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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생물분자를 고체 기판상에 비공유적으로 고정화 하는 방법및 그에 의하여 제조되는 마이크로어레이

요약

본 발명은 수소 결합 공여능을 갖는 제1 관능기를 표면에 갖는 고체 기판 상에서 수소 결합 수용능을 갖는 화합물과 수소

결합 공여능을 갖는 제2 관능기로 관능기화된 생물분자의 혼합물을 반응시켜, 상기 생물분자를 비공유 결합에 의하여 상

기 기판 상에 고정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생물분자를 고체기판상에 고정화하는 방법 및 그에 의하여 제조된 마이크로어

레이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비공유결합, 폴리에틸렌글리콜, 마이크로어레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과 도 2는 PEG 농도를 각각 0.4 mM과 6.0 mM로 사용하여 제작된 마이크로어레이에 대하여, 형광 측정한 결과를 나

타내는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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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실리콘 웨이퍼 상에 고정화된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를 마이크로어레이와 대조군 마이

크로어레이를 사용하여 측정된 형광강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생물분자를 고체 기판 상에 고정화하는 방법, 구체적으로는 비공유 결합에 의하여 생물분자를 고체기판상에 고

정화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마이크로어레이는 특정 분자가 기판 상에 일정한 면적에 고밀도로 고정화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마이크로어레이

에는 예를 들면, 폴리뉴클레오티드 또는 단백질 마이크로어레이가 포함된다. "폴리뉴클레오티드 마이크로어레이"란 기판

상에 폴리뉴클레오티드의 그룹이 높은 밀도로 고정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상기 폴리뉴클레오티드 그룹은 각각 일정한 영

역에 고정화되어 있는 마이크로어레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마이크로어레이는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어레이에

관하여는 예를 들면, 미국특허 제5,445,934호 및 제5,744,305호에 개시되어 있다.

고체 기판상에 폴리뉴클레오티드를 고정화 방식은 기판 상에서 직접적으로 합성하는 방식과, 이미 합성된 폴리뉴클레오티

드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화시키는 방법 (스팟팅 법)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폴리뉴클레오티드 마이크로어레이의 제조방법

은 예를 들면, 미국특허 제5,744,305호, 제5,143,854호 및 제5,424,186호에 개시되어 있다. 폴리뉴클레오티드 마이크로

어레이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상기 문헌은 원용에 의하여 본 명세서에 그 전체로서 포함되어진다. 스팟팅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스팟팅 방법은 생물분자를 공유적으로 고체 기판상에 고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기판

상의 표면을 아미노 기와 같은 친핵성 관능기로 활성화시키고, 이를 좋은 이탈기 (good leaving group)으로 활성화된 폴

리뉴클레오티드와 같은 생물분자와 커플링 반응시킨 다음, 반응하지 않은 반응물을 제거함으로써 생물분자를 고체 기판상

에 고정화하는 과정이 널리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비공유 결합을 이용하여 생물분자를 기판상에 고정화하는 방식은 알려

져 있지 않았다.

또한, 폴리에틸렌글리콜은 친수성 화합물로서 마이크로어레이에 사용된 예가 있다. 예를 들면, Journal of Experimental

hematology 2003: 11(4): 393-397에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을 고정화되는 DNA의 양말단에 공유결합에 의하여 부착하고,

이를 고체기판 상에 고정화하여 마이크로어레이를 제작한 예가 개시되어 있다. 또한, 미국특허공개 US-2003-0108917-

A1에는 말단에 에폭시기를 가진 방사형 폴리에틸렌글리콜 유도체로 구성되는 히드로겔에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를 고

정화하여 마이크로어레이를 제조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예는 모두 생물분자를 공유적으로 기판상에 고정화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모두 반응성 관능기가 기판 상에

또는 생물분자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또한, 공유결합은 엄격한 조건하에서 이루지므로, 반응 조건을 조

절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조작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반응이 완료된 후에는 반응하지 않은 반응성 물질을 제거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공유결합에 의하지 않고, 비공유결합에 의하여 생물분자를 고체 기판상에 고정화할 수 있고, 그에 의

하여 얻어지는 마이크로어레이가 표적 분자의 분석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을 갖도록 하는 고정화 방법

을 연구하던 중, 본 발명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생물분자를 비공유결합에 의하여 고체 기판상에 고정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목적은 또한, 상기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마이크로어레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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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수소 결합 공여능을 갖는 제1 관능기를 표면에 갖는 고체 기판 상에서 수소 결합 수용능을 갖는 화합물과 수소

결합 공여능을 갖는 제2 관능기로 관능기화된 생물분자의 혼합물을 반응시켜, 상기 생물분자를 비공유 결합에 의하여 상

기 기판 상에 고정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생물분자를 고체기판상에 고정화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수소 결합 공여능을 갖는 제1 관능기와 제2 관능기는 각각 독립적으로 같거나 다를 수 있다. 상기 수소

결합 공여능을 갖는 제1 관능기와 제2 관능기는 아미노기, 티올기 및 히드록시기를 갖는 화합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일 수 있으나, 이들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아미노기를 갖는 화합물의 구체적인 예에는, 감마-아미노프로

필트리에톡시실란 (GAPS), 감마-아미노프로필디에톡시 실란 (GAPDES) 및 아미노헥실기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들 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기한 제1관능기를 갖는 화합물은, 아세틸클로라이드 실란, 무수 실란, 술폰닐클로라이드실란, 및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실란과 같은 코팅물질에 아미노기, 티올기 및 히드록시기와 같은 제1 관능기를 도입시킴으로써 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코팅물에 아미노기, 티올기 및 히드록시기와 같은 제1 관능기를 도입하는 과정은 당업계에 잘 알려져

있으며,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전환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수소 결합 수용능을 갖는 화합물은 분자 중에 질소, 수소, 황과 같은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자를 포함하

고 있어, 수소 결합에 필요한 전자를 제공하는 분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화합물의 예에는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또는 그

의 유도체, 및 폴리에틸렌이민 또는 그의 유도체가 포함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또는 그의

유도체 및 폴리에틸렌이민 또는 그의 유도체의 농도는 0.4 mM 내지 6.0 mM이며, 분자량은 200 내지 1,000,000D, 바람

직하게는, 200 내지 100,0000, 더욱 바람직하게는 200 내지 10,000 달톤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 구체예에서,

상기 폴리에틸렌글리콜 (PEG)은 6.0 mM의 농도로 사용되고, 분자량은 10,000 달톤이다.

본 발명에 있어서, 고체 기판의 재질은 특별하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고체상의 것으로 표면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면 어

느 것이나 포함된다. 예를들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우레탄과 같은 플라스틱 물질, 유리, 실리콘

웨이퍼 및 이들의 개질된 기판이 포함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 고체 기판은 수소 결합 공여능을 갖는 관능기를

갖는 것으로, 기판 재질의 특성상 그러한 관능기를 가지고 있거나, 코팅과 같은 화학적 또는 물리적 처리에 의하여 그러한

관능기가 부가된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있어서, 생물분자는 생물로부터 유래하는 화합물로서, 예를 들면, 핵산, 단백질, 다당류 및 그의 조합으로 이루

어지는 분자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핵산이다. 이러한 핵산에는, DNA 또는 RNA가

포함된다. 본 발명에 있어서, 고체 기판 상에 고정화되는 생물분자는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표적 분자와 특이적 반

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상기 생물분자가 핵산인 경우 상보적인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

는 표적 핵산과 혼성화 반응을 통하여 상호반응할 수 있다. 상기 생물분자가 단백질인 경우, 항원 및 항체 반응, 리간드 및

수용체 사이의 상호반응, 효소와 기질 사이의 상호 반응을 통하여 서로 특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생물분

자가 다당류인 경우, 다당류를 인지하는 렉틴 (lectin)과 같은 단백질 또는 항체에 의하여 특이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 이러

한 생물분자와 표적 분자의 특이적 상호작용과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시스템을 이용하여, 본 발명

의 생물분자를 기판상에 고정화하는 방법에 의하여 얻어지는 생물분자 마이크로어레이를 여러 가지 분석에 사용할 수 있

다.

본 발명에 있어서, 고정화에 사용되는 생물분자의 농도는 각각의 반응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얻고자 하는 데

이터의 종류에 따라 달라 수 있다. 따라서, 반응에 사용되는 생물분자의 농도는 특별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 구체예

에서, 상기 생물분자가 DNA인 경우, 20 μM 내지 100 μM의 농도 사용될 수있으나 이러한 농도 범위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본 발명에 있어서, 고체 기판상에 생물분자를 고정화하는 방법은 종래 알려진 DNA 또는 단백질의 마이크로 어레이를 제

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상의 방법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어레이의 제조방법에는 일반적으로 포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하는 경우, 제거가능한 기로 보호된 단량체가 도포된

기판 표면 상의 일정한 영역을 에너지 원에 노출시켜 보호기를 제거하고, 제거가능한 기로 보호된 단량체를 커플링시키는

단계를 반복함으로써, 폴리뉴클레오티드의 어레이를 제조할 수 있다 (pholithography 법). 이 경우, 폴리뉴클레오티드 마

이크로어레이 상에 고정화되는 폴리뉴클레오티드는 단량체를 하나씩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합성하거나, 이미 합성된 폴리

뉴클레오티드를 일정한 위치에 고정화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고정화될 수 있다 (spotting 법). 이러한 폴리뉴클레오티드 마

이크로어레이의 제조방법은 예를 들면, 미국특허 제5, 744, 305호, 제5, 143, 854호 및 제5, 424, 186호에 개시되어 있

다. 폴리뉴클레오티드 마이크로어레이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상기 문헌은 원용에 의하여 본 명세서에 그 전체로서 포함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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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상기한 생물분자를 고체 기판에 고정화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생물분자 마이크로 어레이를 제공한

다.

이하 본 발명을 실시예를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

으로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실시예 1 : 아미노기로 코팅된 유리기판 상에 PEG 및 아미노기로 5′말단이 관능기화된 DNA의 혼합물을 반응시켜, DNA

마이크로어레이의 제조

본 실시예에서는 감마-아미노프로필트리에톡시실란 (GAPS)로 코팅된 유리기판상에 PEG와 아미노기로 5′말단이 관능기

화된 DNA를 이용하여, DNA가 상기 유리 기판 상에 스팟의 그룹으로 배열된 DNA 마이크로어레이를 제조하였다.

먼저, 감마-아미노프로필트리에톡시실란 (GAPS)로 코팅된 유리기판은 코닝 사 (Cat no. 40004, www.corning.com)로

부터 구입하였다. 다음으로, 50 % DMSO를 포함하는 0.1M NaHCO3 pH 9 용액 중의 6 mM PEG (Aldrich 사, 분자량

10,000)에 5′말단이 아미노헥실기로 관능기화된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 (서열 번호 1 내지 10)를 각각 20 μM의 농도로

용해시켰다. 고정화된 사용된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는 하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청년기 발병 당뇨병 유전자

MODY1의 엑손 7 내지 10의 특정한 영역과 완전 상보적 서열 (야생형 프로브)과 1 개의 뉴클레오티드가 야생형 뉴클레오

티드와 다른 뉴클레오티드로 치환된 불완전 상보적 서열 (돌연변이형 프로브)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 명칭과 서열

 프로브 위치  야생형 프로브 서열  돌연변이형 프로브 서열

 MO1E07-02rwp1  서열번호 1  서열번호 2

 MO1E07-03rwp1  서열번호 3  서열번호 4

 MO1E08-01rwp1  서열번호 5  서열번호 6

 MO1E09-01rwp1  서열번호 7  서열번호 8

 MO1E10-01rwp1  서열번호 9  서열번호 10

이렇게 얻어진 각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 용액을 상기 유리 기판 상에 카르티션 (Cartesian) 사 Pix5500 스팟터를 이용

하여 스팟 당 500 pl 씩 스폿팅하고, 70 ℃온도 30% 습도에서 1시간 동안 항온 항습기 내에서 고정화 반응을 수행하였다.

반응이 종결된 후, 상기 유리 기판을 유리 기판을 증류수로 세척한 뒤 남아있는 아민기를 무수 숙신산 (차단제)로 보호한

뒤 에탄올로 씻어준 뒤 스핀 건조하여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가 고정화된 마이크로어레이를 얻었다. 얻어진 마이크로어

레이는 각각 60 개의 스팟으로 이루어지며, 스팟이 300 ㎛의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다.

실시예 2 :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표적 핵산의 분석

본 실시예에서는 실시예 1에 제조된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하여,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와

표적 핵산 간의 혼성화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를 검출함으로써,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작된 마이크로어레이의 품질을

평가하였다.

먼저, 분석에 사용될 표적 DNA를 증폭하였다. 표적 DNA는 서열번호 11 내지 24의 14개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프라이

머로 하고, 인간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gDNA를 주형으로 한 PCR을 통하여 증폭된 MODY 1의 엑손 7 내지 10을 포함하는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PCR 조건은, 0.2 ㎕ 야생형 게놈 DNA와 각각 200 μM의 dATP, dGTP, dCTP, 40 μM의 dTTP, 160μM의

Cy3-표지된 dUTP (Amersham Biosciences, Uppsala, Sweden)와 200 nM로 맞추어진 10 개의 엑손 및 프로모터 영역

에 대응하는 10 개의 다중 PCR 프라이머 세트를 혼합 후, 40 사이클의 반응을 실시하였다. PCR조건 : 95℃에서 30 초 동

안 변성, 64℃에서 10 초 동안 어닐링, 72 ℃에서 3 분 동안 중합. PCR 반응 생성물은 Qiagen kit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 후 A260/A550 비율이 1.0에서 3.5사이의 것만을 다음 단계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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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된 생성물을 0.5 U DNase I (Boehringer Mannheim, Mannheim, Germany)으로 37 ℃에서 10 분 동안 단편화하였

다. 반응정지액 (Stop Mix) (20 mM EDTA, pH 8.0-1% SDS-0.2 M NaCl)를 첨가하여 DNase I 소화 반응을 정지시켰

다. 다음으로, 절단된 생성물을 150∼187.5 nM로 농도를 조정하여 94 ℃에서 5 분간 변성시킨 후 얼음위에서 2 분 동안

식혔다. 다음으로, 동량의 혼성화 버퍼 (6x SSPE-0.1% Triton X-100)와 섞은 후, 각각 마이크로어레이 상에 적용하였

다. 32 ℃에서 12 ~ 16 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척 버퍼 I (6x SSPE-Triton X-100 0.005%)로 5 분 동안 세척 다음 세척

버퍼 II (3x SSPE-Triton X-100 0.005%)로 5분간 세척하였다. 15 분 동안 상온에서 건조한 다음, 액손 인스투르먼트

(Axon Instruments) 사의 GenePix 4000B 스캐너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측정하여 이미지를 생성하였으며, 진픽스 프

로소프트웨어 (GenePix Pro software) (Axon Instruments, Union City, CA)를 이용하여 이미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도 1과 표 2에 나타내었다. 실험은 5 개의 마이크로어레이에서, 표 1의 야생형 및 돌연변이형 프로브가 고정

화되어 있는 스팟들 (각각 프로브에 대하여 3 개의 스팟)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와 형광강도 데이터

를 도 1과 표 2에 나타내었다. 도 1은 도면의 상단에 표시한 프로브 폴리뉴클로티드가 고정화되어 있는, 5 개의 마이크로

어레이 S1 내지 S5에 대하여 표적 핵산을 혼성화한 다음, 측정된 형광 이미지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1의 각 마이크로어

레이에서, 상단열과 하단열의 스팟들은 PEG의 농도를 각각 0.4 mM과 6.0 mM로 하고, 실시예 1과 같이 하여 고정화된,

도면의 상단에 나타낸 서열번호를 갖는 프로브에 대하여 표적 핵산을 혼성화하고 그 이미지를 측정한 것이다. 표 2는 PEG

0.4 mM과 PEG 6.0 mM 농도에서 제작된 스팟에 대하여 532 nm에서 관찰된 형광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대조군으로

서, 고정화된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의 밀도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제조하기 난해한 관계로

PEG의 농도를 0.4 mM로 아주 낮게 하여 제조된 마이크로어레이를 사용하였다.

표 2. 프로브 고정화에 사용된 PEG 농도에 따른 형광 강도의 비교

 마이크로

어레이 번

호

 고정화된 프로브 (서열번호)  전체 평균

 1  3  5  7  9

 0.4 mM  6.0mM  0.4mM  6.0mM  0.4mM  6.0mM  0.4mM  6.0mM  0.4mM  6.0mM  0.4mM  6.0mM

 S1  1510  6846  1407  8493  1603  8202  1208  8157  2229  7534  1591  7846

 S2  8572  16457  7281  18076  7464  20056  5792  17397  12938  16744  8410  17746

 S3  678  1553  679  1789  766  1690  672  1447  943  1531  747  1602

 S4  290  611  284  658  285  551  238  592  396  583  299  599

 S5  2295  5850  2131  7245  2205  5464  1943  6156  3257  5660  2366  6075

 평균  2669  6264  2356  7252  2464  7193  1971  6750  3953  6410  2683  6774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형광 강도는 PEG 농도를 6.0 mM로 하여 제작된 마이크로어레이 스팟의 형광강도는 6774이었

으나, PEG를 0.4 mM로 사용하여 제조된 마이크로어레이에 대한 형광강도는 2683이었다. 또한, PEG 농도를 0.4 mM로

사용하여 제작된 마이크로어레이에 대한 6.0 mM로 하여 제작된 마이크로어레이의 스팟 형광강도의 비율은 2.87이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여 마이크로어레이를 제작하는 경우, 형광강도가 PEG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PEG를 6.0 mM의 농도로 사용한 경우, PEG를 0.4 mM의 농도로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약 3 배의 형광강도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PEG를 이용하여 프로브를 고정화함으로써, 형광강도 측정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이러한 PEG 농도에 따른 형광강도의 비례 관계는 8 mM 이상까지 계속되었으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스팟팅 과정

에서 핀의 구멍을 막히게 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다 (데이터는 나타내지 않음).

또한, 본 발명의 방법에 따라 제작된 마이크로어레이를 표적 핵산의 분석 방법에 사용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특이성을 가

지고 반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스팟에 대하여, 돌연변이형 프로브에 대한 형광강도 값 (mp)에 대한 야생형

프로브에 대한 형광강도 값 (wp)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돌연변이형 프로브 (mp)에 대한 야생형 프로브 (wp)의 형광강도 비율

 마이크로

어레이 번

호

 형광강도 비율  전체 평균

 서열번호 1/2  서열번호 3/4  서열번호 5/6  서열번호 7/8  서열번호 9/10

 0.4mM  6.0mM  0.4mM  6.0mM  0.4mM  6.0mM  0.4mM  6.0mM  0.4mM  6.0mM  0.4mM  6.0mM

 S1  10.76  17.26  9.84  20.13  10.73  18.23  9.15  21.08  12.69  20.00  10.63  19.34

 S2  7.33  7.76  6.79  7.77  6.86  8.74  6.38  8.17  6.91  7.44  6.85  7.98

 S3  6.69  8.91  6.88  8.56  7.56  7.63  7.17  6.87  8.42  9.98  7.34  8.39

 S4  3.06  3.38  3.14  3.38  2.96  2.59  2.57  2.69  3.99  3.73  3.14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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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  11.71  16.20  12.64  18.75  12.00  16.28  12.81  17.28  12.20  15.94  12.27  16.89

 평균  7.91  10.70  7.86  11.72  8.02  10.69  7.62  11.22  8.84  11.42  8.05  11.15

돌연변이형 프로브에 대한 형광강도 값 (mp)에 대한 야생형 프로브에 대한 형광강도 값 (wp) 즉, wp/mp 값은 PEG 농도

0.4 mM을 사용하여 제작된 스팟에 대하여 8.05인 것에 비하여, PEG 농도 6.0 mM을 사용하여 제작된 스팟의 경우 11.15

로서, 약 1.31 배 높았다. 이는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를 고정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PEG의 농도에 비례하여, 우수한 특

이성을 가지고 표적 핵산을 검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실시예 1과 2의 결과로부터, 종래와 같이 공유 결합을 이용하여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를 기판 상에 고정

화하지 않고, 간단하게 비공유 결합을 통하여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유리 기판상에 고정하는 것에 의하여도 분석 민

감도와 특이성이 높은 마이크로어레이를 제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시예 3 : PEG 농도가 마이크로어레이에 미치는 영향

본 실시예에서는 다른 조건은 실시예 1 및 2의 조건과 동일하게 하고, 고정화되는 프로브 뉴크레오티드의 서열을 달리하

여,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 어레이를 제작한 다음, 혼성화 반응을 수행하였다. 본 실시예에 사용된 프로브 폴리뉴클레오

티드의 서열은 서열번호 25와 같으며, 표적 폴리뉴클레오티드는 서열번호 15에 완전 상보적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갖는 것

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PEG를 0.4 mM의 농도로 사용하여 제작된 마이크로어레이의 경우, 형광 강도는 7,700이었으나, 6.0 mM을 사용

하여 제작된 마이크로어레이의 경우에는 15,000으로서 PEG의 농도가 6.0 mM 인 경우에서 높은 형광 강도를 얻을 수 있

었다. 도 2와 도 3은 PEG 농도를 각각 0.4 mM과 6.0 mM로 사용하여 제작된 마이크로어레이에 대하여, 형광 측정한 결과

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본 실시예의 결과 역시,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의 고정화에 사용되는 PEG의 농도에 비례하여 높은 형광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실시예 4 : 실리콘 웨이퍼 상에 PEG 및 아미노기로 5′말단이 관능기화된 DNA의 혼합물을 반응시켜, DNA 마이크로어레

이의 제조

본 실시예에서는, 고체 기판으로서 실리콘 웨이퍼 (LG Siltron 사 : 붕소 도핑된 P 형 실리콘 웨이퍼)에 GAPS 코팅을 하여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 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된 마이크로어레이에 대하여 표적 핵산을 혼성화한 다음, 형광

강도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프로브 및 표적 폴리뉴클레오티드는 실시예 3과 동일하였다.

실리콘 웨이퍼 상에 GAPS를 코팅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하여 수행하였다. 에탄올 중의 GAPS (감마-아미노프로필트리

에톡시 실란)(γ-aminopropyltriethoxy silane) 용액 (농도 20%(v/v))을 스핀 코팅하였다. 스핀 코팅은 CEE 사의 스핀 코

터 모델 CEE 70을 이용하였다. 스핀 코팅은 초기 코팅 500 rpm/10 sec와 주코팅 2,000 rpm/10 sec에 의하여 수행되었

다. 스핀 코팅이 완료된 다음, 기판을 테플론 웨이퍼 캐리어에 고정하여 120 ℃에서 40 분 동안 경화시켰다. 경화된 기판은

물에 10 분 동안 침지시킨 후, 15 분 동안 초음파 세척, 다시 물에서 10 분 동안 침지한 후 건조하였다. 건조는 스핀 건조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건조가 완료된 기판은 실험을 위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잘라 이용하였다. 모든 실험은 대부분

의 먼지 입자들이 충분히 제거된 클린룸-클라스 1,000에서 수행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GAPS가 코팅된 실리콘 웨이퍼 기

판을 이용하여 실시예 1과 동일한 방법으로 마이크로어레이를 제작하고, 실시예 2와 동일한 방법으로 혼성화 반응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도 4에 나타내었다. 도 4는 각 PEG의 농도를 6.0 mM과 0.4 mM을 사용하여, 실리콘 웨이퍼 상에 고정화된 프

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를 갖는 마이크로어레이를 사용하여 측정된 형광강도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4에 나타낸 바와 같

이, PEG를 이용하여 비공유적으로 프로브를 고정화하더라도 높은 형광강도를 얻을 수 있으며, 그 강도는 사용되는 PEG의

농도에 따라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실시예 5 :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의 농도가 형광강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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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시예에서는 고정화에 사용되는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의 종류와 그의 농도를 달리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과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여 마이크로어레이를 제작하고, 표적 핵산을 혼성화 한 다음, 형광강도를 측정하였다. 프로브 폴

리뉴클레오티드는 20 μM 및 100 μM의 농도로 고정화 반응에 사용되었다. 본 실시예에 사용된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

의 서열은 서열번호 26과 같다.

그 결과 측정된 형광 강도는 20 μM의 경우 12,238이었으며, 100 μM의 경우 8,321이었다.

본 실시예의 결과로부터, 약 20 μM의 농도의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를 사용하는 경우 최적 형광강도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공유결합에 의하여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를 고정화하는 경우, 보통 20 μM의 농도 보

다 높은 농도에서 반응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면 사용되는 프로브 폴리뉴클레오

티드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생물분자를 고체기판 상에 고정화 하는 방법에 의하면, 반응성이 높은 반응기를 갖는 화학종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프로브 폴리뉴클레오티드를 기판 상에 고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면, 공정이 간단하고, 비

용이 적게 소요되는 반면, 제조되는 마이크로어레이의 품질은 민감도 및 반응 특이도의 측면에서 우수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수소 결합 공여능을 갖는 제1 관능기를 표면에 갖는 고체 기판 상에서 수소 결합 수용능을 갖는 화합물과 수소 결합 공여

능을 갖는 제2 관능기로 관능기화된 생물분자의 혼합물을 반응시켜, 상기 생물분자를 비공유 결합에 의하여 상기 기판 상

에 고정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생물분자를 고체기판상에 고정화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 결합 공여능을 갖는 제1 관능기와 제2 관능기는 같거나 다를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 결합 공여능을 갖는 제1 관능기와 제2 관능기는 아미노기, 티올기 및 히드록시기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소 결합 수용능을 갖는 화합물은 폴리에틸렌글리콜 (PEG) 또는 그의 유도체, 또는 폴리에틸렌이

민 또는 그의 유도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물분자는 핵산, 단백질, 다당류 및 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분자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

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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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 기판은 감마-아미노프로필트리에톡시실란 (GAPS)으로 코팅되어 있고, 상기 수소 결합 수용능

을 갖는 화합물은 폴리에틸렌글리콜이고, 상기 생물분자는 5′말단이 아미노헥실로 관능기화된 DNA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DNA를 고체 기판상에 고정화하는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틸렌글리콜은 분자량이 200 내지 1,000,000 D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에틸렌글리콜의 농도는 0.4 mM 내지 8.0 mM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DNA의 농도는 20 μM 내지 100 μ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생물분자 마이크로 어레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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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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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1

<211>    1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wild type probe nucleotide

<400>    1

ctcctggaag ggca                                                           14

<210>    2

<211>    1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utant type probe nucleotide

<400>    2

agctcctaga aggg                                                           14

<210>    3

<211>    1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wild type probe nucleotide

<400>    3

aggcatactc attgtca                                                        17

<210>    4

<211>    17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utant type probe nucleotide

<400>    4

aggcatactg attgtca                                                        17

<210>    5

<211>    1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wild type probe nucleotide

<400>    5

ccaaagcggc cac                                                            13

<210>    6

<211>    1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utant type probe nucleotide

<4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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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aagtggc cac                                                            13

<210>    7

<211>    1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wild type probe nucleotide

<400>    7

acgatgacgt tggt                                                           14

<210>    8

<211>    1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utant type probe nucleotide

<400>    8

acgatgatgt tggt                                                           14

<210>    9

<211>    1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wild type probe nucleotide

<400>    9

tgggggatgg cag                                                            13

<210>    10

<211>    1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mutant type probe nucleotide

<400>    10

gggggacggc aga                                                            13

<210>    11

<211>    24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11

cagcaacaca acatccccca gagg                                                24

<210>    12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12

tacagcaacc accaaggcca aatct                                               25

<210>    13

<211>    21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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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13

gggcctgggc agtccgatga t                                                   21

<210>    14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14

aggggagggt tcctgggtct gtgta                                               25

<210>    15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15

agaatgtttg cagcgagggg tgtcc                                               25

<210>    16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16

agcggcccta ggatcatctc aaaag                                               25

<210>    17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17

atgcccatct ccaacccaca actca                                               25

<210>    18

<211>    2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18

gcagggaaaa gtgaccaagc caata                                               25

<210>    19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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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agccatga acggcgagga g                                                   21

<210>    20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20

aggtaaggcg gccgggtgag aac                                                 23

<210>    21

<211>    23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21

aggtaaggcg gccgggtgag aac                                                 23

<210>    22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22

tgtggcgacg cgctaaggcc ag                                                  22

<210>    23

<211>    21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23

ggcagggtgg gaggggagaa c                                                   21

<210>    24

<211>    22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imer

<400>    24

gcgtcagggt gcagtgggat gt                                                  22

<210>    25

<211>    15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nucleotide

<400>    25

tgttctcttg tcttg                                                          15

<210>    26

<211>    14

<212>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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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probe nucleotide

<400>    26

cagctggctc agtt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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