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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이용한 ＤＮＡ 검출방법 및검출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나노포어(nanopore)를 이용한 DNA 검출(detection) 방법에 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나노포어의 표면

특성을 변화시켜 1kbp 이하의 크기를 가진 DNA를 레이블링 없이 검출할 수 있는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 검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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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본 발명에 따르면, 나포포어의 표면특성의 변화로 인해 나노포어를 통과하는 DNA의 통과 시간(translocation

duration time)을 증가시켜서 10nm 내지 50nm인 나노포어를 이용하여 시료가 PCR산물 특히 1kbp 미만의 크기를 가진

이중가닥 DNA인 경우에도 특별한 레이블링 없이 DNA를 용이하게 검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노포어 제조공정이 매

우 간편해진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체 기판에 형성된 나노포어의 표면을 아미노 실란(amino silane), 나일론(Nylon),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

스퍼미딘(spermidine) 또는 폴리라이신(Polylysine)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양전하(positive

charge)를 띤 물질로 처리하는 단계;

상기 표면 처리된 나노포어 내로 DNA 함유 시료를 투입시키는 단계; 및

상기 DNA가 나노포어를 관통하여 나타나는 전기적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검출방법.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기적 신호는 차단되는 전류량(current blockade) 및 차단 시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검출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포어의 크기는 10nm 내지 50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검

출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DNA는 1bp 내지 1kbp의 크기를 가진 이중가닥 DNA(double stranded DNA)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이용한DNA검출방법.

청구항 6.

아미노 실란(amino silane), 나일론(Nylon), 니트로셀룰로오스(Nitrocellulose), 스퍼미딘(spermidine) 또는 폴리라이신

(Polylysine)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양전하(positive charge)를 띤 물질로 처리하여 그 표면이 양전

하를 띠도록 표면특성이 변화된 나노포어를 가진 고체 기판;

등록특허 10-0730350

- 2 -



상기 고체기판의 나노포어에 전압을 인가하는 전극; 및

상기 나노포어를 DNA 함유 시료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측정부를 포함하는 표면처리된 나노포어

를 이용한 DNA검출장치.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고체기판과 연결되어 나노포어로 투입되는 시료가 보관되는 시료 저장챔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검출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시료 저장챔버는 DNA증폭부를 포함하거나 DNA증폭부와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검출장치.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포어의 크기는 10nm 내지 50nm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검

출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DNA는 1bp 내지 1kbp의 크기를 가진 이중가닥 DNA(double stranded DNA)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검출장치.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나노포어(nanopore)를 이용한 핵산(nucleic acids) 검출(detection) 장치 및 방법에 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

으로는 나노포어의 표면특성을 변화시켜 1kbp 이하의 크기를 가진 DNA를 레이블링 없이 검출할 수 있는 나노포어를 이

용한 DNA 검출 방법 및 장치에 대한 것이다.

시료 내에서 표적 생분자를 검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에서 나노포어(nanopore)를 이용한 방법은

바이오포어(bio-pore) 모방 시스템으로서 고감도 DNA 검출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 검출 시스템은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특허 제6015714호(발명의 명칭 :

Characterization of individual polymer molecules based on monomer-interface interactions )는 나노포어가 가지고

있는 매우 민감한 신호를 이용하여 DNA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염기를 구별하여 DNA 씨퀀씽(sequencing)을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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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여, 두 개의 풀(pool)을 가지고 있고 그 사이에 DNA가 하나씩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작은 포어(pore)가 구비되

는데, 어느 한쪽의 풀에 DNA 바이오폴리머를 로딩한 후 상기 포어를 지나가는 것을 측정하여 DNA를 씨퀀씽

(sequencing)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고,

미국특허 제6362002호(발명의 명칭 : Characterization of individual polymer molecules based on monomer-

interface interactions )는 단일가닥 DNA의 염기가 순차적으로 통과하는 나노포어를 만들어 이중가닥 핵산과 단일가닥

핵산을 구별하는 방법(이중가닥 핵산은 단일가닥으로 풀어져서 통과하므로 시간이 걸림)을 개시하고 있으며,

미국특허 공개번호 2003/0104428호( 발명의 명칭 : Method for characterization of nucleic acid molecules)는 나노포

어를 이용하여 샘플 DNA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DNA의 특이적인 국부영역(specified local area of DNA)을 인지하

는 다른 물질, 단백질이나 DNA를 이용하여 특정서열을 파악하고 DNA에 결합된 다른 물질에 의해 변화하는 신호 변화를

관찰하여 DNA 의 특정한 염기서열을 검출하는 기술을 개시하고 있고,

미국특허 제6428959호( 발명의 명칭 : Methods of Determining the presence of double stranded nucleic acids in a

sample)는 유체 시료내 핵산을 3nm 내지 6nm 직경의 나노포어로 통과시키면서 나노포어를 통해 흐르는 전류 진폭

(current amplitude)을 측정하여 전류의 차단(blockade)에 의해 이중가닥 핵산과 단일가닥 핵산을 구별하는 방법을 개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래의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 검출방법 및 장치로는 나노포어를 통과하는 DNA의 속도가 너무 빨라

2000bp 이하의 DNA를 검출하기 어렵고, 요구되는 나노포어의 직경도 10nm미만, 바람직하게는 5nm 미만이어야 하므로

DNA를 검출하기 위한 장치의 구조 및 검출 조건 등이 매우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바이오포어(bio-pore)만큼 작은 직경의 나노포어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제작이 난

해함에 따른 다수의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노포어를 이용한 핵산의 검출 방법을

연구하던 중, 나노포어 표면을 양전하를 띤 물질로 처리하여 그 표면이 양전하를 띠도록 나노포어의 표면특성을 변화시키

게되면, 나노포어와 상기 나노포어를 통과하는 DNA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비교적 직경이 큰 나노포어로도 1kbp 이하의

크기를 가진 DNA의 검출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본 발명을 완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표면특성이 변화된 나노포어를 이용하여 DNA가 나노포어를 통과할 때, DNA의 나노포어 통과

시간 (translocation duration time)이 연장됨으로써 유발된 전기적 신호를 통해 시료 중의 DNA를 검출하도록 함으로써

상기 나노포어 직경이 10-50nm 범위인 경우에도 특별한 레이블링 없이 시료 중의 DNA를 검출하는 것이 가능한 DNA검

출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직경이 10nm 내지 50nm인 표면특성이 변화된 나노포어를 이용하여 시료가 PCR산물 특히 1kbp

미만의 크기를 가진 이중가닥 DNA인 경우에도 특별한 레이블링 없이 DNA를 용이하게 검출할 수 있는 DNA검출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제조가 용이한 상당히 큰 10nm 내지 50nm 직경의 나노포어를 이용함으로써 그 제조공정이 매

우 간편한 DNA검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랩온어칩에 적용이 용이한 DNA검출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술한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고체 기판에 형성된 나노포어의 표면을 양전하(positive charge)를

띤 물질로 처리하는 단계; 상기 표면 처리된 나노포어 내로 DNA 함유 시료를 투입시키는 단계; 및 상기 DNA가 나노포어

를 관통하여 나타나는 전기적 신호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검출방법을 제공한

다.

본 발명의 구현원리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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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에 함유된 DNA가 나노포어를 통과(translocation)하기 위하여 극복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 장벽(energy barrier)이

존재한다. 상기 에너지 장벽의 높이는 상기 나노포어내의 정전기적 상호작용(electrostatic interaction) 또는 기하학적인

제한(geometrical restriction)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본 발명에서는 나노포어 표면을 (+) 전하를 띠도록 표면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상기 나노포어의 에너지 장벽을 증가시켰

다.

따라서, 시료에 함유된 DNA는 (-)전하를 띠고 있고, 나노포어 표면은 도1과 같이 양전하를 띠게 됨으로써, 나노포어를 시

료 내의 DNA가 통과하고자 할 때 (+)전하를 갖는 나노포어 표면과 (-)전하를 갖는 DNA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력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므로 DNA가 나노포어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translocation duration time)이 수배나 증가하게 된

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나노포어 표면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종래의 방법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신호크기를 감소시킴 없이

동일한 신호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DNA가 나노포어를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매우 간단하게 증가시키는 방법

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나노포어는 그 직경이 10nm 내지 50nm 크기의 것이므로, 그 제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다. 즉,

고체기판을 준비한 후 FIB(focused ion beam)로 100nm 직경의 포어를 형성한 후 ALD(atomic layer deposition)를 이용

하여 100nm의 직경을 10nm 내지 50nm 직경을 가진 나노포어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제조의 일예를 살펴보면, 실리콘 기판에 의해 지지되도록 질화규소막(silicon nitride membrane)을

LPCVD(low-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로 증착시킨 후 FIB 머신을 이용하여 상기 막의 중앙에 100nm 직경

의 포어를 뚫은 다음, ALD를 이용하여 상기 포어에 산화알루미늄(Al2O3)으로 된 얇은 층을 증착시켜 포어의 직경을 10nm

내지 50nm 크기가 되도록 조절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방법은 나노포어의 직경이 50nm이하인 경우라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공지된 기술로는 그 구

현이 매우 어려운 10nm미만의 나노포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한을

10nm로 한 것이며, 또한 나노포어의 직경이 50nm보다 커지게 되면, 검출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하게

되므로 그 상한을 50nm로 한 것인데, 제조공정의 용이성 및 신호검출의 정확성의 측면에서보면 30nm전후의 직경을 갖는

나노포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발명에서 나노포어의 표면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양전하를 띤 물질은 APTES

(aminopropyltriethoxysilane) 을 포함하는 아미노 실란(amino silane), 나일론(Nylon), 니트로셀룰로오스

(Nitrocellulose), 스퍼미딘(spermidine) 또는 폴리라이신(Polylysine)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인 것이

바람직한데, 상기 양전하를 띤 물질의 종류 및 처리되는 농도에 따라 나노포어 표면이 양전하를 띠는 표면특성이 달라지게

되므로, 상기 나노포어 표면에 처리되는 양전하를 띤 물질의 종류 또는 처리되는 밀도에 따라 조절되는 나노포어 표면특성

변화 정도에 따라 검출할 수 있는 DNA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방법에서 시료 중의 DNA를 나노포어를 통해 검출하기 위해 측정하는 전기적 신호가 예를 들어 나노포어

에 흐르는 전류 진폭(current amplitude)인 경우라면, 표면처리된 나노포어 표면의 (+)전하와 시료 중의 DNA가 띠고 있

는 (-)전하의 상호작용력으로 인해 상기 나노포어를 통과하는 시료 내에 함유된 DNA의 통과 시간(translocation duration

time)이 연장되면서 전류의 차단(blockade)이 유발되므로 이러한 전류의 차단신호에 의해 DNA를 검출할 수 있다. 즉, 차

단되는 전류량(current blockade) 및 차단 시간을 측정하여 DNA를 전기적으로 검출한다.

한편, 상기 나노포어를 통과하는 DNA를 포함하는 시료는 전기적으로 전도성인 용매에 용해시켜 유체상태로 준비되는데,

이 때 임의의 편리한 전기적으로 전도성인 용매가 이용될 수 있다. 상기 용매는 수성 용매이며, 순수한 물 또는 하나 이상

의 부가적인 물질, 예를 들면, 완충제, 염(예를 들면, 염화칼륨)이 존재하는 물일 수 있는데, 바람직하게는 1M KCl, 10Mm

Tris-HCl과 같은 이온화버퍼용액이다. 또한 유체시료의 pH는 전형적으로 약 6.0 내지 9.0 미만이다.

여기서, 상기 시료에 함유된 DNA는 PCR산물로서 특히 1kbp 이하, 바람직하게는 200~1000bp의 크기를 가진 이중가닥

DNA(double stranded DNA)인 것이 효과적이므로, 본 발명의 방법에 의하면 PCR결과를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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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또한 양전하(positive charge)를 띤 물질로 처리하여 그 표면이 양전하를 띠도록 표면특성이 변화된 나노포어를

가진 고체 기판, 상기 고체기판의 나노포어에 전압을 인가하는 전극, 및 상기 나노포어를 DNA를 함유하는 시료가 통과할

때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측정부를포함하는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검출장치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상기 장치에서 사용되는 나노포어는 직경이 나노미터 수준인 채널 또는 포어(구멍)를 갖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상기 나노포어는 나노포어센서를 포함하는 공지된 기술적 구성의 나노포어검출장치의 일부분으로서 이러한 나노포어를

이용한 표면처리된 DNA 검출장치의 구성 및 방법은 본 발명이 양전하를 띤 물질로 나노포어 표면을 처리한 점 및 이로 인

해 필요한 나노포어의 크기가 10nm 내지 50nm이하인 점에서만 상이할 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다.

즉, 일반적으로 나노포어검출장치는 나노포어를 통하여 전기장을 인가하여, 상기 나노포어를 통한 전류 변화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상기 나노포어를 통해 이동하는 유체 중의 표적물질을 검출하게 되므로, 나노포어를 통한 전류 진폭은 유체의 이

동 과정 동안 모니터링되며, 진폭의 변화는 나노포어를 통한 표적물질의 통과와 관련되므로, 측정된 전류 진폭값으로부터

표적물질을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장치의 작동원리를 나노포어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 2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아미

노 실란에 의해 표면에 양전하를 띠도록 표면특성이 변화된 나노포어를 통과하는 시료 중의 DNA가 나노포어 표면과 정전

기적 상호작용을 하게되므로 DNA가 나포포어를 통과하는 시간이 상기와 같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때보다 상당히

연장되어 DNA의 크기가 1kbp 이하인 경우에도 나노포어를 통과하는 시료중의 DNA로 인해 유발되는 신호를 민감하게 감

지할 수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장치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 고체기판과 연결되어 나노포어로 투입되는 시료가 보관되는 시료 저장챔버를 더

포함할 수 있는데, 상기 시료는 PCR 산물 즉 PCR 방법으로 증폭된 DNA를 포함하는 유체물질로서, 특히 상기 DNA는

1kbp 이하의 크기를 가진 DNA이다.

또한, 상기 시료저장챔버는 시료를 외부에서 주입하여 보관하는 구성으로 구현될 수도 있지만, 공지된 DNA증폭부 예를

들어 PCR칩을 이용하여 원하는 시료를 생성하게 한 후 보관하는 구성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이 때,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 시료저장챔버가 나노포어크기의 직경을 가진 미세채널로 연결된 DNA증폭부와 연결되어

DNA가 포함된 시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구성으로 구현될 수도 있다.

한편,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지만 상술한 본 발명의 각 기능적 요소를 공지된 마이크로플루이딕 유닛(Microfluidic

units) 및 MEMS디바이스를 이용하여 프로세스-온-어-칩 (process-on-a-chip) 또는 랩-온-어-칩(lab-on-a-chip)으

로 구현할 수도 있을것이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들 실시예는 단지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발명의 범위가 이들 실시예에 의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실시예1>

1. 30nm 직경의 나노포어를 가진 고체기판의 형성

400μm 두께의 실리콘 기판에 30μm×30μm로 250nm 두께의 질화규소막(silicone nitride membrane)을 형성하는데, 상

기 질화규소막은 LPCVD (low-pressure chemical vapor)에 의해 증착하였다. 먼저 100nm직경의 포어를 상기 막의 중

앙에 FIB 머신(focused ion beam machine) SMI2050(Seiko instrument inc. 제조)을 이용하여 뚫은 후, ALD(atomic

layer deposition)를 이용하여 상기 포어에 산화알루미늄(Al2O3)으로 된 얇은 층을 증착시켜 포어의 직경을 30nm 크기가

되도록 감소시켰다. 이 때 증착된 Al2O3 층의 두께는 ellipsometer로 측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실린더형의 30nm 직경 나노

포어가 320nm 두께의 막을 관통하여 형성되었다.

2. 나노포어의 표면 처리

이와 같이 형성된 30nm 직경의 나노포어를 가진 고체기판을 피란하 용액(piranha solution)으로 10분 동안 세척한 후 증

류수로 완전히 린스하였다. 상기 세척된 기판을 1% (v/v) 아미노프로필트리에톡시실란(aminopropyl triethoxysi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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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Sigma- Aldrich)을 함유하는 에탄올용액에 1시간 동안 상온에서 침지하였다. 상기 기판을 에탄올에서 흔들어서 완

전히 린스하였고, 질소가스로 건조시켰다. 그 후 상기 기판을 2시간 동안 100℃ 인큐베이터에 두었다. 이러한 처리 후 24

시간 이내에 상기 고체기판을 사용하였다.

3. 시료준비

539bp와 910bp의 이중가닥 DNA를 각각 준비하였다. 상기 DNA는 MODY3 유전자의 일부를 PCR로 증폭하여 준비되었

는데, 상기 PCR 산물은 콰이아젠사의 QIAquick gel extraction kit를 이용하여 정제되었다.

4. 시료 중의 DNA검출

상기와 같이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가지고, 상기 나노포어를 관통하여 전압을 인가하는 Ag/AgCl 전극이 구비된 본 발명

의 장치에 이온화버퍼용액(1M KCl, 10Mm Tris-HCl, pH 6.0)과 함께 준비된 539bp의 이중가닥 DNA 를 2nM 로딩한 후

500mV의 전압을 인가하면서 얻어지는 전기적 신호를 1분 동안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3a에 나타내었다.

<비교예1>

나노포어의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실시예1과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도3b에 나타내었

다.

<실시예2>

본 발명의 장치에 로딩된 이중가닥 DNA의 크기가 910bp인 것을 제외하면 실시예1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

를 도4a에 나타내었다.

<비교예 2>

나노포어의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실시예2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를 도4b에 나타내었

다.

도3a 및 도3b 와 도4a 및 도4b를 참조하면, 30nm직경을 가진 나노포어의 경우 나노포어의 표면이 본 발명과 같이 양전하

를 띤 물질로 처리되지 않게 되면 그 전기적 신호변화가 시료 중에 전혀 DNA가 없는 경우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와 같이 나노포어의 표면을 양전하를 띤 물질로 처리하게 되면 30nm직경을 가진 나노포어

로도 1kb이하의 DNA를 매우 손쉽고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예>

DNA의 크기가 측정되는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500mV를 인가한 후 2 분 동안 실시예1 및 실시예2를

수행하여 얻어진 신호데이터를 모아서 통과시간에 대한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도5에 나타내었고, 전류차단(current

blockade)에 대한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도6에 나타내었다.

도5를 참조하면, 짧은 이중가닥 DNA의 통과시간(translocation time)이 539bp DNA에 대해서는 56.7±2.6μsec의 시간

범위에 걸쳐있고, 910bp DNA에 대해서는 106.7±28.6μsec의 시간범위에 걸쳐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6을 참조하면, 평균 전류차단이 539bp에 대해서는 301±80pA(통과횟수n= 500일 때)이고, 910bp에 대해서는

532±158pA(통과횟수n= 500일 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참조하면 이중가닥 DNA의 크기가 클수록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통과하는 시간이 더 연장되며,

더 많은 전류차단을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이중가닥 DNA 크기가 커질수록 DNA자체의 폴딩(folding)

으로 인한 효과도 그 중의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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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본 발명의 양전하를 띤 물질로 표면처리된 나노포어를 이용하게 되면 1kbp미만의 크기를 가진 DNA를 손쉽게

검출 가능하므로, 본 발명의 방법과 장치는 빠르고 레이블링을 요하지 않는 검출을 위한 랩온어칩 형태의 DNA센서에 매

우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 같

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 내에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나노포어를 이용한 DNA검출방법 및 장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우수한 효과가 있다.

즉, 본 발명은 나포 포어의 표면특성의 변화로 인해 나노 포어를 통과하는 DNA의 통과 시간(translocation duration time)

을 증가시켜서 유발된 전기적 신호를 측정함으로써 시료 중의 DNA를 검출하게 되므로, 10nm 내지 50nm인 나노포어를

이용하여 시료가 PCR산물 특히 1kbp 이하의 크기를 가진 이중가닥 DNA인 경우에도 특별한 레이블링 없이 DNA를 용이

하게 검출할 수 있어 PCR 결과를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노포어 제조공정 또한 간편해지

므로 그 제조공정이 간단한 DNA검출장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랩온어칩에 적용이 매우 용이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DNA의 음전하와 양전하를 띠도록 그 특성이 변화된 나노포어 표면간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도시한 것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장치의 작동원리를 나노포어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도시한것이다.

도 3a 및 도3b는 본 발명의 실시예1 및 비교예1 에서 각각 측정된 전류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4a 및 도4b 는 본 발명의 실시예2 및 비교예2에서 각각측정된 전류의 상태를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실시예1 및 실시예2를 500mV를 인가한 후 2 분 동안 수행하여 얻어진 신호데이터를 모아서 통과시간에 대한 결과

를 히스토그램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 6은 실시예1 및 실시예2를 500mV를 인가한 후 2 분 동안 수행하여 얻어진 신호데이터를 모아서 전류차단(current

blockade)에 대한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도시한 것이다.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7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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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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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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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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