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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자기 조립 단분자막(Self-assembled Monolayer, SAM)과 streptavidin, GST 

(Glutathione S-transferase)를 고정시킨 후 D-biotin, GSH(Glutathione)와 같은 저분자 물질(small 

molecule)의 접합동특성을 회전 검광자(rotating analyzer)형 표면 플라즈몬 공명 타원계측기(surface 

plasmon resonance ellips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저분자 물질의 접합 특성을 알아보

는 것이다.

   D-biotin은 저분자 물질이며 streptavidin에 접합되었을 때  평형상태의 해리상수 값이  정도

로 아주 작아 접합특성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나 고감도 측정 장치에서도 측정이 어려울 정

도로 분자량이 작아 접합 동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GST는 신체의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발암, 돌연변이, 독 그리고 약리 작용의 해독작용에 관여하는 효소로 생물체 내에서 일

어나는 화학반응속도를 빠르게 해 준다. GSH는 GST에서 작용기가 빠진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이 효

소(GST)에 저분자 물질인 GSH의 접합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 장치는 회전 검광자 표면 플라즈몬 공명 타원계측기이며 크게 광축정렬용 간

섭계와 측정 장치로 나눌 수 있다. 광원은 633 nm 파장의 안정화된 He-Ne 레이저를 사용하고 간섭계

를 통해 광의 경로를 정렬하였으며 측정 장치는 편광자, 실린지 펌프(syringe pump), 다채널 미세유로

(multi-chanel microfluidics)를 포함하는 샘플스테이지(sample stage), 회전 검광자, 그리고 광 검출기

를 사용하였다. 편광자를 통과한 레이저광이 프리즘에 입사하며, 프리즘에 증착된 금 박막에서 반사되어

진 광은 회전검광자를 거쳐 광 검출기에서 검출된다. 

   표면 플라즈몬 공명 측정 장치에서는 최소반사율을 나타내는 각도의 이동을 측정하여 접합특성을 측

정하지만 표면 플라즈몬 공명 타원계측장치에서는 광의 p-파와 s-파의 반사계수 크기의 비와 두 파의 

위상차를 측정하여 p-파와 s-파에 대한 반사계수(   )의 비인 복소 반사계수비   


 로 

표시할 수 있다. 진폭과 관련된 타원계측상수 는 표면 플라즈몬 공명 각도 변화와 비슷한 정보를 주지

만 위상 변화 는 최적의 표면 플라즈몬 공명 조건에서 공명각의 이동에 비하여 고감도측정이 가능하

여 저분자물질의 표면 접합특성에 적합하다.

   실험에 사용되는 streptavidin과 D-biotin은 SIGMA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단백질 GST와 저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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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명각 이동과 위상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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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biotin의 streptavidin 접합특성.

물질 GSH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단에서 지원하였다. 실험에 사용하는 완충 용액

(running buffer)은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를 사용하였으며 금 박막이 증착된 프리즘을 센서 

칩(sensor chip)으로 사용하였다.

   센서 칩으로는 약 50nm 두께의 금 박막이 증착된 SF10 프리즘을 사용하며 금 박막 위에 SAM을 

고정시켰다. 이 프리즘을 샘플스테이지에 설치하고 완충용액을 흘려주어 안정시켰다. 

   D-biotin의 경우 MUAM(11-Amino-1-undecanethiol hydrochloride) SAM을 고정시킨 프리즘에 

단백질 Sulfo-NHS-LC biotin을 고정시킨 후 streptavidin을 주입하여 biotin에 접합시켰다. 여기에 직

접 D-biotin을 주입하면 streptavidin에 대하여 비특이적 접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pH8.5인 1M의 

ethanolamine을 흘려주어 D-biotin의 비특이적 접합을 억제하였다.

   GSH의 경우 SAM이 고정된 프리즘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70%의 Glycerol를 주

입하여 규격화(normalization)시켰으며 Glycerol이 점성이 강하여 이것을 씻어주기 위해 유속을 높여 

미세 유로를 세척해주었다. 자기조립단분자막을 고정시킨 프리즘은 미세유로와 접해지며 여기에 0.4M의 

EDC/0.1M의 NHS를 주입하여 활성화(activation)시켰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을 주입하여 접합시켰고 

단백질의 비특이적 접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특이적 접합을 한 GST의 제거가 필수인데 20mM

의 NaOH를 사용하여 제거하였다. 저분자 물질을 주입하면 단백질 표면에 접합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특이적 접합이 나타날 수 있어 pH8.5인 1M의 ethanolamine을 흘려주어 저분자 물질의 비특이적 접

합을 억제하였다. 완충용액에 용해시킨 저분자 물질의 농도에 따른 타원계측 위상각( )의 변화를 알아

보고 이러한 과정을 GSH의 농도별로 각각 측정하여 농도에 따른 접합특성을 알아보았다.

   실험을 마친 후 측정된 위상각 의 변화를 굴절률로 교정하기 위하여 완충용액에 1.5%의 에탄올을 

용해시킨 용액을 주입하여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굴절률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1은 공명각 이동과 위상차를 비교하여 위상차를 이용한 측정이 유리한 것을 나타낸 것이며 그

림 2는 표면 플라즈몬 타원계측기를 이용하여 p-s 파의 위상차를 이용하여 저분자물질인 D-biotin의 

streptavidin에 대한 접합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다양한 농도에서의 접합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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