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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및 내용

우량 형질전환 미세조류 발굴을 위한 고효율 나노/마이크로 통합 시스템 구축
(형질전환 효율: 200배 향상)
1단계

2단계

3단계

대면적 단일 미세조류 포획 및
유전자 전달 개념 확립

단일 미세조류 형질전환 및
액적 기반 형질전환종 분리 기술 구축

Micro to large scale 전환 공정 확립과
통합 마이크로 디바이스 개발

•단일 미세조류 포획 어레이 구축
•목적 유전자 전달을 위한 고종횡비 나노와이어
합성
•나노와이어 기반 미세조류 내 목적 유전자
전달 연구
•단일 미세조류 배양 시스템 확립

•나노와이어 기반 플랫폼을 이용한 산업균주 미세
조류 형질전환 연구
•단일 미세조류 포획 구조체와 나노와이어
기반 유전자 전달 플랫폼 통합
•광학기반 단일 혹은 대량 미세조류 분리 기술
구축
•미세액적 기반 단일 미세조류 포획 및 배양
•미세액적 내 고지질/고성장 특성 미세조류
스크리닝 및 분리 기술 개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대량 배양 스케일로의
전환 및 미세조류 내 고지질 회수 기술 확보
•우량 형질 미세조류 발굴을 위한 고속/고효율
나노/마이크로 통합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TRM
1단계

2단계

대면적 미세조류 포획 및 유전자 전달 개념 확립

단일 미세조류 형질전환 및 액적 기반 분리 공정 구축

1차년

2차년

3차년
고효율 단일 미세조류 포획 구조체
제작 및 포획 효율 증가 연구
고종횡비 ZnO
나노와이어 합성

기술
개발

ZnO 나노와이어 기반 미세조류
내 목적 유전자 전달 연구
단일 미세조류 배양
시스템 구현

1차년

2차년

ZnO 나노와이어 기반
산업균주 미세조류
형질전환 연구

광학 기술 기반 단일
혹은 대량 형질전환
미세조류 분리 기술
개발

고효율 단일 미세조류
포획 구조체 및 외래
유전자 전달을 위한
ZnO 나노와이어
플랫폼 통합

3차년

3단계
Micro to large scale 전환 공정 확립과
통합 마이크로디바이스 개발
1차년

2차년

3차년

미세
스케일에서 미세조류 내
미세 유체의 흐름
조절을 통한 단일 대량 플라스크 고지질 회수
스케일로의
액적 내 단일
기술 확보
전환 방법
미세조류 포획 효율
연구
최적화

미세액적 기반 고속/
고효율 형질전환
미세조류의 성장 분석
및 스크리닝방법 연구
Dielectrophoresis
기반 미세액적 내의
형질전환 미세조류
분리기술 개발

기대효과
•기존의 미세조류 형질전환 방법 대비 시간 절감 (1~2 개월 → 2주 이내 완료)
•다양한 산업균주 미세조류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 동물세포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암세포 연구에 활용 가능
•미세유체 기술 기반 분석은 소량 샘플로 다양한 변수를 조절하여 신뢰도 있는 대량의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음

고효율 단일 세포 포획 및 유전자 전달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액적 배양
시스템 통합 및 소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