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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물질의 합특성 측정방법  SPR(Surface Plasmon Resonance)측정방법은 비 괴, 비표지 방

법을 사용하고 실시간 계측이 가능하여 최근 각종 바이오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SPR을 이용하여 

생체 분자 물질을 측정하기 해서는 유체에 생체 분자 물질을 용해시켜 펌   밸  장치를 이용하여 

유체를 흘려주게 되며,  박막에 흡착, 해리되는 과정을 통하여 변화되는 각도를 측정함으로서 생체분

자 물질의 합 특성을 악할 수 있다. 여기에 타원계측법(ellipsometry)을 용하면 기존의 SPR 측정

법에 비해 편 의 변화를 통해 상차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민감도가 높아지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생체 분자 물질의 측정에서는 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체의 제어를 원활하게 하기 한 미세유로

(microfluidics) 장치가 필요하다. 측정 과정에서 완충 용액(running buffer)과 시료(sample)의 섞임을 방

지하기 해 공기를 주입해 주고, 주입한 공기가 센서 칩(sensor chip)에 향을 주는 것을 막기 해 

공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하 다. 그러나 밸 의 조작 시에 나타나는 순간 인 유속과 압력의 

변화로 인해 그림 1에서와 같이 잡음 신호(noise signal)가 나타난다. 단백질(protein)과 같은 분자량이 

큰 물질이나 농도가 높은 시료의 경우에는 이러한 잡음 신호는 결과에 미치는 향이 어 무시할 수 

있지만 분자량이 매우 작은 분자 물질(small molecules)이나 농도가 낮은 시료의 경우 작은 잡음 신호

에도 측정 결과에 매우 큰 향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밸  조작 시에 나타나는 유속과 압력의 변화

에도 잡음 신호로 인한 오차가 작은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3-웨이(3-way) 공기 제거 장치를 

보완하여 공기를 제거하면서 잡음 신호의 생성을 막아 오차를 일 수 있는 그림 2(a)와 같이 4-웨이

(4-way) 밸  장치를 제작하 다.

   공기 제거 장치로 사용한 3-웨이 밸 에서는 공기를 제거할 수 있었으나 공기를 제거하기 해 센

서 칩에 흘러가는 유체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되어 센서 칩에는 유체가 흐를 수 없다. 센서 칩에 유

체가 흐르지 않으면 내부의 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측정값이 변하게 된다. 압력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값은 측정 결과에 오차로 작용하여 데이터의 분석에 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4-웨이 밸

는 두 방향의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을 가지기 때문에 공기의 제거 시에도 센서 칩 내부에는 지속

으로 유체가 흐를 수 있어 압력의 변화에 무 하고, 공기 주입 시 장치의 작동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

는 유속과 압력의 변화에도 향을 받지 않는다.

   그림 2(b)는 공기 주입 장치와 4-웨이 공기 제거 장치를 사용한 SPRE(Surface Plasmon Resonance 

Ellipsometer)의 모식도이다. 두 개의 실린지 펌 (syringe pump)를 사용하여 한 개는 직  공기 제거 

장치에 장착하고 한 개는 공기 주입 장치를 통하여 공기 제거 장치에 연결되도록 하 다. 펌 가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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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상태에서 완충 용액은 공기 제거 장치를 거쳐 센서 칩으로 들어가며 공기 주입 장치를 거치는 완

충 용액은 외부로 빠져나간다. 시료주입장치에 시료를 주입한 후 공기 주입 장치를 작동시켜 공기를 주

입해주고 주입한 공기가 공기 제거 장치를 지나 모두 빠져나가면 밸 를 작동시켜 유체의 흐름을 바꿔

다. 방향이 바 면 센서 칩으로 향하던 완충 용액은 외부로 빠져나가고 공기가 제거된 시료가 센서 

칩 내부로 흐르게 된다. 공기 제거 장치의 모터를 작동시키면 모터와 연결된 회 이 회 하면서 회

에 여 있는 홈의 치가 변하여 유체의 방향이 바 는 원리이다. 유체의 방향이 바 어 주입해  

시료가 센서 칩으로 들어가면 주입해  시료의 특성과 농도에 따라 굴 률 변화와 흡착 과정이 일어난

다. 일정량의 시료가 센서 칩에 흘러가면 공기 제거 장치를 다시 작동시켜 완충 용액을 흐르게 하면 굴

률 변화와 해리 과정이 일어난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 라즈몬 타원계측기에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압력과 유속의 변화에 의해 나

타나는 오차를 일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4-웨이 밸 를 제작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

음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생체 분자 물질의 측정에 있어 유용한 장치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림 1. 기존 3-웨이 밸브에서 나타나는 잡음신호

      (a) 공기 제거 장치의 모식도                    (b) SPRE의 모식도

그림 2. 4-웨이 밸브를 사용한 공기 제거 장치와 SPRE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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