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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트레스는 당뇨,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

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현재 스트레스 측정은 심전도 측정, 

뇌전도 측정, 자가진단법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는 고가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측정방식이 주관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것은 인체의 다양한 신체기작에 관여한다. 더 나아가 만성적으로 스트레

스를 받으면, 혈중 코르티솔 농도가 높게 유지되어 이로 인해 혈당과 혈

압이 상승하고 면역계가 약해져 질병과 노화가 촉진된다. 따라서 코르티

솔은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데에 유용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 코르

티솔은 혈액, 땀, 침과 같은 체액 내에 존재하는데, 침 속에 있는 코르티

솔은 주사바늘을 사용하지 않고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농도는 나노몰 농도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르티솔의 선택적 감지를 위하여, 인간의 코르티솔 수

용체 단백질을 사용한 새로운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였다. 코르티솔 수용

체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핵수용체 단백질인 NR3C1으로, 이 중 물질과

의 결합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물질 결합 도메인(ligand 

binding domain)이 존재한다.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을 세포 수준에

서 기능을 비교하였고, 두 단백질을 센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장균에서 

생산한 후 정제를 진행하여, 생산된 단백질을 탄소나노튜브 기반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ield-effect transistor)에 고정하였다. 그 결과 제작된 

센서를 사용하여 코르티솔의 농도에 따라 전기적 신호의 변화를 실시간

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NR3C1보다 물질 결합 도메인이 붙은 센서가 더 

민감하게 코르티솔을 감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르티솔(Cortisol) 수용체 단백질의 결합부분만을 이용

하여 새로운 바이오센서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높은 민감도와 

선택도를 갖는 코르티솔 바이오센서로, 이를 통하여 스트레스를 정량적

으로 측정하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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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주요어 : 코르티솔, 스트레스, 바이오센서, NR3C1, 물질 결합 도메인, 탄

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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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가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었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었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당뇨, 심혈관 질환, 뇌졸

중 등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 [1-3] 이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스트레스 측정

법은 심장박동 측정 (electrocardiogram), 뇌파 측정 

(electroencephalogram) 등으로 생체신호를 분석하는 방법과 자가 평가 

질문을 이용하여 심리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생체신호를 

분석하기 위해서 고급 장비와 전문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심리정보를 

분석하는 항목에 대하여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분석이 빠르고, 객관

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현재 진단 방향과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정상이나 

병적인 상태를 구분할 수 있거나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표지자인 

바이오마커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스트레스 바이오마커는 호르몬 코르티솔(cortisol)이 있다. [4,5]

  코르티솔은 인체의 스트레스와 질병과 연관이 깊다. 코르티솔의 방출

은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으로 이어지는 축(HPA axis)의 작용으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Corticotropin-releasing hormone, CRH), 

부신피질 자극호르몬(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에 의해 일어

나며 혈당을 높이고, 심폐 활동을 빠르게 하여 스트레스에 대응한다. [6] 

인체가 정상이라면 음성 피드백 작용으로 호르몬의 증감이 원활하게 일

어나지만,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코르티솔의 농도가 유지된

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당과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계가 약화

되어 노화와 질병이 촉진된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로 인하여 장기간 코

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면역체계 등에 나쁜 영향을 주고, 혈중 코르티

솔 농도가 높은 사람은 암을 포함한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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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어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의 유발 위험이 증가한다. [7] 

  바이오마커로서의 코르티솔은 혈액뿐만 아니라 혈청, 소변, 땀, 침 등 

다양한 체액에서 발견되어 접근하기 쉽고,[8-10]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도 

감지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실용적인 강점이 있다. 그러나 비침윤식 감지

법으로 코르티솔을 감지하는 데 타액에 있는 코르티솔은 마이크로에서 

나노몰 수준으로 농도가 낮은 단점이 존재한다. [11] 이에 대하여 타액에 

있는 코르티솔을 감지하는 데 ELISA 기법이나 RIA 분석법을 이용하여 

최소 1 nM의 코르티솔을 측정할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들고, 실험실에

서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2]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와 선택도가 

높은 인간의 수용체를 이용하여 코르티솔을 감지하는 새로운 바이오센서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코르티솔과 결합하는 인간의 핵수용체 NR3C1

과 NR3C1[13-14]의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을 각각 동물 세포 수준에

서 발현하여 코르티솔과의 결합정도를 비교하였고, 대장균으로 생산하여 

정제한 후, 탄소나노튜브-전계효과 트랜지스터에 기능화 하였다. 이것은 

높은 민감도와 선택도를 갖는 코르티솔 바이오센서로, 이를 통하여 스트

레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화학물질 준비

  본 연구에서는 cortisol과 구조는 유사하나, 일부 작용기가 다른 물질들

을 사용하여 cortisol에 반응한 감지결과를 비교 및 분석을 하였다. 

Hydrocortisone (cortisol), cholesterol, cortisone은 Sigma-aldrich (미국)에

서, testosterone, 17β-estradiol은 TCI (일본)에서 구입하였다. 준비 단계

에서는 DMSO를 용매로 한 100 mM의 저장 용액(stock solution)을 만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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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플라스미드 제작

  

  코르티솔 감지 수용체 NR3C1 부분에서 521번부터 777번까지의 아미노

산은 물질 결합 도메인(ligand binding domain) 부분으로 코르티솔이 결합

하는 부분이다. [15] (Figure 1.) 본 실험에서 NR3C1과 리간드 결합 도메

인을 HEK293 세포와 대장균 BL21에서 발현하기로 하였다.

2.2.1. 동물세포용 발현 벡터의 디자인

  코르티솔 감지 수용체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유전자에 대한 

primer 설계는 Promega 홈페이지의 Flexi® Vector Primer Design Tool 

(http://www.promega.com/techserv/tools/FlexiVectorTool/)을 이용하였다. 

제작된 primer를 사람의 cDNA, Pfu PCR premix (Bioneer), 2차 증류수와 

혼합한 후 PCR를 진행하였다. 얻어진 PCR 생산물을 제한효소 SgfⅠ와 

PmeⅠ로 양 끝을 잘라낸 후, 벡터 pFN26A (BIND) hRluc-neo Flexi® 
(Promega)에 삽입하였다. 완성된 모든 벡터는 DNA sequecing으로 클로

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2.2.2. 대장균용 발현 벡터의 디자인

  코르티솔 감지 수용체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유전자를 사람의 

cDNA을 주형으로 하여 PCR 과정으로 얻었다. PCR 생산물을 벡터 

pENTR™/D-TOPO® (Invitrogen)에 삽입한 후, 벡터 pET-DEST42 

(Invitrogen)에 클로닝하여 완성시켰다. 각 과정에서 형성된 모든 벡터는 

DNA sequencing으로 클로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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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코르티솔 감지 수용체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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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포 배양 및 세포 형질주입

  HEK293 세포를 배지(89% DMEM (Hyclone), 10% FBS (Biowest), 1% 

PS(Gibco) 포함)에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96 well 기준으로 

HEK293 세포를 약 ×로 분주하고 2.2.1 부문에서 제작한 벡터 100 

ng/μL를 각각 벡터 pGL4.35 (Promega) 40 ng/μL 와 함께 

Lipofectamine® 3000 (Invitrogen)을 이용하여 세포에 형질주입 하였다. 

형질주입된 세포를 37℃, 5% CO2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2.4. 화학물질 처리 및 루시퍼라제 분석법

 형질주입 이후, 96 well에 있는 배지를 제거하였다. DMEM (Hyclone) 50 

μL를 96 well에 분주하고 37℃, 5% CO2 조건에서 30분 동안 유지하였

다. 100 mM 화학 물질 저장 용액을 DMEM에 희석하였고, 유지된 세포에 

25 μL씩 처리하였다. 물질을 처리한 세포를 37℃, 5% CO2 조건에서 24

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이후 Dual-Glo® Luciferase Assay System 

(Promega)를 사용하여 루시퍼라제 분석법을 수행하였다. 96 well 기준으

로 상대적 발광세기 = 루시퍼라제의발광세기
루시퍼라제의 발광세기

, 유도 배율(Fold 

induction) = 화학물질이없을때의상대적발광세기의평균값
화학물질을처리했을때의상대적발광세기

을 구하여 물

질에 대한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의 반응 결과와 차이를 비교하였

다. [16]

2.5.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의 과발현 및 정

제

2.5.1.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의 과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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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부분에서 제작된 벡터를 각각 대장균 BL21에 형질전환시킨 후, 

한천 배지(50 μg/mL 암피실린 포함)에 배양하였다. 한천 배지에 있는 

군집 1개를 5 mL의 LB 배지(50 μg/mL ampicillin 포함)에 접종시켜 3

7℃, 180 rpm로 하루 동안 키웠다. 이것을 50 mL LB배지(50 μg/mL 암

피실린 포함)에 옮겨 OD600 값이 0.5가 될 때까지 37℃, 180 rpm에 배양

하였다. 그리고 IPTG를 최종 농도 0.5 mM이 되도록 첨가해주고 4시간 

동안 키웠다. 7000g, 4℃, 3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대장균만 따로 모은 

후, 1× PBS, 2 mM EDTA (pH 7.4) 완충액으로 재부유(resuspension)하였

다. 이것을 초음파 파쇄기로 5 초 on/5초 off로 10분 동안 세포를 분쇄하

였다. 분쇄한 샘플을 12000g, 4℃, 3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불용성 부분

(inclusion body)과 상층액(supernatant)으로 분리하고 불용성 부분은 1× 

PBS, 2 mM EDTA (pH 7.4) 완충액으로 재부유하였다. 두 종류의 샘플에

서 단백질 과발현의 확인은 SDS-PAGE, Western blot(첫번째 항

체:Anti-V5 antibody(Invitrogen), 두번째 항체:HRP-conjugated anti-mouse 

antibody (Millipore))로 하였다.

2.5.2.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의 과발현 

및 정제

  2.5.1 부문에서 수행했던 방식으로 하되 50 mL에서 6L로 크게 하여 대

장균을 배양시켰다. 세포 침전물은 His-binding 완충액 (20 mM Tris, 0.5 

M NaCl, 20 mM Imidazole, pH 8.0) 로 재부유한 후 세포파쇄기를 사용하

여 5초 on /5초 off로 10분 동안 세포를 분쇄하였다. 분쇄한 샘플을 

12000g, 4℃, 3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 분리하였고, 상층액을 

0.45 μm 필터(JET BIOFIL)로 걸러줬다. 걸러낸 샘플을 His-binding 완충

액으로 채운 His-Trap HP (GE Healthcare; 5 mL) 칼럼에 로딩해주고,  

His-washing 완충액(20 mM Tris, 0.5 mM NaCl, 50 mM Imidazole, pH 

8.0)로 씻어내었다. His-elution 완충액 (20 mM Tris, 0.5 M NaCl, 4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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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dazole, pH 8.0)로 용리(elution)하여 얻은 후, 단백질을 HEPES 완충액

(20 mM HEPES-NaOH, 0.1 M NaCl, 1 mM EDTA, pH 8.0)로 채워진 

His-Trap Desalting (GE Health; 5 mL) column에 로딩해주어 탈염

(desalting)하고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얻었다.

2.6. 트립토판 형광 분석법

  트립토판 형광 실험은 LS 55 luminescence spectrometer (Perkin 

Elmer, CT, 미국) 장비를 사용하였다. 290 nm의 들뜸(excitation) 파장으

로 310~420 nm의 방출(emission) 스펙트럼을 얻은 후, 스펙트럼 곡선의 

밑넓이(area under curve)를 이용하여 트립토판 형광의 상대적 세기를 

구하였다.

2.6.1. 단백질의 안정성

  용리과정에서 얻은 코르티솔 감지 수용체 NR3C1을 HEPES 완충액(20 

mM HEPES-NaOH, 0.1 M NaCl, 1 mM EDTA, pH 8.0), PBS 완충액(1X 

PBS, 1 mM EDTA, pH 7.40), Tris 완충액(0.1 M Tris-HCl, 0.5 mM EDTA, 

pH 8.0)를 각각 사용하여 탈염하였다. 3종류의 완충액으로 탈염한 단백

질 샘플을 농도 1 μM로 맞추고, 시간에 따른 트립토판 형광을 측정하

여 완충액 종류에 따른 형광 세기의 감소 정도를 비교하였다.

2.6.2. 코르티솔의 결합 정도

  2.5.2 부문에서 얻은 코르티솔 감지 수용체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

인 단백질을 농도 1 μM로 맞춘 후 코르티솔 용액과 섞은 후, 트립토판 

형광을 측정하여 코르티솔의 농도에 따른 트립토판 형광의 소광

(quenching)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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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탄소나노튜브-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제작 및 단

백질 고정

2.7.1. 단일벽 탄소나노튜브-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제

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제작하였다. SiO2 

wafer기판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하여 패터닝을 한 후, 옥타데실트리

클로로실란 (Octadecyltrichlorosilane, OTS) 용액 (OTS : hexane = 1 : 

500) 에 7분간 wafer를 담가 자가조립 단일층(self-assembly monolayer, 

SAM)을 형성하였다. Hexane, acetone, ethanol 순으로 포토레지스트층을 

제거하였고, 탄소나노튜브 용액 (0.02 mg/mL in 1,2-dichlorobenzene)에 

wafer를 30초간 담갔다. 채널 부분에 탄소나노튜브를 붙이고, 포토레지

스트를 이용하여 패터닝한 후 Pd/Au(10/30 nm)를 증착시켰다. Lift-off 과

정을 통해 source, drain 부분의 전극을 형성한 후, 채널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부동화(passivation) 하였다. [18,19]

2.7.2. 탄소나노튜브 채널 위의 단백질 고정

  탄소나노튜브에 1-Pyrenebutyric acid N-hydroxysuccinimide ester 

(PSE, 10 mM in methanol)을 10분 처리 후 methanol로 씻어내어 건조시

켰다. 탄소나노튜브에 HEPES 완충액을 처리한 후, 단백질 용액 10μL을 

물방울 형태로 2시간 상온에 두었다. 탄소나노튜브에 PSE를 처리하면 탄

소나노튜브와 PSE 사이에 π-π 상호작용으로 PSE가 탄소나노튜브에 고

정되고, 단백질과 PSE 사이의 아미드 결합으로 단백질이 고정화하였다. 

[20,21] (Figure 2.) 단백질이 탄소나노튜브에 잘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tomic force microscopy (AFM)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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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단백질-탄소나노튜브-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전기

적 신호 측정

  2.1.에서 제작한 100 mM의 코르티솔 저장 용액(stock solution)을 

HEPES 완충액을 바탕으로 1/10씩 희석하여 준비해두었다.

  탄소나노튜브-FET의 source와 drain 전극 사이에 0.1V를 걸어주었다. 

측정 시작 전 45 μL의 HEPES 완충액을 물방울 형태로 채널 위에 떨어

뜨리고, 기선(base line)을 형성하였다. 5 μL의 화학물질을 차례로 떨어

뜨린 후 source와 drain 전극 사이의 전류 변화를 관찰하였다. 전류의 변

화는 ΔG/G0 = (G-G0)/G0 이다. 여기서 G는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전류 

값이며, G0는 초기 전류 값이다. 탄소나노튜브-FET의 전기적 측정은 탄

소나노튜브-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측정은 probe station (MS 

tech)과 Keityley 2636A sourcemeter (Keityley, USA) 장비를 사용하였다.



- 14 -

Figure 2. 탄소나노튜브에서의 단백질 고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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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발현 벡터의 디자인

  Figure 3.의 ⒜은 동물세포용 발현 벡터의 디자인으로 벡터 pFN26A 

(BIND) hRluc-neo Flexi® 의 제한 효소 SgfⅠ자리와 PmeⅠ자리 사이에 

코르티솔 감지 수용체 NR3C1 또는 물질 결합 도메인 유전자를 삽입하였

다. Figure 3.의 ⒝는 PCR 실험으로 얻은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유

전자, 벡터 pFN26A (BIND) hRluc-neo Flexi® 를 제한 효소 SgfⅠ 자리와 

PmeⅠ을 사용하여 양 끝을 잘라낸 결과물이다. 

  Figure 4.는 대장균용 발현 벡터의 디자인으로 벡터 pET-DEST42에 코

르티솔 감지 수용체 NR3C1 또는 물질 결합 도메인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벡터 pET-DEST42에서 V5 epitope 태그 유전자와 다중 히스티딘 

태그 유전자가 있는데, 두 유전자에서 발현되는 태그들은 각각 Western 

blot에서의 단백질 발현 확인용과 칼럼 정제용으로 이용되었다. PCR 실

험으로 얻은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유전자로 크기에 맞게 생산되었

다.

3.2. 동물 세포 수준에서의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의 특성 확인

  코르티솔 감지 수용체 NR3C1 또는 물질 결합 도메인 유전자가 포함된 

pFN26A 벡터를 HEK293 세포에 형질 주입이 되면, 세포질 내에서 

NR3C1 또는 물질 결합 도메인이 GAL4 DNA 결합 도메인과 융합된 단백

질로 발현된다. 이 때 단백질이 코르티솔과 결합하게 되면 단백질-물질 

복합체를 형성하여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단백질-물질 복합체는 

함께 형질주입된 pGL4.35의 9XGAL4UAS (9 repeats of GAL4 Upstream 

Activator Sequence) 자리에 붙어서 firefly 루시퍼라제 (luc2P) 발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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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게 된다. [16] (Figure 5.) 즉, 코르티솔의 농도에 따라 firefly 루시퍼

라제의 발현 정도가 다르고, 이를 통하여 수용체의 물질 결합력을 비교

할 수 있다. 한편, 벡터 pFN26A에는 Renilla 루시퍼라제 유전자가 있어, 

DNA의 형질주입 효율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유도 배율(Fold induction)의 의미는 화학물질이 있을 때의 수용체와 물

질의 결합 정도가 화학물질이 없을 때보다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를 의미

한다. 즉, 화학물질이 없을 때의 유도배율은 1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

고, 1보다 크면 수용체가 화학물질과의 결합력이 큰 것을 나타낸다.

  Figure 6.의 ⒜은 코르티솔을 0 μM, 1 μM, 10 μM, 100 μM을 처리

했을 때의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의 유도배율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코르티솔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유도배율은 코르티솔의 농도

에 따라 증가하였고, 두 단백질의 반응성을 비교했을 때 NR3C1보다 물

질 결합 도메인이 코르티솔과 민감하게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 

p<0.05, **: p<0.01, ***: p<0.001)

  Figure 6.의 ⒝는 같은 방식으로 cholesterol, testosterone, 17β

-estradiol (estradiol), cortisone을 100 μM을 처리했을 때의 유도배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Cortisol 100 μM의 유도배율과 비교하였을 때, 

cortisol을 제외한 물질 모두 유도배율의 증가가 미미하였고, 이로부터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은 코르티솔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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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igure 3. 동물세포용 발현 벡터의 디자인. ⒜ 벡터 pFN26A (BIND) 

hRluc-neo Flexi®, ⒝ 제한효소를 처리한 PCR 생산물과 벡터 pFN26A 

(BIND) hRluc-neo Fle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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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igure 4. 대장균용 발현 벡터의 디자인. ⒜ 벡터 pET-DEST42, ⒝ PCR

로 얻은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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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벡터 pGL4.35 [luc2P/9XGAL4UAS/Hy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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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ure 6.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의 루시퍼라제 분석법. ⒜ 코르티

솔, ⒝ 물질의 선택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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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의 과발

현

  Figure 7.의 ⒜는 대장균 BL21에 발현된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에 

대하여 불용성 부분과 수용성 부분으로 나누어 단백질 발현 유무를 확인

한 Western blot 사진이다.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의 크기는 

각각 89.8 kDa, 33.9 kDa이고 두 단백질 모두 불용성 부분과 수용성 부

분에서 발현되었고 불용성 부분에서 더 많이 발현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제 단계를 최소화하여 단백질을 얻기 위하여 소량 발현된 수용

성 부분을 정제 과정에 사용하였다.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의 C 말

단에 다중 히스티딘 태그 결합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FPLC 장치를 이용

한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였다. 수용성 부분을 정제한 결과는 

Figure 7.의 ⒝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3.4. 트립토판 형광을 이용한 단백질의 안정성 

확인과 단백질의 코르티솔 결합력 비교

  단백질의 고유 형광을 가진 아미노산은 트립토판, 티로신, 페닐알라닌

이 있다. 이 중 트립토판은 약 290 nm의 파장을 흡수하여 300~350 nm 

근방에서 형광 발광 피크가 있는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22] 트립토

판에 있는 인돌기의 주변 환경에 따라 형광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트

립토판 형광은 단백질의 구조 변화, 물질과의 결합, 그리고 단백질의 변

성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23]

3.4.1. 단백질의 안정성

  NR3C1을 대상으로 탈염하는 데 사용하는 desalting 완충액의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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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단백질의 안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시간에 따라 트립토판 형광을 측

정하였다. Figure 8.의 ⒜로부터 3종류의 완충액을 사용하였을 때의 단백

질의 트립토판 형광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

을 꺾은선 그래프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Figure 8.의 ⒝), HEPES 완충

액을 사용하였을 때의 트립토판 형광 감소가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실험으로부터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을 탈염할 때, HEPES 

완충액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3.4.2.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의 코

르티솔 결합력 비교

  Figure 9.의 ⒜는 1 μM의 NR3C1 또는 물질 결합 도메인에 대하여 코

르티솔의 농도에 따른 트립토판 형광의 발광 스펙트럼이다. 코르티솔의 

농도가 커질수록 발광 스펙트럼의 최대 높이가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코

르티솔과 단백질이 결합하면 형광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발광 스펙트럼의 밑넓이를 구하여 형광의 변화량을 계산한 결과(Figure 

9.의 ⒝), NR3C1보다 물질 결합 도메인의 형광의 변화량이 큰 것을 확인

하였다. 이로부터 NR3C1보다 물질 결합 도메인이 코르티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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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ure 7.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의 과발현 및 정제. ⒜ 대장균에서 

발현된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 ⒝ 정제된 NR3C1과 물질 결

합 도메인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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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ure 8. Desalting 완충액에 따른 단백질의 트립토판 형광세기 감소. ⒜ 

막대그래프, ⒝ 꺾은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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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ure 9. 코르티솔 농도에 따른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의 트립토판 

형광의 감소. ⒜ 발광 스펙트럼, ⒝ 코르티솔 농도에 따른 NR3C1과 물

질 결합 도메인의 트립토판 형광 세기의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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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PR를 이용한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의 코르티솔 결합력 비교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이 센서로서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 플라시몬 공명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장치 위에 고정하여 코르티솔의 농도를 달리해서 반응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이 코르티솔과 결합하였

고, 코르티솔 농도가 증가할수록 반응도가 커짐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두 단백질은 센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Figure 10.)

3.6. 단백질-탄소나노튜브-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의 특성 확인

  코르티솔 감지 수용체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은 PSE을 통

해 탄소나노튜브 위의 고정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Atomic force 

microscopy (AFM) 이미지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11.의 ⒜) 

단백질이 고정하지 않았을 때보다 고정하였을 때의 높이가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탄소나노튜브에 단백질을 고정화하기 전후의 전류-전압 (I-V) 곡

선으로부터 기울기 dI/dV의 변화로 단백질이 탄소나노튜브에 고정되면서 

전기적 저항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게이트 전압(Gate 

voltage, Vg)이 증가할수록 전류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부터, 단백질-탄

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가 p-type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1.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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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ure 10. SPR을 이용한 코르티솔의 결합력. ⒜ NR3C1, ⒝ 물질 결합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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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ure 11. 단백질-탄소나노튜브-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특성. ⒜ 단백질 

고정화 전후의 AFM 이미지와 그래프, ⒝ 단백질-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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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단백질-탄소나노튜브-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의 실시간 전도도 변화 측정

  단백질-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코르티솔의 농도를 달리하여 실시간 반응을 확인하였다. 코르티솔 수용

체 NR3C1 또는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이 없는 탄소나노튜브-전계효과 

트랜지스터에서는 신호가 나오지 않는 반면, NR3C1 또는 물질 결합 도

메인 단백질을 고정한 탄소나노튜브-전계효과 트랜지스터에서는 코르티

솔에 대하여 전류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NR3C1을 센서에 

부착한 경우, 1 nM의 코르티솔을 감지하였고, 물질 결합 도메인을 센서

에 부착한 경우, 100 fM의 코르티솔을 감지하였다. 이를 통하여 두 단백

질 모두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기반의 센서에 적용할 수 있고,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이 미량의 코르티솔을 감지하는 데 더 뛰어남을 보였다. 

(Figur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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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gure 12. 단백질-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코르티솔 실시

간 감지. ⒜ NR3C1, ⒝물질 결합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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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바이오마커인 코르티솔을 감지하는 수용체 단

백질과 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바이오센서를 개발

하였다. 코르티솔 감지 수용체인 NR3C1과 물질 결합 도메인은 대장균에

서 대량 생산하여, 수용체 부분을 분리하여 정제함으로써 정제 단계를 

최소화하였다. 정제한 단백질은 탄소나노튜브에 고정화함으로써 선택적

이고 민감한 센서로 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루시퍼라제 분석법, 트립토

판 형광 분석법, SPR로부터 NR3C1보다 물질 결합 도메인 단백질이 코르

티솔 감지에 더 효율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단백질-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에서 100 fM의 코르티솔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는 ELISA와 같은 기존 코르티솔 감지법보다 더 낮은 농도를 측정하였

고, 빠른 시간 내의 저농도의 코르티솔을 감지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

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코르티솔 감지 바이오센서는 스트레스의 정량적이

고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향후 질병 진단과 예방 분야에서 스트레

스를 측정하는 분석 장치로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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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ess is associated with diabetes, hypertension, stroke, cardiovascular 

disease, and other diseases. Current stress measurements include 

electrocardiogram, electroencephalogram, and self-diagnosis. However, 

this requires expensive equipment and professional manpower, and the 

measurement method is subjective.

  When a person is stressed, a hormone called cortisol is secreted, 

which is involved in various body mechanisms of the body. 

Furthermore, if you are chronically stressed, the level of cortisol in the 

blood is kept high, which leads to elevated blood sugar and blood 

pressure, weakening of the immune system, and acceleration of disease 

and aging. Thus, cortisol can be a useful bio-marker for measuring 

stress. Cortisol is present in body fluids such as blood, sweat, and 

saliva, and cortisol in saliva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measure without the use of needles. However, it has a disadvantage 

that its concentration is very low at the level of nano-molar 

concentration.

  In this study, a novel biosensor using human cortisol receptor protein 

was developed for the selective detection of cortisol. The cortisol 

receptor is a nuclear receptor protein, NR3C1, which is present in 

cells. Among them, there is a ligand binding domain known to play a 

major role in binding to the substance. The function of the NR3C1 and 

the substance-binding domain was compared at the cell level. The two 

proteins were produced in Escherichia coli to be used for the sensor, 

and the purified protein was immobilized on a carbon nanotube-based 

field-effect transistor. As a result, we could demonstrate the change of 

electrical signal in real-time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cortisol u

sing the sensor manufactured. Sensor with ligand binding domai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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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ensitive than sensor with NR3C1 for cortisol. 

  In this study, a novel biosensor development method was proposed 

using the cortisol receptor and the binding portion of cortisol receptor 

protein. This is a cortisol biosensor with high sensitivity and selectivity, 

which can quantitatively measure stress and prevent stress-related 

diseases.

Keywords : cortisol, stress, biosensor, NR3C1, ligand binding domain, 

carbon nanotube, field effect trans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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