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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of human and bovine haptoglobin by using quartz crystal 

microbalance sensor chip containing secondary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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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secondary antibody-containing quartz crystal microbalance(QCM) sensor chip was prepared and utilized     

for the detection of human and bovine haptoglobin. Anti-goat immunoglobulin G antibody, which is a secondary antibody     

capable of capturing primary antibodies raised in goat, was immobilized through the reaction between hydrazide and     

aldehyde group prepared on the QCM surface and antibody respectively. The resulting sensor chip showed higher stability     

in the repeated surface regeneration with acidic dissociation solution as well as requiring lower amount of primary antibody     

when compared to the protein G sensor chip. The secondary antibody sensor chip was applied for the estimation of bovine     

and human haptogl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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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면역센서(immunosensor)는 항체와 항원의 상호작용   

을 신호변환기(signal transducer)를 통해 감지할 수 있      

도록 한 장치로서 기존의 면역분석법(immunoassay)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항원의 존재를 정성적 또는 정       

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면역       

센서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신호변환기     

표면에 항체를 고정시키는 과정인데 화학적인 고정과정     

에서 항체가 변성되거나 항체가 적절하지 못한 방향으      

로 고정되는 경우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신호변환기 표면에 항체의 Fc 영역      

에 결합하는 단백질인 protein G나 protein A와 같은       

단백질을 미리 고정시켜 놓는 방법들이 보고되고 있다      
[1-4]. 여기에 항체를 더하면 protein G 또는 protein A에        

항체가 결합하여 항원을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우리는 이전 연구에서 protein G를 고정시킨 수정미소     

저울(quartz crystal microbalance, QCM) 센서 칩을 만     

들어 정제되지 않은 항혈청 상태의 항체를 이용한 면     

역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었다[4]. 그러나    

protein G 센서 칩의 경우 면역분석을 시행한 후 산성     

해리 용액으로 protein G에 결합한 이차항체를 제거하     

는 과정을 반복할 때 이차항체의 결합 능력이 점점 감     

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센서 칩을 반복하여     

사용할 때 재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protein G 대신 이차항체(secondary antibody)를 미리     

고정시킨 센서 칩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생물체의 항     

체 즉 면역글로불린 G(immunoglobulin G, IgG)를 다     

른 생물체에 주입하면 그 IgG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는     

데 이를 이차항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염소의 IgG     

(goat IgG)를 토끼에 주입하면 그에 대한 이차항체인     

anti-goat IgG antibody(anti-goat IgG Ab)가 형성되는     

데 이 이차항체를 미리 센서 칩에 고정시켜 놓으면 염     

소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결합시켜 면역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이차항체를 고정시킨 센서 칩의 경우 특정 생     

물체에서 만들어진 항체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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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폭이 좁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 대신 protein A나        

protein G에 비해 단백질의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차항체 센서 칩의 성능을 확인하      

기 위해 수정미소저울 표면에 이차항체인 anti-goat     

IgG Ab를 미리 고정시키고 이 센서 칩을 이용하여 사        

람과 소의 헵토글로빈에 대한 면역분석을 시도하였다.     

젖소의 경우에는 헵토글로빈이 유선염을 진단하는 마     

커로 사용될 수 있고 사람의 헵토글로빈은 다양한 암       

을 진단하는 바이오마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      

구결과들이 보고되었었다[5-9]. 연구 결과 이차항체 센서     

칩은 염소에서 만들어진 두 종류의 일차항체 즉 소의       

헵토글로빈에 대한 항체와 사람의 헵토글로빈에 대한     

항체를 모두 결합시킴으로써 결합된 항체에 의해 각      

항원을 정량적으로 검출할 수 있었으며 protein G를 고       

정시킨 센서 칩에 비해 더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2. 실험 방법

2.1. 이차항체의 산화

연구에서 이차항체로 사용된 anti-goat IgG Ab를 수      

정미소저울 표면에 고정시키기 위해 항체에 포함된 탄      

수화물 부분에 산화반응을 통해 알데하이드기(aldehyde    

group)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알데하이드기는 하이드라    

자이드기(hydrazide group)와 반응하여 공유결합을 형    

성할 수 있다. 항체에서 탄수화물은 불변영역인 Fc 부       

분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용하면 항체의      

항원 결합부위가 밖으로 향하도록 일정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10]. Phosphate-buffered saline(PBS, 8 g NaCl,      

0.2 g KCl, 1.44 g Na2HPO4, 0.24 g KH2PO4, pH 7.4)          

에 0.5 mg/ml이 되게 녹인 anti-goat IgG Ab에 50 mM         

sodium m-periodate 용액 0.2 ml를 섞고 어두운 곳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하지 않은 sodium m-      

periodate는 완충용액 A(100 mM sodium acetate buffer,      

pH 5.5)에 대해 투석하여 제거하였다. 산화된 anti-goat      

IgG Ab는 −20 oC에 냉동보관 하였다.

2.2. 자기조립단분자층의 형성

실험에서 사용한, 고유진동수가 10 MHz인 수정미소     

저울은 Crystal Sun Life(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     

다. 60 oC 피라냐(piranha) 용액(진한 황산과 30%      

H2O2의 7:3 혼합용액)에 수정미소저울을 1분 동안 담      

가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 증류수와 알코올로 헹       

구고 질소 가스로 건조시켰다.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한       

수정미소저울을 자기조립단분자층(self-assembled 

monolayer, SAM) 용액에 담그고 12~15시간 동안 천     

천히 섞어주었다. 자기조립단분자층 용액은 에탄올에    

11-mercaptoundecanoic acid와 6-mercapto-1-hexanol을  

각각 0.4 mM과 1.6 mM로 녹여 만들었으며, 결과적으     

로 자기조립단분자층의 표면에 카르복시기와 하이드록    

시기가 1:4의 비율로 분포하는 혼합형 자기조립단분자     

층이 형성되도록 하였다[11].

2.3. 이차항체 센서 칩의 제작

표면에 자기조립단분자층이 형성된 수정미소저울을   

알코올로 헹구고 질소 가스로 건조시킨 후 우물형 셀     

(well cell)에 장착하였다. 셀의 우물에 MES 완충용액     

(100 mM 2-(N-Morpholino)ethanesulfonic acid, pH    

6.0) 100 µl를 더하고 주파수가 안정되도록 한 후 수정     

미소저울 표면을 탈이온수로 씻어주었다. 우물에    

MES 완충용액 50 µl와 0.4 M N-ethyl-N'-(3-dimethyl-     

aminopropyl) carbodiimide 용액 25 µl 그리고 0.1 M     

N-hydroxysuccinimide(NHS) 용액 25 µl를 더하고 한     

시간 동안 반응시켜 자기조립단분자층 표면의 카르복     

시기가 NHS 기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수정미소저울     

표면을 탈이온수로 헹구고 5 mM carbohydrazide 용액     

을 100 µl 넣고 30분 동안 반응시킴으로 NHS 기를     

다시 하이드라자이드기로 전환시켰다. 수정미소저울   

표면을 탈이온수로 헹군 후 에탄올아민 용액(1 M     

ethanolamine-HCl, pH8.5)을 10 µl 넣고 30분 동안 반     

응시킴으로써 남아있는 NHS 기를 제거하였다. 수정미     

소저울 표면을 완충용액 A로 헹군 후 앞에서 만들어진     

산화된 anti-goat IgG Ab를 5 µg 넣고 완충용액 A를     

더하여 최종부피가 100 µl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그리     

고 1시간 동안 반응시켜 단백질이 화학결합에 의해 고     

정되게 하였다. 수정미소저울 표면을 탈이온수로 헹군     

후 0.1 M cyanoborohydride 용액을 100 µl 넣고 한 시     

간 동안 반응시켜 이중 결합을 단일결합으로 환원시켰     

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의 비특이적 흡착을 방지하기 위     

해 수정미소저울 표면을 완충용액 B(1 mM EDTA,     

0.25% bovine serum albumin, 0.1% sodium azide,     

0.05% Tween-20 in PBS)로 30분 동안 처리하였다. 

2.4. 소 또는 사람 헵토글로빈의 면역분석

면역분석 실험을 할 때는 연구실에서 제작한 수정미     

소저울 바이오센서 시스템에서 flow injection analysis     

(FIA) 방법을 사용하여 항원-항체의 결합을 실시간에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였다[4]. 운반 완충용액(carrier     

buffer)은 PBS를 사용하였으며 유속은 50 µl/min으로     
센서학회지 제18권 제2호, 2009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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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었다. 주입 밸브에 부착된 sample loop의 부피를      

200 µl로 하였기 때문에 주입되는 시료나 해리 용액       

(0.2 M Glycine-HCl, pH2.0, 1% DMSO)의 부피는 항       

상 200 µl로 유지되었다. 이차항체가 고정된 수정미소      

저울을 흐름형 셀(flow cell)에 장착하고 PBS를 흘려보      

내며 주파수를 안정시켰다. 다음으로 일차항체(20 µg/     

ml)를 주입하여 결합시키고 일차항체 결합에 의한 주      

파수 변화가 끝나 평평한 지점에 도달하기를 기다린      

후(약 7~10분 소요됨) 다시 항원을 주입하여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차항체 센서 칩을 이용한 면역분      

석 과정을 Fig. 1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소의 헵토글로빈(bovine haptoglobin, bHp)과 그 항     

체인 anti-bovine haptoglobin antibody(anti-bHp Ab)는    

ICL(Newberg,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사람의 헵토글    

로빈(human haptoglobin, hHp)과 그 항체인 anti-human     

haptoglobin antibody(anti-hHp Ab)는 Sigma(St. Louis,    

USA)에서 구입하였다. 두 항체는 모두 염소에서 생성      

되었으며 anti-bHp Ab는 IgG 분획으로 정제된 상태이      

고 anti-hHp Ab는 정제되지 않은 항혈청 상태였다. 각       

분석 후에는 해리 용액을 주입하여 일차항체와 항원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표면을 재생시켰다. 

3. 결과 및 토론

3.1. 이차항체 센서 칩의 제작

이차항체 센서 칩을 제작하는 과정은 PBS를 넣고      

주파수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을 제외하면 모두 여섯 단      

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는       

각각 자기조립단분자층의 카르복시기를 NHS 기로 전     

환시키는 단계, carbohydrazide를 반응시켜 NHS 기를     

하이드라자이드기로 전환시키는 단계, 그리고 에탄올    

아민을 반응시켜 남아있는 NHS 기를 반응성이 없는     

하이드록시기로 전환시키는 단계이다. 이 세 단계는 반     

응에 따른 질량의 증가가 거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감소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Fig. 2). 각     

단계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급격한 주파수 증가는 우물     

형 셀에서 반응용액을 바꿀 때 전극 표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수정미소저울은 공     

기 중에 있을 때에 비해 용액과 접촉한 상태에서 주파     

수가 감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항체가 고정됨에 따라 점진적으     

Fig. 1. Principle of immunoassay with the sec-Ab sensor chip. Prim-Ab and Sec-Ab represent primary antibody and 

secondary antibody respectively.

Fig. 2. Frequency change in the antibody immobilization 

steps.
− 162 − J. Kor. Sensors Soc., Vol. 18, No.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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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파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주파수        

변화 값은 83 Hz이었으며 반응이 진행되어 표면에 반       

응할 수 있는 작용기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반응속도       

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응곡선은 first-        

order Langmuir model(Θ = 1 − e−kt)과 잘 일치하였으며        

fitting 결과 반응 속도상수 k는 0.0518±0.000286 min−1      

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Θ는 표면의 포화도로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 반응의 속도상수를 통해 처        

음 30분에 약 80% 정도가 고정되며 90% 이상의 포화        

도를 얻기 위해서는 45분 이상 반응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중결합을 환원시키는 다섯 번째 단계와     

마지막으로 bovine serum albumin(BSA)을 포함하는    

완충용액 B로 처리하는 단계에서는 주파수 변화가 거      

의 없었다. 마지막 단계는 항체 또는 시료 단백질이 센        

서 표면에 비특이적으로 흡착하여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BSA로 미리 흡착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주파수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표면이 이미 항체 단백질로 포화되어 BSA가 더 이상       

흡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3.2. 여러 생물체의 일차항체에 대한 이차항체 센서      

칩의 반응성

모든 생물체의 IgG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염소의 IgG와 결합하는 이차항체인 anti-goat IgG      

Ab라도 다른 생물체의 IgG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anti-goat IgG Ab를 고정시킨 센서 칩이 염소       

외에 소, 토끼, 쥐(murine), 그리고 사람의 항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하였다. 다섯 생물체의 IgG를     

모두 동일한 농도인 100 µg/ml로 주입하였을 때 goat       

IgG에 대한 반응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rabbit IgG에       

대한 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Fig. 3). 

주파수 변화는 IgG의 결합에 따른 질량 변화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파수 차이는 표면에 고정       

된 이차항체인 anti-goat IgG Ab와 각 생물체의 IgG 사        

이의 친화도 차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anti-goat IgG Ab       

의 항원인 goat IgG에 대한 반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실험에서 사용한        

anti-goat IgG Ab는 토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토끼      

의 IgG에 대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도 당연한        

현상이다. goat IgG 다음으로는 소의 IgG에 대한 반응       

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염소와 소의 종간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염소와 유사성이 낮은 쥐와      

사람의 IgG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rabbit IgG를 주입할 때 주파수 변화가 전혀 나타나       

지 않은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주     

파수 변화가 오직 결합에 의해서만 나타났다는 점이다.     

수정미소저울의 진동수는 질량 변화 외에도 주입된 시     

료의 조성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     

는데 이러한 현상을 bulk effect라고 한다[11]. 그러나 면     

역센서 칩에 전혀 결합하지 않는 rabbit IgG를 주입할     

때 주파수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것을 통해 이번에 만     

들어진 면역센서 칩의 경우 단백질 용액으로 인한     

bulk effect는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이차항체 센서 칩을 포화시키기 위한 일차항체     

농도

다음으로 이차항체를 고정시킨 센서 칩을 포화시키     

는데 필요한 goat IgG의 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서로     

다른 농도의 goat IgG를 주입하였을 때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4에서 보는 것처럼 15 µg/ml     

의 농도에서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protein G를 고정시킨     

센서 칩에 동일한 실험을 하였을 때 25 µg/ml의 농도     

에서 포화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농도이다[4]. 뿐     

만 아니라 protein G 센서 칩의 경우 goat IgG 농도가     

50 µg/ml일 때 주파수 변화가 33 Hz 정도였던 것에 비     

해 이차항체 센서 칩에서는 53 Hz 정도로 20 Hz나 더     

높았다. 그 이유는 anti-goat IgG Ab의 goat IgG에 대     

한 친화도가 protein G에 비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 3. Specificity of the secondary antibody sensor chip 

toward IgGs from different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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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차항체 센서 칩의 안정성

이차항체를 사용할 때 또 한 가지 기대되는 장점은       

항체 단백질이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사용할      

때 재현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       

해 이차항체 센서 칩을 흐름형 셀에 장착한 후 100 µg/         

ml의 goat IgG를 주입하여 결합시키고 해리 용액으로      

표면을 재생시키는 과정을 반복할 때 goat IgG의 결합       

에 의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반복되는       

재생에도 불구하고 매우 일정한 주파수 변화를 보여주      

며, 재생을 9회 반복한 후에도 주파수 변화가 거의       

9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반면에      

protein G 센서 칩의 경우에는 9회 재생 후에는 주파수        

변화가 거의 5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4].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이차항체 센서 칩이 반복 사용에 더 유리        

하며 최소한 10회까지는 성능에 큰 변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5. 소와 사람 헵토글로빈의 면역분석

마지막으로 anti-goat IgG Ab를 고정시킨 이차항체     

센서 칩을 이용하여 소와 사람의 헵토글로빈에 대한 면       

역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두 항체는 모두 염소에서 생       

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면역분석을 할 때는 먼저 센서       

칩을 포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농도로 일차항체를 주입       

하고 이어서 0.16 µg/ml에서 100 µg/ml까지 서로 다른       

농도의 항원을 주입하면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였다.

한 농도의 항원 시료를 측정한 후에는 산성 해리 용        

액을 주입하여 약한 결합에 의해 고정된 일차항체와      

항원을 모두 해리시켜 제거하였다. 그러나 화학결합에     

의해 고정된 이차항체는 해리 용액에 의해 해리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차 항체와 항원을 주입하여 측정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농도의 항원 시     

료를 분석한 결과 Fig. 6에서 보는 것처럼 일차항체의     

주입에 의한 주파수 변화는 15 Hz 정도로 일정하지만     

이어서 항원이 주입될 때의 주파수 변화는 항원 농도     

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차항체 센서 칩 표면의 재생을 위해 산성 해리 용     

액을 주입하였을 때 주파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질     

량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pH의 변화 때문이다.     

pH가 낮아지면서 표면의 전하분포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파수가 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해리 용액의     

흐름이 끝나고 다시 운반 완충용액인 PBS가 흐르면서     

baseline이 회복되었다(Fig. 6). 

Fig. 7은 소 헵토글로빈과 사람 헵토글로빈에 대한     

면역분석 결과를 농도에 따른 주파수 변화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유선염으로 진단을 받은 소의 원유에 포     

함된 헵토글로빈 농도는 0.5 µg/ml인 소가 7%, 1~     

100 µg/ml의 범위에 있는 소가 82%, 그리고 100 이상     

인 소가 11%로 측정되었었다[13]. 이차항체 센서 칩을     

이용한 소 헵토글로빈의 면역분석에서는 0.16~100 µg/     

ml의 범위에서 검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유선염 진단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람 헵토글로빈의 분석에서는 최저 검출 한     

계가 4 µg/ml로 나타났으며 같은 농도에서의 주파수     

Fig. 4. Concentration of primary antibody required for 

saturation of the secondary antibody sensor chip.
Fig. 5. Stability of the secondary antibody sensor chip in 

the repeated regeneration with acidic dissociation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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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값도 소 헵토글로빈 면역분석에서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 헵토글로빈 분석에는 정제된 항체를      

사용했지만 사람 헵토글로빈 분석에는 혈청 상태의 정      

제되지 않은 항체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혈청에는 100가지 이상의 단백질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물질이 일차항체가 센      

서 칩 표면에 고정된 이차항체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정제되지 않은 일차항체      

를 이용한 면역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차항체를 고      

정시킨 센서 칩의 장점 가운데 하나이기는 하지만 낮       

은 농도의 항원을 검출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정제된      

일차항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염소의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이차     

항체인 anti-goat IgG Ab를 공유결합으로 미리 고정시     

켜 놓은 수정미소저울 이차항체 센서 칩을 만들어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이 센서 칩에는 염소 항체 외에 염     

소와 유사한 소의 항체도 비교적 잘 결합하였다. 그러     

나 종간 유사성이 비교적 낮은 사람이나 쥐의 항체는     

결합 수준이 낮았으며 이차항체를 얻은 숙주인 토끼의     

항체는 전혀 결합하지 않았다. protein G 센서 칩에 비     

해 이차항체 센서 칩은 포화를 위한 일차항체 요구량     

이 더 낮았으며 산성 해리 용액으로 표면을 재생하며     

반복 사용할 때의 안정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또는 사람의 헵토글로빈에 대한 항체를 결합시킨     

후 각 해당 항원을 주입한 결과 항원의 농도에 비례하     

여 주파수 변화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정제된 일차항체를 사용할 때 더 민감한 분석이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이     

차항체 센서 칩은 염소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항체들을     

이용하는 면역분석에 널리 사용될 수 있으며 반복해서     

사용할 때 protein G 센서 칩에 비해 더 우수한 재현성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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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최 석 정

• 1983년 2월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이학사)

• 1985년 2월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이학석사 생화학 전공)

• 1989년 8월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이학박사 생화학 전공)

• 1989년 9월~현재 강릉대학교 화학과 

 교수

 • 주관심분야 : 생물공학, 분석생화학,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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