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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초록)

도파민은 중추신경계, 호르몬계, 심장혈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파민의 농도와 전달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많은 신경 질환들이 발생하고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지난 수 십

년간 도파민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쉬운

조작법과 빠른 반응, 높은 민감도 때문에 전기화학적 측정법이

직접적 측정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공존하는

방해물질인 아스코르브산과 유린산 때문에 정확한 측정에 큰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고분자

나노튜브와 도파민 수용체 D1 (DRD1)이 포함된 나노베지클을

이용하여 민감하고 선택적인 도파민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였다.

나노베지클은 DRD1이 발현된 인간배아신장 293 (human embryonic

kidney 293, HEK 293 cell) 세포에 cytochalasin B를 처리하여

만들었다. 이 나노베지클은 고성능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field

effect transistor, FET) 타입의 도파민 바이오센서에서 센싱 소재로

사용되었다. 도파민이 DRD1과 결합하면 칼슘이온이 나노베지클

내로 들어가게 된다. 이 칼슘유입은

칼슘표시염료(calcium-indicating dye)를 이용하여 세포 내 칼슘

이온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확인하였다. 이렇게 확인 된

나노베지클을 poly (3, 4-ethylenedioxythiophene) (PEDOT)

나노튜브-FET 장치에 고정화하였고 이 나노베지클에 도파민이

결합됨에 따라서 시그널이 발생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서를 사용하여 10 pM의 낮은 민감도와

선택적으로 도파민을 측정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센서는 앞으로 도

파민의 이동성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병들에 대한

조기진단에 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이 연구는 신약후보

물질의 발견에 사용될 수 있는 G 단백질 연결 수용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센서 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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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도파민 센서에 대한 선행 연구

중요한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은 1950년도에 발견된 이

후, 지금까지 많은 신경 과학자와 화학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

어오고 있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 신장 기능, 심장혈관 기능, 호

르몬기능을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뉴런에 포

함된 도파민이 감소하면 파킨슨병 (Figure 1), 정신분열증 등 심각

한 병을 유발하게 된다[1]. 따라서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도파민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현재까지 도파민을

측정하기 위한 spectrophotometry[2], HPLC 방법[3], 이온크로마

토그래피[4] 등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

들은 많은 장점과 함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HPLC는

낮은 측정 농도를 가지고 있지만 휴대성이 떨어지고 비싼 별도의

특수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분석방법에는 적합하지

않다. 분석 시간이 긴 것도 문제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잘 알려진

전기화학적 방법이 낮은 가격, 쉬운 조작, 빠른 감응, 높은 민감도

와 소형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파민을 측정하

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단점을 가지고 있다

[5].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측정 했을 때 기준 전극에서 산화

되어 도파민과 같은 potential을 지니는 뇌 속에 공존하는 아스코

르브산 (AA, 도파민보다 1000배 이상의 농도로 존재) 때문에 측

정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혈장, 소변, 하나의 부신

크롬친화성 세포에서 발견되는 도파민 자체의 농도는 각각 nM, μ

M, fM 수준으로 매우 낮고 특히 정상인에 비해 파킨슨 병에 걸리

환자의 경우 뇌 속 세포 외액의 도파민 수치는 10% 이상 떨어지

는 증상을 보이며 뇌가 아닌 다른 부위의 신체에서 도파민 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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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 pM의 낮은 수치를 갖는다[6]. 이 같은 낮은 농도를 갖는 도

파민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높은 선택성과 감응도를 가진 측정 기

술이 개발되어야 한다[7]. 현재,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FET)가

도파민을 측정하기 위한 완벽한 변환기로 발견 되어 왔고 최근

phenylboronic acid로 변형한 감이온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FET)[8]를 이용하여 도파민을 측정하거나 polysilicon nanowire를

이용한 매우 민감한 도파민 FET 센서 등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9]. 이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감지 장치들 중 나노소재를 바탕

으로 한 센서 플랫폼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나노 소재들의 종류에는 나노입자, 나노와이어, 나노튜브, 나노막

대, 나노필름들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나노기술이 지난 수년간 발

전해 왔다[10, 11]. 나노소재를 이용한 센서는 감응도 측면에서 막

대한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히 바이오 분석대상물

일 경우에 선택성 측면에서는 한계점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물학적 분자들을 이용해 타겟 분석 물질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바이오센서이다.

바이오 센서는 센서 구성 요소 (비생물학적 부분)와 생물학적 인

지 구성 요소 (생물학적 부분)로 나뉘는데 특정 상호작용이나 분

석물질과 생체 분자 사이의 생화학적인 반응을 센서 구성요소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나노소재를 바탕으로

한 센서 플랫폼으로 감응도를 높이고, 생체분자를 센서 요소로서

통합하여 타겟 분석물질에 대한 선택성을 높임으로써 바이오센서

의 높은 성능 발전이 가능하였다. 실시간으로 높은 선택성과 감응

도를 측정할 수 있고 비표지 (label free)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 생체분자를 이용한 센서 플랫폼을 사용해

바이오센서를 만들고 있고 이를 이용해 음식, 음료 등을 분석하거

나 신약 개발,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농산품 분석 등에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센서의 생물학적 인지 구성요소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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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 수용체가 포함된 나노베지클 (nanovesicle)을 사용하였고

센서 구성요소 부분으로 전도성 고분자 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

지스터 (conducting polymer nanotube-field effect transistor,

CPNT-FET)를 사용하여 도파민을 높은 선택성과 높은 감응도로

측정하기 위한 바이오센서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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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18F-dopaPET로 찍은 건강한 사람과 세 명의 증상정도

가 다른 파킨슨병 환자의 striatum에 분포하는 도파민으로

활성화되는 신경분포에 대한 참고문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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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파민 수용체

도파민 수용체는 G 단백질 연결 수용체(GPCR)의 한 종류이다.

G 단백질 연결 수용체는 막을 일곱 번 통과하는 단백질로써 보편

적으로 세포의 막에서 발현되는 수용체이다. G 단백질 연결 수용

체는 세포 내 기능이나 질병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G 단백질 수용체는 N 말단기의 크기, 시퀀스 상동성, 리간드

와 연결되는데 관여하는 일곱 번 막을 지나는 도메인의 보존 잔기

등에 의해 세 가지로 분류된다[13, 14]. 가장 큰 분류인 Class A

수용체에는 로돕신을 포함한 생체 아민, 펩타이드, 냄새물질 등에

관련되어있다. Class B 수용체들은 세크레틴, 트롬빈, 글루카곤과

같은 펩타이드가 포함되어있다. Class C 수용체들은 γ

-aminobutyric acid B 수용체 (GABAB), 페로몬과 미각수용체의

일부가 포함되어있다[15]. G 단백질 연결 수용체는 리간드와 결합

했을 때, G 단백질의 세 소단위 Gα, Gβ, Gγ 중 Gα와 Gβγ 구성요소

의 분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효소와 이온채널반응기를 조절한

다[16].신호의 전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cAMP) 경로 (Figure 2)이고 두 번째가

ionsitol triphosphate(IP3)경로 (Figure 3)이다[17]. cAMP 경로는

우선 리간드와 반응을 일으키면 G 단백질 중 Gαs가 분리 되며

adenylate cyclase (AC) 효소를 활성화한다. 활성화된 adenylate

cyclase (AC) 효소는 adenosine triphosphate (ATP)를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로 바꾸어준다. 그 다음 cAMP

는 cyclic-nucleotide-gated (CNG) 채널을 활성화 시켜 세포 내로

칼슘이온과 나트륨 이온을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양이온이 유입

되면 ciliary 막의 감극을 유발하고 액손의 포텐셜 변화를 이끌어

낸다. 반면 IP3경로는 G 단백질 중 Gαq가 분리 되어 phopholipase

C (PLC)를 활성화하여 phosphatidylinositol

4,5-bisphosphate(PIP2)를 IP3형태로 바꾸어 준다. IP3의 형성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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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진행되면 플라스마 막 상의 이온채널을 활성화시키고

endoplasmic reticulum (ER)도 활성화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G 단백질 연결 수용체 중 도파민 수용체는 카테콜아민과 결

합하는 G 단백질 연결 수용체이다. 인간의 경우 도파민 수용체는

크게 D1-like수용체(D1A 혹은 D1 그리고 D1B 혹은 D5), D2-like수

용체(D2, D3, D4)로 분류 된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있겠지만 각 수용체들은 도파민과의 친밀도, G 단백질과의 결합,

신호법 등에 따른 특유성, 특정 신경세포의 분포 등 각각의 특유

성을 가지고 있다[18]. 대표적인 차이점은 D1-like수용체의 경우,

G 단백질 중 Gαs의 분리를 통한 cAMP 경로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반해 D2-like 수용체의 경우, Gαi의 분리를 통해 AC의 활성을 억

제하여 cAMP 레벨을 낮추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D1-like수용체 중 더 잘 알려져 있는 도파민 수용

체 D1 (DRD1)을 동물세포에서 발현하고 이를 이용해 DRD1이 포

함된 nanovesicle을 만들어 실험하였다. Nanovesicle은 세포에 비

해 사이즈가 훨씬 작지만 세포와 유사한 세포 내 신호전달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보다 보관이 용이하고 나노디바이스에 적합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가

결합함에 따른 세포 내 신호전달이 일어나 cAMP의 레벨을 높여

주어 결과적으로 nanovesicle 내 칼슘이온 농도가 높아지는 결과

를 여러 실험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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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MP에 의한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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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P3에 의한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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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PNT를 바탕으로 한 센서 플랫폼 

높은 볼륨대비 면적, 낮은 가격, 가벼운 무게의 장비 등의 장점을

내세운 나노기술의 엄청난 발전으로 나노튜브를 바탕으로 한 다양

한 센싱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다[19, 20].나노 기술은 1 나노미터

에서 수 백 나노미터 스케일까지의 장비구성을 말한다. 이에 사용

되는 나노 재료는 일반적으로 전기화학적, 생물학적 검사 시 이용

되는 센서의 민감도를 높여주고 있고 이 때문에 현재 분석과학 분

야에서는 나노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나노재

료 중 전도성 고분자 나노재료는 작은 크기, 넓은 표면적 등의 뛰

어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21] 전도성 고분자 나

노튜브에 관한 최근 몇 년 동안의 논문들은 주로 polypyrrole,

polyaniline PANI,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EDOT)을

사용해 연구 된 것들이다. 전도성 고분자는 손쉽게 기능화하고 생

체 적합적인 특성[22] 때문에 미래에 기대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이를 통해 CPNT가 앞으로 고성능의 바이오 센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고분자 나노튜브를

바탕으로 한 센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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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도파민 수용체 D1 (DRD1) 플라스미드 제작 

N말단에 HA-tag유전자가 연결된 DRD1 cDNA (GeneBank

acession no. NC000005.9)는 pcDNA3.1 벡터 안에 삽입되어있다.

이를 템플레이트로 하여 primer: (DRD1-N (KpnⅠ); 5’-AAG

GTA CCA TGT ACC CAT ACG ATG TTC C-3’, DRD1-C

(XhoⅠ); 5’-AAC TCG AGG GTT GGG TGC TGA CC-3’)를

사용해 PCR로 증폭하였다. PCR은 Taq polymerase mixture (1.5

mM MgCl2, 0.2 mM dNTPs, 각각의 primer 0.5 mM, 100 ng 플

라스미드)를 사용해 94 ℃ 5분, 55 ℃ 30초, 72 ℃ 1분을 반복 35

번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고 얻어진 PCR 생산물은 KpnⅠ과 Xho

Ⅰ제한효소로 처리한 후 젤 전기영동으로 녹여서 분리하였다. 증

폭된 HA-tag이 들어간 DRD1 유전자는 pDsRed1-N1 벡터에

subcloned하였다. 이 pDsRed1-N1 벡터는 C말단 멀티 클로닝 사

이트에 DsRed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타겟 유전자는 DsRed 결합

단백질로 발현된다. 그 후 클로닝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는 DNA

sequencing을 통해 확인하였다.

2.2. DRD1 단백질 발현 및 stable cell line 제작

2.2.1. Human embryonic kidney-293 (HEK-293) 

    세포 배양

HEK-293 세포는 37℃ 5% CO2조건하에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Welgene, South Korea)과 10% f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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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vine serum (FBS; Gibco, USA), 0.5% penicillin

streptomyicine (PS; Gibco, USA)의 혼합 배양액에서 배양되었

다.

2.2.2. DRD1을 안정하게 발현하는 HEK-293 stable 

    cell line 제작

DRD1을 HEK-293 세포에서 안정하게 발현하는 세포주는

G-418을 통한 선택적 분리과정을 통해 제작되었다. 제조사 설명

서에 따라 Lipofectamine 2000 (Invitrogen, USA)을 사용하여 6

μg의 DRD1이 클로닝 되어있는 pDsRed1-N1 벡터를

transfection하였다. Transfection 된 세포는 1일 후에 G-418 (1

mg/ml)이 포함된 배양액으로 교체 해 주고 15일 동안 배양하였

다. DRD1이 발현된 콜로니들이 생성되었고 이 콜로니들만

DsRed 형광발광을 통해 선택적으로 G-418 (0.5 mg/ml)이 포함

된 배양액으로 옮겼다. 배양액에서 안정화 되고 배양된 세포들

을 Trypsine-EDTA (TE; Gibco, USA) 처리하여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 Gibco, USA)로 재부유시켜

얼음이 있는 차가운 조건에서 5분 (on time : 3초, off time : 5

초) 동안 음파처리 (sonication) 하였다. Sonicates는 12000 rpm,

4 ℃, 30분 동안 원심분리 한 후, 침전물(pellet)을 1000 ng mL-1

의 농도로 마지막으로 재부유시켜 -80 ℃에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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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RD1을 안정하게 발현하는 HEK-293 stable cell line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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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anovesicle제작 

HEK-293 세포를 DMEM와 10% FBS, 1% PS가 섞인 배지에서

5% CO2, 37 ℃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배양된 세포

를 pDsRed1-N1-HA-DRD1 플라스미드로 lipofectamine을 사용하

여 transfection시키고 6-well 플레이트에 (105 세포/ml) 옮겨서

48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세포를 거둬서 cytochalasin B (20

g/ml) 처리하여 300 rpm으로 37 ℃ 조건하에서 20분동안

incubation하였다. 그 다음 남은 세포체와 nanovesicle을 분리하기

위해 1000 × g 으로 2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여기서, 얻은 상청

액(supernatant)에 nanovesicle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다시 1,5000

× g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침전물(pellet)을 DPBS로

protease inhibitor cocktail (Sigma–Aldrich, USA)를 첨가하여 재

부유 해주었다. 이렇게 생산된 nanovesicles을 바로 사용하거나 –

80 ℃에서 몇 주 안에 사용되도록 보관하였다. Nanovesicle의 단

백질 농도를 알기 위해 serum albumin의 농도를 표준으로 정하고

BCA 용액(Pierce, US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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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Nanovesicle 제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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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RD1이 포함된 nanovesicle 제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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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odium dodecyl sulfate -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그리고 western 

blot analysis

보관한 샘플들(cell, nanovesicle) 각각에 5x SDS 샘플 버퍼

(10% dosium dodecyl sulfate, 10% β-mercaptanol, 0.3 M

Tris-HCl (pH 6.8), 0.05% bromophenol blue, 50% glycerol)를 섞

고 –80 ℃에서 섞고 끓는 물에 5분간 끓여주었다. 모든

SDS-PAGE는 10% 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Solution A (40% acrylamide solution)와 solution B (36.3 g

trizma base, 8 mL의 10% SDS, 200 mL의 2차 증류수, pH 8.8),

solution C (3 g trizma base, 2 mL의 10% SDS, 50 mL의 2차

증류수, pH 6.8)와 10% ammonium persulfate, TEMED, 2차 증류

수를 사용하여 gel을 만들었다. Separating gel은 1.5 mL의

solution A, 1.5 mL의 solution B, 3 mL의 2차 증류수, 30 μL의

10% APS, 6μL의 TEMED를 혼합하고 약 30분간 굳혀줌으로써

제조하였으며, stacking gel은 0.25 mL의 solution A, 0.5 mL의

solution C, 1.25 mL의 2차 증류수, 15 μL의 10% APS, 5 μL의

TEMED를 혼합하고 약 30분 굳혀줌으로써 제조하였다. 전기영동

은 running buffer (2.9 g의 Trizma base, 1 g의 SDS, 14.4 g의

glycine를 1 L의 2차 증류수에 녹여줌)를 채워 진행되었으며 각각

의 구획에 미리 끓여 놓은 샘플을 loading하고 전기영동 시 80

mV의 일정한 전압으로 설정하여 주었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western blotting하기 위해 gel안에 걸려있는 단백질을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 (PDFV; Bio-Rad, USA)로 0.12

A, 90분의 조건으로 옮겨주었다. 그 후 membrane을 blocking

solution (PBS에 5 wt% skim milk와 0.1 vol% Tween-20을 녹여

줌)으로 25 ℃, 2시간동안 incubation하였다. Blocking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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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brane은 anti-HA mouse antibody (1 : 1000으로

PBS-Tween상에 희석시켜줌, Santa Cruz Biotechnology, USA)으

로 25 ℃, 2시간 incubation해주었고 그 후 PBS-Tween으로 5분

씩 3번 씻어주었다. 그 다음 horse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anti-mouse antibody (1 : 1000으로 PBS-Tween상에 희석 시켜

줌, Amersham-Pharmacia Biotech, UK)를 25 ℃, 2시간

incubation해주었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측정 키

드 (Amersham Pharmacia Biotech, UK)를 사용해 luminescence

가 측정하였다.

2.5. Intracellular calcium assay 

2.5.1. 세포의 calcium signaling

DRD1이 HEK-293 세포에서 안정하게 발현 되는 stable cell

line을 3일 동안 96-well에서 배양하였다. 그리고 5 μM의 Fura

2-acetoxymethyl(AM) (calcium indicator, Invitrogen, USA)와

imaging buffer solution (140 mM NaCl, 1mM

KCl5,1mMMgCl2,2mMCaCl2,10mMHEPES,10mMGlucose,0.1%Plu

ronicF-127,pH7.4)을 섞은 용액에 37 ℃, 30분동안 incubation하

였다. 그 후 imaging buffer solution으로 3번 씻어 내었고 AM

ester group이 세포 내 esterase에 의해 절단 되게 imaging

buffer solution 용액으로 37 ℃, 1시간 incubation하였다. 세포

내에는 비 특이성을 가진 esterase가 있고 이는 AM ester

group을 가수분해하여 Ca2+에 민감한 형태로 바꾸어 주기 때문

이다. Incubation이 끝난 다음 같은 용액으로 3번 씻어 주고 리

간드에 의한 Ca2+에 의한 형광 신호와 adenosine

triphosphate(ATP) (100 μL) 자극에 대한 신호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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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자극(dual excitation) 340 nm, 380 nm을 주고 510 nm 파장

으로 spetrofluorophotometer (Tecan, Switzerland) 장비를 이용

해 측정하였다. 형광신호는 2초의 간격으로 얻었고 최종 결과는

이중자극을 주어 얻은 형광세기의 비율로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

는 고르지 못한 dye 분배, photobleaching을 최소로 하기 위함이

다. 이 비율을 사용함으로써 세포 내 Ca2+정도를 측정 할 수 있

었다.

2.5.2. Nanovesicle의 calcium signaling 

DRD1이 발현되어 있는 HEK-293 stable cell line을 3일 동안

96-well 플레이트 배양하고 2 mM CaCl2농도의 PBS에 5 M

Fura 2-AM를 혼합하여 30분 동안 incubation하였다. 그 다음

PBS로 씻어 낸 다음 세포 내 esterase에 의해 Fura 2-AM이 가

수분해 되도록 2 mM CaCl2농도의 PBS로 1시간동안 incubation

하였다. 그 후 nanovesicle을 앞 부분에 제시한 방법과 같이 생

산하고 DRD1과 Fura 2-AM을 포함한 nanovesicle이 생산되면

미리 poly-D-lysine(PDL) 0.1 mg/ml으로 코팅해 놓은 96-well

플레이트에 loading하여 2시간 동안 incubation하였다. 그런 다

음 도파민 1 mM을 주입해 주었을 때 이중 자극 (340 nm, 380

nm)을 주고 510 nm에서 Ca2+에 의한 형광 신호를

spectrofluorophotometer로 측정하여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

로 이때 나온 파장의 비율을 사용해 세포 내 Ca2+정도를 알 수

있었다.



- 25 -

2.6. Carboxylated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nanotubes - field effect transistor 

  (CPEDOT NT-FET)의 제조

Reverse cylindrical micelle phase는 hexane (99 %; Sigma–

Aldrich, USA) 속에서 H2O,Ferric chloride solution

(FeCl3,97%;Sigma–Aldrich, USA), Sodium bis(2-ethylhexyl)

sulfosuccinate (AOT, 98%; Sigma–Aldrich, USA)를 사용하여

준비된다. 우선, AOT를 hexane에 3.4 × 10–1 M의 농도로 녹였다.

그리고 FeCl3, (7M)을 FeCl3대 hexane의 부피 비 (Va/Vh)가 2.8

× 10–2가 되게 단계적으로 AOT/hexane solution에 첨가해주었다.

그 후 2,3-Dihydrothieno(3,4-b)(1,4)dioxine-2-carboxylic acid

(EDOT-COOH 95%; Sigma–Aldrich, USA) monomer와

3,4-ethylenedioxythiophene (EDOT, 98%; Sigma–Aldrich,

USA) monomer는 미리 준비해 둔 reverse cylindrical micelle

phase에 섞는다. 이 때 monomer대 hexane의 부피비는 4.7 × 10–3

이다. EDOT의 화학적 산화 중합 반응은 20 ℃, 4시간 동안 진행

되었다. 반응이 다 된 결과물은 진한 파랑색을 띄고 separation

funnel로 옮겨서 ethanol로 불순물 (잔여 monomer, 계면활성제,

산화제 등)을 제거하기 위해 씻어 준다. 그 후 원심분리를 통해

얻어진 상청액 (supernatant)을 조심스럽게 붓는다. 그리고 최종

산물은 상온에서 진공으로 말려 얻는다.

Interdigitated microelectrode array (IDA)는 glass substrate상에

lithographic 방법으로 패터닝 하였다. IDA는 2 μm 넓이, 1 mm

길이, 30 nm 두께이다. 우선 IDA substrate를 5 wt% aq.

aminosilane (3-aminopropyltrimethoxysilane, APS) solution으로

6시간 처리하였다. 그 후 1 wt%의 위에서 만든 최종 산물 (10 μ

L)과 1 w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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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dimethoxy-1,3,5-triazin-2-yl)-4-,methylmorpholinium

chloride (DMT-MM) ethanol solution (40 μL)의 혼합액을 첨가

하고 CPNT를 substrate에 고정시켰다. DMT-MM은 수용액과 알

코올 상에서 carboxylic acid와 amine group의 축합 중합이 잘되

도록 도와주는 잘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 CPNT가 고정된 부분에

PDL (0.1 mg/ml) 20 μL을 물방울 형태로 2시간 동안 상온에서

두었고 PBS로 씻어 낸 후 3 mg/ml 농도의 nanovesicle 20 μL을

4 ℃, 1시간 30분 동안 두고 2차 증류수로 씻고 나면 DRD1이 포

함된 nanovesicle이 최종적으로 CPNT-FET 플랫폼 위에 고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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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RD1을 포함한 nanovesicle이 고정되어있는 CPNT-

FET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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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DRD1을 포함한 nanovesicle-CPNT-FET 전기적 

  측정

CPNT-FET의 전기적 측정은 Keityley 2400 sourcemeter와

Wonatech 3000 potentiostat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200 uL 부피

의 solution chamber는 solution 기반의 측정에 사용된다. 전류의

변화는 △I/ I 0=(I-I 0)/ I0 이고 I는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값이고 I0

는 처음 잰 전류의 값이다.

2.8. 액상의 분석 대상물 준비

도파민과 다른 신경전달물질들 (Sigma–Aldrich, USA)을 2

mM Ca2+가 포함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Gibco,

USA)에 1 mM 농도로 녹여준다. 그 후 순차적으로 같은 용액을

사용해 1/10씩 희석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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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재조합 단백질의 발현 확인

HEK-293 세포를 이용해 생산된 재조합 단백질인 DRD1의 N말

단에는 HA tag이, C말단에는 DsRed가 있는 형태로 단백질의 간

단한 구조는 Figure 8과 같다. 발현된 단백질은 10% SDS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통하여 분리하였고, western

blot analysis를 통하여 시각화하고 단백질 크기를 확인하였다.

HEK-293 세포에 transient 발현한 경우와 stable 발현 한 경우

모두 형광현미경으로 Figure 9와 같이 관찰되었고 두 경우와

transient 발현한 경우로 nanovesicle을 제작한 것 모두 western

blot analysis를 했을 때 78.9 kDa의 위치에 위치함으로써 예상했

던 단백질의 크기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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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재조합 단백질의 구조

Figure 9. DRD1을 trasient, stable 발현한 HEK-293 세포의

형광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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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Western blot analysis를 이용한 재조합 단백질의

크기 확인

Lane M, Protein size marker, Lane C, Cell membrane

fraction, Lane V, Nanovesicle



- 32 -

3.2. Intracellular calcium assay를 이용한 세포 내 

  신호 전달 확인

3.2.1. DRD1이 발현된 세포 내 신호전달

DRD1이 발현된 HEK-293 세포가 도파민과 결합했을 때

도파민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HEK-293 세포의 막을 통해

Ca2+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Ca2+농도의 증가는

Ca2+펌프가 원래의 세포 내 Ca2+농도로 되돌림으로써 일시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Fura-2AM을 사용하여 HEK-293

세포막을 통해 세포 내로 유입된 Ca2+과 Fura-2AM간의 반

응으로 인한 510 nm에서의 형광방출세기를 측정하였다.

Fura-2AM가 loading된 세포를 다양한 농도 (1 μM부터 5

mM까지 10배씩 증가하는 농도)의 도파민을 첨가하고 관찰

한 결과 일시적 반응들이 관찰되었다 (Figure 11). 그리고

이 반응들은 dose dependent 함을 알 수 있었다. (Figrue

12). 버퍼로 사용된 PBS와 다른 종류의 신경전달물질들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는 Figure 13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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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2 mM CaCl2가 포함된 PBS 용액 상에서 다양한 농도

의 도파민을 주입했을 때 DRD1이 발현된 HEK-293

세포 내 Ca2+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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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도파민 주입 후 Intracellular calcium assay의 dose

dependent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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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2 mM CaCl2가 포함된 PBS 용액 상에서 버퍼와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을 주입했을 때 DRD1이 발현된

HEK-293 세포 내 Ca2+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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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DRD1을 포함한 nanovesicle 내 신호전달

도파민이 DRD1에 결합했을 때 세포와 마찬가지로 Ca2+이온이

DRD1을 포함한 nanovesicle 내로 유입되는지 여부를 관찰하였

다. 그 결과, 1 mM 도파민을 25초에 주입했을 때 세포로부터

얻은 Fura-2AM을 포함하는 vesicle에서 일시적인 시그널이 발

생하는 것을 측정하였다 (Fiur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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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2 mM CaCl2가 포함된 PBS 용액 상에서 1 mM 도파민

을 주입했을 때 DRD1이 발현된 HEK-293 세포로부터 얻은

nanovesicle내 Ca2+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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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anovesicle-CPNT-FET의 제조 및 특성 확인

Fig. 15는 전계 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FE-SEM)을 사용해 DRD1을 포함한

nanovesicle-CPNTs의 모습이다. 거친 표면의 CPNT를 관찰함으

로써 DRD1을 포함한 nanovesicle이 붙어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6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CPNTs와 DRD1을 포함한

nanovesicle이 결합된 CPNTs의 전류-전압 (I-V)의 곡선을 나타

낸 것이다. Nanovesicle이 고정화 되면서 CPNTs의 전기적 저항이

증가함을 dI/dV 값이 변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로써

nanovesicle-CPNTs를 source와 drain 전극사이에 deposite하였을

때, 도파민이 DRD1과 결합하면 FET 장치를 이용해 전류의 변화

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Nanovesicle-CPNTs 플랫폼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liquid-ion-gated FET를 사용하였다.

Figure 16은 liquid-ion-gated FET가 잘 작동하는지 실험적으로

측정한 결과이기도 하다.

Figure 17은 다양한 gate 전압 (EG)을 걸어주었을 때 두 전극 사

이의 전류와 전압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는

nanovesicle-CPNT-FET의 특성을 나타내는 결과로써 negative

EG가 증가 할수록 두 전극 사이에 흐르는 전류도 negative방향으

로 세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전형적인 p-type

(hole-transporting)의 전기적 구동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nanovesicle이 고정화되었을 때 구동방식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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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생산한 nanovesicle의 FE-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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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CPNTs와 DRD1을 포함한

nanovesicle이 결합된 CPNTs의 전류-전압 (I-V)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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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다양한 EG를 걸어주었을 때 (0 to –1.1 V)

Ids-Vds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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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RD1을 포함한 nanovesicle-CPNT-FET센서 

  플랫폼의 실시간 전도도 측정

리간드와 수용체가 결합하여 일어나는 수용체의 charge 변화

를 직접적으로 관찰한 선행 연구들에 비해 이 연구는 DRD1과

도파민이 결합했을 때 G protein이 분리 되고 adenylyl cyclase

가 활성화 됨에 따른 cAMP 생성과 세포 내 신호 전달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23]. DRD1이 포함된 nanovesicle을 사용해 측

정하는 방법은 기존 단백질에 기반한 bioelectronic 센서에 비해

훨씬 도파민 뉴런에서 일어나는 기작과 유사하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24]. 이온채널을 통한 Ca2+

의 유입은 DRD1과 도파민이 결합함에 따른 결과로써

nanovesicle 내로 Ca2+의 유입되고 charge가 축적되어

CPNT-FET 상에 positive field effect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된

다. 그리고 이 결과는 채널의 전도도에 영향을 주고 이 원리를

이용해 도파민과 다른 신경전달물질들이 측정되는지

CPNT-FET의 전도도 변화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DRD1과

도파민이 결합했을 때 VSD=50mV(EG=50mV)로 걸어줄 시 발생

하는 시그널은 실시간으로 source-drain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관찰함으로써 측정하였다.

Figure 18은 DRD1을 포함한 nanovesicle-CPNT-FET와 타켓

물질인 도파민과의 반응이 10 pM의 농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Nanovesicle에 포함된 DRD1과 도파민이 결

합하여 nanovesicle내로 유입되는 Ca2+이 축적되고 CPNT-FET

상에 positive field effect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된다. 이는

positive gate voltage를 증가시켜 CPNT상의 positive charge를

운반하는 전하운반체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p-type

nanovesicle-CPNT의 Ids가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DRD1이 포함

되지 않은 nanovesicle이 부착된 CPNT와 Ca2+이 포함되지 않은



- 43 -

PBS 버퍼 상에서 실험한 경우에는 Ids가 감소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써 Ids가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는 반응은 DRD1

과 도파민이 결합해서 cAMP pathway를 따르는 신호전달이

nanovesicle 내에서 일어나고 이에 따른 Ca2+의 nanovesicle 내

유입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리고 농도 별

주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dose dependent한 반응임을 Ids변화

의 차이를 정리하여 sigmoidal curve가 그려짐으로써 알 수 있

었다 (Figure 19).

Figure 20은 DRD1이 포함된 nanovesicle-CPNT-FET을 사용

해 여러 종류의 신경전달물질들을 주입했을 때 반응을 실시간으

로 측정한 것이다. Nanovesicle-CPNT-FET의 Ids는 도파민을

10 pM 주입했을 때에만 감소하였고 다른 신경전달물질은 수 십

배의 높은 농도를 주입함에도 Ids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

해 DRD1을 포함한 nanovesicle-CPNT-FET은 도파민에만 선택

적으로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도파민의 측정에 있어서

높은 선택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나노스케일의 센서들은 높은 민감도를 보이지만 선택성이 비

교적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

때에는 선택성이 낮은 점이 생물학적인 분석물질을 측정함에 있

어서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25].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노재료

들을 사용해 센서 플랫폼을 만들 때 센싱 요소로 효소, 항체들

을 사용하여 선택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CPNT-FET를 사용하여 민감도를 높이고자 하

였고 G 단백질 연결수용체의 한 종류인 DRD1을 사용해서 타겟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선택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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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다양한 농도의 도파민을 주입했을 때 nanovesicle -

CPNT-FET의 실시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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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다양한 농도의 도파민 주입에 따른 nanovesicle-

CPNT-FET Ids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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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다양한 신경전달물질을 주입했을 때 nanovesicle-

CPNT-FET의 실시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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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G 단백질 연결 수용체의 A class에 속하는

DRD1을 포함하는 nanovesicles을 인지요소로 사용하고

CPNT-FETs를 센싱 요소로 사용하여 체내에 일어나는 도파민 수

용체와 도파민과의 기작을 체외에서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도파민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였다.

현재 체내 신경전달물질을 측정하는 것은 이미 의학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신경정신적인 질환들에 관한 약품을 개발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G 단백질 연결 수용체를 연구함으로써

수많은 신경질환들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파킨슨병,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신

경전달물질 중 한 종류인 도파민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DRD1이 포함된 nanovesicle을 HEK 293 세포에 발현시켜 만들어

짐을 확인하였다. 발현 확인과 신호전달 확인까지 모두 마친

DRD1이 포함된 nanovesicle을 CPNT-FET에 고정화함으로써 혼

합 구조 센서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10 pM까지 측정하는

높은 민감도와 공존하는 여러 종류의 신경전달물질들을 108배 많

은 양으로 주입해줌에도 도파민만을 낮은 농도에서 선택적으로 측

정하는 높은 선택성을 가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의학적으로 중요한 신경전달물질들 중 도파민

을 측정하기 위해 G 단백질 연결 수용체를 센싱 요소로 사용함으

로써 아스코르브산과 유린산, 다른 신경전달물질들의 공존에도 높

은 선택성의 결과를 얻었고 CPNT-FET 센싱 요소를 사용함으로

써 높은 민감도를 얻을 수 있었다.

덧붙여, 이 연구는 리간드와 수용체가 결합하여 일어나는 수용

체의 charge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한 선행 연구들에 비해

nanovesicle 기반으로 만들어진 센서이기 때문에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가 결합했을 때 훨씬 도파민 뉴런에서 일어나는 기작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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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실의 신경전달 물질이나 다양한 병의 진단 마커들을 측

정하였던 선행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약후보물

질의 발견, 의약품 개발에도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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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dopamine

biosensor based on

human dopamine

receptor-containing

nanovesicle and

PEDOT nanotube

Ji Hyun Chung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opamin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unctions of central

nervous system, hormonal, and cardiovascular system. Significant

efforts have been made over the last decades to detect dopamine,

as abnormal dopamine transmission has been linked to several

neurological disorders. Electrochemical detections have been

widely used as a direct measurement method for dopamine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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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have several advantages such as easy operation, fast

response, and high sensitivity. However, the major problem of

the electrochemical detection of dopamine is the co-existence of

many interfering compounds, such as ascorbic acid and uric acid.

Herein, we constructed a sensitive and selective dopamine

biosensor fabricated with conducting polymer nanotubes and

nanovesicles containing human dopamine receptor D1 (DRD1).

Nanovesicles were derived from DRD1-expressing human

embryonic kidney 293 (HEK-293) cells by the treatment of

cytochalasin B. These nanovesicles were used as sensing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high-performance FET-type

dopamine biosensor. Once dopamine binds with DRD1, calcium

ions flow into the nanovesicles. This calcium influx was

confirmed by monitoring the level of intracellular calcium ions

using calcium-indicating dyes. The nanovesicles were immobilized

on the surface of Poly (3, 4-ethylenedioxythiophene) (PEDOT)

nanotube-FET device and the signals mediated by the binding of

dopamine were measured. The developed sensor was able to

sensitively and selectively detect a dopamine at a concentration

as low as 10 pM. The sensor could be utilized for the early

diagnosis of various diseases caused by the abnormal dopamine

transmission. Furthermore, this work can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G-protein coupled receptor-based biosensors that

can be widely used for the drug discovery.

keywords : human dopamine receptor D1, nanovesicle, PEDOT

nano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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