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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Factors to Consider in Biosensor/Biochip 
Development

고려 학교 보건과학 학 생체의공학과

이      규      백

바이오센서는 “생물학  인지 요소(biological recognition element)와 검출 상의 농도를 측정 가능한 반응

으로 환시켜 주는 신호 변환기(signal transducer)로 구성되는 분석 장치”로 정의된다. 바이오센서의 발달은 

특히 효소 응용기술의 발달과 한 연 이 있다. Free와 Free1
는 오늘날 많이 쓰이고 있는 스트립 형태의 

효소 응용 바이오센서를 보고하 고, Clark와 Lyon2
은 효소 용액을 반투막 안에 가두어 놓은 산소 극을 보

고 하 는데, 이는 반복 으로 사용이 가능한 최 의 바이오센서라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에서 보

듯이, 바이오센서 는 바이오칩의 개발을 해서는 효과 인 바이오마커의 확보와 함께 검출 메카니즘의 

공학  디자인이 필요하다. 본 발표는 필요한 바이오마커가 확보되었다는 가정하에 검출메카니즘에 필요한 

공학  고려 요소들에 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이오센서 는 바이오칩을 디자인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다음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Analyte
2. Biological receptor
3. Surface for immobilization
4. Signal transducer
5. Processor/Readout

1. Analyte

검출 상이 될 수 있는 물질은 매우 다양하다. 많은 경우, DNA, RNA, 효소, 단백질, hormone, virus 입자 

등과 같은 생체고분자 물질들이 검출 상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암세포로부터 유리되는 분자량 물

질을 검출해야 할 경우도 있다. Analyte가 어떤 시료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biosensor의 구성 효소가 달라

진다. 를 들어 다양한 생체물질이 복잡하게 포함되어 있는 장의 경우에는 바이오센서의 감도와 특이성

을 높이기 하여 일부 물질들을 제거하거나 시료에 첨가물을 넣어주는 처리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

서 바이오센서 자체에 처리 과정을 포함시킬 것인가 는 별도의 키트 형태로 처리를 하게 한 후 검출하

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 바이오센서를 디자인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는 바이오센서 자체에 처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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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키트 형태로 처리를 한 후 검출하는 것이 통상 이다.

2. Biological receptor

바이오센싱에 사용되는 생물학  수용체들은 효소-기질 반응, 항원-항체 반응, 핵산의 상보 결합 반응, 단
백질-리간드 반응 등을 이용한다. 이  효소-기질 반응은 체로 신호의 증폭을 하여 사용된다. 주로 산화- 
환원 효소들(reductase, oxidase)이 많이 응용되며, 자가 발생하거나 소모되기 때문에 류를 측정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수분해 효소들(protease, lipase, esterase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소 양이온이 

발생하거나 소모되기 때문에 압 는 류 도를 측정한다. 학  측정을 하기 하여 산화-환원 효소와 

발색 효소(peroxidase, luciferase 등)의 반응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응용하기도 한다. 항원-항체 반응은 단백질

이 검출 상일 때, 고감도, 고특이  검출을 하여 사용한다. 항원-항체 반응은 다양한 생물학  인지 메커

니즘  감도와 특이성이 특히 높기 때문에 고감도 검출이 필요한 바이오센서에서 자주 사용되며, 별도로 면

역센서(immunosensor)라 명칭 된다. 항원-항체 반응의  다른 장 은 항원에 한 특이성이 매우 높은 단일클

론 항체의 맞춤 생산  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다. 항원-항체 반응은 그 자체로 신호가 발생하지 않으

므로 신호의 발생을 하여 항체에 신호 발생이 가능한 물질들을 붙이게 된다. 신호 발생을 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효소, 형 염료, 양자 (quantum dot), 속 입자, 방사선 동 원소 등이 사용된다. 방사선 동 원소는 

민감도가 매우 높으나 다루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이 어들고 있으며, 최근 나노기술이 발달과 

함께 등장하게 된 양자 의 사용이 늘고 있다. 양자 은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진 나노입자로서 동일 물질로 

되어 있더라도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단일 장의 여기 (excitation light)으로 각기 다른 장의 빛을 발 할 수 

있다. 형 염료는 여기 에 노출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 염료가 분해되면서 발 효율이 격하게 떨어

지는 표백 상을 보이고, 특정 장의 여기 에 의해서만 발 이 되며, 발 이 단일 분자에서 이루어지므

로 량(photointensity)가 낮은 반면, 양자 은 표백 상이 없고, 단일 장의 여기 으로 다양한 장의 발

이 가능하며 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집합체(나노입자)로부터 발 이 되므로 량이 매우 높은 장 을 가지고 

있어 학  방법을 이용한 다  검출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핵산의 상보결합 반응은 DNA 는 RNA
와 같은 핵산이 검출 상일 때 사용되며, 검출용 상보핵산 가닥에 항원-항체 반응과 유사한 신호 발생 물질

을 붙여야 한다. 핵산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방법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방법을 이용하여 검출 상 

물질을 증폭시키면 민감도를 극 화할 수 있어 재까지 알려진 바이오센서의 검출 방법  가장 민감한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 단백질-리간드 반응은 보통 세포막 표면에 있는 단백질 수용체를 그 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며, 바이오센서 형태로 만들기 어렵고 보 상의 문제도 있어 바이오센서에서 매우 드물게 사용된다.
검출 상의 인지과정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은 반응 조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응에 향을  

수 있는 요소들로는 반응 억제물질(interference molecule, enzyme inhibitor 등)의 존재, 단백질 변성제(organic 
solvents, detergents 등)의 존재, 소수성 표면, 이온세기, 산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측정을 하기 에 검출

시료 용액을 하게 조 할 수 있도록 반응시약을 키트화하는 것이 일반 이다.

3. Surface for immobilization

바이오센싱에 사용되는 생물학  수용체들은 신호변환기(transducer) 표면  는 근처에 고정되어 있어



제 7회 대한소화기항암학회 학술대회 2009

33

대한소화기항암학회

야 한다. 고정 방법은 물리 인 고정과 화학 인 고정 방법으로 나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물학  인지 

능력의 소실을 가능한 최소화하여야 한다. 물리 인 고정 방법은 반투막을 사용하여 생물학  수용체들 가

두는 방법과 하이드로젤과 같이 분자 물질의 확산성이 좋은 고분자 물질에 포합시키는 방법이 있다. 화학

인 고정 방법은 표면에 공유 결합을 시키는 방법과 정 기  방법, 물리흡착, affinity 결합(avidin-biotin 상
호작용 등)과 같은 비공유  결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산업 으로는 제조과정이 쉬운 물리 인 고정 방

법이 화학 인 고정 방법보다 선호되고 있으나, 검출 상이 단백질과 같은 거 분자인 경우에는 화학 인 

고정화 방법이 필수불가결하다. 화학 인 표면고정화 과정에서 생물학  수용체의 고정 방향은 바이오센서

의 민감도에 지 한 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고정화되는 방향을 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 항체를 표면에 고정화하는 경우는 항체의 Fc 부분과 affinity 결합이 가능한 protein G 는 protein 
A 등을 먼  공유결합으로 고정화한 후 항체를 고정하는 경우가 일반 이다. 면역센서가 바이오센서에서 매

우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protein G 는 protein A 이 외에도 항체의 고정화 방향을 조 할 

수 있는 물질이나, 방법에 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생물학  수용체의 고정화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은 비특이  흡착을 방지하도록 만드

는 것이다. 시료 용액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모든 표면에서 단백질의 비특이  흡착이 일어난다. 
따라서 생물학  수용체를 고정화한 후에 비어있는 모든 표면은 비특이  흡착 방치 처리(non-fouling treat- 
ment)를 하여야 한다. 알부민, PEG(polyethylene glycol), phophocholine 등이 단백질의 비특이  흡착을 억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알부민은 ELISA 분석에서 비특이  흡착 방지를 한 물질로 잘 알려져 있다.
생물학  수용체가 고정화되는 표면은 표면 이 넓을수록 많은 수의 생물학  수용체를 고정할 수 있으

므로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바이오센서 표면의 표면 을 극 화함으로써 바이오센서의 감도를 높이는 시도가 

많이 되고 있다. 본 발표자의 경우에도 석  표면에 나노구조를 형성한 후 단백질을 고정화함으로써 감도를 

약 100만배 정도 증가시킬 수 있었다(그림 1, 2).

 그림 1. 석 표면에 형성된 나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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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나노구조 석 표면을 이용한 감도 향상.

4. Signal transducer

생물학  수용체의 의하여 포착된 검출시료의 농도 정보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신호로 환되

어야 한다. 신호변환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기화학  방법( 압 측정, 류측정, 도도 측정 등), 학  

방법(자외선/가시  흡  는 발 , 형  발 , 인  발 , 라만 스펙트럼 등), 질량 측정, 열발생 측정 등이 

있으며, 이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기화학  방법과 학  방법이다. 기화학  방법

은 사용하기 편리하고 기 신호가 발생하므로 process/readout 장치와 별도의 추가장치 없이 직 인 연결

이 가능하므로 소형화가 쉬운 장 을 가진 반면 다양한 물질을 동시에 측정하기 어렵고 기 인 상이 연

된 생물반응에만 용이 가능하다는 단 을 가진다. 따라서 휴 용 바이오센서로 기화학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학  방법이 학장치의 크기에서 비롯된 한계를 극복하고 원으로 LED (Light 
emitting diode)가, 센서로 photodiode가 사용되면 휴 용 바이오센서로 각  받기 시작하고 있다. 학  신

호변환 방법은 한 발생하는 신호의 장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동시 다  측정이 가능한 장 을 가진

다. 학  방법의 단 은 측정 농도 범 가 일반 으로 102배 범  내에서만 가능하며, 암실 형성 조건 즉, 
외부 의 향을 차단해 주어야 한다는 이다. 최근 고감도 측정 방법으로 표면증강라만(SERS: Su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 상을 이용한 측정 방법 한 많은 심을 받고 있다.

5. Process/Readout

신호처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은 자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고성능의 소형 CPU (Centr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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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 트웨어가 개발되면서 쉽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

를 이용한 디지털 신호처리(DSP: Digital Signal Process)는 비용으로 불필요한 신호(noise)의 제거와 함께 원

하는 신호의 다양한 처리(평균, 미분, 분 등)가 가능하게 하며,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측정된 결과의 장 

 검색이 가능하게 한다. 한 LCD (Liquid Crystalline Display) 기술은 가시성이 좋은 소형 사용자 인터페이

스의 구 을 가능하게 한다.

지 까지 바이오센서의 디자인에 필요한 공학  고려 요소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본 발표는 바이오센

서의 개발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략 으로 짚어 본 것이며, 각각의 요소들에 해서는 보다 세 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좋은 바이오센서가 되기 한 필요조건들을 나열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1. 높은 정확도(accuracy)
2. 높은 민감도(Sensitivity)
3. 높은 특이도(Specificity)
4. 넓은 측정범 (Measurement range)
5. 빠른 반응속도(Response speed)
6. 재사용 가능성(Reusability)
7. 자기 진단 기능(Self-testing/calibration)
8. 물리 인 안정성(Physical robustness)
9. 가격(Cost)
10. 사용자 친화성(User-friendly interface)
11. 안 성(Product saf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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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