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세포막 소형 반응기

 
매우 작은 부피를 지닌 소형 인산지질(phospholipid) 구체를 이용하여, 그 동안 in vitro 실험
에서는 할 수 없었던, 실제 상황과 유사하고 정밀하게 제어되는 환경에서 생화학반응을 분석
할 수 있게 되었다. Stanford 대학 화학과 교수 Richard N. Zare를 중심으로 한 Goteborg 대
학과 Pomona 대학의 연구팀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시험관(test tube)을 만들었다. 연구팀은 
소형 반응기를 제작하고 내부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다[Science, vol. 283, 
1892 (1999)]. 

Optical trapping과 fluorescence microscopy 기법을 병합하여, 그 동안 아무도 관찰할 수 없
었던 매우 작은 공간에서의 반응을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생화학 시스템에서 자주 맞닥뜨
리는 매우 작은 부피영역에서는 표면작용이 매우 중요해 진다. 그리고 효소를 포함한 분자들
의 충돌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거대한 부피에서의 반응으로부터 유추해서는 
작은 부피들간의 작용을 파악할 수 없다. 비록 미세가공된 공간에서의 반응이 연구되긴 하였지
만 그 경우 반응공간은 주로 silica로 만들어지므로 실제의 생체막과는 상이한 거동을 보인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었다. Rotaevaporation 기술을 이용하여 연구팀은 수 분안에 크기
가 50nm에서 50μm인 구형 phospholipid vesicles을 만들 수 있으며 그 내부에 화학성분을 
담을 수 있다. 이 vesicle은 femtoliter(10-15L)에서 zetoliter(10-21L)까지의 부피를 지닌
다. 제작 공정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내부에 몇 개 또는 심지어 단 한 개의 분자를 집어
넣을 수 있다. 또한 phospholipid의 종류를 변화시키면 막의 소수성/친수성을 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의 특성에 대해 Illinois 대학 화학 교수인 Jonathan V. Sweedler는 이제 단일 vesicle
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전체가 아닌 각개의 vesicle을 분석할 수 있으므
로 평균적인 결과를 얻는 것으로부터 탈피하여 반응의 동적거동을 직접 분석하는 길이 열린 것
이다. 

소형 화학반응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연구팀은 우선 화학성분을 담고있는 구체를 적외선 레이
저를 이용하여 optically trapping하거나 붕규소(borosilicate) 유리표면에 부착시킨다. 그리
고 나서 작은 전극을 이용하여 강한 전기 펄스를 짧게 가하면 막에 기공이 생겨 화학성분이 
vesicle 내부로 들어간다. 

정교하게 제어하면 두 개의 vesicle이 합쳐져 각자 가지고 있던 화학성분이 서로 섞이게 할 수 
있다. 예로, 한 개의 vesicle 속에 킬레이트제인 fluo-3를 집어넣고, 또 다른 것 속에 칼슘이온 
용액을 집어넣는다. Fluo-3 킬레이트제만 존재할 때에는 미약하게 발광하지만, 이 것이 칼슘
이온과 결합되면 40배의 발광을 보인다. 연구팀은 레이저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그 반응과정
을 추적하였다. 기대한대로 fluo-3을 담은 vesicle은 미약하게 발광하였지만, 두 개의 vesicle
이 합쳐져 그 내부물질이 서로 섞이자 발광이 증가하였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생화학적 전달시스템에 응용되고, 소형 또는 단 원자단위의 확산과 반응과



정을 연구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공세포막 내부의 거동을 관찰하고 화학물질 
또는 원하는 유전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 기술이 새로운 지평을 열였다고 Zare 교수는 판단
하고 있다. 

 

Two phospholipid vesicles, one containing calcium ions and the other containing the 
chelating agent fluo-3 (top left), show no fluorescence (bottom left) under 
ultraviolet irradiation while they're still separated. However, once the two vesicles 
fuse (top right), calcium ion bind with fluo-3 and the resulting species is highly 
fluorescent (bottom right). 


	로컬 디스크
	세포막을 닮은 소형 반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