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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맞춤형 치료의 획기적 기반 마련

초고감도, 초고집적 다중 병원균 진단 센서 개발
금속 나노구조 주변에 분자가 있는 경우 분자의 라만 신호가 크게 증폭하는 현상 즉, SERS 신호의 불규칙성
을 단결정 금나노선을 합성하여 안정적인 SERS 신호 획득 - 금나노선을 이용한 SERS 센서 개발로 신속한 감염성
질병 진단 성공

초고감도, 초고집적 메디칼 센서로 응용 가능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의 가치와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
•금 나노선 이용 검출 센서는 다수의 감염성 질병을 한 번의 검진으로 진단 가능하게 함.
•감염 환자의 병명과 원인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 검진 지연으로 죽을 수 밖에 없었던 환자 구명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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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나노선 이용한
다중 병원균 진단 센서 개발

금 나노선을 이용한 다중 병원균 센서의 제작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 나노선
에 병원균마다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DNA의 사슬 가닥 중 한 가닥을 붙인다. 예
를 들어, A라는 병원균 DNA 한 가닥을 금 나노선에 붙여 놓았다고 하자. 여기에

喜怒哀樂
후배들에게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혈액에서 뽑은 DNA 용액을 집어넣는다. 만약 환자의 혈
액 중에 A라는 병원균 DNA가 포함되어 있다면, 금 나노선에 붙여놓은 DNA 가닥

낙담~푹, 기뻐-확!

에 나머지 한 가닥이 달라붙는다. 즉, 금 나노선에 병원균 DNA 한 가닥이 붙는지

본 연구팀에서 금 나노선을 이용한

안 붙는지를 이용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팀은 다중 병원균 DNA

DNA 검출 센서를 구현한 후, 환자로부

의 동시 진단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DNA를 붙여놓은 금 나노선을 패턴화하였다.

터 얻은 병원균 DNA의 검출을 통해 질
병 진단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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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나노선 하나가 병원균을 검출할 수 있는 하나의 센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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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선으로 세상을 바꾼다

다중 병원균 진단 센서 개발!

Blind test를 통해 나노선 센서가 올바

1㎜ 크기의 칩에 수백 개의 나노선을 배열, 많은 종류의 병원균을 동시에 검출할

르게 병원균을 검출하는지 확인할 때

수 있는 초고집적 메디컬 센서로 응용할 수 있다.

마다, 결과가 정확히 나오는지 긴장하
며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 한번은 금 나

연구개발의 핵심은 바로 이것
SERS (표면 증강 라만 산란,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현상이란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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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낙담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환자
질병을 잘못 알고 있었던 단순 실수였

신속, 정확한 질병 진단 및 치료

나노구조 주변에 분자가 있는 경우, 분자의 라만 신호가 크게 증폭되는 현상으로, 단

감염성 질환은 배양 검사를 통해 환자가 어떠한 병원균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한

분자 수준의 감도를 갖는 분석 기술이다. SERS의 초고감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

다. 배양 검사는 보통 3일 이상 심지어 몇 주가 소요되고, SARS (중증 급성 호흡

한 실용적 질병 진단 센서의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SERS

기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 급

신호의 불규칙성 때문이다. 본 연구팀에서는 SERS 연구에 가장 적합한 단결정 금

격하게 전파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본 연구팀이 개발한 진단 센서

나노선의 합성에 성공, 이를 이용하면 매우 안정적인 SERS 신호를 얻을 수 있음을

는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해 병원균 확인 시간을 줄여, 신속한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금 나노선을 이용한 SERS 센서 개발을 추진,

게 해서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다.

던 것을 알고 다시 크게 기뻐했던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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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환자의 감염성 질병과 불일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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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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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나노선 이용해 SERS의 응용성 높이다!

노선 SERS 센서의 결과가 이미 검사를

감염성 질병 진단에 성공하였다.

초고감도, 초고집적 메디컬 센서 응용

연구진

연구팀이 개발한 금 나노선 기반 질병 진단 센서는 단일 나노선이 하나의 진단
센서로 작동하므로, 1mm 크기의 칩에도 수백 개의 나노선을 배열하여 수많은 종
이상엽

강태준

유승민

윤일선

류의 감염 병원균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초고감도, 초고집적 메디컬 센서로 응
용할 수 있다.

용어 해설
SERS: 표면 증강 라만 산란,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금속 나노구조 주변에 있는 분
자의 라만 신호가 크게 증폭되는 현상
나노선: 100 nm 내외의 지름을 갖는 1차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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