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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교수 (경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Special Thema

1. 서 론

바이오 센서는 특정 바이오 물질(효소, 단백

질, 핵산, 세포 등)의 물리량이나 화학량을 선택

적으로 포착하여 유용한 신호(광학, 화학적, 압

전 혹은 자기 등)로 변화·출력하는 바이오 분석

장치를 일컫는다 (그림 1) [1]. 단백질 분석용 바

이오 센서는 요구 분석 농도 범위 내에서 특정 물

질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주요한 요건이

다. 따라서, 화학 환경, 온도나 습도 및 생물부

착(biofouling)에서 높은 저항성을 가지며, 친화

력이 높은 측정 분석물에 대한 선택적 결합이 가

능한 감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부

합하는 분자각인 고분자(molecularly imprinted 

polymer, MIP)는 80년대 이후, 꾸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분자

각인은 특정 분석 물질

(analyte)을 고분자와 공

유 혹은 비공유 결합을 

통해 각인시키는 기술로

서, 템플릿(template) 제

거 후 고분자는 선택적

으로 분석물질을 감지함

으로 분리, 분석 등 다양

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

다. 과거 20년간, 이 분

야에 관한 연구들은 MIP 

단백질 감지용 분자각인 바이오 센서

그림 1.  바이오 물질 인식, 계면, 변환 요소로 구성되는 바이오 센서 
개념도.

그림 2.  분자각인 고분자 제조기술 관련 연구 분
야 [8].

November  17 - 20, 2015 
ICC Jeju 
Jeju, Korea 

www.icae.kr 

Organiz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 

 ICAE 
2015 



4 테마

테 마 기 획     _ 나노 바이오 기술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개발에 주

안점을 두었고, 화학/바이오센서 [2,3], 나노/바

이오기술 [4-6], 화학 합성 그리고 촉매 [7] 등 

새로운 연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었다 (그림 2).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자각인 

고분자 원리, 단백질 감지용 바이오센서의 기술 

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

다.

2. 분자각인 고분자

오늘날의 분자각인 개념은 선택적 흡착으로 

다양한 맞춤형 물질 센서를 제작하는데 있어 가

장 탁월한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인위적 수용체(receptor)의 개발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분야이다 [9]. MIP의 주요 강점

은 온도, 압력 증가에 대한 물리적 강건성과 저

항, 산, 염기, 유기 용매에 대한 비활성, 그리고 

낮은 생산단가 및 제작 간소화 등을 들 수 있

다. 따라서 바이오 물질인 효소, 항체, DNA 등

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분자 인식 시스템은 강건

하고 저비용 제작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 응

용에 있어 활용 잠재력이 크다. 선택적 결합부

위를 가지는 고분자 제작 과정은 일반적으로 템

플릿 분자를 포함한 기능성 단량체(monomer)

와 가교제의 공중합에 의해 동시에 행해진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넓은 내부 표면 영역

과 영속된 기공 구조를 가진 다공성 고분자를 

만든다. 중합 가능한 작용기는 항상 템플릿 분

자와의 공유, 혹은 비공유 상호작용에 의해 연

결되며, 특정 조건하에서 템플릿 분자들은 고

분자 구조로부터 미세 공간(cavity)을 남기면

서 제거된다. 또한, 선택성은 미세 공간의 모양

과 내부의 작용기들의 방향성 둘 다에 의존한다 

(그림 3).

공유결합 각인(covalent imprinting)은 중합

할 수 있는 작용기에 공유결합하는 템플릿을 사

용함으로서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템플릿

과 각인 결합부위 사이의 화학양론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또한, 공유결합 방식은 좀 더 동질의 

결합부위들을 제공하지만, 재결합(rebinding) 

과정은 템플릿이나 MIP 사이의 공유결합이 형

성되어 있기 때문에 느리다. 따라서 오직 제한

된 수의 화합물(alcohol, ketones, amines, 그

리고 carboxylic acids)들이 이 방법에 의해 각

인될 수 있다 [11].

한편, Mosbach와 Sellergren 그룹은 비공유

결합 방법을 통해 분자각인 시스템을 제작하였

다 [12,13]. 오늘날 비공유결합 접근법은 다양한 

작용기를 활용할 수 있고 템플릿의 빠른 재결

합, 간편한 생산 공정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법의 제한 요

소는 중합하는 동안, 결

합 미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비공유 상

호분자 작용(수소결합, 

반데르발스 힘)을 형성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비공유 결합 각인법은 

적절한 작용기를 가지

지 않은 템플릿이나 타

겟 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나은 해결책은 공유 상그림 3.  (a) 분자각인 고분자 제작 과정 및 (b) 분석 과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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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을 각인과정에, 비공유 상호작용을 재결

합과정에 이용하는 형태, 소위 준공유결합 각인

법(semi-covalent method)이라고 하는 방법

을 활용하는 것이다 [14]. 일반적으로 MIP는 하

나의 블록(block) 형태로 벌크 중합에 의해 만

들어져 왔다. 이 블록을 특정 크기의 미립자 생

산물로 그라인딩하는 과정은 시간 소비적이고 

낭비적이다 [15]. 게다가, 대부분의 MIP는 원래 

소수성이고, 이는 수용액 내에서 낮은 타겟 물

질 인식률을 유발한다. MIP의 낮은 수용액 호

환성은 생물학적 정량(bioassay)과 같은 생물

학적 감지로의 응용에 있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구형체의 각인 [16], 현탁 중합 

[17], 박막 제작 [18,19], 상변환 [20], 표면 각인 

(특히 큰 분자의 각인용) [21] 등과 같은 수많은 

중합법과 고분자 형태들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림 4).

 

3. 단백질 감지용 분자각인 고분자

현재 분자각인 고분자의 광범위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감지용 MIP 분야에서는 단

백질의 크기, 복잡성, 배위 불안정 등 내재된 

특성들로 인해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전형적

인 각인 고분자의 경우, 조밀한 네트워크의 각

인 고분자 구조 형성에도 불구하고 매트릭스

(matrix) 내 미세 기공으로 인해 템플릿의 자유

로운 확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백질과 같은 

거대분자의 경우, 고분자 합성 후 매트릭스 내

에서 고정화됨으로 부적절한 감지 특성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

난 10년간 많은 연구 그룹들은 단백질 각인용 

고분자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벌크 [23], 콜

로이드 [24], 표면 [25], 항원결정부(epitope) 

[26] 등에 기초한 다양한 MIP 제작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5). 또한 최근 단백질 각인 고

분자 시스템 관련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단백질

은 알부민(albumin), 헤모글로빈(hemoglobin), 

리소자임(lysozyme)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6).

단백질 각인 고분자 제조에 있어 열역학적

으로 단량체와 템플릿의 결합은 반응 조건하

에서 안정적이고 이러한 거대분자 MIP는 전

형적으로 수소결합, 정전기력, 소수성 상호작

용 등 비공유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이론상, 템

그림 4.  분자각인 화학센서 분야에서 출판된 누
적 논문 수: 1 분자각인 화학센서 분야 
논문 수, 2 전기중합을 이용한 분자 각인 
화학센서 분야 논문 수 [22].

그림 6.  최근 단백질 감지용 분자각인 연구에 사
용된 특정 템플릿의 사용빈도 [28].

그림 5.  1994년~2010년간 각 연도별 출판된 거
대분자(macromolecule) 각인에 관련된 
연구 논문의 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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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릿에 높은 친화력

을 가진 단량체를 활용

한 최적화된 고분자 중

합은 특정 단백질 템플

릿의 선택적 감지를 가

능하게 한다. 최근 중

국 과학원의 Zhang 연

구 그룹은 계층적 각

인 방법(hierarchical 

impr int ing )을 이용

하여 인간 혈청 프로

테옴(human serum 

proteome)으로부터 인간 혈청 알부민 (human 

serum albumin, HSA)의 선택적 소모에 대한 

인공 항체 단백질 각인 물질을 개발하였다 (그

림 7) [23]. 포신 혈장 알부민 (porcine serum 

albumin, PSA) 감지용 계층적 각인 고분자 시

스템은 결합 용량, 흡착 거동, 선택성, 합성 재

현성 등에 대해 벌크 각인 고분자와 비교, 분석

하였다. 결합 용량은 12 mgg-1이고, 포화 결합

은 20분 내에 도달하였다. 또한, 단백질 혼합

물 내에서 PSA에 대해 탁월한 선택성을 가졌으

며 타 단백질에 비해 3.6배의 각인 증가량을 보

였다. 따라서, 계층적 각인 기술에 의해 제작된 

단백질 각인 고분자는 프로테옴 연구와 관련하

여 다량의 단백질에 대한 선택적 소모에 있어 

인공항체로서 활용 가능함을 보였다.

나아가,  Lund  대학교의 Ye  연구팀은 

Pickering emulsion으로 표면 분자각인에 기

초한 단백질 고분자 비드(bead)를 제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8) [24]. 실

리카 나노입자에 인간 헤모글로빈(human 

hemoglobin, Hb)을 흡착시키고 오일 상에 가

교할 수 있는 단량체를 가진 오일-물 유화액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였다. 오일 상에서 자

유 라디칼 중합 후, 단백질-실리카 입자는 고분

자 표면에서의 헤모글로빈 각인 부위로부터 제

거되었다. 이러한 중합 방법은 단백질 분리, 정

제 및 분석에 유용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터키 Hacettepe 대학교 Denizli 교수 

연구팀은 microcontact 각인 기술을 이용하여 

프로칼시토닌(procalcitonin, PCT) 감지용 분자

각인 표면을 제작하였다 (그림 9) [29]. 이 방법

은 PCT가 흡착된 유리 기판을 2-hydroxyethyl 

methacrylate (HEMA)와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EGDMA) 혼합용액을 올린 금 

그림 7.  (a) 단량체와 템플릿 단백질의 상호작용 및 (b) 계층적 각
인(hierarchical imprinting)에 의한 단백질 분자각인 고분
자의 합성 [23].

그림 8. 계면에서의 단백질 각인 과정 [24].

그림 9.  Microcontact PCT 각인 SPR 바이오센
서 제작 과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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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SPR(surface plasmon resonance) 센서

용 기판에 microcontact하여 광중합을 실시하

였다. 단백질 제거 후, SPR 바이오 센서는 1시

간 동안 9.9 ng mL-1의 농도까지 감지할 수 

있었으며, HSA, myoglobin, cytochrome c 등

의 비교 물질에 비해 높은 선택성을 나타내었

다.

4. 바이오 센서용 분자각인 
고분자 개발 및 상업화

바이오 센서의 활용 분야는 응용되는 분야

에 따라 의료용, 연구용, 환경용, 식품용, 군사

용으로 나눌 수 있다. Frost & Sullivan의 자료

에 따르면 전체 바이오센서의 세계시장 규모는 

2006년에 약 50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2013년에는 12.5%의 연

평균 성장률로 세계시장 규모는 약 105억 달러

에 이른다 [30].

분자각인 고분자는 기존의 재료에 비해 물성

이 뛰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차세대 대체물질

로 주목 받고 있으며 유럽 내에서는 이미 상업

화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아직 미개척 시장

인 분자각인 고분자 시스템의 장래성을 인식하

여 국내 산업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선진국 수준의 기술 개발 및 확보가 시급

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아시

아 국가 내 많은 연구 그룹들이 분자각인 고분

자 센서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

다 (그림 10).

MIP 관련 상업화 현황은 높은 선택성과 안

전성 확보를 위한 분자각인 고분자 설계 과정

의 부재 및 전도체와 고분자간의 연결의 어려

움 등의 제한으로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

나 전 세계적으로 몇몇 기업들은 현재 특정 목

적 물질 감지용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MIP 

Technologies AB 사는 Lund 대학교 초기 연구

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Biotage AB사를 모회사

로 두고 있으며 분자각인 고분자를 이용한 필터 

및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제품으로는 Supelco사와 합작으로 내놓은 

SupelMIP 고체 추출키트 (SPE-Solid phase 

extraction)들이 있고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필

터보다 성능이 뛰어나며 선택성이 높아서 단백

질 혼합물의 분리가 효과적이다. 가격에 비해서 

제조단가가 낮으며 성능도 뛰어나서 분자각인 

고분자 기술의 초기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프랑스의 polyintell사는 영국과 합작으로 Pr. 

Karsten Haupt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한 벤처회사이다.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

으로는 AFFINIMIP와 HYDROIntelligent가 있

다. AFFINIMIP는 SupelMIP-SPE와 유사한 고

체상 추출 키트로서 화학적 이성질체 등을 분

리하는 제품이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선

택성을 조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하나

의 제품인 HYDROIntelligent는 표면을 고분자

로 코팅하고 분자각인 고분자를 그 위에 정착시

켜 목표 단백질의 선택적 흡착 및 이물질의 비

특이성 흡착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지능형 분

자각인 고분자 제품이다. 미국의 Oxonon사는 

Comparative Biosciences Inc. (캘리포니아)사

와 공동으로 분자각인 고분자를 상업화하고 있

으며, 뚜렷한 주력 상품은 없지만 고객 주문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

다. 또한, 이 회사는 SPE 분리키트, 인공 항체, 

약물전달 시스템을 개발/상용화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분자각인 고분자를 주로 연

그림 10. 전세계 MIP 관련 연구 그룹 현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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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룹은 없지만 분자

각인 고분자를 이용한 사례들이 있다. 한 예

로 한국식품연구원 연구팀은 최근 폴리피

롤(polypyrrole)로 구성된 분자각인 시스템

을 이용하여 Mycoestrogen Zearalenone과 

mycotoxin deoxynivalenol을 감지하기 위해 

SPR 센서를 제작하였다 [31,32].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도 분자각인 고분자를 이용

한 센서의 제작 및 상용화의 확대가 절실히 요

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5. 결 론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연구가 보고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거대 분자 각인에 대한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효율적인 거대분자 감지용 

센서 제작을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지금껏 템플릿 각인 관련 기본

적인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중합 전 단량체와 템플릿 상호 결합 세기 및 안

정성은 MIP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으로 이

론적 혹은 다른 접근법을 통한 바이오 물질 인

식 메커니즘의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판단

된다. 또한 MIP 시스템 제작 시, 템플릿과 연관

된 단량체의 양과 종류에 대한 최적화는 효율적

인 분자 각인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제시된 다양한 연구는 

특정 감지 물질에만 적용되는 접근 방법으로 활

용도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특정 분자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분자 

각인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고려 사항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면 거대 분자 감지용 MIP의 잠재력은 향후 

고감도 바이오 센서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적 응용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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