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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북 소개 (Introduction)                                                          

본 핸드북의 목적은 iMSPR-mini 장치, 구동 소프트웨어, 분석 소프트웨어 

(Tarcedraw)를 직접 사용하여 ligand 고정화와 분자간 결합 분석을 수행해 

봄으로써 연구자가 SPR 센서를 활용하기 위한 작동법을 학습하고 보다 

복잡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본 핸드북의 실험은 아이클루바이오에서 제공하는 기초 트레이닝 

시약세트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기초 트레이닝 시약세트는 SPR 센서를 이용한 분자간 결합 분석을 

트레이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장치 및 재료 

▪ iMSPR-mini 장치 

▪ 2채널 튜빙 펌프 (peristaltic pump) 

▪ 2채널 버블 제거 장치 (degasser) 

▪ 모니터링용 PC (windows 기반) 

▪ Basic training kit 

▪ 실험 어시스트 도구 (매칭 오일, 트위저, 파이펫(팁), 시료 튜브) 

구성품 설명 

COOH Au chip x 3 COOH 표면 센서 칩 

Running Buffer (30 ml) x 1 PBS (10X), pH 7.4 

Immobilization Buffer (1 ml) x 1 10 mM sodium acetate, pH 4.0 

Activation solution 1 (300 µl) x 3 100 mM NHS 

Activation solution 2 (300 µl) x 3 200 mM EDC 

Ligand (50 µl) x 1 Recombinant protein A 

Analyte (100 µl) x 1 Purified human IgG 

Blocking solution (500 µl) x 3 1 M ethanolamine 

Regeneration solution (1 ml) x 2 10 mM Glycine-HCl, pH 1.5 

 

 



iMSPR Handbook version 1.2 

4 

 

배경 지식                                                                  

이 장에서는 iMSPR-mini (SPR 바이오센서)를 이용하여 분자간 결합을 

분석할 때 접하게 되는 전문용어, 센서 칩 소개, 고정화 기술 및 분석 기초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기본 컨셉 

iMSPR-mini를 이용하여 분자간 결합을 분석하는 기본 컨셉은 센서 칩 

표면에 리간드 물질 (Ligand)을 공유결합 및 비공유결합 기술을 통해 

고정시킨 후 용액 (running buffer)에 용해되어 있는 분석물질 (analyte)을 

고정화된 ligand에 지나가게 함으로써 ligand-analyte 결합반응이 발생되고, 

그 결합정도를 SPR 신호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림1) 

본 핸드북에서는 SPR 기초 현상 및 측정 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독자는 블로그 (blog.naver.com/hipoo99) 또는 홈페이지 

(www.icluebio.co.kr)의 포스팅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 SPR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분자간 결합 분석 기본 컨셉 

 

측정단위 (RU) 및 실시간 그래프 (Sensorgram) 

측정단위는 Resonance units (RU)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위는 각의 

변화와 비례합니다. iMSPR-mini에서 1000 RU=0.1˚를 의미합니다. 각의 

변화는 표면의 질량 변화 또는 굴절률 변화 즉 표면에 분자가 “결합하였다” 

또는 “해리되었다”를 의미합니다. 

http://www.iclueb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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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gram은 시간에 따른 RU의 변화를 기록 (plot)한 실시간 그래프 

입니다. Sensorgram을 통해 연구자는 분자 결합의 진행 상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COOH-센서 칩 (sensor chip) 

센서 칩은 0.3 mm 얇은 유리 판 위에 Cr (접착층, 2 nm)과 Au (공명 층, 48 

nm)가 순서대로 매우 얇은 두께로 증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u 

위에는 R-NH2를 amine coupling 방법을 이용하여 공유결합 시킬 수 있는 

COO- 말단으로 되어 있는 단분자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간드 고정화 (Ligand immobilization) 단계 

ligand를 센서 칩 표면에 결합시키는 것을 고정화 (immobilization)라고 

표현합니다. 

항체 (antibody), 단백질 (protein), 핵산 (nucleic acid), 압타머 (aptamer), 

펩타이드 (peptide), 화학물질 (chemical) 등 ligand로 사용되는 물질은 매우 

다양합니다. ligand 물질의 특성 (기능기의 종류, 전기적 차지 (charge), 크기 

및 길이 등)에 따라 센서 칩의 표면 기능기와 고정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핸드북에서는 amine coupling을 이용한 고정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Amine coupling 방법 

Amine coupling 방법은 R1-NH2와 R2-COOH를 R1-NH-CO-R2로 공유결합 

시키는 방법입니다. 단백질에는 주로 lysine과 같은 amine 잔기를 갖고 있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ligand로 사용할 때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R1(단백질)-NH2을 R2(센서 칩)-COOH에 직접 공유결합 시키기 위해서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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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응속도가 매우 느리며, 결합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반응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 EDC (1-ethyl-3-(3-

dymethylaminopropyl)carbodiimide) / NHS (N-hydroxysuccinimide)를 

활성물질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을 수행하면 센서 칩 표면은 succinimide 

ester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R1-NH2를 센서 칩 표면 위로 지나가게 

하면 매우 빠르게 표면에 공유결합으로 고정화가 됩니다. ligand를 고정화 

시킨 후 여전히 잔류하고 있는 succinimide ester는 analyte 결합 분석 시 

analyte의 아민 기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ethanolamine을 이용해 

불활성화 (deactivation) 시켜줍니다. 

 

[그림 2] Amine coupling 과정 

 

고정화 조건 

Amine coupling 방법을 이용하여 ligand를 고정화 시킬 때 ligand의 농도 

범위는 일반적으로 2~200 µg/ml 입니다. ligand의 특성에 따라 센서 칩 

표면에 고정화되는 수율이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Amine coupling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온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ligand와 표면의 

전기적 차지 특성이 결합하기에 적절한 조건일 때 고정화 수율이 

높아집니다.  

ligand와 센서 칩 표면의 전기적 차지 특성을 적합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은 

버퍼의 pH 특성입니다. COOH-센서 칩이 음전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pH 

3.5 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정화 버퍼는 pH 3.5 이상인 버퍼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ligand 물질은 양전하 특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고정화 버퍼의 pH 조건은 ligand의 등전점 (pI)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예로서 ligand의 pI가 5.0인 경우 고정화 버퍼의 적합한 pH 범위는 3.5~5 

사이가 될 것입니다. 

고정화 버퍼로 주로 사용되는 버퍼는 10 mM 이하의 이온강도를 갖는 

sodium acetate 버퍼입니다.  

아이클루바이오는 5 mM sodium acetate 버퍼를 pH 4.0/4.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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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ligand 고정화를 위해서는 pH 조건을 결정하는 pH scouting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정화 레벨 (immobilization levels) 

Analyte를 결합시킬 수 있는 결합 용량 (binding capacity)는 ligand가 

표면에 얼마나 고정화 되어 있는지 즉 고정화 레벨에 의존합니다. 최대 

analyte 결합 레벨 (Rmax)은 ligand의 고정화 레벨에 의존하며, 그 이론적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Rmax=
Analyte MW

Ligand MW
×immobilized amount×stoichiometric ratio 

여기서 MW는 분자량 (molecular weight)을 immobilized amount는 ligand가 

고정화된 최종 RU 값, stoichiometric ratio는 하나의 ligand가 몇 개의 

analyte를 결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론적 Rmax 값은 고정화된 ligand가 활성이 100%라고 가정한 값이기 

때문에 실험적 Rmax는 항상 이론적 값보다 낮습니다. 그것은 고체 상에 

결합되어 있는 ligand는 액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ligand와 

비교했을 때 그 자유도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ligand 고정화 레벨은 실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Kinetics 

evaluation이 목적이라면 고정화 레벨은 낮은 것이 유리하고, 정량을 

목적으로 할 때는 고정화 레벨을 높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Analyte 결합 분석 

ligand를 고정화한 표면에 펌프를 이용하여 running buffer를 흘려주어 

신호가 안정되는 구간까지 계속해서 흘려줍니다. 이 때의 안정된 구간이 

ligand만 표면에 고정화된 상태인 기준 값 (baseline)이 됩니다. 그 다음 

analyte가 용해되어 있는 용액을 펌프를 이용해 정해진 시간동안 

주입합니다. 이 때 analyte가 ligand와 결합을 한다면 sensorgram이 

실시간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이 구간을 우리는 association 단계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running buffer만을 다시 주입하면 RU값 상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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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고, 신호가 안정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 구간은 

dissociation 단계입니다. 

Association 구간에서 신호가 상승한 일반적인 이유는  

① analyte가 센서 칩 표면에 결합 

② running buffer가 analyte를 용해시킨 buffer 보다 굴절률이 낮음 (반대의 

경우는 신호가 하락합니다.) 

③ 실험환경의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거나, buffer의 온도가 내려간 경우 

(온도가 내려가면 굴절률이 상승하여 신호도 상승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굴절률이 하락하여 신호도 하락하게 됩니다.) 

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벤트는 개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벤트 중 원하는 이벤트는 ①의 경우만 해당될 것입니다. 

물론 레퍼런스 (또는 네거티브 컨트롤)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여 그 영향에 

대한 시그널을 제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컨트롤 실험으로도 제거될 수 

없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연구자는 ②, ③의 경우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조건을 제어해야 합니다.  

②의 경우 analyte를 그날 사용하는 running buffer에 바로 용해하여 

사용한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③의 경우 실험하는 

공간의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제어해 주고, 사용할 buffer를 실험 전 실험 

환경에 충분히 노출시켜 온도를 맞춰주어야 합니다. 

한편, ①의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시그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로 

비특이적 흡착 (non-specific adsorption)이라고 표현되는 analyte가 센서 칩 

표면에서 ligand가 아닌 부위에 흡착하여 발생되는 시그널입니다. 

아이클루바이오의 COOH-센서 칩은 비특이적 흡착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된 칩입니다. 하지만 모든 물질, 모든 환경에 대해서 비특이적 흡착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우선적으로 비특이적 흡착을 줄일 수 있도록 버퍼 조성 및 

추가적인 표면 처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비특이적 흡착이 발생된다면 최종적으로 레퍼런스 (대조군) 

실험을 통해 비특이적 흡착에 대한 시그널을 제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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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e가 ligand에 결합한 시그널 외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비특이적 

시그널을 제거했다면 dissociation 단계에서 신호가 안정된 RU 값을 

analyte가 ligand가 결합한 레벨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generation 

Analyte 결합 분석을 수행한 후 다른 농도의 동일 analyte를 분석하거나 

다른 종류의 analyte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새로운 센서 칩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실험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기 결합된 analyte를 제거한 

후 동일한 칩에서 반복적으로 새로운 analyte 결합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igand에서 analyte만을 탈착시켜 새로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를 regene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Ligand와 analyte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수소결합 및 반데르발스 인력과 

같은 비공유결합의 컴비네이션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ligand로부터 analyte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nalyte를 제거하기 위한 시약으로는 산성 

(Glycine-HCl 또는 염기성 용액 (NaOH), 이온 강도가 높은 용액 (NaCl), 

계면활성제 (SDS) 등이 있습니다. 

Regeneration 단계에서는 analyte가 ligand로부터 완전히 제거되는 것 

외에도 한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거된 후 ligand의 

기능이 처음과 같이 최대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온화한 조건에서 analyte가 ligand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어 

합니다. 

따라서 신규의 결합 실험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regeneration 조건을 

최적화하는 실험을 선행해야 합니다. 

최적화 실험은 온화한 조건에서 강한 조건 순서 (예, glycine-HCl의 경우 pH 

2.5부터 진행한 후 2.0, 1.5 순서로 진행)로 진행되어야 하며, 적어도 5 회 

반복하여 동일한 농도의 동일한 analyte의 결합 분석을 진행하여 ligand에서 

완벽히 계속해서 analyte가 제거되는지, analyte는 계속해서 동일한 결합 

레벨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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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egeneration 과정. 동일한 analyte를 같은 농도로 주입하면 위와 

같이 cycle 1과 cycle 2에서 같은 결합레벨을 보임. 

 

 

 

 

 

Baseline 유지 

Cycle 1 Cycle 2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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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트레이닝 시약세트를 이용한 실험 연습                                                                  

본 실험은 단백질-단백질 결합 분석의 예시입니다. Ligand는 protein A (MW: 

20K), analyte는 혈청 (serum)으로부터 정제된 human immunoglobulin G 

(MW: 150K) 입니다. 

Protein A는 hIgG의 Fc 부위와 특이적으로 결합합니다. 주로 IgG 타입의 

항체를 분리/정제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백질 입니다.  

항체의약품 및 진단용 항체 개발 단계의 스크리닝 (screening) 및 특성화 

(characterization) 연구에 도움이 되는 예시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① 장치의 set up,  

② protein A 고정화,  

③ 5개 농도의 hIgG 결합 분석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합니다. 

 

장치 set up 

iMSPR-mini 기본 구성품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에는 기본 구성품 

명칭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에 명명되어 있는 구성품의 

명칭들을 사진과 함께 대조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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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핸들링을 위한 튜빙 연결 

iMSPR-mini는 액상에 존재하는 analyte를 ligand가 고정화된 센서 칩 (고체 

상)에 지나가게 함으로 analyte와 ligand의 결합을 관찰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입니다. 

따라서 액상 시료를 센서 칩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펌프와 플루이딕 모듈, 

그리고 그 두개의 장치를 연결해주는 튜빙이 필요합니다. (별매품인 

버블제거장치가 있는 경우는 세개의 장치를 연결해주는 튜빙이 필요합니다.) 

iMSPR-mini는 사용자가 쉽게 튜빙을 연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아래 설명에 따라 튜빙 연결을 진행하세요. 

1. 펌프의 두개의 카세트에 3-stop 튜빙을 고정. 

 

2. 튜빙이 고정된 카세트를 펌프 헤드에 장착. 아래 빨간 동그라미처럼 

카세트가 펌프 헤드 부분에 걸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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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튜빙의 플루이딕 모듈 연결 파트를 플루이딕 모듈에 결합 

 

4. Waste용 튜빙의 플루이딕 모듈 연결 파트를 플루이딕 모듈에 결합 한 

후 반대쪽 튜빙을 waste 챔버에 장착하여 튜빙 연결을 완료합니다. 

 

초기 튜빙 세척 (prime) 

사용할 버퍼 (running buffer, 1x HBST)를 이용하여 inlet까지의 튜빙을 

세척한 후 채워주는 과정입니다. 아직 센서 칩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유속으로 진행해 줍니다. 약 5분정도 일정한 유속으로 

진행합니다. 

1. 플루이딕 모듈을 비커에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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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퍼 챔버에 펌프의 inlet 방향 튜빙을 장착 

 

3. 아래 그림에서 카세트의 빨간 동그라미 부분의 레버의 상태를 off 에서 

on으로 변경합니다. 이 때 off는 레버가 내려가 있는 상태이며, on은 

레버가 위로 4칸 올라간 상태입니다. 레버 on 상태에서 펌프의 유속을 

100 µl/min으로 설정한 후 펌프 시작버튼 실행 (5분) 

 

4. 멈춤 버튼을 실행하여 종료시킨 후 플루이딕 모듈의 채널부의 잔류하고 

있는 버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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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칩 준비 및 플루이딕 모듈과 결합 

iMSPR-mini는 프리즘이 프리즘 홀더에 고정되어 있고, 센서 칩을 프리즘에 

매칭 오일을 이용하여 접착시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 매칭오일을 

이용하여 센서 칩을 성공적으로 접착시켜야 실험에서 올바른 결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1. 극세사천으로 프리즘을 닦아내어 이물질 제거 

 

2. 매칭 오일을 1.5 ul (한 방울) 정도를 프리즘위에 드랍 

 

3. 센서 칩을 프리즘위에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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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합 이상유무 확인 

 

5. 플루이딕 모듈과 프리즘 홀더 결합 

 

6. 본체에 장착 

 

 

 

 



iMSPR Handbook version 1.2 

17 

 

소프트웨어 실행 

iMSPR-mini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호를 획득할 준비를 합니다. 

1. iMSPR-mini와 PC 연결 

2. 소프트웨어 실행 

 

 

3. 통신 연결 확인 

 

4. Preview 버튼 실행 

 

5. 편광 레버를 reference 방향으로 설정 

 

6. Image capture 창에 있는 Step1 섹션의 Capture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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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편광 레버를 SPR 방향으로 설정 

 

8. Image capture 창에 있는 Step2 섹션의 Capture 버튼을 클릭 

 

 

9. Image capture 창의 confirm 버튼을 클릭 

10. 평형상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두 채널의 실시간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 큰 변동이 없는 상태까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 1) SPR curve의 Y축 값이 약 0.4정도이거나 그 이하여야 한다. 

확인 2) 센서그램의 양 채널의 pixel 값 차이가 10 pixel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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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TART 버튼을 실행 

 

12. 데이터 저장 경로 지정 

폴더를 선택한 후 폴더선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경로를 

결정합니다. 

13. Sensorgram 획득 

 

두 채널 모두 O점에서 신호 획득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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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an 고정화 

본 실습은 analyte 분석을 위한 ligand 고정화 단계입니다. Ligand는 

protein A 입니다. 장치와 버퍼, 폐수 챔버를 준비합니다. (중요) 버퍼는 

degassing 과정을 수행하여 버퍼내 용존버블을 최소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센서로 버블이 주입되어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egasser (버블 제거 장치)가 있는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샘플 변경 주입시 펌프를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과정에 

따라 실습을 진행합니다. 

1. 펌프의 유속을 30 µl/min으로 설정한 후 시작 버튼을 실행합니다. 

(중요) 펌프는 rpm 단위로 조작됩니다. 펌프 상면에 표기되어 있는 

해당 rpm과 유속 (µl/min)을 확인하여 조작하도록 합니다. 

Activation 

2. NHS와 EDC를 250 µl씩 1:1로 혼합한다. 

3. 펌프를 정지시킨다. 

4. 두 채널 튜빙의 주입구를 NHS-EDC 혼합액 튜브에 장착한다.  

5. 펌프를 실행시킨 후 5분동안 혼합액을 주입한다. 

6. 펌프를 정지시킨다. 

7. 튜빙을 버퍼 챔버로 이동하여 장착한 후 약 5분동안 펌프를 

실행시킨다. 

Immobilization 

8. 5 mM sodium acetate 버퍼 297 µl에 ligand (protein A) 용액을 3 µl 

혼합하여 희석액(2 µg/ml)을 제조한다. (5-7번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준비한다.) 

9. 펌프를 정지시킨다. 

10. 1번 채널 튜빙 주입구를 ligand 희석액 튜브에 장착한다. 

11. 펌프를 실행시킨 후 5~10분동안 희석액을 주입한다. (원하는 고정화 

수준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2. 펌프를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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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번 채널 튜빙 주입구를 다시 버퍼 챔버로 이동하여 장착한 후 약 

5분동안 펌프를 실행시킨다. 

Blocking 

14. Blocking 용액을 300 µl 준비한다. 

15. 펌프를 정지시킨다. 

16. 1번, 2번 채널 튜빙 주입구를 blocking 용액에 이동하여 장착한다.  

17. 펌프를 실행시킨 후 2분동안 blocking 용액을 주입시킨다. 

18. 펌프를 정지시킨다. 

19. 1번, 2번 채널 튜빙 주입구를 다시 버퍼 챔버로 이동시킨다 

20. 펌프를 약 10분동안 실행시킨다. 

21. 소프트웨어의 Stop 버튼을 클릭하여 ligand 고정화 결과를 

저장한다. 

22. Analyte 결합 분석 실험을 바로 진행한다면 펌프는 계속 

작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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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결과 분석 

1번 채널: ligand 채널 (red line) 

 

위의 고정화 실습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 그래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a. 버퍼에 의한 평형 상태 

b. NHS/EDC에 의한 RU 상승 

c. 버퍼 워싱에 의한 평형 상태, NHS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a 보다 RU 

값이 높음 

d. ligand 용액에 의한 RU 변화, 초기에 굴절률이 낮은 acetate 버퍼 

영향으로 RU가 내려가다가, ligand 고정화 양이 증가하면서 RU가 

상승하게 된다. 

e. 버퍼 워싱에 의한 평형 상태, ligand 고정화 양에 비례하여 RU 값이 a 

보다 높음 

f. Blocking 용액에 의한 RU 상승 

g. 버퍼 워싱에 의한 평형 상태, 보통의 경우 e와 동일한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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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채널: reference 채널 (blue line) 

 

위의 고정화 실습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 그래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a. 버퍼에 의한 평형 상태 

b. NHS/EDC에 의한 RU 상승 

c. 버퍼 워싱에 의한 평형 상태, NHS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a 보다 RU 

값이 높음 

d. Blocking 용액에 의한 RU 상승 

e. 버퍼 워싱에 의한 평형 상태, 보통의 경우 a 보다 미세하게 상승한 RU 

값을 보임 

 

고정화 레벨 분석 (1번 채널) 

고정화 RU = g(RU) - a(RU) = 60 – 0 = 60 RU 

이론적 Rmax 예측하기 

Rmax=
Analyte MW

Ligand MW
×immobilized amount×stoichiometric ratio 

=
150,000

20,000
×60 RU×1=450 RU 

본 실습에서 사용되는 ligand와 analyte 정보를 대입한 Rmax는 약 450 

RU가 예상됩니다. Kinetics evaluation을 위한 실험이라면 analyte 분자량 

20,000 Da 기준으로 Rmax를 100 RU 기준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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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ate 결합 분석 

본 실습에서는 5개 농도의 analyte를 ligand가 고정화된 센서 칩에 주입하여 

농도별 analyte와 ligand의 결합정도를 분석합니다. 

하나의 농도를 주입하여 실험한 후 regeneration 과정을 수행하여 다음 

농도 실험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하여 실습을 진행합니다. 

Analyte 주입과 regeneration 과정이 하나의 단위 analyte 결합 분석입니다. 

1번 채널은 ligand가 고정화된 채널이고, 2번 채널은 reference 채널입니다. 

Analyte 결합 분석은 두 채널을 동시에 동일하게 실험을 진행합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단위 analyte 결합 분석 실습을 진행합니다. 

1. 소프트웨어의 Acquisition 버튼을 실행하여 신호 획득을 시작합니다. 

2. 펌프의 유속을 50~70 µl/min으로 변경하여 시작 버튼을 실행합니다. 

3. 신호가 안정될 때까지 running 버퍼를 흘려줍니다. 

4. Analyte 용액 7.68 µl를 running 버퍼 592 µl에 혼합해 128 nM 용액을 

만듭니다. 

5. 혼합된 용액을 1/2 비율로 5회 희석하여 총 다섯 농도의 샘플을 각각 

300 µl (샘플 300 µl + 희석 버퍼 300 µl) 준비합니다. 

6. 신호가 안정이 되었다면 펌프를 정지한 후 두 채널의 튜빙 주입구를 

가장 높은 농도의 샘플 튜브에 이동하여 장착합니다. 

7. 펌프 실행시켜 2분동안 결합시킵니다. 

8. 펌프를 정지시킨 후 튜빙을 버퍼 챔버로 이동하여 장착한 후 다시 

펌프를 8분동안 실행시킵니다. 

9. 펌프를 정지시킨 후 튜빙을 regeneration 버퍼 튜브로 이동하여 장착한 

후 2분동안 실행시킵니다. 

10. 펌프를 정지시킨 후 튜빙을 버퍼 챔버로 이동하여 장착한 후 펌프를 

10분동안 실행시킵니다. 

11. 소프트웨어의 Stop 버튼을 실행하여 결과를 저장합니다. 

12. 1-11번 과정을 낮은 농도 순서로 농도별로 반복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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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마무리 

13. Running 버퍼를 증류수로 교체한 후 50 µl/min의 유속으로 30분동안 

흘려줍니다. 

14. 1주일 이상 사용을 안 할 경우 20% ethanol을 동일한 유속으로 

10분동안 흘려줍니다. 

15. 펌프를 종료한다. 

16. 펌프 카세트의 레버를 모두 off 모드 (아래로 내린다.)로 변경한다. 

17. 펌프, 디게서 전원을 종료시키고, PC에서 통신 USB 단자를 제거한 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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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e 결합 분석 그래프 설명 

 

a. 버퍼에 의한 평형 상태 

b. Analyte와 ligand 결합이 진행되는 구간 (association) 

c. 버퍼 워싱에 의해 analyte와 ligand가 해리되면서 안정화 되는 구간 

(dissociation) 

d. Regeneration 버퍼에 의해 analyte가 완전히 해리되는 구간 

e. 버퍼 워싱에 의해 재평형이 되는 구간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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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tics evaluation 

본 주제에서는 실습을 통해 획득한 5가지 농도의 결합 분석 그래프와 

Tracedraw 분석 소프트웨어 (별매)를 이용하여 kinetics value를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1. Add run을 실행하여 얻은 데이터의 RU 폴더 안 ligand 채널(ch 1)과 

reference 채널(ch 2)의 텍스트 파일(.txt)을 각각 불러옵니다. 이 때 뜨는 

창에서 데이터 이름과 y축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 

Y축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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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w overlay를 생성한 후, Runs에 들어있는 ch1과 ch2의 데이터를 

드래그하여 overlay에 가져다 놓습니다. 

 

3. 하단의 Appearance 탭에서 graph properties와 Time scale, curve 

color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Alt+마우스 좌클릭을 이용하여 curve를 이동시켜 두 채널의 결합 시작 

시간을 동일하게 맞춥니다. 

 

5. 하단의 modification 탭에서 curve split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curve를 

모두 선택한 후 split 선을 움직여 curve의 dissociation의 끝부분 

(regeneration 직전 부분)에 놓고 자릅니다. Kinetics evaluation에 필요한 

앞부분 curve는 남기고 필요 없는 뒷부분은 sensorgram 우측에서 

curve를 선택하고 우클릭한 후 remove selected curve를 눌러 

삭제합니다.  

 

Reference 채널 결합 시작 지점 

Ligand 채널 결합 시작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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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dification 탭에서 curve offset을 선택합니다. 두 curve를 선택한채로,  

결합 시작 지점에 선을 맞추고 x=0에 체크한 뒤 apply하면 결합 시작 

지점이 (0,0)에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Modification 탭의 curve subtraction을 클릭합니다. reference 채널을 

선택하고 apply하면 ligand 채널에서 reference 채널을 뺀 curve가 

생성됩니다. 이 때 우측의 curve이름을 마우스 우클릭하여 curve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을 이동시켜 자를 곳을 선택 

잘라낸 curve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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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7의 과정을 각 농도에 대해 실행합니다. 생성된 5개의 overlay를 

드래그 하여 하나에 overlay에 모아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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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섯 curve가 모인 Overlay 썸네일을 우클릭하여 Kinetics evaluation을 

선택하면 evaluation 탭에 새로운 썸네일이 생성됩니다. 

 

10. 모든 curve가 선택된 상태에서 하단의 Time point에 0을 입력하고 add 

change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생성된 0.00(time)의 행에 각 농도를 

입력합니다. (ex. 128 nM -> 128n 입력) 

 

11. 그래프의 concentration change 선을 움직여 curve가 가장 높은 지점에 

놓고 add change를 클릭합니다. 우측에 생성된 새로운 행의 모든 

농도에 0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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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ext를 클릭하고 Fit를 클릭합니다. Ka, Kd, KD 등의 Kinetic 상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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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및 장치 관리                                                                  

프리즘 홀더 오염 주의 

프리즘 홀더에 장착되어 있는 프리즘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프리즘으로 광이 입사되고 반사되어 신호가 측정되기 때문에 프리즘의 

오염은 정상적인 신호 획득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프리즘의 광이 

입사되는 면이 오염되었을 경우, 극세사 천으로 깨끗하게 오염부위를 닦아 

주기 바랍니다. 극세사 천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이클루바이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ales@icluebio.co.kr) 

 

플루이딕 모듈-센서 칩 결합 부분의 누수 주의 

iMSPR-mini는 액체를 기반으로 실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누수를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펌프의 유속은 100 µl/min 이하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실험 준비가 끝난 후 버퍼와 같은 액체가 장치로 흘러 들어갈 때, 퇴출구 

(outlet)에서 액체가 정상적으로 흘러 나오는지 꼭 확인하십시요.  

 

또한 사용 중에 플루이딕 모듈에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mailto:sales@icluebio.co.kr


iMSPR Handbook version 1.2 

34 

 

실험 후 튜빙 관리 

실험이 다 끝난 후 버퍼가 튜빙에 잔류한 채로 보관하게 되면 버퍼의 

물이 증발되고, 염 결정이 발생되어 튜빙이 막힐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보관시 튜빙내 원하지 않는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어 튜빙의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래의 설명에 따라 사용자 실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리간드 고정화 후 1-2일 보관 후 다시 실험을 진행할 때 

이 경우 리간드 물질의 활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리간드 

활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적절한 버퍼를 다시 사용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낮은 유속 (10 µl/min)으로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리간드 고정화 후 될 수 

있는 한 실험을 연속으로 진행하여 마무리 할 것을 권장합니다. 

 

② 실험 마무리 후 1-2일 보관 후 다시 실험을 진행할 때 

이 경우 실험이 종료된 후 버퍼를 증류수로 교체한 후 약 30-60분 정도 

유속 50 µl/min으로 흘려준 후 펌프를 정지하여 그대로 보관한 후, 다시 

실험이 시작될 때 사용했던 센서 칩을 제거하고, 새로운 센서 칩을 

장착하여 실험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③ 주간 단위로 실험이 진행될 때 

이 경우 실험이 종료된 후 버퍼를 증류수로 교체한 후 약 30-60분 정도 

유속 50 µl/min으로 흘려준 후 증류수를 20% 에탄올로 교체한 후 약 30-

60분 정도 동일한 유속으로 흘려준 후 펌프를 정지하여 그대로 보관합니다. 

다시 실험이 시작될 때 사용했던 센서 칩을 제거하고, 새로운 센서 칩을 

장착하여 실험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④ 월간 단위로 실험이 진행될 때 

이 경우 실험이 종료된 후 버퍼를 증류수로 교체한 후 약 30-60분 정도 

유속 50 µl/min으로 흘려준 후 증류수를 20% 에탄올로 교체한 후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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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정도 동일한 유속으로 흘려준 후 주입구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도록 

외부로 빼낸 후 약 30분 정도 동일 유속으로 흘려준 후 튜빙 내 액체를 

모두 제거한 후 펌프를 정지합니다. 센서 칩을 탈착시키고, 극세사 천으로 

매칭 오일을 닦은 후 프리즘 홀더와 플루이딕 모듈이 분리된 채로 

보관합니다. 

 

⑤ 바이오 물질 탈착을 위한 관리 

단백질 등과 같은 물질은 실험을 오래 진행하다 보면 튜빙에 흡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단위로 바이오 물질의 탈착을 위한 세척을 진행해 

줄 것을 권장합니다. 실험을 위한 세팅과 동일하게 장치를 준비합니다. 0.5% 

SDS를 유속 50 µl/min으로 1시간 이상 충분히 튜빙에 흘려줍니다. 증류수로 

교체한 후 동일한 유속으로 1시간 이상 충분히 흘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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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16번길 

16, 103호 (13119) 

 

E-mail : sales@icluebio.co.kr 

Phone : 031-757-6180 

Home : www.iclueb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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