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기계를 이용한 DNA 탐지 기술

「최근 DNA 칩에 한 심이 증폭되며 DNA 탐지기술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 DNA 탐

지를 한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짝 올리고뉴클 오타이드(oligonucleotide)가 결합할 때 발생하는 분자간 힘을 연구하던 스

스의 과학자들이 분자인식 과정을 기계 으로 탐지하는 기술을 창안하 다[Sicence, 288, 

316 (2000)]. 이 기술을 이용하면 탐지하고자 하는 상 생체분자에 형  는 방사는 물질

을 붙일 필요가 없다. 한, 역으로 분자인식을 유발하는 힘을 이용하여 나노 크기의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길도 열렸다.

스 스 쮜리히 소재 IBM 연구소의 James K. Gimzewski 박사와 Christopher Gerber 박사

가 이끄는 연구 은 캔티 버(cantilever)에 올리고뉴클 오타이드 단층막을 부착시킨 후 짝 

올리고뉴클 오타이드가 담겨있는 용액에 투입하 다. 가닥이 서로 결합을 이루자 캔티 버

가 휘어지고 이를 이 를 이용하여 모니터할 수 있었다. 생화학  결합에 의해 유발된 표

면응력을 캔티 버 어 이의 나노기계  응답으로 환시킨 것이다. 이 기술은 DNA와 단

백질 등 생체분자의 고유성질을 탐지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1. 미세가공된 실리콘 캔티 버의 SEM 사진. 

각 캔티 버는 두께가 1μm, 폭이 100 μm, 그리고 길이가 500 μm이다.

연구 은 캔티 버에 가해지는 기계 인 힘을 1nN 수 에서 탐지할 수 있으며 캔티 버 어

이에는 약 10
10

개의 올리고뉴클 오타이드를 부착시킬 수 있다. 이 개수는 재의 DNA 

칩의 경우에 상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물기계학(biomechanics)에 입각한 새로운 세 의 

DNA 칩의 개발이 열릴 수 있다. 한편, 연구 은 분자인식에 의해 유발되는 기계  응답을 

활용하면 미세가공된 기계를 구동하거나 로 소 트웨어를 작성하는 데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망하고 있다.

이 기술의 분석능력을 가늠하는 요한 검증은 두 개의 DNA 서열에서 한 개의 염기가 짝

을 이루지 못할 경우 구분가능한 가에 있다. 하나의 캔티 버가 12 합-올리고뉴클 오타

이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캔티 버가 12개 염기  한 개가 다른 올리고뉴클 오타이드를 

가지고 있을 때 한 종류의 짝 사슬이 담긴 용액에 투입하면 해당 캔티 버만 휘어지는 선택

인 기계  응답을 보 다. 즉, 짝 사슬의 결합은 단 한 개의 염기가 달라도 향을 받는 

것으로 찰된 것이다. 연구 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도 분석

하는 데에 성공하 다.

그림 2. 캔티 버에 의한 분자인식 실험 개념도. (A) control, (B) 한 종류의 짝 사슬이 

결합하 을 경우, (C) 두 번째 짝 사슬이 결합하 을 경우.

센서로의 응용으로 오염물을 탐지하는 순간 생체분자에 의해 나노기계가 구동되어 오염물제

거에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는 종양 세포로의 약물투여를 한 센서 소자로도 사용될 

것이다. 



이 기술이 인체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는 지능형 재료시스템의 개발을 

진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로 라스틱에 가공된 수십만 는 수백만개의 캔티 버가 

마치 여러개의 밸 처럼 개폐 기능을 할 수 있다. 즉, 인체에 침투한 물질을 인식하여 방

약을 방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겠다. 직렬 는 병렬로 조합하여 사용하면 여러 종류의 

물질을 탐지하여 동시 다발 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생화학 에 사용되는 군복에 사용

되면 경우에 따라 기공을 폐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C&EN, April 17, 2000, p.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