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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는 IT 

산업은 Si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

러나 Si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소자의 90%는 

금속-산화막-반도체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MOSFET)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와 같이 top-down 방식으로 집적도를 증가시

키는 방식은 향후 10년 후 정도면 물리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현재 (1) Si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MOSFET 구조를 개선하여 신개념의 구조를 

가지는 개량된 MOSFET 구조 [1] 또는 신개념 

트랜지스터의 연구 [2], 그리고 (2) bottom-

up 방식을 이용하여 나노 규격을 가지는 논리 

및 기억소자를 트랜지스터로 제작 [3]하기 위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생체분자의 고유 특성을 이용한 나노 바이오 

전자소자의 구현 [4], 그리고 이들을 집적하여 

메모리 및 논리 회로를 구현할 수 있을 경우 

예상되는 경제·산업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는 매우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double helix 구조의 DNA는 반도체 

수준으로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서 chip

과 transistor에서 극세 전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Fink 연구팀 외에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5]. 특히, micrometer에

서 nanometer까지 인위적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4개의 염기 (Guanine, Cytosine, 

Adenine, 그리고 Thymine)의 조작 및 배열방

식의 변경에 따라서 다양한 나노구조물을 제

작할 수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나노소자 개발

을 위한 최적의 물질로 인식되고 있다 [6-8]. 

최근에는 DNA에 금속, 반도체 및 폴리머를 코

팅함으로써 전도성 나노선 제작 및 이를 이용

한 나노소자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NA-기반 전도성 나노선 제

작 및 이들의 나노소자로의 응용에 대한 동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2. DNA-기반 금속 나노선

나노 소자를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가

들은 DNA를 전자 소자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

다. 그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DNA를 template

로 활용한 금속 나노 와이어이다. 이 금속 나

노 와이어는 금속의 특성을 가지면서 나노 크

기로 제어가 가능하다. 

Braun과 그의 동료들은 처음으로 DNA

를 나노 회로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9]. 제작 방법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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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다른 12 bp 올

리 고 뉴 클 레 오 티 드 

(oligonucleotide) 끝

단의 thiol 그룹에 의

해 전극에 고착되어지

고, 그와 상보적 서열

을 사지는 λ-DNA 용

액을 도포하여 두 전

극 사이에 DNA 다리

를 형성하였다. 그 후, 

Ag+ 이온의 환원 방법

에 의해 전도성 나노 

와이어가 형성되었다.

그림 1은 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나노 

와이어의 길이는 12 

μm, 폭은 30∼50 nm, 

그리고 전기적 특성은 

ohmic 특성을 보였지

만, 저항이 1013 Ω으로 

매우 크게 측정되었

다. 

P a r k 과  그 의  동

료 는  D N A - 기 반 

nanoribbon [10], 

triple-crossover (TX) 

nanotube [11] and 

three-helix bundle 

(3HB) filament [12]

을 활용한 은 나노선 

제작에 성공하였다. 

형판은 DNA-기반 염

기서열 디자인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는 은 나노

선의 SEM 이미지 및 

I-V 특성 곡선을 보

여준다.  그들이 저

항 값은 각각 2.4×

10-6(nanoribbon 기

그림 1. DNA-기반 은 나노 와이어 제작.

그림 2.  나노선의 SEM 이미지 및 I-V 특성 곡선.

그림 3.  DNA-기반 palladium 나노 와이어의 SEM 이미지 및 I-V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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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1 .4×10-5(TX 

nanotube 기반) and 

2 . 5 7 × 1 0 - 6 ( 3 H B 

filament 기반)로서 

매우 좋은 특성을 보

여 준다.

Pal lad ium wire

는 Richter와 그의 동

료들에 의해 보고되

어 졌다 [13]. 분자 

combing 방법으로 전극 위에 DNA를 무작위

로 고착시키고 Pd 이온을 화원 방법에 의해 

Pd cluster를 성장시킴으로써 나노 와이어를 

제작하였다. 결과에서 나노 와이어의 폭은 

20 nm이고 저항은 5 ㏀으로 Braun의 연구 

결과보다 작은 값으로 측정되었다. 

그 외에도 copper [14] 및 Pt [15] 나노선 

제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금속을 이용하여 높은 전

도성을 가지는 나노 와이어를 제작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들 방법은 나

노 와이어의 크기의 제어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은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Sastry와 그의 동료들에 처음으로 발표 되었

다 [16]. 금 나노 와이어는 lysine에 의해 양

의 전하로 형질 변환되어진 3.5 nm 크기를 

가지는 금 나노 입자와 template로 사용되어

진 DNA의 backbone에서 음의 전하를 가지

는 phosphate 그룹과 정전기적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 형성되어진 나노 와이어는 

최소 4 nm에서 크게는 10 nm의 크기를 가진

다. 

Patolsky와 그의 동료들은 1.4 nm의 금 나

노 입자에 amino psoralen을 이용하여 양

의 전하로 형질 변환시켜서 금 나노 와이어

를 형성하였다 [17]. 나노 와이어의 폭은 4∼

8 nm의 크기를 가진다. 하지만 이들 그룹들

은 와이어의 전도 특성 분석이 아닌 나노 와

이어의 제작 원리만을 연구하였다.

H a r n a c k 와  그 의  동 료 들 은  T r i s 

(hydroxymethyl) phosphine을 환원제로 사

용하여 1∼2 nm의 직경을 가진 금 나노 입자

를 형성하였으며, 이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금 나노 와이어를 제작하였다 [18]. 전도성 

금 나노 와이어의 직경은 30∼40 nm로 다소 

크지만 저항 값은 2.4 ㏀으로 매우 작게 측

정되었다.

이들 연구 결과로부터 나노 와이어 제작에 

금 나노 입자를 이용함으로써 제작 과정이 

단순하고 다양한 크기의 나노 입자를 사용함

으로써 나노 와이어의 직경을 제어할 수 있

고, 제작되어진 나노 와이어의 저항도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akao와 그의 동료들은 금 나노 와이어

에 사용 되어지는 금 나노 입자의 간격을 제

그림 5. DNA-기반 전도성 나노선의 AFM 이미지.

그림 4.  DNA-기반 금 나노선에 대한 SEM 이미지 및 I-V 특성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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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하는 실험을 하였다 [19]. 용액 상태에서 

anilne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얻어진 금 나노 

입자와 DNA의 합성으로 DNA 위에 정렬되어

진 금 나노 입자들이 수 나노미터의 간격을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Wang과 그

의 동료들은 trimethyl (mercaptoundecyl)

ammonium (TMA)를 이용하여 금 나노 입

자 표면에 monolayer를 형성함으로써 수 나

노 크기의 간격을 가지는 금 나노 입자 체인

을 형성하였다 [20]. 이와 같은 결과를 이용

하여 단 전자 소자나 flash 메모리 소자로의 

구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DNA-기반 반도체 나노선
 

DNA-기반 반도체 나노선 제작에 관한 연

구는 copper sulfide 

(CuS) 및 cadmium 

sulfide (CdS)가 활

용 되 어 지 고  있 다 . 

Dittmer는 p-type 반

도체물질인 CuS를 이

용하여 DNA-기반 반

도체 나노선 제작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

였다 [21]. 그림 6(a)

는 액상에서 DNA 위

에 CuS 나노 입자들이 

형성되어진 나노선을 

mica 표면 위에 정렬 

후 측정한 AFM 이미

지를 보여준다. 반면 

그림 6(b)는 Si 기판 

위에 bundle 형태로 

정렬되어진 DNA 위에 

CuS 나노 입자들이 형

성되어진 AFM 이미지

를 보여준다. 두 이미

지를 통해 기판에 흡

착되어진 DNA보다 액상에서 CuS 나노입자 

형성이 더 잘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Houlton는 DNA-기반 반도체 나노선 합성

에 대한 매우 간단한 두가지 방법을 제안하

였다 [22]. 두 방법은 CdS 양자점 형성과 나

노선 제작에 관한 내용이다. 첫 번째 방법은 

mica 기판상에 DNA를 먼저 정렬시킨 후 10

분 동안 Cd(NO3)2 용액에 배양시키고, Na2S 

용액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7(a)는 mica 위

에 정렬되어진 DNA-기반 CdS 나노입자의 

AFM 이미지를 보여준다. DNA-기반 CdS 나

노입자의 직경은 14.2 nm로 매우 일정하게 

형성되었다. 

두 번째 방법은 DNA가 포함되어진 용액

에 Cd(NO3)2와 함께 4℃에서 배양 후, Na2S 

용액을 추가하여 48시간 합성하였다. 그림 

7(b)는 액상에서 48시간 합성되어진 DNA-

그림 7. DNA-기반 CdS 나노입자의 AFM 이미지.

그림 6.  CuS 나노입자가 형성되어진 DNA의 AF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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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CdS 나노선에 대한 AFM 이미지를 보

여준다. DNA-기반 CdS 나노선의 직경은 14 

nm로 매우 일정하게 형성되었다. 

4. DNA-기반 폴리머 나노선

DNA-기반 폴리머 나노선은 polyaniline을 

사용하여 연구되었다. 최근, He는 Si 기판상

에 DNA를 형판으로 전도성 폴리머 나노선 

제작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23]. 

그림 8은 DNA-기반 polyaniline 나노

선 제작 과정 및 AFM 이미지를 보여 준다. 

먼저, Si 칩 위에 정렬되어진 DNA를 따라 

aniline monomer가 흡착되어 진다.

그 후, horseradish peroxidase (HRP) 

and H2O2를 추가하여 aniline monomer를 

중합시킨다. 그림 8(b)는 DNA와 DNA-기반 

polyaniline 나노선의 AFM 이미지를 보여 

준다. DNA와 DNA-기반 polyaniline 나노선

의 높이는 각각 0.35 nm와 0.9 nm이다. 

5. 결 론

본고에서 직경 2 nm

의 DNA를 이용한 전

도성 나노선 제작에 

대한 동향을 알아보았

다. DNA를 활용함으

로써 다양한 전기 특

성을 가지는 나노선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으며, 제작 조건

을 달리함으로써 다양

한 직경의 나노선 제

작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나노선

은 나노-FET, 나노와

이어링, 직접회로, 바

이오센서 등 다양한 전자전기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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