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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생체분자(kinase 등)와 기질(peptide 등)간의 상호작용 여부 규명

   - 방사성 동 원소 검출이용 kinase-substrate 상호작용 여부를 규명하기 하여, 첫

째, 반응에 필요한 컨텐츠의 확보를 하여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단백질을 제

조하 다.

   - 둘째, 방사성 동 원소 [γ-32P]ATP를 이용하여 효소(cAMP-dependent protein kinase; PKA)와 

기질(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  kemptide)의 인산화반응을 통하여 상호

작용 여부를 규명하 다.

 

▶ 단백질 chip 상의 용을 하여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생체분자와 기질간의 상호작용 분석

법 확립

- Chip 상에서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인산화반응의 상호작용 분석 확립을 한 최 의 기질(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단백질  kemptide) 고정화 조건을 확립하 다.

- 0.1 uCi/ul [γ-32P]ATP의 농도에서도 뚜렷이 스팟 시그 을 확인하 다.

  ([γ-32P]ATP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비례 으로 방사성 강도가 증가)

- 0.4 uCi/ul [γ-32P]ATP의 농도조건에서 최소 0.1 U/ml 농도의 효소(PKA)에서 검출한계를 나타내

었다.

- 형 분석법 비 감도 30배 이상의 시그 을 획득하 다.

▶ 생체분자와 기질간의 상호작용 시의 고유한 조건  특성에 방사성 동 원소 이용 기술의 우수성 

검증

 - 비특이  결합의 최소화를 한 칩 표면 처리조건 확립하 다.

   - [γ-32P]ATP을 이용한 인산화반응시 blocking 단계를 생략한 검출공정의 단순화 조건 확립하 다.

 -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하여 필름에 비해 감 시간이 약 43%밖에 안되는 IP에서도 뚜렷한 시그

을 나타내었다.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생체분자 상호작용 규명, 방사성 동 원소 바이오칩, 방사성 동 원소 표지, 

 단백질칩, 인산화반응

  어
 Biomolecule Interaction, RI Biochip, RI Labeling, Protein Chip,

 Phosphory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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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성 동 원소의 바이오칩 용 유효성 검증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가. 바이오칩은 유 자, 단백질, 세포 등의 생물정보 분석이나 응용기술에 있어서 핵심 인 역

할을 할 것으로 견되어지고 있고, 생체분자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단, 바이

오마커의 발견, 신약개발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음

  나. 우리 정부는 2010년 세계 7 권 바이오산업 강국 육성을 목표로 바이오칩을 차세  신성

장 동력산업 기술로 채택하 으며 막 한 산을 투입할 망

  다. 과학기술부는 바이오칩 기술은 국가기반산업의 창출  산업구조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고 2002년에 high sensitivity, 즉 고감도, 정확도를 목표로 하는 바이오칩 검출기술 

로드맵을 제시

  라. 기존의 검출기술로는 불가능하거나 감도가 낮으나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하면 고감도, 

고효율의 바이오칩 검출기술 개발이 가능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최종 목표는 생물정보 분석용 RI 이용기술 기 연구로, RI의 생명 과학  연구 활용분야 

확  기반 확립임

  2.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생체분자(kinase 등)와 기질(peptide 등)간의 상호작용 여부 규명

  3. 단백질 chip 상의 용을 하여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생체분자와 기질간의 상호작용 

분석법 확립

  4. 생체분자와 기질간의 상호작용 시의 고유한 조건  특성에 방사성 동 원소 이용 기술의 

우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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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기질고정화 칩표면처리공정 단순화

RI검출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칩은 blocking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칩 상의 비특이 인 결

합방지 효과의 결과를 얻어 검출공정시간이 짧고, 경제 인 장  

  2. 검출기술 공정 단순화

기질고정화 시 칩 표면처리 공정이 단순하고, 한 기질에 인산화반응 시 one-pot으로 표지

되는 RI를 그 로 검출할 수 있어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검출함 

  3. 검출결과의 정량화  고감도

기질에 직 으로 RI가 표지되는 인산화반응이므로 반응 후 정확하게 검출결과를 정량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미량의 농도도 검출이 가능함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생체분자 간의 상호작용 규명 연구용 RI 이용기술 개발로 단백질의 발   기능연구나 단

백질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질병의 진단  바이오마커 발견,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여 의학, 약학, 식품, 환경 등 리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됨

  2. RI 검출 바이오칩은 재 시장에 상용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한 신제품 시장으로 바

이오산업 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이므로, 고용창출, 수입 체  수출효과는 

연간 2억불 이상으로 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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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Microarrays have recently become a precious research tool for proteomics and 

clinical investigation.  Their applications to the diagnosis of a disease have emerged 

as a significant promise for medical advances.  In this study, we report on an 

efficient strategy for the detection of phosphorylation of a substrate catalysed by 

kinase, using radioisotope detection technique for a protein biochip.  This technique 

does not employ the use of the blocking step which is commonly used in 

conventional methods to prevent non-specific binding.  It was found that the usage 

of a radioisotope detection technique has the advantages of being highly sensitive 

and time saving when compared to other conventional methods.  The results can 

be applied when using radioisotope detection technique to develop biochips to 

determine the activity of a protein kinase.  Further, it can be a useful tool for a 

high throughput screening and for studying protein-protein inte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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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기술  측면

가. 정부는 2010년 세계 7 권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바이오 략회의’ 

를 신설하고 BT와 IT 융합분야의 발 을 한 BIT 산업화지원센터를 구축해 바이오

칩을 차세  신성장 동력산업 기술의 하나로 채택했으며, 6천억 원규모의 산이 투

입할 정임. 부처별로 과기부가 단백질칩, 산자부는 랩온어칩, 복지부는 DNA 칩 개

발에 주력하기로 함

나. 2002년 과학기술부는 바이오칩 검출기술로드맵을 제시하 으며, 고효율, 고감도 검출

기술 개발을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감도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검출기술이 부재함 

다. 따라서 과학기술부가 제시한 바이오칩 검출기술개발 로드맵이 완성되는 2012년까지 

유 자 바이오칩, 단백질바이오칩, 세포바이오칩 등에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하여 고

감도 검출기술을 실 하고자 함

라.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할 경우 단백질의 상호작용이나 기능을 고분해능/고감도로 검

출  분석이 가능하여 RI를 이용한 생체분자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가 국외에서 일

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연구 기 단계임

마. 난치성 질환 진단․치료제의 개발을 하여 생체분자의 상호작용  기능 연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생체분자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가 국내는 무한 실정임

바. 방사성 동 원소와 생명공학 융합기술의 기 기반 확보  선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연구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 기술  시장 선  경쟁에서 우

를 할 수 있음

사. 다양한 단백질 칩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분자량이 작은 펩타이드(일

반 으로 50개 미만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를 이용한 단백질 칩 기술은 펩타이드와 상

호작용하는 거 분자(효소  항체)에 한 공간 이고도 구조 인 문제로 고정화된 

펩타이드와 반응물질 간의 상호작용이 어렵고, 형 체가 표지된 항체를 이용하여 반

응의 유무를 검출하는데 제한 이 많아 실용화가 어려운 실정임

아. 펩타이드를 칩 에 고정하기 해서는 높은 농도가 요구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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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서, 단백질 칩 상에서 분자량이 작은 기질 펩타이드와 분자량이 큰 반응 단

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효율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끊

임없이 두되었음

자. 상 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연구개발 투자가 늦게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바이오

칩개발을 한 원천 요소기술들을 이미 선진국에 많이 빼앗긴 상황이나 우리나라가 

막 한 바이오칩시장의 일부라도 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이오칩 제작에 필요한 신

규 요소기술과, 바이오칩 콘텐츠의 확보라 하겠음

차. 다양한 생물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신기능 의료소재, 화학소재, 환경소재, 바이오 식

품소재의 개발  산업화가 21세기의 국가과학기술 수 을 결정함. 선진국에서 선 하

고 있는 생물공학원천 기술은 따라잡기는 어려우므로 방사선기술과 목된 생물공학

원천기술의 기 기반을 확보하여 21세기 국가과학기술 성장동력확보를 해 본 연구

가 필요함

   2. 경제  측면

가. 정부는 2004년부터 5년 동안 13조원을 투자하여 6T (BT, ET, IT, NT, ST, CT)분야

를 국가발 을 주도할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 음

나. 바이오산업 세계시장은 1990년 44억불에서 1998년 376억불로 연평균 32%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도 연평균 11%  성장으로 2003년 약 740억불 규모임

다. 국내 바이오산업 수 규모는 IMF 상황에서도 성장하여 제품 기 으로 ‘98년 9,900억

원 규모이며, 국내 생물산업 수출입 규모는 꾸 히 증가(수출 연평균 50% 이상, 수입 

연평균 25%)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품목에 집 되어 있어 신규 제품 기술개발이 필

요함 

라. 국내 바이오산업의 총 매출규모는 1조 6천억원(‘03년 기 )에 육박하며, 방사선의 생물 

공학  이용 기 기반 확보로 생되는 응용기술을 이용한 제품/소재/치료법 등이 개

발  실용화가 이루어지면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상됨

마. 방사성 동 원소  생물공학 분야의 융합기술개발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기 

분야에서 목할 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됨

   3. 사회  측면

가. 노령의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높은 삶의 질을 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  치

료에 한 연구는 격히 증가될 것으로 상되고 있고 다가오는 21세기 BT 시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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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수 의 진단과 치료가 의료의 핵심이 될 망이므로 방사성 동 원소 기술을 생

물공학 기술에 목시킨 진단제  치료제 개발은 미래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단됨

나. 방사성 동 원소  이를 이용한 바이오칩을 개발함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

구 등을 통해 국내 연구 수 을 세계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다. 생물정보 분석을 한 방사성 동 원소 이용기술 기 기반 연구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와 국제 인 학문  성과를 통하여 국민보건 증진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을 제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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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가. 국외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

     바이오칩은 작은 기  에 생물학  활성을 가진 생체분자인 단백질 혹은 펩타이드를 고

도로 고정시킨 후, 그 단백질들의 량 생물정보를 고속, 고감도로 동시에 분석하는 자

동화 분석 장치로서 DNA 칩과는 분석원리와 응용범 에서 다른 미래형 바이오센서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바이오칩 기술은 특정 생리활성물질에 특이 으로 상호 작용하는 생체분

자의 기능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고 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 던 유 자, 단백질, 세포 등의 생물정보 분석 내지는 질병의 진단/치료 연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지 까지 진행되어온 바이오칩에 한 최신기술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DNA 마이크로어 이 기술을 이용하여 DNA와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을 칩 상에서 분

석하는 기술이다. 칩 상에서 단일가닥 올리고뉴클 오타이드를 이 가닥 올리고뉴클

오타이드로 환시킨 후, 다시 특정 DNA 서열에 특이 인 제한효소를 반응시켜 단

유무를 통해 DNA-단백질 상호작용을 검사함으로써, 새로운 DNA 결합 단백질을 발

굴하고 그 특성을 밝 내는 데 유용하다. 

     (2) 제한효소, 페록시다제, 포스 타제, 단백질 키나아제 등의 여러 종류의 효소  항원-

항체반응을 칩 상에서 분석하는 기술이다. 특히, 본 기술은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키나아제-펩타이드 기질반응, 단백질-리간드 결합반응을 통해 량검색, 생화학  분

석, 신약 후보물질 분석, 질병 진단 등에 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키나아제 특이 인 

기질인 펩타이드 는 분자량이 작은 단백질을 고정할 경우, 비특이 인 고정을 막기 

해 사용되는 쇄물질인 소 청알부민(BSA)으로 인하여 고정되는 물질이 묻 버리

는 제한 이 있다. 

     (3) cDNA 라이 러리로부터 량의 단백질을 칩 상에서 발 하여 분석하는 기술이다. 본 

기술은 단백질의 생화학  활성에 한 량검색에 유용하다. 

     (4) 마지막으로, 친화성 태그를 이용하여 생체분자의 배향성(orientation)을 분자수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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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하면서 균일하고 안정된 생체분자의 단일층을 칩 표면에 형성시키는 기술을 이용

하여 시료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지지체에 특이 으로 결합하는 단백질 (칼모듈린 등) 

 태그(폴리 시스테인, 라이신, 히스티딘 등)를 사용하여 융합된 형태로 발 시킨 다

음 고정시켜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단백질 정제, SPR (surface plasmon 

resonace)  FACS (fluorescence activated cell sorter)에 활용하 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다양한 단백질 칩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분자량이 

작은 펩타이드(일반 으로 50개 미만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를 이용한 단백질 칩 기술은 펩

타이드와 상호작용하는 거 분자(효소  항체)에 한 공간 이고도 구조 인 문제로, 고

정화된 펩타이드와 반응물질 간의 상호작용이 어렵고, 형 체가 표지된 항체를 이용하여 반

응의 유무를 검출하는데 제한 이 많아 실용화가 어려우며, 펩타이드를 칩 에 고정하기 

해서는 높은 농도가 요구되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단백질 칩 상에서 

분자량이 작은 기질 펩타이드와 분자량이 큰 반응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효율 으로 분

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끊임없이 두되었다.

 

나. 국내 연구개발 동향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인간유 체 로젝트의 완성과 더불어, 생물 산업계 반에서 유 자 분석이나 단백질 분

석을 한 DNA chip 는 protein chip 등의 소형 분석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바이오칩은 2013년에 250억불이라는 막 한 세계시장을 형성할 것으

로 측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산업의 표  제품으로 육성 개발할 필요가 강력

히 두되고 있다. 재, 국내 바이오칩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제조  분석 수 은 국제

인 수 에 도달하여 있지만, 상 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연구개발 투자가 늦게 이루어져, 

바이오칩개발을 한 원천 요소기술들을 이미 선진국에 많이 빼앗긴 상황이다. 첨단기술의 

이 이 용이치 않은 지 , 우리나라가 막 한 바이오칩시장의 일부라도 유할 수 있는 방

법은, 바이오칩 제작에 필요한 신규 요소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바이오칩에 올라갈 콘텐츠 

개발의 확보를 해 국가 연구개발 과제  칩 문기업의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바이오칩 콘텐츠 확보는 물론, 바이오 칩 제조 기술, 시료 처리 

기술, 신호 검출  데이터 해석 기술, 칩의 임상 응용 기술 등의 바이오칩 련 기술의 개

발이 시 하다.

     국내 바이오 칩 련 표 인 산업체로는 게놈 칩, 올리고 칩을 생산하는 마크로젠, 

HPV, 결핵 진단용 칩을 생산하는 바이오 메드랩, 마이진, 굿젠 등이 있으며, 최근 학에서

는 바이오칩 기술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뇌의 작용 기 을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요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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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경망의 형태(morphology)와 동  특성(dynamic property)의 계를 연구하는 데에 있

어 바이오칩(multi microelectrode plate, MMEP)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 에 있다.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생물분자간의 상호작용 여부 규명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신규 분

야로 여겨지는 분야이며 재 보 인 연구가 진행 이다. 따라서 본 과제가 성공하면 국

제 인 경쟁력을 갖추며 이 분야를 선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다.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치

     방사성 동 원소의 바이오칩 용 유효성 검증 연구는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하여 바이

오 칩 상에서 생물정보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기  연구의 결과로,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하여 생체분자와 기질간의 상호작용 여부를 규명하 으며, 단백질 칩 상의 용

을 하여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하여 형 분석법 비감도 30배 이상으로 생체분자와 기

질간의 상호작용 분석법 확립하 다. 한 생체분자와 기질간의 상호작용 시 기존의 복잡한 

실험 단계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조건  특성으로 방사성 동 원소 이용 기술의 

우수성 검증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형 검출방법과 비교하여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 시 단백질의 

상호작용이나 기능을 고분해능/고감도로 검출  분석이 가능함을 검증한 연구이며, 이러한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생체분자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국외에서도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연구 기 단계이다. 

     한 난치성 질환 진단․치료제의 개발을 하여 생체분자의 상호작용  기능 연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생체분자의 상호작용에 한 

연구가 국내는 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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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방사성 동 원소의 바이오칩 용 유효성 검증 연구와 련한 주요연구내용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생체분자(kinase 등)와 기질(peptide 등)간의 상호작용 여부 규  

명

   - 방사성 동 원소 검출이용 kinase-substrate 상호작용 여부를 규명하기 하여, 첫

째, 반응에 필요한 컨텐츠의 확보를 하여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단백

질을 제조하 다.

   - 둘째, 방사성 동 원소 [γ-32P]ATP를 이용하여 효소(cAMP-dependent protein kinase; 

PKA)와 기질(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  kemptide)의 인산화반응

을 통하여 상호작용 여부를 규명하 다.

 

2. 단백질 chip 상의 용을 하여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생체분자와 기질간의 상호작

용 분석법 확립

- Chip 상에서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인산화반응의 상호작용 분석 확립을 한 최 의 

기질(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단백질  kemptide) 고정화 조건을 확립하

다.

- 0.1 uCi/ul [γ-32P]ATP의 농도에서도 뚜렷이 스팟 시그 을 확인하 다.

  ([γ-32P]ATP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비례 으로 방사성 강도가 증가)

- 0.4 uCi/ul [γ-32P]ATP의 농도조건에서 최소 0.1 U/ml 농도의 효소(PKA)에서 검출한계를 

나타내었다.

- 형 분석법 비 감도 30배 이상의 시그 을 획득하 다.

3. 생체분자와 기질간의 상호작용 시의 고유한 조건  특성에 방사성 동 원소 이용 기술의 

우수성 검증

 - 비특이  결합의 최소화를 한 칩 표면 처리조건 확립하 다.

   - [γ-32P]ATP을 이용한 인산화반응시 blocking 단계를 생략한 검출공정의 단순화 조건 확

립하 다.

 -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하여 필름에 비해 감 시간이 약 43%밖에 안되는 IP에서도 뚜렷

한 시그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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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수행 방법

    (1) Chemicals, peptides, protein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PKA)와 이의 기질인 캠타이드(kemptide)는 

Promega (Madison, WI), 그리고 알데히드가 코 되어있는 슬라이드 라스는 Nuricell 

Inc. (Seoul, Korea)(그림 1), [γ-32P]ATP는 GE Healthcare Life Sciences 

(Buckinghamshire, UK)에서 구입하 다.

그림 1. 알데히드 처리되어져있는 슬라이드 라스

    (2) 균주와 plasmid

        이 연구에 사용되어진 E. coli W3110 균주와 pTrc99A 라스미드는 아래의 표 1에 

나타내었고, pTrc99A 라스미드의 체염기서열은 그림 2에 열거하 다. E. coli 

malic enzyme-kemptide fusion 단백질은 E. coli W3110의 염색체 DNA를 이용하여 

PCR 증폭에 의해 얻어진 PCR산물과 plasmid를 클로닝하여 얻어졌다. 이 모든 DNA조

작은 restriction digestion, ligation 그리고 agarose gel electrphoresis를 포함한 유 자

클로닝기법을 이용하 다. 

       ① E. coli W3110 염색체 DNA의 조제

          E. coli W3110 염색체 DNA의 조제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 E. coli W3110

를 LB배지에서 12시간 배양한 후, 배양된 균주를 회수하기 해 마이크로튜 로 옮

겨서 원심분리를 하 다. 배지를 완 히 제거한 후 100 μl Tris-HCl 용액에 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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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실온에서 5~10분간 정치해 둔다. 이 탁액은 100 μl 티오시안산구아니딘 용액

을  첨가하여 피펫 에 의해 천천히 탁 시킨다. 여기서 주의할 은  끝을 잘라 

끈끈해진 시료가 원활히 섞이도록 주의한다. 700 μl 50% 클로로포름과 400 μl 산나

트륨 용액을 첨가하여 잘 섞어서 불필요한 단백질은 서로 엉키게 만들고, 핵산을 수

용액 층으로 존재하도록 한다. 12,000 rpm, 15분간 실온에서 원심 분리하여 단백질을 

제거한다. 수용액 층의 1/10량의 산을 첨가하고, 섞인 샘 과 동량의 이소 로필알

코올을 첨가하여 가볍게 혼합한다. -20 ℃에서 1시간 는 -80 ℃에서 5분간 보 하

여 핵산의 침 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15,000 rmp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핵산을 회수하고, 70% 에탄올을 첨가하여 세척한 후 에탄올을 완 히 제거한 후 멸

균수에 용해시킨다. 분 도계(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조제되어진 E. coli 

W3110 염색체 DNA의 순도와 정량을 확인한다.

         표 1. 연구에 사용된 균주와 라스미드

Strain or plasmid Relevant characteristics Source

 E. coli strains

 W3110

 Plasmid

 pTrc99A

 Derived from 

 K-12, λ-, F-, prototrophic

 4.20 kb, Ap
r
;Trc promoter

CGSC4471
a

Pharmacia
b

         Ap, ampicillin

         a
E. coli Genetic Stock Center, New Heaven, CT, USA

         b
Pharmacia Biotech, Uppsala,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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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ttgacagc ttatcatcga ctgcacggtg caccaatgct tctggcgtca ggcagccatc ggaagctgtg 

gtatggctgt gcaggtcgta aatcactgca taattcgtgt cgctcaaggc gcactcccgt tctggataat 

gttttttgcg ccgacatcat aacggttctg gcaaatattc tgaaatgagc tgttgacaat taatcatccg 

gctcgtataa tgtgtggaat tgtgagcgga taacaatttc acacaggaaa cagaccatgg aattcgagct 

cggtacccgg ggatcctcta gagtcgacct gcaggcatgc aagcttggct gttttggcgg 

atgagagaag attttcagcc tgatacagat taaatcagaa cgcagaagcg gtctgataaa acagaatttg 

cctggcggca gtagcgcggt ggtcccacct gaccccatgc cgaactcaga 

agtgaaacgc.............ttcgccacct ctgacttgag cgtcgatttt tgtgatgctc gtcagggggg 

cggagcctat ggaaaaacgc cagcaacgcg gcctttttac ggttcctggc cttttgctgg ccttttgctc 

acatgttctt tcctgcgtta tcccctgatt ctgtggataa ccgtattacc gcctttgagt gagctgatac 

cgctcgccgc agccgaacga ccgagcgcag cgagtcagtg agcgaggaag cggaagagcg 

cctgatgcgg tattttctcc ttacgcatct gtgcggtatt tcacaccgca tatggtgcac tctcagtaca 

atctgctctg atgccgcata gttaagccag tatacactcc gctatcgcta cgtgactggg tcatggctgc 

gccccgacac ccgccaacac ccgctgacgc gccctgacgg gcttgtctgc tcccggcatc cgcttacaga 

caagctgtga ccgtctccgg gagctgcatg tgtcagaggt tttcaccgtc atcaccgaaa cgcgcgaggc 

agcagatcaa ttcgcgcgcg aaggcgaagc ggcatgcatt tacgttgaca ccatcgaatg 

gtgcaaaacc tttcgcggta tggcatgata gcgcccggaa gagagtcaat tcagggtggt 

gaatgtgaaa ccagtaacgt tatacgatgt cgcagagtat gccggtgtct cttatcagac cgtttcccgc 

gtggtgaacc aggccagcca cgtttctgcg aaaacgcggg aaaaagtgga agcggcgatg 

gcggagctga attacattcc caaccgcgtg gcacaacaac tggcgggcaa acagtcgttg 

ctgattggcg ttgccacctc cagtctggcc ctgcacgcgc cgtcgcaaat tgtcgcggcg attaaatctc 

gcgccgatca actgggtgcc agcgtggtgg tgtcgatggt agaacgaagc ggcgtcgaag 

cctgtaaagc ggcggtgcac aatcttctcg cgcaacgcgt cagtgggctg atcattaact atccgctgga 

tgaccaggat gccattgctg tggaagctgc ctgcactaat gttccggcgt tatttcttga tgtctctgac 

cagacaccca tcaacagtat tattttctcc catgaagacg gtacgcgact gggcgtggag catctggtcg 

cattgggtca ccagcaaatc gcgctgttag cgggcccatt aagttctgtc tcggcgcgtc tgcgtctggc 

tggctggcat aaatatctca ctcgcaatca aattcagccg atagcggaac gggaaggcga 

ctggagtgcc atgtccggtt ttcaacaaac catgcaaatg ctgaatgagg gcatcgttcc cactgcgatg 

ctggttgcca acgatcagat ggcgctgggc gcaatgcgcg ccattaccga gtccgggctg 

cgcgttggtg cggatatctc ggtagtggga tacgacgata ccgaagacag ctcatgttat atcccgccgt 

caaccaccat caaacaggat tttcgcctgc tggggcaaac cagcgtggac cgcttgctgc aactctctca 

gggccaggcg gtgaagggca atcagctgtt gcccgtctca ctggtgaaaa gaaaaaccac 

cctggcgccc aatacgcaaa ccgcctctcc ccgcgcgttg gccgattcat taatgcagct ggcacgacag 

gtttcccgac tggaaagcgg gcagtgagcg caacgcaatt aatgtgagtt ........................

     그림 2. pTrc99A 라스미드의 체염기서열

        circular DNA; 4176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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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의 클로닝

          PCR 산물은 표 2에 나타내어져 있는 것과 같이 primer 1 

[5'-CAT-GCC-ATG-GGC-ATC-ACC-ATC-ATC-ACC-ATG-ATA-TTC-AAA-A

AA-GAG-TG-3']와 primer 2 [5'-GCT-CTA-GAT-TAG-CCC- 

AGG-CTC-GCA-CGA-CGC-AGG-ATG-GAG-GCG-GTA-3']와 E. coli W3110의 

염색체 DNA를 주형으로하여 PCR하 다.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

질을 한 클로닝 개요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PCR 반응은 2.0 unit Taq  DNA 

polymerase (50 mM KCl, 10 mM Tris-HCl, pH 9.0, 1.5 mM MgCl2, 0.01% gelatin, 

0.1% Triton X-100), 0.4 mM deoxyribonucleotide triphosphate, sense와 antisense 

strand primer의 반응액에서 Palm-cycler (Corbett Life Science)을 이용하여 PCR을 

실시하 다. PCR 조건은 다음과 같다: 5분간 94 ℃, 1싸이클; 1분간 94 ℃, 1분간 55 

℃, 1분간 72 ℃, 30싸이클, 5분간 72 ℃, 1싸이클. PCR산물은 1% agarose 기 동

을 한 후, ethidium bromide로 염색 확인 후, 증폭된 원하는 사이즈의 DNA를 

EasyTrap ver.2 (Takara Bio Inc.)를 이용하여 정제하 다. PCR산물은 제한효소 

NcoI과 XbaI으로 잘라내고, 같은 제한효소로 잘라낸 pTrc99A에 ligation하 고, E. 

coli BL21(DE3)로 형질 환하여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재조합단백질

을 한 새로운 균주를 제조하 다. kemptide는 E. coli malic enzyme의 유 자에 퓨

 되어지고, pTrc99A 라스미드에 서 클로닝 되어졌다.

        표 2. Oligonucleotides used in PCR
a

No. Sequences (5' → 3')

Primer 1

Primer 2

CATGCCATGGGCATCACCATCATCACCATGATATTCAAAAA

AGAGTG

GCTCTAGATTAGCCCAGGCTCGCACGACGCAGGATGGAGGC

GGTA

        a제한효소부 (굵은체), 종료코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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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 coli malic enzyme-kemptide fusion 단백질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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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클로닝된 plasmid DNA의 분리

         Plasmid DNA는 Birnboim 등의 alkaline lysis 방법에 의해 E. coli에서 제조되어졌

다. DNA 염기서열분석을 한 plasmid DNA는 Quantum Prep. Kit (Bio-Rad)를 이용

하여 조제하 고, DNA정량과 순도는 분 도계(Genesys 10UV, Thermo Electron)로 

측정하 다.

    (4)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의 생산  정제

        균주는 200 ml LB배지 (tryptone 10g/L, yeast extract 5g/L, NaCl 5g/L)를 500 ml 

삼각 라스크에 넣고 37 ℃, 200 rpm 조건에서 배양한다. 이때 항생제 ampicillin의 

최종농도는 50 μg/ml가 되게 주입하 다. cell을 약 O.D. 660=0.6정도까지 배양하고, 최

종농도 1 mM이 되도록 IPTG를 첨가하 고, 다시 37 ℃, 200 rpm의 조건에서 3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cell을 집균(8,000 rpm, 10분, 4 ℃)하여 정제하는데 사용하 다. 

집균된 cell을 PBS buffer (200 mM NaCl, 3 mM KCl, 2 mM KH2PO4, 1mM 

Na2HPO4, pH 7.5)에 탁한 후, 음 쇄기를 이용하여 cell을 쇄하 다. 간단한 

원심분리 처리를 하여, cell 꺼기를 제거하 다. E. coli malic enzyme-kemptide 

fusion 단백질의 정제는 6-histidine tag에 한 Ni-chelating resin (GE Healthcare, 

Sweden)을 이용하여 정제하 다. 정제된 단백질은 bovine serum albumin (BSA)을 

standard로 하여 Bradford 방법에 의해 정량하 다. 

    (5) 융합 peptide-protein microarray의 제조

        알데히드 처리된 슬라이드 라스 상에서 기질의 고정을 해 기질인 0.1 mg/ml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  는 1.25 μg/ml kemptide  (Promega, 

Madison, WI)를 스팟  하 다. 구체 으로 타이드 용액(20% 리세롤(glycerol), 

PBS, pH 7.5)에 1 mg/ml의 농도로 용해시키고, 상기 기질 용액을 마이크로어 이어

[(Genetix Ltd, UK)]를 이용하여 알데히드 처리된 슬라이드 라스 에 스팟 간 간격

이 300 μm가 되도록 집 하 다.  이때, 각 스팟의 크기는 200 μm가 되도록 하 다. 

        상기와 같이 집 한 바이오칩을 상온의 습윤 챔버(humid chamber) 안에서 1 시간 반

응시켜 고정시켰고, 백그라운드(background)를 제거하기 하여 차단 용액(blocking 

solution: 1% glycine/10% glycerol/1%　BSA　solution in PBS)을 처리하여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을 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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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γ-32P]ATP를 이용한 키나아제-기질의 인산화반응 조건 확인

        제작한 칩은 PBS buffer (200 mM NaCl, 3 mM KCl, 2 mM KH2PO4, 1 mM 

Na2HPO4, pH 7.5)를 이용하여 3 회 세척한 후, 칩 상의 기질과 키나아제를 반응시켰

다. 구체 으로 키나아제 완충용액(kinase buffer: 40 mM Tris-HCl, 20 mM MgCl2, 

0.1 mg/ml BSA, pH 7.5)으로 1회 세척하 고, 이 후 키나아제 반응용액(100 μM 

ATP, [γ-32P]ATP(0.1~0.6 μCi)과 0.01~50 unit/ml cAMP-의존 단백질 키나아제를 포함

하는 키나아제 완충용액) 50 μl를 상기 바이오칩 표면에 분주하고 커버 웰(cover well)

로 덮어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1 시간 후에 세척 완충용액으로 3 회 세척 후 PBS 

buffer로 세척하 고, 200 g, 1 분 조건으로 원심 분리하여 여분의 수분을 완 히 제거

하 다. 상기 반응시킨 바이오칩을 X-선 필름 는 방사형 분석기(phosphoimager)용 

스크린에 6~14 시간 감 하여 키나아제에 의한 인산화 반응을 측정하 다. 최종 으로 

인산화 반응 측정시 일반 으로 사용되는 X-선 필름을 이용한 방법과 방사형 분석기 

장치[bioimage analyzer BAS1500 (Fuji Photo Film, Tokyo)]를 사용하 다. 체 인 

[γ-32P]ATP를 이용한 키나아제-기질의 인산화반응 조건 확인에 한 개요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7) 형 색소(Cy3, Cy5)를 이용한 기질과 kinase 반응의 검출

        제작한 바이오칩은 PBS buffer (200 mM NaCl, 3 mM KCl, 2 mM KH2PO4, 1 mM 

Na2HPO4, pH 7.5)를 이용하여 3 회 세척한 후, 칩 상의 기질과 키나아제를 반응시켰

다.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구체 으로 키나아제 완충용액(kinase buffer: 40 mM 

Tris-HCl, 20 mM MgCl2, 0.1 mg/ml BSA, pH 7.5)으로 1회 세척하 고, 이 후 키나

아제 반응용액(100 μM ATP와 1~50 unit/ml cAMP-의존 단백질 키나아제를 포함하는 

키나아제 완충용액) 50 ㎕를 상기 바이오칩 표면에 분주하고 커버 웰(cover well)로 덮

어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1 시간 후에 세척 완충용액으로 3 회 세척 후 PBS buffer

로 세척하 고, 1 mg/ml 농도의 Cy3-anti-phosphoserine antibody 는 

Cy5-anti-phosphotyrosine antibody로 반응시킨다.  200xg, 1 분 조건으로 원심분리하

여 여분의 수분을 완 히 제거하 다. 반응된 슬라이드는 ScanArray 5000 

(GSI-Lumonics, Canad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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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denosine 5'-[γ-32P]triphosphate ([γ-32P]ATP)의 화학구조  

Specific activity: 10-15 Ci/mmol: 370-555 GBq/mmol; 1-4 mCi/ml; 37-148 

MBq/ml 

Molecular Formula: C10H16N5013P3 for the free acid 

Molecular Weight: 507.2 for the free acid 

Description: Triethylammonium salt solution in absolute methanol 

UV Characteristics:  Absorbance maximum (λmax)= 259 nm at pH 7.0 

 Molar extinction coefficient (ε) = 15400 

Assay: >95% by TLC 

Storage: Store at -20 ℃ in absolute m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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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γ-32P]ATP를 이용한 키나아제-기질의 인산화반응 개요도

Yellow: kemptide

Pink: E. coli  malic enzyme

Red: γ-32P



- 17 -

 

(a)

(b)

그림 6. 형 색소 Cy3 (a)와 Cy5 (b)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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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형 색소를 이용한 키나아제-기질의 인산화반응 개요도

Yellow: kemptide

Pink: E. coli malic enzyme

Green: Cy3-conjugated anti-phosphoserine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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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수행 결과

    (1)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의 정제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의 정제는 그림 8의 SDS-PAGE 분석법

에 의해 보여주며, 약 65 kDa의 단백질 질량을 나타낸다. E. coli malic enzyme 단백질 

질량은 약 64.2 kDa으로 이 부분이 알데히드 는 아민 처리된 슬라이드 부분에 주로 

결합되어 blocking 단계에 사용되는 BSA에 의해 입되어버리는 기질의 활성부분을 

보호한다. 최종 정제된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은 Ni-chelating 

resin을 이용한 chromatography에서 약 200 mM imidazole에서 용출되어졌다.  

M   1   2   3

그림 8.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의 SDS-PAGE 분석 패턴

M: Marker

1: Crude extract

2: Ni-chelating resin fraction 1

3: Ni-chelating resin fra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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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PKA)의 인산화반응에 방사성 동 원소 [γ-32P]ATP

의 용 유효성 

        0.1 mg/ml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   1.25 μg/ml kemptide를 

알데히드 처리된 슬라이드 라스 에 스  한 후, 10 unit/ml PKA와 0.1 μCi/μl [γ

-
32
P]ATP의 농도로 하여 바이오칩에 방사성 동 원소 [γ-32P]ATP의 용 유효성을 확

인해 보았다. Negative control로는 BSA (Bovine Serum Albumin)로 하 다. 그리고 

각각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protein  kemptide를 알데히드 처리된 슬

라이드 라스에 스팟 을 하여 인산화반응을 본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상되

는 바와 같이 Negative control로 선정된 1번 BSA의 스팟에는 아무런 시그 이 나오지 

않았다. 반면에 malic enzyme-kemptide 융합 protein 는 kemptide의 스팟에서는 확

연히 스팟 시그 을 확인할 수 있어 일차 으로 인산화반응에 방사성 동 원소 [γ

-
32
P]ATP의 용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1 2 31 2 3

그림 9. [γ-32P]ATP을 이용한 바이오칩 용 유효성

1: Negative control (BSA, Bovine Serum Albumin)

2: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

3: Kem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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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슬라이드 종류에 따른 바이오칩 용성 비교

        알데히드기 는 아민기가 코 되어져 있는 슬라이드 라스에 각각의 0.1 mg/ml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   1.25 μg/ml kemptide를 스  한 후, 

0.1 μCi [γ-32P]ATP의 농도로 (2)와 같은 방법으로 인산화반응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그림 10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알데히드기 는 아민기가 처리되어져 있는 슬라이드 

라스에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서 두 가지의 슬라이드 라스를 모두 용시킬 수 있음

을 확인하 다.

Aldehyde-coated

Amine-coated

Kemp-M Kemp

BSA

그림 10. 알데히드 는 아민 처리된 슬라이드 라이스의 바이오칩 용 유효성 비교

0.1 μCi [γ-32P]ATP

Kemp-M: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

Kemp: kem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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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PKA)의 인산화반응에서 [γ-32P]ATP 농도에 따른 

방사성 강도

        0.1 mg/ml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  1.25 μg/ml kemptide를 알

데히드 처리된 슬라이드 라스 에 스  한 후, PKA의 농도는 10 unit/ml가 되도

록 일률 으로 하고, [γ-32P]ATP의 농도는 각각 0.1, 0.2, 0.4, 0.6 μCi/μl가 되도록 인산

화반응을 하 다(그림 11). [γ-32P]ATP의 농도가 높아질 수록 비례 으로 방사성 강도

가 증가하 고, 0.1 μCi/μl의 농도에서도 뚜렷이 스팟 시그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

으로 조기진단을 목 으로 하는 고감도의 실 목  면에서 기존 검출방법에서 검출하

기 힘든 조건의 경우 RI의 농도를 증가시켜 얻을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다.

 (a)                (b)

 (c)      (d)

그림 11. [γ-32P]ATP 농도에 따라 얻어진 방사선 강도의 패턴

(a) 5 μCi [γ-32P]ATP

(b) 10 μCi [γ-32P]ATP

(c) 20 μCi [γ-32P]ATP

(d) 30 μCi [γ-32P]A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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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슬라이드 백그라운드를 한 여러가지 blocking 용액의 효과

        (2)와 같은 조건으로 기질을 알데히드 처리된 슬라이드 라스 에 스  한 후, 인

산화반응(10 unit/ml PKA, 0.4 μCi/μl γ-32P]ATP)을 하기 에 시행하는 blocking 스탭

에서 여러 가지 용액을 이용하여 blocking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일반 으로 사용하는 

1% BSA 뿐만 아니라 1% glycine, 10% glycerol, 무처리조건으로 각각 37 ℃, 1시간동

안 blocking 한 후, 인산화반응을 시행하 다(그림 12). 그 결과, 보편 으로 사용하는 

1% BSA 뿐만 아니라 1% glycine, 10% glycerol를 처리한 곳에도 깨끗한 스팟을 확인

하 다. 더욱이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는 곳에서도 스팟 이외의 백그라운드 부분이 무

도 깨끗하게 나왔다. 재까지의 기술 인 취약 은 키나아제 특이 인 기질인 펩타이

드 는 분자량이 작은 단백질을 고정할 경우, 비특이 인 고정을 막기 해 사용되는 

쇄물질인 소 청알부민(BSA)으로 인하여 고정되는 물질이 묻 버리는 제한 이 있었

다. 하지만, 이러한 무처리한 결과물에 따라 blocking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6) 인산화반응에서 cAMP-의존 단백질 키나아제의 농도에 따른 방사성 강도

        cAMP-의존 단백질 키나아제를 반응액 에 최종 1~50 unit/ml가 되도록 하여 인산화

반응을 하 다(그림 13). 키나아제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비례 으로 방사성 강도가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0.1 unit/ml의 농도에서도 뚜렷이 시그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인산화반응에서 당한 키나아제의 농도는 10 unit/ml로 고정하여 특성화에 이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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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c

1 2 3

a b

dc

1 2 3

그림 12. [γ-32P]ATP을 이용한 인산화반응에서 여러 blocking 용액의 효과

a: no blocking

b: 1% BSA

c: 1% glycine

d: 10% glycerol

1: BSA

2: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

3: Kemptide



- 25 -

        그림 13. cAMP-의존 단백질 키나아제 농도에 따른 인산화반응에서의 방사선 강도    

          패턴

a: 0.1 U/ml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b: 1 U/ml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c: 10 U/ml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d: 20 U/ml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e: 30 U/ml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f: 40 U/ml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g: 50 U/ml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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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γ-32P]ATP를 이용한 인산화반응 시간에 따른 방사성 강도 패턴 

        (2)와 같은 인산화반응 조건으로 반응시간을 각각 5, 10, 20, 30, 40, 50, 60분으로 분할

하여 최 반응시간에 해 알아보았다(그림 14). 5~20분까지는 스팟이 거의 보이지 않

았지만, 30분 이후 스팟의 시그 을 선명히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인산화반응을 

한 정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하다는 결과를 확인하 다. 

     그림 14. cAMP-의존 단백질 키나아제(PKA) 인산화반응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방사선    

       강도세기의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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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검출기술에 한 감도비교

       ‘RFT (Road to Fine Tomorrow)’를 스 한 후 (2)와 같은 조건으로 인산화반응을 실

시하 다. 그 후 필름에서 감 하여 상한 것과 이미지 이트(IP)에서 감 하여 방

사형 분석기 장치(bioimage analyzer BAS1500)에서 스 한 것을 비교하 다. 그 결과

(그림 15) 감 시간이 달라 정확한 감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나, 이론상으로 필름에 

비해 IP는 필름에 비해 약 100배의 검출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감 시간이 약 43%

밖에 안되는 IP에서도 뚜렷히 시그 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 더욱 고감도의 검출이 

가능한 IP를 이용하 을 때 조기진단을 한 고감도 효과를 갖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이 -80 ℃에서 감 해야 시그 이 더 강해지는 필름에 비해, 실온에서 IP를 감 하 으

므로 활용도면에서 IP가 유용하다고 본다. 

Film Image plate

14hr 6hrExposure time

그림 15. 인산화반응 후 검출기술에 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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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검출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칩의 우수성

(1) 기질고정화 단계에서 칩 표면처리공정 단순화

   재까지의 기술 인 취약 은 칩 상에 키나아제 특이 인 기질인 펩타이드 는 분자

량이 작은 단백질을 고정할 경우, 칩 표면에 불순물들의 비특이 인 결합을 막기 해 

사용되는 blocking제인 소 청알부민(BSA)으로 인하여 고정시킨 기질이 묻 버리는 제

한 이 있었다. 그러나 RI검출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칩은 blocking 단계를 거치지 않아

도 매우 깨끗한 결과를 얻어 시간 , 경제 인 장 이 있다.  

2) 검출기술 공정의 단순화

   기존 형  ELISA 방식의 경우, 실험시작 단계에서 검출까지의 총 7단계 이상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했다. 그러나, RI검출 방식의 경우, 기질고정화시 칩 표면처리 공정이 단

순하고, 한 기질에 인산화반응 시 one-pot으로 표지되는 RI를 그 로 검출할 수 있어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공정의 단순화를 실 하 다.

3) 정확한 검출결과의 정량화  고감도

   기존 형 검출 방식의 경우, 기질의 특정 아미노산을 인산화 시킨 후, 인산화 된 아미

노산 부 에 형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 2nd 항체를 반응시켜야하는 간 검출법으로 정

확한 정량분석을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RI 검출방식의 경우, 기질에 직

으로 RI가 표지되는 인산화반응이므로 반응 후 정확하게 검출결과를 정량화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극미량의 농도도 검출이 가능하여 고감도의 검출효과까지 얻을 수 있

다.



- 29 -

제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 목표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성 동 원

소를 이용한 생

체분자(kinase 

등)와 기질

(peptide 등)간

의 상호작용 여

부 규명

-유 자클로닝을 통한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생산균주 확보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

의 발   정제 

-칩 상에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 

단백질  kemptide기질 고정화 조건 확립 

-방사성 동 원소 [γ-32P]ATP를 이용하여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PKA)와 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단백질 간의 

상호작용 여부 확인

30 100

상 호 작

용 여부 

규명

-단백질 chip 상

의 용을 하

여 방사성 동

원소를 이용한 

생 체 분 자

(kinase)와 기질

(pep t i d e )간의 

상호작용 분석

법 확립

-형 (Cy3-anti-phosphoserine antibody 는 

Cy5-anti-phosphotyrosine antibody를 이용) 

검출법 이용하여 생체분자와 기질간의 상호작

용 분석

-방사성 동 원소 [γ-32P]ATP를 이용하여  기

질과 kinase의 상호작용 분석

-cAMP-dependent protein kinase (PKA)의 인

산화반응에서 [γ-32P]ATP 반응 농도에 따른 

분석

40 100

상 호 작

용 분석

법 확립

(형 분

석법 

비 감도 

30배 이

상)

-생체분자와 기

질간의 상호작

용 시의 고유한 

조건  특성에 

방사성 동 원

소 이용 기술의 

우수성 검증

-[γ-32P]ATP를 이용한 기질(E. coli malic 

enzyme-kemptide 융합단백질 는 kemptide)

과 kinase의 반응 조건 확립

-비특이  결합의 최소화를 한 칩 표면 처리

조건 확립

-[γ-32P]ATP을 이용한 인산화반응시 blocking 

단계를 생략한 검출공정의 단순화 조건 확립

-IP이용 방사성 동 원소 검출기술 우수성 검

증

30 100

방 사 성 

동 원

소 이용 

기 술 의 

우 수 성 

검증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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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도  

(1) 본 연구의 결과는 생물공학, 정보기술, 나노기술 등과 방사선기술의 융합으로 첨단 생명과

학용 바이오센서/바이오칩 개발의 원천 기술로 기여될 수 있음

(2) 본 연구과제의 연구 성과는 향후 방사선과학연구소 주요연구과제인 방사선융합기술 개발

의 연구 기획  수행을 한 주요 선행연구결과로 기여할 수 있음 

(3) 생체분자의 상호작용 규명 연구용 RI 이용기술 개발로 질병의 특이 생체분자의 존재 여부 

분석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기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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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경제  측면

  - 국내 항암제 시장규모는 매출규모로 1990년  반이후 400억 원 정도에서 2000년 이후

에는 900억 원 로 매년 약 20%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항암

제 시장규모도 연평균 10%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2010년 이후에는 1,000억 달러 규모

의 거  시장으로 형성되리라 상하고 있다. 

  -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의약분야  기타 진단 칩 개발에 의한 하이테크 산업에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를 창출을 기 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연구에서 칩 상에서의 생체분자 간 상호작용 규명한 결과를 통해 방사성 동 원소 

이용기술 연구  바이오칩 개발을 통하여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그 유용성

을 확 하여 외화의 획득  한국 원자력산업 발 에 기여한다.

  - RI 검출 바이오칩  키트는 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신물질이며 이를 통한 신제품 

시장으로 바이오산업 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것이므로, 고용창출, 수입 체 

 수출효과는 연간 2억불 이상으로 상될 수 있다.

 나. 사회  측면

- 재 국내의 사망원인 1 는 암이다. 재 국내에서 인구 5명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 암환자 수는 백 만 명이 넘었다. 매년 12만 명

이 암에 걸리고 한 6만5천명이 암으로 숨진다. 세계 인 추세를 보면, 세계보건기구

(WHO)의 World Health Report에 따르면, 향후 25년 내에 암 발생인구가 매년 약 3천 

만 명씩 증가되고, 이  2천 만 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 노령의 인구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높은 삶의 질을 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  치

료에 한 연구는 격히 증가될 것으로 상되고 있고 다가오는 21세기 바이오테크 시

에는 분자 수 의 진단과 치료가 의료의 핵심이 될 망이므로 방사성 동 원소 기술

을 생물공학 기술에 목시킨 진단제  치료제 개발에 활용한다.

- 새로운 방사성 동 원소  이를 이용한 바이오칩을 개발함으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원

자력기구 등을 통해 국내 연구 수 을 세계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 생물정보 분석을 한 방사성 동 원소 이용기술 기 기반 연구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와 국제 인 학문  성과를 통하여 국민보건 증진과 함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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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한다.

 다. 기술  측면

  - 암세포의 생리활성에 한 연구로서 암 련 질병을 조기에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활용한다.

  - 융합단백질-기질의 유 자클로닝을 통한 컨텐츠의 량생산균주 확보하여 RI를 이용한 

질병 련 단백질변형 반응 유효성 검증에 활용한다.

  - RI검출 바이오칩상의 질병 련 단백질변형 반응 검출기술 확립하고, RI검출 biochip상의 

질병 련 단백질변형효소의 활성도 평가에 활용하여 RI검출 biochip 제작  평가한다.

  - 재까지의 연구개발 결과를 기 로 하여 DNA chip이나 bioinformatics 등을 도구로 

이용하여 방사선 특이반응 유 자 선발  발 특성을 규명한다. 

  - 칩 상에서의 방사선에 의한 metabolite 변화 패턴을 분석하여 방사선에 의한 생물 사

산물 천연생물소재변화 profiling, 생물공학활용 방사선유 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RI 

biochip 연구기 기반을 확보한다.

  - ‘방사성 동 원소 검출기술이용 생명과학용 바이오칩  키트개발’과제에 기 기반기술

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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