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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항원-항체 결합 반응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미세유체역학 기반의 바이오칩을 설계하고 구현하였

다. 본 연구의 바이오칩은 항원-항체 결합 반응이 이루어지는 반응기가 단일 채널에 직렬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며, 각각의 반

응기에는 항체가 고정화된 마이크로비드가 채워진다. 마이크로비드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채널에 위어 구조를 형

성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gray-scale photolithography를 이용하였다. 항원-항체 결합 반응 검출 실험을 위해 3종의 항체를 선

정하였으며, 각각의 항체를 avidn-biotin 반응을 통해 마이크로비드에 고정화하였다. 그리고, 형광물질이 표지된 항원을 마이크

로채널에 연속적으로 주입하여 항원-항체 결합 반응을 유발하였으며, 10분 이내에 반응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항

원에 따른 해당 반응기에서의 형광강도 증가를 검출함으로써, 미세유체 어레이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한 미세유체 바이오칩은 면역 반응의 동시 검출을 위해 소요되는 시료의 양을 줄이고 반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microfluidic array biochip for simultaneously detecting multiple antigen-antibody bindings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biochip has the single channel in which microreaction chambers are serially connected, and the

antibody-coated microbeads are packed in each microreaction chamber. In addition, the weir structure was fabricated in the

microchannel using the gray-scale photolithography in order to trap the microbeads in the microreaction chamber. Three

kinds of antibodies were chosen, and the antibodies were immobilized onto the microbeads by the streptavidin-biotin

conjugation. In the experiment, as the fluorescence-labeled antigens were injected into the microchannel, the

antigen-antibody bindings were completed in 10 minutes. When the solution with multiple antigens was injected into the

microchannel, it was observed that the fluorescence intensity increased in only the corresponding microreaction chambers

with few non-specific binding. The microfluidic array biochip implemented in this study provides, even with the

consumption of tiny amount of sample and fast reaction time to simultaneously detect multiple immunoreactions.

Keywords : Microfluidic array, immunoreaction, biochip

Ⅰ. 서  론

미세유체역학(microfluidics)은 μL 이하의 유체 거동

을 해석하고 제어하기 하기 위한 기술로써, 각종 생체

반응을 수행하고 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바이오칩의 플

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1]

. 이를 위해서는, 미세유체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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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제어를 위한 마이크로채널(microchannel), 생물 반

응을 위한 반응기(microreaction chamber), 시료 혼합을

위한 믹서(mixer) 등의 각종 미세유체 제어용 요소들이

구현되어야 한다. 미세유체역학 기반의 바이오칩 기술

은 작은 시료 양이 요구되고 반응 시간이 촉진되며 반

응 프로토콜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

문에, 항원-항체 결합 반응과 효소의 촉매 반응 등이

미세유체역학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현되고 있다[2～3]. 특

히, 항원-항체 결합에 따른 분자 인식 기능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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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칩 기술은 임상 병리 검사를 위한 바이오마커 검

출, 환경 모니터링, 식품 안전성 평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들은 주로 항원-항체 반응의

효율을 최적화하기 위한 미세유체채널의 구조 설계와

항원-항체 결합 반응의 고감도 검출 등에 집중되어 있

다. 또한, 복수의 항원-항체 반응의 동시 검출을 위한

바이오칩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채널의 병렬 구조를 제안

하고 있다[4～5]. 그러나, 이러한 병렬 구조의 바이오칩은

단순히 미세유체채널을 연결한 것으로 검출하는 항원-

항체 반응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바이오칩의 구조가 복

잡해지고, 사용되는 시료의 양도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채널 상

에서 복수의 항원-항체 반응을 수행할 수 있는 바이오

칩의 구조 설계가 요구된다.

최근, 마이크로비드(microbead)를 이용한 바이오칩의

연구가 제안되고 있다
[6～7]

. 마이크로비드는 항체 등의

수용체를 고정화하기 위한 고체 표면을 제공한다. 이러

한 마이크로비드의 이용은 수용체를 마이크로비드에 고

정화한 후에 반응기로 전송하기 때문에, 항체 등 수용

체의 고정화 단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면적 대비

부피 비율을 높힘으로써, 유체 시료의 혼합 효과를 제

공할 수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비드를 바이오칩에 이용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채널 내부에 마이크로비드를 채

울 수 있는 구조의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의 항원-항체 반응을 동시에 검

출할 수 있는 미체유체역학 기반의 바이오칩을 설계하

고 구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단일 마이크로채널 상에서

복수의 항원-항체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채널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Ⅱ. 개 발 방 법

1. 바이오칩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바이오칩은 널리 사용되는

PDMS molding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1)
[8～9]

. 간단히 요약하면,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마

이크로채널의 패턴이 형성된 양성 PR(AZ P4620) 필름

을 유리 기판위에 증착한 주형(master)를 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10:1의 비율로 축소 촬영된 네가티브 필름

(Kodak Precision Line Film LPD4)을 포토마스크로 사

용하였다. 이후에 마스터에 경화제와 혼합된 PDMS를

붓고 경화시켜서 마이크로채널을 제작하고, 이를 유리

기판에 결합시킴으로써, 바이오칩을 제작하였다.

2. 항체 고정화 과정

지름이 9.77μm이고 streptavidin이 코팅된 마이크로

비드(Bangs Laboratories, USA), Biotin이 레이블링된

항체인 anti-rabbit IgG, anti-human IgG, anti-mouse

IgG 그리고, 항원으로 형광 물질인 FITC(fluorescein

isothiocyanate)가 표지된 rabbit IgG, human IgG,

mouse IgG 등은 Pierce Biotechnology (USA)에서 구

입하였다. 모든 수용액은 2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제조

하였다.

마이크로비드에 항체를 고정화하기 위해서

streptavidin-biotin 결합을 이용하였다. streptavidin이

코팅된 마이크로비드 25μL (1.830 × 107bead/mL)를

phosphate bufferes saline (PBS) 용액을 이용하여 세척

하였으며, biotin이 레이블링된 100μg/mL의 항체 수용

액과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에 마이크로비드

는 PBS 용액을 이용하여 세척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하

기 전까지 4℃에서 보관하였다.

UV light

Positive PR

Glass plate

Gray scale photomask

PDMS prepolymer

Cast

Patterned PR

Cover glass

Master

Microchip

그림 1. Gray-scale photolithography를 이용한 바이오칩

제작 공정

Fig. 1. Fabrication process of biochip using gray-scale

photolithography (GSPL).

Ⅲ. 개 발 결 과 

그림 2(a)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일 채널 기반의

항원-항체 미세유체 바이오칩의 구조를 보여준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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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 마이크로채널의 구조과 (b) 마이크로비드를

채널내에 채우기 위한 위어(weir) 구조

Fig. 2. (a) Layout of microfluidic array, and (b) the

scheme of weir structure to trap microbeads in

microchannel.

오칩은 마이크로비드 및 시료를 주입하기 위한 입구

(inlet)와 배출을 위한 출구(outlet)로 구성된 단일 채널

로 구성되며, 채널에는 각각의 미세 반응기가 연속적으

로 연결되어 배치되어 있다. 입구를 통해 주입된 항체

가 고정화된 마이크로비드는 각각의 해당되는 반응기에

채워지며, 반응기 사이에는 항체가 고정화되지 않은 마

이크로비드를 채움으로써 반응기 사이를 구분하도록 하

였다 (그림 2(b)). 또한, 마이크로비드가 반응기로부터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채널 내부에

위어(weir) 구조를 제작하였다. 마이크로채널의 연속된

반응기 다음에 위어가 위치하며, 위어 부분에서의 마이

크로채널 높이를 마이크로비드의 지름보다 낮게 설계함

으로써, 마이크로비드가 채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반응

기에 채워지도록 하였다. 위어를 가지는 마이크로채널

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위어 부분의 PR 패턴 두께가 다

른 부분보다 낮도록 마스터를 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제작하기 위해서, gray-scale photolitography

(GSPL)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그림 1)
[8]

. GSPL에서는

포토마스크에 회색 패턴을 도입하여 PR에 노출되는 광

량을 조절함으로써 현상 과정에서 PR 두께를 조절할

그림 3. (a) 미세유체 어레이의 광학 영상, (b) 50μM

fluorescein 용액이 채워진 후의 미세 유체 어레

이의 형광 영상.

Fig. 3. (a) The optical micrograph of microfluidic array,

and (b) the fluorescence micrograph of

microfluidic array after filled with 50μM

fluorescein solution.

수 있다. 예비 실험에서 투과도(검정색이 0% 패턴이 없

을 때 100%로 가정)가 50%과 70%인 회색 패턴을 이용

하여 두께가 24.5μm인 PR을 노광하였을 때 PR의 두께

가 각각 6.0±0.7μm ,12.4±0.3μm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위어 부분에 해당하는 패턴의 투과

도를 50%로 설정하여, 포토마스크를 제작하였다.

그림 3(a)는 GSPL를 이용하여 제작된 마이크로채널

을 보여준다. 마이크로채널의 폭은 100μm이었으며, 연

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반응기의 크기는 150 × 150μm

이었다. 반응기의 끝에 위어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어 부분을 제외한 마이크로채널의 높이는 약

24μm이며, 위어 부분의 두께는 6.0μm 정도였다. 마이크

로채널에 50μM fluorescein 형광액을 주입하였을 때, 위

어 부분에서는 형광 강도가 낮아졌다 (그림 3(b)). 위어

의 높이가 낮아짐에 따라 광경로가 줄어들어 형광 강도

가 낮아진 것으로, 이를 통해 위어 부분의 높이가 다른

부분 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a)는 항체가 고정화된 마이크로비드와 항체가

고정화되지 않은 마이크로비드를 순차적으로 채운 상태

의 마이크로채널를 보여준다. 입구 쪽부터, anti- rabbit

IgG, anti-human IgG, 그리고, anti-mouse IgG가 고정

화된 마이크로비드가 각각의 반응기에 채워졌다. 1mL

의 주사기에 마이크로비드 수용액을 채운 후에 마이크

로채널의 입구에 주입하였으며, 주입과정에서 마이크로

채널 내부의 압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비드가

위어를 통과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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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높이(6.0μm)가 마이크로비드 지름(9.77μm)보다

현저히 작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b)는 1μM mouse IgG 수용액을 주입하였을

그림 4. (a) 마이크로비드가 채워진 마이크로채널 광학

영상, (b) 항원(1μM mouse IgG) 용액이 주입된

후의 형광 영상, (c) 항원 혼합액(500nM rabbit

IgG+500nM human IgG)이 주입된 후의 형광 영

상, (d) 그림 4(b)와 (c)에서의 X-방향으로의 평

균 형광 강도 프로파일

Fig. 4. (a) the optical micrograph of microchannel after

the microbeads packed (anti-rabbit IgG, and

anti-human IgG, and anti-mouse IgG were

packed in the left, center and right microreaction

chamber, respectively), (b) the image of

microchannel after 1μM mouse IgG solution

injected, (c) the fluorescence image of

microchannel after the mixture of 500nM rabbit

IgG and 500nM human IgG injected in the

microchannel, and (d) the line average profile of

fluorescence intensity in the x-direction.

때의 반응기 어레이의 형광 영상을 보여준다. 항원 용

액의 주입에 따라 anti-mouse IgG가 고정화된 마이크

로비드가 채워진 반응기에서의 형광 강도가 증가하였으

며 약 10분 이내에 안정화됨을 확인하였다
[8]

. 형광 강도

의 증가는 마이크로비드에 고정화되어 있는 항체

anti-mouse IgG와 항원 mouse IgG이 결합함에 따라,

항원에 표지된 형광물질의 증가에 기인한다. 복수의 항

원-항체 반응의 동시 검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500nM rabbit IgG와 500nM human IgG가 혼합된 용액

을 마이크로채널에 주입하였다. 그림 4(c)는 항원-항체

반응 완료 후의 형광 영상을 보여준다. Anti-rabbit IgG

와 anti-human IgG가 고정화된 마이크로비드가 채워진

반응기에서 형광 강도가 증가하였다. 그림 4(d)는 그림

4(b)와 (c)에서 유체 흐름 방향(x-방향)에 대한 평균 형

광 강도 프로파일이다. 1μM mouse IgG 용액이 주입하

였을 때 제일 왼쪽과 가운데 반응기에서 약간의 형광

강도 증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항

원 mouse IgG의 마이크로비드에 대한 비선택성 흡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작된 바이오칩의 검출 한계를 조사하였다. 그림 5

는 시료를 연속적으로 주입(flow rate: 0.1uL/min)할

때, 시간에 따른 형광 강도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anti-mouse IgG가 고정화된 마이크로비드가

반응기에 채워졌으며 1uM, 10nM, 100pM, 그리고

10pM의 mouse IgG의 항원 농도가 사용되었다. 앞에서

그림 5. 마이크로채널에서의 시간에 따른 형광 강도의

변화 (삽입 그림: 항원 농도에 따른 형광 강도

의 변화)

Fig. 5. Change of fluorescence intensity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Inset: Change of fluorescence

intensity as a function of concentration of

an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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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듯이, 10분 이내에 항원-항체 반응이 완료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내에 삽입된 그래프는

농도에 따른 형광 강도 변화를 보여 준다. 항원의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형광 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으며, 10pM의 항원 농도에서 7.3(a.u.)의 형광 강도를

보였다. 항원과의 반응 전 반응기의 백그라운드 형광의

편차가 5.7(a.u.)임을 감안할 때, 검출 한계는 약 100pM

임을 알 수 있다. 형광 분석법에서의 검출 한계는 노출

시간 및 형광의 여기 광원의 세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제작한 바이오칩의 검출 한계는 기

존의 다른 형광이나 효소 반응 기반 바이오칩의 검출

한계인 수 nM에 비해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4, 10]

. 이

는 마이크로비드가 반응기에 채워졌을 때 부피 대비

표면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마이크로채널 표면에 항체

가 고정화되어 있을 때 보다 검출 한계가 향상된 것으

로 사료된다.

Ⅳ. 결  론 

항원-항체 반응의 신속 검출은 의료용 진단 검사, 환

경 모니터링 및 농산물 안전성 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

고 있다. 특히, 최근의 진단 검사학에서 면역 반응은 민

감도 및 단순한 프로토콜 등의 장점으로 인해 바이오마

커를 검출 및 스크린닝에 활용된다. 또한, 각종 질환의

진단을 위해서 복수의 바이오마커의 신속한 동시 검출

필요가 제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유체역학을 기반

으로 하는 미세 유체 어레이 바이오칩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바이오칩의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 채널 상에서 복수의 항원-항체 반응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항체

가 고정화된 마이크로비드를 이용하였다. 마이크로비드

를 마이크로채널 상에 유지하기 위해서 위어 구조를 마

이크로채널에 도입하였다. 개발된 바이오칩을 이용하여

복수의 항원-항체 반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실

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마이크로비드를 이용하면

반응기에서의 부피 대비 표면적 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료의 혼합 효과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반응 속도

를 향상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복수의 항원-항체

반응 검출을 위한 미세 유체 어레이는 신속한 반응과

소량의 시료 소모 측점에서 장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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