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체 감염 원인균 동시 진단 기술 개발 

- 감염균 진단용 금 나노선 기반 DNA 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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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병원균 동시에 진단하는 원천기술 개발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 병균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서상희 박사)의 지

원을 받은 KAIST 김봉수 교수 연구팀이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감염 질환에 자주 나타나는 원인 균주 여러 가지를 신속하고 정

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다고 밝혔다. 

감염 질환은 병균이 인체에 침입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세균 감염의 정확

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최근에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세균의 배양률이 크게 낮아 배양 검사

와 같은 기존의 진단 방법들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어 항생제의 남용 및 검사비용

의 낭비를 일으키고 적합한 항생제의 투여시기를 놓쳐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방법은 김봉수 교수 연구팀이 이전에 개발한 금 나노선을 

이용한 것으로, 나노선을 패턴화 함으로써 다양한 감염 병균을 하나의 칩만으로 

동시에 진단할 수 있다. 이 센서는 병균의 특정 DNA에만 결합할 수 있는 탐침

DNA 조각을 금 나노선에 붙여서, 임상시료에서 뽑아낸 DNA가 금 나노선에 부착

된 탐침 DNA와 결합하는지를 라만 신호를 통해 확인하여 감염병균의 종류를 쉽

게 검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존의 라만 검지법은 형태와 크기 조절이 불가능한 나노 구조를 이용하

였기 때문에 재현성과 정량성이 아주 낮아서 효과가 적었으나 본 연구팀에서 개

발한 금 나노선을 이용한 이 센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였

다. 

금 나노선 자체가 하나의 병균을 검출 하는 센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에, 1 밀리미터 크기의 칩에 수 백 개의 나노선을 배열하여 많은 종류의 감염 병

균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초고집적 메디컬센서로 응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환자로부터 얻은 다양한 임상 샘플에 어떤 병균이 존

재하는지를 단 한 번의 검사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적합

한 항생제를 감염초기에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검사법은 균주를 

일일이 배양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보통 3일에서 몇 주까지 걸리고 성공률도 50 % 

이하인데 비해, 이 방법은 수 시간이면 여러 병균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고, 정확

도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KAIST 화학과 김봉수 교수는 “이 메디컬 진단장치는 단 한 번의 검사로 

빠른 시간 안에 원인 병균을 밝혀내어 환자에게 조기에 적절한 투약을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관련 논문의 책임 저자는 KAIST의 김봉수 교수와 이상엽 교수

이며, 공동 제 1 저자는 강태준 박사과정 학생과 유승민 박사이다. 이번 연구결과

는 나노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나노 레터스 (Nano Letters)지 3월 11일자 온라인 

속보판에 게재되었으며, 현재 특허 출원 중이다.  

 

< 금 나노선 기반 DNA 센서의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 > 

 

 < 박테리아를 진단한 금 나노선 기반 DNA 센서의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 > 

 







각종 병균을 단 한 번의 검사로 신속히 진단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개발됐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카이스

트 김봉수·이상엽 교수팀은 금 나노선

을 이용해 감염질환에 자주 나타나는 여

러 가지 원인 균을 신속하고 정확히 진

단할 수 있는 다중병원균 진단센서를 개

발하는 데 성공했다.

병균이 인체에 침입해 생기는 감염질환

의 경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기존 진단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검사비용의 낭

비 및 항생제의 투여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연구팀이 개발한 다중병원균 진단센서는 다양한 감염 병균을 하나의 칩으로 동시 진단할 수 

있다. 이 센서는 병균의 특정 DNA에만 결합할 수 있는 탐침 DNA 조각을 금 나노선에 붙여 

임상시료에서 뽑아낸 DNA가 금 나노선에 부착된 탐침 DNA와 결합하는지를 확인, 감염 병균

의 종류를 쉽게 검출할 수 있다. 기존 검사 방법은 균주를 일일이 배양하기 때문에 최소 3일 

이상 소요되고 성공률도 50% 이하였다.

이번 센서는 환자로부터 얻은 임상 샘플에서 어떤 병균이 존재하는지를 단 한 번의 검사로 

신속,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 최적의 항생제를 감염 초기에 투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수 마이크론 길이의 금 나노선 하나가 한 종류의 병균을 검출하는 센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 크기의 칩에 수천개의 나노선을 배열해 많은 종류의 감염 병균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초고집적 메디컬센서로 응용될 수도 있다. 

연구결과는 나노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나노레터스(Nano Letters) 온라인 속보판 11일자

에 실렸으며, 특허출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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