은 이미 확립되었는데, 초기에는 DNA의 염기쌍 작용을 활용하
여 무기물 나노입자를 주기적인 배열을 지닌 거대 구조로 배열시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Nature, 382, 607 (1996)]. 이 전략은 발전을 거듭하여 항체와 항원 그리고 단백질 리셉터
와 리간드 사이의 작용을 이용하는 데에 이르렀다. 

이 방법으로 생체진단 또는 분자전자소자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독특한 기능을 지닌 하이
브리드 재료가 탄생하게 되었다. 생체진단에의 응용을 염두에 둘 경우, 목표물질에 대해 매우 
높은 선택성을 지니고 광학적 특성이 생체분자 또는 무기물의 선정에 따라 조절되며 촉매능을 
지녀 탐지사항을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분자전자소자의 경우에는, 반도체 또는 광전자 분야
에 사용되는 구성요소들이 생물학적으로 구동되고 프로그램되어야 한다. 이 방벙을 사용하면 
나노입자들이 거시적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기존의 물리적 증착기법보다 그 크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무기입자들의 공간배열을 매우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Phage가 다성분 반도체를 인식하는 과정: (a) Phage 부재시의 control 실험, (b) 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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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인식 기능을 보임, (d) 분자인식의 도식도, (e) 다중 결합이 가능한 단백질을 활용하여 나
노입자 하이브리드 구조를 생성하는 과정도.  

둘째 방안은 생체분자가 무기물질을 직접 인식하여 결합하는 성질을 활용하는 방벙이다(그림 
b 참조). 이 방법은 우선적으로 그러한 선택적 인식을 보유한 물질을 발견하고 선정하는 과정
을 거쳐야하므로 보다 어려운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몇몇 생물체는 스스로의 목적에 따라 이 원
리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 예로, 아발론 조개는 특정 단백질을 이용하여 calcite의 결정화를 유
도하여 딱딱한 껍질을 형성하며, 북극해의 어류는 얼음결정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냉동을 저
해하는 단백질을 활용한다. 

Belcher 박사 연구팀은 이 원리를 활용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합화학적 방법을 가미하여 자
연계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무기 재료를 인식할 수 있는 생체분자를 발견하는 데에 성
공하였다. 이 방법을 확장시키면 생체분자에 어떤 무기물이라도 직접 결합시킬 수도 있겠고, 생
체분자의 각기 다른 부분에 여러 무기물질을 다중 결합한다면 하이브리드 재료의 공간배열을 
매우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구가 시작 단계이고 실용적 응용은 나중의 일이지
만, 이 방법을 이용하여 재료를 설계하는 강력한 기술이 수년내에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Nature, 405, 6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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