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백질 마이크로어레이 분석 기술  

과학적 도구에 관한 한 DNA 마이크로어레이는 동시다발적 분석이 가능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수천 개의 유전
자의 활성을 즉시에 알아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유전적 변이 특성을 추적하
는 데에 DNA 마이크로어레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유사하게 단백질 어레이를 표면위에 
제작하려는 시도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단백질 어레이는 수천 개 단백질에 대한 약물활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다. DNA에 비해 단백질은 합성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표면에 부착될 경우 단백질 구조
가 변형되어 그 활성을 잃기에 이 분야의 기술적 진보는 미미하였다.  

최근 Harvard University의 Gavin MacBeath 박사와 Stuart Schreiber 박사 연구팀이 현미경용 유리판의 절
반정도 되는 면적에 10,000개 이상의 단백질 어레이를 제작하는 데에 성공하였다[Science, vol. 289, 1760 
(2000)]. 연구팀은 이 어레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단백질 기능을 연구하였으며, 짝을 이루는 다른 단백질이나 
약과 같이 작은 분자들을 이용해 어레이에 부착된 단백질을 파악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그림 1. 유리기판상에서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의 탐색.  

University of Rochester에서 단백질 어레이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Eric Phizicky 박사는 연구팀의 성과를 높
이 평가하며 제약회사들이 대상 단백질에 대한 약물 스크리닝 작업을 신속히 할 수 있게되어 약물 개발에 소요
되는 시간이 매우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단백질 어레이가 DNA 어레이에 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세포내 화학반
응은 DNA나 RNA가 아니라 결국 단백질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DNA 어레이는 활성 유전자에 의해 만들
어진 mRNA나 해당 DNA를 탐색하는데, 세포내 mRNA의 양은 때로 세포가 생산한 단백질의 양과 무관하다
는 난점에 부닥친다. 또한 단백질은 미약한 화학적 변화를 무수히 거치는데 이에 따라 단백질 활성이 매우 변경



된다. 따라서 단백질을 연구하는 이들은 세포내 단백질을 연구하려면 실제로 단백질 자체를 분석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여러 가지 단백질 어레이 기술이 선을 보였다. University of Washington의 Stan Fields 
박사 연구팀은 기판에 소형 시험관들을 파고 그 속에 효모 세포를 주입한 바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6,000
개 효모 단백질의 작용을 테스트할 수 있다. 또한 Argonne National Laboratory와 Russian Academy of 
Science의 Andrei Mirzabekov 박사가 이끄는 공동연구팀은 표면에 찍혀진 소형 젤들 내부에 단백질을 고정
화시켜 어레이를 제작하는 데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어레이는 DNA 어레이처럼 사용하기 간편하지 않
다.  

MacBeath 박사 연구팀은 DNA 어레이를 제작하기 위해 고안된 로봇을 사용하였다. 이 로봇이 바늘을 순수한 
단백질 용액속에 투입하였다가 유리판 위로 이동하여 그 표면에 1 나노리터의 적은 양을 떨어뜨려 점을 만든
다. 다음 단계에서 로봇이 바늘을 세척한 후 말리고 나서 다른 단백질들에 대해 동일 과정을 반복하며 어레이
를 완성한다.  

정작 기술의 핵심은 표면에 부착된 단백질이 구조적으로 변형되지 않게 하는 데에 있다. 연구팀은 유리 기판을 
먼저 BSA(bovine serum albumin)으로 코팅하여 친수성으로 만들어 바늘에서 떨어진 단백질의 변형을 방지
하였다. 단백질 어레이가 완성된 후 단백질을 BSA에 링크시키기 위해 화학반응을 수행하여 어레이 단백질의 
라이신 아미노산을 BSA의 라이신에 부착시켰다. 결과적으로 한 개의 점내에 있는 단백질 중 여러 개는 활성부
분을 표면으로 노출하게 되었다.  

 

그림 2. 한 개의 기판에 10,800개의 단백질 점들의 어레이를 제작하였다. 

이중 10,799개는 protein G이며 한 개는 FRB이다.  

개발된 어레이를 사용하여 연구팀은 단백질의 기능을 쉽게 분석할 수 있었다. 예로, 형광표시물질을 달고 있는 
약물과 같이 작은 분자가 어레이내의 특정 단백질과 작용하는 것을 분석하였는데, 향후 이 기술을 이용하면 신
약 개발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연구팀과 더불어 MIT와 UC San Francisco의 공
동 연구자들이 Merrimack라는 벤처기업을 만들어 이 기술을 상용화하고 있다고 한다.  

단백질의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 외에도, 항체 어레이를 제작하여 특이 단백질과의 작용을 분석하



면 조직에 의해 실제로 생산되는 단백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되어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단서
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DNA 어레이가 바이오칩 사업을 증폭하는 데에 기여했다면, 이제 
다음 주인공은 단백질칩이 될 것이다. [원문: Science, vol. 289, 167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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