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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혼합 인터칼레이터, 이를 이용한 디엔에이의 전기화학적검출방법 및 이를 위한 검출 키트

요약

본 발명은 외부로 출력하는 단자를 가진 전극에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단일 가닥 DNA(ssDNA) (이하, 프로브 DNA라 

함)를 시료중의 단일 가닥 표적 DNA와 반응시켜 이중 가닥 DNA(ds DNA)를 형성하게 하고, dsDNA의 염기쌍 사이

에 선택적으로 끼어 들어가는 인터칼레이터(intercalater)로서 N,N-비스[[4-(3-페로센카르복스아미도프로필)피페

라지닐]프로필]나프탈렌-1,4,5,8-테트라카르복실산) 및 N-[[4-(3-페로센카복스아미도프로필)피페라지닐]-프로

필]-1,8-나프탈렌 이미드를 함께 사용하여 dsDNA에 결합시키고, 상기 인터칼레이터를 통해 전달되는 산화전류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특정 염기서열을 갖는 DNA를 감도높게 검출하는 방법 및 이를 위한 검출 키트에 

관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면 미지의 DNA 시료에 대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게 하며, 멀티

미터(multimeter) 정도의 값싸고 휴대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DNA 칩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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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극의 제조방법을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도 2는 본 발명의 인터칼레이터들을 이용한 순환전류전압곡선 측정의 원리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혼합 인터칼레이터를 사용한 경우의 검출 민감도 증가 효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특정 서열을 갖는 DNA의 감도높은 전기화학적 검출 방법, 이를 위한 검출 키트 및 혼합 인터칼레이터에 

관한 것이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분자생물학적 연구방법들을 대체할 수단으로 DNA-칩 기술이 크게 주

목받고 있다. DNA-칩은 적게는 수십에서 수 백만 종류의 DNA 조각을 슬라이드 글라스와 같은 아주 작은 표면에 집

적한 것으로 이를 이용한 DNA 검출 방법은 적은 양의 시료에 들어 있는 RNA 또는 DNA를 짧은 시간에 검출할 수 있

으므로 기존의 서던 블럿(Southern blot)이나 노던 블럿(Northern blot)을 대량으로 짧은 시간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각광받고 있다. DNA 칩은 유전체 연구 및 분자생물학적 연구에 필수적인 대량의 RNA 발현측정, 게놈 D

NA의 돌연변이 검출, 유전자 진단, 약물유전학(pharmacogenomics), 맞춤의약 등에 응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크게 올리고칩(oligochip)과 cDNA 칩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DNA 칩이 소개되고 있는데, 전자는 20-25머(

mer)의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수십만개 집적한 것이고, 후자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보다 좀 더 긴 cDNA 조각을 집

적한 것이다.

기존에 알려진 DNA-칩의 기본 원리는 특정 염기서열을 가진 DNA 조각을 칩으로 불리는 표면에 다양한 방법으로 집

적한 후, 집적된 DNA 조각 중 어떤 DNA가 시료에 존재하는 표적(target) DNA (또는 RNA)와 결합하는지를 다량으

로 검출하는 것이다.

시료중의 표적 DNA와 DNA 칩내에 집적된 DNA 조각과의 결합여부는 일반적으로 형광물질로 표지한 시료 DNA (또

는 RNA)를 DNA 칩과 하이브리드화한 후, 레이저 광을 조사였을 때 발광하는 파장과 강도로 판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형광 검출방법은 레이저 스캐너인 고가의 광학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또한 Cy3, Cy5와 같은 형광물질로 시료의 D

NA (또는 RNA)를 표지할 때 고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형광세기와 하이브리드화된 시료 DNA의 양

의 정량적 검출이 어려워서 정량 적 목적보다는 정성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최근에 클리니칼 마이크로센서스사(Clinical Microsensors Inc., 미국)에

서는 전이금속 착물 같은 산화환원 활성물질을 프로브 DNA의 특정 위치에 선택적으로 공유결합시킨 후 표적 DNA가

프로브 DNA에 하이브리드화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전자전달 속도의 변화를 이용하여 결합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0-125865호에는 각각 외부에 출력하는 단자를 구비한 둘 이상의 전극표

면에 서로 다른 염기서열 부위를 갖는 프로브 DNA가 고정된 DNA 센서위에서, 상기 프로브 DNA와 단일가닥으로 해

리된 시료 DNA를 전기화학활성 인터칼레이터(intercalator) 존재하에 결합시키고 상기 프로브 DNA와 상기 시료 D

NA에 의해 형성된 하이브리드 DNA에 삽입된 상기 인터칼레이터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것에 의해서 상기 시료 

DNA의 유전자를 검출하는 DNA의 검출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정성 및 정량적 

DNA 검출을 하기 위해서는 매우 적은 양의 전류로서도 정확한 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출 민감도를 증가시켜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DNA 칩에 있어서 프로브 DNA에 대한 표적 DNA의 결합여부를 전기화학적 신호에 의해 감도높게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상기 방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인터칼레이터 및 DNA 검출용 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서는 외부로 출력하는 단자를 가진 전극에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단일 가닥 DNA(ssDNA) (이하, 프로브 DN

A라 함)를 시료중의 단일 가닥 표적 DNA와 반응시켜 이중 가닥 DNA(ds DNA)를 형성하게 하고, dsDNA의 염기쌍 

사이에만 선택적으로 끼어 들어가는 인터칼레이터(intercalater)로서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N,N-비스[[4-(3-페로

센카르복스아미도프로필)피페라지닐]프로필]나프탈렌-1,4,5,8-테트라카르복실산) 및 화학식 2의 화합물(N-[[4-(3

-페로센카복스아미도프로필)피페라지닐]-프로필]-1,8-나프탈렌 이미드)을 dsDNA에 결합시키고, 인터칼레이터를 

통해 전달되는 산화전류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특정 염기서열을 갖는 DNA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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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 1

화학식 2

또한, 본 발명에서는 dsDNA의 염기쌍 사이에 선택적으로 끼어 들어가는 인터칼레이터로서 화학식 1의 화합물 및 화

학식 2의 화합물의 존재하에, 외부로 출력하는 단자를 가진 전극에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단일가닥 프로브 DNA를 시

료중의 단일 가닥 표적 DNA와 반응시켜 이중 가닥 DNA(ds DNA)를 형성하게 하고, 상기 인터칼레이터를 통해 전달

되는 산화전류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특정 염기서열을 갖는 DNA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는 또한 외부로 출력하는 단자를 가진 전극에 단일가닥 프로브 DNA를 고정시킨 DNA 센서 및 화학식 1 

및 2의 인터칼레이터를 포함하는 DNA 검출 키트를 제공한다.

본 발명에서 프로브 DNA로서는 생물시료로부터 분리 정제한 DNA 또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단일 가닥 DNA를 임의

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전류량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단일가닥 DNA(ssDNA)-전극("DNA 센서")은 금, 산화 인듐 주석(I

ndium Tin Oxide, ITO), 탄소 등의 재료로 된 나전극(bare electrode)에 프로브로서 ssDNA가 연결된 것으로서, 연

결은 화학적 공유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전극과 ssDNA를 연결하기 위해 나전극의 표면을 2

-머캅토에탄올(2-ME), 3-머캅토부탄올, 3-머캅토프로피온산과 같이 한 쪽에 -SH 기를 가지고 다른 쪽에 -OH, 또

는 -COOH, -NH 3 등의 작용기를 가진 C 2 -C 6 의  탄소화합물 등과 반응시켜 피복한 후 노출된 반대쪽에 ssDNA

를 결합시켜 제조한다. 예를 들어 연결 화합물로서 2-ME를 사용하는 경우, 나전극을 2-ME 용액으로 0.5 내지 24시

간동안 처리하여 2-ME의 -SH 기와 전극 표면이 반응하도록 한다. 제조된 전극은 2-ME 등의 단층(monolayer)이 

표면에 피복된 상태로 되고 반대쪽은 -OH기가 노출되게 된다. 여기에 5'-말단에 인산기가 결합된 ssDNA를 결합시

켜 ssDNA-전극을 제조할 수 있다. 이때 반응은 산촉매로서 2-[N-모르폴리노]에탄설폰산(2-[N-Morpholino]etha

nesulfonic acid, MES) 등을 포함하는 완충액중에서 진행하며, 완충액의 pH는 4.5 내지 6.5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ssDNA를 제작할 때 5'-말단을 인산기 대신에 -SH로 결합시키고 전극 표면과 직접 반응하

게 하며, 이때는 ssDNA 반응후에 노출된 표면을 2-머캅토에탄올로 피복한다.

상기 프로브 ssDNA-전극을 단일 가닥 표적 DNA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화 반응 완충액과 접촉시키고, 실온에서 약 

12시간 내지 48시간, 바람직하게는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프로브 DNA와 표적 DNA가 결합하여 dsDNA를 형성하도

록 하면 dsDNA의 형성과 동시에 또는 형성 후에 인터칼레이터들이 dsDNA 사이에 삽입되고 결합한 인터칼레이터들

의 페로센 분자사이로 전류가 흘러 전극으로 전달된다. 본 발명의 인터칼레이터들은 산화환원활성을 갖는 페로센 화

합물을 포함하는 물질들이고, dsDNA에 삽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들이다. 본 발명의 인터칼레이터들은 프로브 

DNA와 표적 DNA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dsDNA에 매우 높은 특이성을 나타내며, 이들의 결합에 의해 dsDNA가 안

정화된다. 이들은 ssDNA에는 결합하지 않거나 결합하더라도 곧 해리되므로 시료중에 프로브 DNA와 하이브리드화

할 수 있는 DNA가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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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정성 및 정량적 DNA 검출이 가능하려면 검출 민감도가 높아야 하며, 본 발명에서는 이를 위해 

상기 화학식 1의 화합물(인터칼레이터 1; IC1) 및 화학식 2의 화합물(인터칼레이터 2; IC2)을 혼합하여 인터칼레이터

로서 사용한다. IC1과 IC2의 혼합물을 사용하면 이들의 상승효과에 의해 각 화합물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검출 민감

도가 현저하게 증가한다.

IC1은 약 3 내지 5개의 dsDNA 염기쌍당 1개의 분자가 삽입(intercalating)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삽입되는 인터칼레

이터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IC1분자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IC2를 사용한다. IC2는 한 개의 dsDNA 염기쌍당 1개씩 

삽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독으로는 IC1에 비해 dsDNA에 대한 특이성이 낮다. IC1과 IC2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I

C1이 결합하지 못한 자리에 작은 크기의 IC2가 들어가서 전극표면으로의 전자전달을 더 용이하게 해주므로 검출 민

감도가 증가하며, 또한 IC2가 산화된 상태의 IC1을 환원시키는 슈퍼센시타이저(supersensitizer)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IC1과 IC2의 혼합비율은 1:0.1 내지 1:10일 수 있고, 바람직하게는 1:0.5 내지 1:5이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 전류량의 측정은 전위를 걸어서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이클릭 볼타메트리(cyclic voltametry), 디퍼런샬 펄스 볼타메트리(differential pulse voltametry), 포텐시오스타

트(potentiostat) 등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방법에서와 같이 dsDNA의 염기쌍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인터칼레이터들을 사용하여 전극에 결합된 dsD

NA를 통해 전달되는 산화전류량을 측정하면 dsDNA-전극에서 측정된 산화전류는 ssDNA-전극에 비해 약 2배(~70

nA) 이상 증가한다. 따라서, 10nA 이상의 분리능(resolution)을 가지는 전류계와 전원(power supply)을 결합한 간단

한 기기만을 사용하여 dsDNA를 정량할 수 있다. ssDNA 전극을 제작할 때 특정 염기서열을 가진 올리고뉴클레오티

드들을 각각 다른 전극에 고정화하면 DNA 시료와 결합한 특정 염기서열을 가진 ssDNA를 결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또한 ssDNA와 표적 DNA의 농도에 따라 전류의 크기가 직선적으로 변화하므로 DNA 시료의 농도

를 정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하에서 본 발명을 실시예에 의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단, 이들 실시예는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일 

뿐, 본 발명이 이들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단일가닥 프로브 DNA가 결합된 전극의 제조

(단계 1) 순금전극의 표면처리 및 ME-전극의 제작

순금 (Au) 전극 (면적 2 mm 2 , MF-2014 AUE gold electrode, BAS, IN, USA)을 끓인 2 M NaOH 용액에 5분, 진

한 질산에 5분간 세척한 후, 증류수에서 3분간 2회 초음파처리하였다. 각 단계마다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전극을 0.1 

M 황산 수용액에 담그고, 볼타메트릭 애널라이저(voltammetric analyzer (BAS, CV-50W, IN. USA))를 이용하여 0

V부터 1.5 V까지 (vs. Ag/AgCl) 100 mV/s 의 속도로 사이클(cycle)을 돌려 이물질에 의한 전류량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20회 정도) 기준선(basal line)을 잡았다. 이렇게 얻어진 나전극(bare electrode)을 1 mM 2-머캅토에탄올 (2

-ME) 용액에 2시간동안 처리하여 2-ME의 -SH와 Au 전극 표면이 반응하도록 하였다. 만들어진 순금전극은 2-ME

의 단층(monolayer)이 표면에 입혀진 상태로 되고 반대쪽은 -OH기가 노출되게 된다.

(단계 2) 단일가닥 DNA(ssDNA)-전극 제작

올리고뉴클레오티드 합성기를 이용하여, 임의의 센스 및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로서 서열번호: 1 및 2의 올리

고뉴클레오티드들을 제조한 후 센스 올리고뉴클레오티드의 5' 말단에 인산기를 결합시켰다.

40 mM 2-[N-모르폴리노]에탄설폰산 (MES) 완충액(pH 4.5)에 1-에틸-3-(3-디메틸아미노프로필) 카르보디이미

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EDAC) 및 센스 올리고뉴클 레오티드(ssDNA)를 각각 1 ㎍/㎕ 및 1 mM의 최종농도로 녹인 

용액을 ME-전극표면에 24시간 동안 처리하여 ssDNA의 인산기와 2-ME의 -OH가 결합하도록 고정화하였다. 전극

의 제조과정은 도 1에 나타내었다.

실시예 2: ssDNA-전극을 이용한 DNA 검출

(단계 1) 하이브리드 DNA의 형성

서열번호: 2의 안티센스 DNA(asDNA) 시료 1 ㎕ (1 nmol/㎕)를 30㎕의 하이브리드화 용액(0.09 ㎍/㎕ 연어 정자 D

NA, 0.5 ㎍/㎕ 아세틸화된 우 혈청 알부민, 27 mM MES(free acid), 74 mM MES(sodium salt), 0.89 M NaCl, 0.01

% tween 20, 20 mM EDTA, 최종농도)에 가한 후, 실시예 1의 (단계 2)에서 제작된 ssDNA-전극을 이 용액에 담가 

37℃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하이브리드 DNA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를 세척 용액(27 mM MES(free acid), 74 

mM MES(sodium salt), 26 mM NaCl, 0.01 % 트윈 20, 최종농도)으로 37℃에서 15분간씩 3회 세척하여 이중가닥 

DNA(dsDNA)가 결합된 전극을 얻었다(dsDNA-전극). 전극의 제조과정은 도 1에 나타내었다.

(단계 2) dsDNA와 인터칼레이터의 결합

dsDNA-전극을 인터칼레이터로서 화학식 1의 화합물, 즉, N,N-비스[[4-(3-페로센카르복스아미도프로필)피페라지

닐]프로필]나프탈렌-1,4,5,8-테트라카르복실산(N,N-bis[[4-(3-ferrocenecarboxamidopropyl)piperazinyl]propy

l]naphtalene-1,4,5,8-tetracarboxylic acid)(IC1) 및 화학식 2의 화합물, 즉, (N-[[4-(3-페로센카복스아미도프로

필)피페라지닐]-프로필]-1,8-나프탈렌 이미드)(IC2)가 각각 40 μM 농도로 포함된 수용액으로 10분간 상온에서 처

리하여 인터칼레이터들이 dsDNA에 삽입되도록 하였다.

비교를 위해, 다른 dsDNA-전극에 IC1만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각 dsDNA-전극을 작업전극 (working electrode)으로, Ag/AgCl을 기준전극 (reference electrode)으로, Pt 선(wir

e)를 상대전극 (counter electrode)으로 한 삼전극계를 이용하여 각 전극에 흐르는 전류를 볼타베트릭 애널라이저(v

oltammetric analyzer(BAS, CV-50W, UK))로 측정하여 순환전류전압곡선(CV)으로 나타내었다. 전해질 용액으로 

0.1 M KCl이 포함된 0.1 M 아세트산/아세트산 칼륨 완충액 (pH 5.6)을 이용하였다. 전해질 용액에서의 산화환원중 

발생되는 전류의 양이 IC1 및 IC2를 경유하여 전극으로 전달되고 이 양이 CV를 통해 측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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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 2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전류량 측정 결과, 도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회의 실험에서 IC1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IC1과 IC2를 1:1로

섞어서 사용하였을 때 산화전류량이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는 IC1이 결합하지 못한 자리에 작은 크기의 IC2가 들어가

서 전극표면으로의 전자전달을 더 용이하게 해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IC2는 산화된 상태의 IC1을 환원시키

는 슈퍼센시타이저(supersensitizer)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IC2을 IC1과 함께 사용하면, 전극의 민감

도를 2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방법은 미지의 DNA 시료에 대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측정이 가능 하게 하며, 멀티미터(multimeter) 정도

의 값싸고 휴대가능한 기기를 이용하여 DNA 칩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외부로 출력하는 단자를 가진 전극에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단일 가닥 DNA(ssDNA)를 단일 가닥 표적 DNA를 포함하

는 시료와 반응시켜 이중 가닥 DNA(ds DNA)를 형성하는 단계, 형성된 dsDNA의 염기쌍 사이에 선택적으로 끼어 들

어가는 인터칼레이터(intercalater)로서 하기 화학식 1의 화합물(N,N-비스[[4-(3-페로센카르복스아미도프로필)피

페라지닐]프로필]나프탈렌-1,4,5,8-테트라카르복실산) 및 화학식 2의 화합물(N-[[4-(3-페로센카복스아미도프로

필)피페라지닐]-프로필]-1,8-나프탈렌 이미드)을 dsDNA에 결합시키는 단계, 및 인터칼레이터를 통해 전달되는 산

화전류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료중의 특정 염기서열을 갖는 DNA를 검출하는 방법:

화학식 1

화학식 2

청구항 2.
이중 가닥 DNA(dsDNA)의 염기쌍 사이에 선택적으로 끼어 들어가는 인터칼레이터로서 제 1 항에 기재된 화학식 1의

화합물 및 화학식 2의 화합물의 존재하에, 외부로 출력하는 단자를 가진 전극에 공유결합으로 연결된 단일가닥 프로

브 DNA를 단일 가닥 표적 DNA를 포함하는 시료와 반응시켜 이중 가닥 DNA(ds DNA)를 형성하는 단계; 및, 인터칼

레이터를 통해 전달되는 산화전류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료 중의 특정 염기서열을 갖는 DNA를 검

출하는 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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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기재된 화학식 1 및 2의 화합물을 1:0.1 내지 1:10의 비율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110>    Mitocon, Ltd. <120>    Mixed intercalators, electrochemical detection method of DNA          us
ing same and detection kit therefor <130>    mtc-0681 <160>    2 <170>    KopatentIn 1.71 <210>    1 <21
1>    28 <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synthetic sense oligonucleotide <400> 
  1 cctaaccaga tttcaaattt tatctttt                                            28 <210>    2 <2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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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NA <213>    Artificial Sequence <220> <223>    antisense of SEQ ID NO: 1 <400>    2 aaaagataa
a atttgaaatc tggttagg                                            28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