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나노선 세포 주사기 개발 

- 유전자를 세포핵 안으로 직접,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양만큼만 정교하게 전달 - 

 

[연합 뉴스] KAIST, 유전물질 전달 나노 주사기 개발 

[서울 경제] KAIST, 표적 나노선 세포 주사기 개발 

[디지털 타임스]  세포 핵 안에 유전자 전달하는 나노 주사기 개발 

[뉴시스] ‘유전자 세포 핵에 정확히 주입’…KAIST, 금 나노선 주사기 

개발 

[노컷 뉴스]  KAIST ‘세포핵에 유전자 주입’ 금 나노선 주사기 개발 

[머니투데이]  KAIST, 금 나노선 세포 주사기 개발 

[전자 신문]  KAIST,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주사기’ 개발 

[뉴스1] KAIST, 세포에 유전자 직접 전달하는 ‘금 나노선 주사기’ 

개발 

 

KAIST 연구진이 금 나노선을 이용해 유전자를 살아있는 세포의 핵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나노 주사기를 개발했다. 

 

KAIST (총장 강성모)는 화학과 김봉수 교수와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교수 연구 팀이 단결정 금 나노선에 유전자를 부착해 세포의 핵에 정교하게 찌른 

후 전기 신호로 유전자를 전달하고 유전형질을 발현시키는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나노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나노 레터스 (Nano Letters)’ 

5월 2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인체는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뤄진 대단히 복잡한 시스템이다. 각각의 

세포는 주변 세포와 유기적으로 신호를 교환함으로써 인간의 고차원 생명활동을 



수행한다.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는 하나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 

및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며, 이는 생물학, 바이오 

연료전지, 신약 개발 분야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일 세포에 생활성 (bioactive) 분자를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은 세포 

내 생체현상을 세밀히 규명하고 질병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다. 세포에 

주사기를 꽂고 물질을 전달할 때 세포를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다양한 나노소재를 이용한 전달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연구팀은 직경이 100나노미터 정도로 매우 가는 금 나노선에 DNA를 

붙이고 이를 정확하게 세포핵에 찌른 후 외부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 원하는 

만큼의 유전자를 정확히 전달하는 나노주사기를 개발했다. 

 

금 나노선 주사기로 DNA를 세포 핵 안으로 제대로 전달하면 세포는 

DNA로부터 정보를 받아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연구팀은 녹색 형광을 내는 

단백질을 만드는 DNA를 세포 핵 안으로 전달한 뒤 세포에서 녹색 형광이 

나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DNA가 성공적으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 

 

금 나노선 나노주사기는 지금까지 보고된 DNA 전달 주사기 중 가장 

가늘어서 세포에 상처를 전혀 주지 않고도 핵 안에 정교하게 삽입할 수 있다. 이 

주사기를 이용하면 DNA를 세포의 핵 안으로 직접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전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고 매우 정교한 유전물질 조절이 가능하다. 

 

김봉수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금 나노선 주사기에 대해 “이 주사기는 

세포 내부의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유전 물질이나 단백질 

등을 정교하게 전달해 원하는 대로 유전현상 및 세포현상을 조절 및 연구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며 “특히, 유전자 치료요법, 표적형 약물 전달 개발, 세포 내 

신호전달의 연구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IST 화학과 김봉수 교수와 이상엽 교수가 공동으로 주도한 이번 



연구는 강미정 박사과정 학생과 유승민 박사가 참여했다. 

 

< 표면에 유전자를 붙인 금 나노선을 세포핵에 삽입한 후 전기 펄스를 이용해 

유전자를 전달하는 나노주사기 시스템의 모식도 (좌측) 및 금 나노선 말단의 

전자현미경 사진 (우측) > 

 

 

< 금 나노선 주사기에 의해 세포핵에 직접 전달된 다양한 형태의 DNA가 녹색 

형광 단백질로 발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형광 및 형광과 광학이 중첩된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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