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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detection of pathogenic microorganisms ATP-bioluminescence reaction is a fascinating method. 
ATP(adenosine triphosphate) is an energy source of all kinds of living organism and 
ATP-bioluminescence reaction uses this ATP. However, ATP exists not only in the cells but also 
outside the cells. Therefore ATP-bioluminescence reaction only with intracellular ATP is very important 
in pathogenic microorganism detection. Because of that reason we developed a microfluidic channel 
containing Dielectrophoretic zone which capture microorganisms and eliminating and washing 
extracellular ATP with ATP-degarading enzymes, adenosine phosphate deaminase and apyrase. 
Microorganisms are captured by pDEP force at the DEP electrode zone and only extracellular ATPs 
are washed and eliminated outside th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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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미생물에 의한 식품 오염은 매우 빈번히 일어

나는 현상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한 식중독 등의 

질병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

생물은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품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미생물

에 의한 식품 및 식품 관련 시설의 오염을 감지 

할 수 있는 정밀한 센서 기기의 개발이 필요하

다.
ATP(adenosine triphosphate)는 살아있는 생명체

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으로써, 식품 오염 미생물

의 체내에도 물론 존재하는 물질이다. ATP를 이

용, D-luciferase와 D-luciferin으로 ATP 생체 발광 

반응(ATP-bioluminescence reaction)을 일으키면 

595nm의 빛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미생물

의 존재 유무를 검지할 수 있다(1). 
그러나 ATP는 생물체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을 키우는 미디어나 식품의 찌꺼기 

등 생물체 외부에서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외

부 ATP를 제거하지 않으면 ATP 발광 반응을 일

으킬 때 외부 ATP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실제 

미생물의 존재 유무의 판단이 어렵게 된다. 
DEP(dielectrophoresis)는 균일하지 않은 전기장 

상에 입자가 존재할 때, 이 입자에 유도된 쌍극

자 모먼트에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2). 
본 연구진은 DEP를 이용하여 외부 ATP를 제거

하는 미세 유로를 개발하여 ATP 발광 반응을 이

용한 미생물 검침 센서 기기의 전처리 과정을 간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2. 이론 및 제작

 2.1 ATP 제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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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ATP분해 효소

 Apyrase는 ATP를 ADP(adenosine diphosphate)
와 AMP(adenosine monophosphate)로 분해 시키는 

효소이며, adenosine phosphate deaminase는 ATP, 
ADP, AMP를 각각 ITP(inosine triphosphate), 
IDP(inosine diphosphate), IMP(inosine 
monophosphate)로 만들어 준다. 따라서 이 두 효

소는 ATP 분자를 IMP 분자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ATP를 제거하는데에 매우 효과적인 효소이다(3).

2.1.2 ATP분해 효소를 이용한 ATP의 제거

효소의 ATP 분해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0.5unit/mo의 apyrase와 adenosine phosphate 
deaminase를 2mM의 ATP 용액에 넣고 약 20분간 

incubation 시켰다. 그 후 D-luciferase와 luciferin을 

이용하여 발광 반응을 시키고 빛의 세기를 측정

하였다.

2.2 미세유로의 제작

2.2.1 DEP를 적용한 미세유로 설계

ATP 분해 효소가 존재할 때 미생물 세포를 용

해시키면 외부 ATP뿐만 아니라 세포에서 나온 

미생물  내부 ATP도 분해시키게 된다. 따라서 외

부 ATP만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키기 위해서 미세 

유로 상에 전극을 배치, DEP(dielectrophoresis)를 

이용하여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잡아두고 외부의 

ATP만이 유로를 통과하게 되면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도록 하였다.
외부 ATP가 충분히 제거 된 후에 ATP 분해 

효소의 유입을 멈추고 lysis buffer를 유로 상에 

흘려 주어 DEP에 의해 잡혀 있던 세포를 용해시

켜 세포 내부의 ATP가 세포 밖으로 용출되어 나

오게 한뒤 이를 ATP 발광 반응 시키도록 한다.

Fig. 1 Capturing microorganism with DEP

2.2.1 미세유로 제작

전극은 glass wafer 위에 gold를 증착시킨 후 패

터닝 및 에칭하여 제작을 하였다. 미세유로는 

PDMS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전극이 패터닝 되어 

있는 wafer 위에 접착시켜서 제작하였다.

3. 결과

3.1 ATP 분해 효소의 효과  

ATP 분해 효소가 존재할 때에 빛의 세기가 존

재하지 않을 때 의 빛의 세기에 비해 상당히 약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 Light intensity of ATP-luminesence 
reaction with apyrase and adenosine phosphate 

deaminase(A) and without enzymes(B)

3.2 제작된 미세 유로 

제작된 미세유로는 다음 그림과 같다.

Fig. 3 Microfluidic channel device for 
elimination of extracellular ATP

모두 5개의 입구와 한 개의 출구, 믹싱 존과 

DEP 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로의 폭은 100
μm이고 전극의 너비와 전극 사이의 너비는 각

각 30μm이다.

1688



4. 결 론

본 연구진은 ATP 제거 효소와 DEP force를 이

용하는 외부 ATP를 제거하는 전처리 미세 유로 

장치를 제작하였다. 효소의 평가 실험 결과, 두 

효소의 존재가 외부 ATP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미세 유로 

상에 적용하였으며, 현재 제작된 미세유로의 성

능 평가 수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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