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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several decades, various nanomaterials are broadly used in industry and research. With the 
growth of nanotechnology, the study of nanotoxicity is being accelerated. Particularly, mercury ion is 
widely used in real life. Because the mercury is representative high toxic material, it is highly rec-
ommended to detect the mercury ion. In previous reported work, thymine-thymine mismatches (T-T) 
capture mercury ion and create very stable base pair (T-Hg2+-T). 

Here, we performed the high sensitive sensing method for direct label free detection of mercury 
ions and DNA binding using Kelvin Probe Force Microscope (KPFM). In this method, 30 base pairs 
of thymine (T-30) is used for mercury specific DNA binding (T-Hg2+-T). KPFM is able to detect the 
mercury ion because there is difference between bare T-30 DNA and mercury mediated DNA 
(T-Hg2+-T).

1)

1. 서  론

최근 ,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 물질을 이용한 

기술들이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1)(2). 이런 나노 

물질들은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반면 매우 

작은 크기와 큰 표면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체 건강과 생태계에 많은 위협이 될 수 있다 .
특히 수은은 대표적인 위험물질이다 .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

는 유일한 금속이기 때문에 증발을 통해서 인체

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 . 또한 수은 화합물이 

물에 녹아 나노 크기의 이온상태가 되면 더더욱 

쉽게 인체에 침투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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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이 인체에 유입되면 아주 작은 농도라 할지

라도 매우 위독한 상태가 된다 . 따라서 수은 나

노 물질을 검출하기 위해선 수은의 이온화 과정

에서의 검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
수은 이온의 검출을 위해서 티민과 수은 이온

의 특이적 결합 (3) (T-Hg2+-T) 을 이용하였다 . 또

한 원자력 힘 현미경과 표면 전하 측정 현미경

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현미경의 외팔

보가 진동하면 탐침의 끝과 샘플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해 표면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이후 

표면 전하 측정 현미경을 통해 샘플 표면의 전

하 분포도를 이미지화 시킬 수 있다 . 외팔보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샘플과 외팔보가 축전기

와 같은 상태로 유지되어 표면 전하의 분포에 

따라 외팔보가 진동하여 샘플의 전하 분포를 이

미지화 할 수 있다 . 

2. 실험

2.1 샘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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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수은 이온의 농도에 따른 Surface 
Potential 평균값

(1) DNA 샘플 제작

본 실험에선 10 nM의 티민 30 (T-30) 을 사용하

였다. T-30을 TE buffer 용액에 용해시킨 후 3차 

증류수로 희석시켜 원하는 농도의 DNA 용액 2 μL
를 준비 한다. 이 DNA 용액을 실리콘 웨이퍼에 올

려 놓은 후 약 12시간 정도 보관하여 말린다. 이 상

태에서 반데르발스 힘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에 

DNA가 붙게 된다. 이 후에 증류수를 이용하여 남

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한다. 표면 전하 측정 현미경

의 측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샘플에 은 풀과 카본 

테이프를 이용하여 전도성을 부여한다. 

(2) 수은 이온 샘플 제작

또한, 수은 이온 용액을 준비하기 위해서 증류수

에 HgCl2를 용해시켜 원하는 농도의 수은이온 용액

을 만든다. 수은 이온 용액 2 μL와 DNA 용액 2 μ

L를 반응 시킨 후, 실리콘 웨이퍼에 올려 DNA 샘

플과 같은 방식으로 샘플을 제작한다.

Figure 1. KPFM을 통한 DNA와 DNA+Hg2+의 전위

값 측정 방식

2.2 표면 전하 측정 현미경 이미지
표면 전하 측정 현미경의 lift 모드를 이용하여 샘

플의 전위를 측정하였다. 원자력 힘 현미경의 

tapping mode를 통하여 이미지를 얻은 후에 DNA
의 크기 정도인 5 nm 만큼 외팔보를 수직 방향으로 

올려준다. alternating current를 4V 만큼 가해 준 후 

error signal의 범위가 ±10 mV 안으로 들어오게 조

정한다. 이후에 샘플의 표면 전위를 측정한다.

3. 결  론

표면 전하 측정 현미경을 통하여 DNA와 수은이 

결합된 DNA의 크기와 표면 전위를 측정하였다. 2
개의 DNA가 결합 되거나 뭉쳐있는 입자의 크기가 

약 3~6 nm 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크기의 DNA를 

측정하였다. 수은이온이 결합된 DNA와 결합되지 

않은 DNA의 크기는 구분이 안되는 반면, 표면전위

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수은 이온이 없는 DNA의 

경우 표면전위가 -152.8±5.26 mV로 측정된 반면 

1000 nm의 수은이온 용액과 반응한 DNA의 표면 

전위는 -104.6±2.97 mV로 약 48.2 mV의 표면전위

의 차이가 보였다. 수은 이온이 1/10씩 낮아질수록 

-114.9±5.04 mV, -138.6±2.60 mV, -148.1±5.25 
mV 로 측정되어 수은이온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기

준 DNA 표면전위 (0 M) 와 차이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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