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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의   

년간의 길었던 대학원생활을 이제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

곡절과 가르침의 기회중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8년의 시간동안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와 믿음

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형이 되어서 항상 짐만 되었던 동생에게 고마움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연구에 투자할 수 있었던 시간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권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믿어주셨

던 이원용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논문을 심사해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이동수 교수님과 팽기정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대학원 생활동안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정규성 교수님과 많은 화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

니다. 

들보다 짧은 일년의 기간동안 기쁜일과 슬픈일을 함께 나누며 연구한 

실험실 식구들에게 정말 고마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이만큼의 

연구결과를 낼 수 있었던 든든한 기초와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한님이에게 무엇보

다도 고맙고,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박사과정 끝날때 까지 아프지 말고 건

강하게, 좋은 결과들 많이 만들어내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졸업동기 동

현이, 민아, 세종이 모두 앞으로 펼쳐질 멋진 인생들을 기대하며, 성공해서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동기 상목이도 언젠가 멋진 교수님이 되어있을 모

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또, 믿음직한 구에게도 항상 도움만 받았던거 미안하고, 

앞으로 실험실 잘 꾸려나갈 것을 믿습니다. 멋진 군인아저씨 형직이형도 열심히 

실험하시고, 형에게 인생과 삶을 배울 기회가 있었던 것을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

니다. 또 우리 이쁜 후배들, 라 이, 성희, 효정이, 진희, 유진이도 연구하던 것 잘 

되어서 무사히 졸업하고, 좋은 일들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실험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한운희씨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

남



의 처음 지도교수님이셨고 이제는 고인이 되신 고 김연택 교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많은 지식들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어 이제 교수님 제자중에 마지막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회에 나

가 있는 지수형, 민혁이형, 하형, 상원이형, 성재형, 진숙이누나, 현지, 원미, 현정

씨, 란아누나,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한상이형과 희창이형에게도 항상 조언

과 질책을 아끼지 않았던 것, 제가 목표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 너무나 감

사드립니다.

금은 군대에 가있는 학부 동기 민 이와 형채에게도 이제 자랑스럽게 

논문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제 일년도 안남은 군생활 마무리 잘하

고 멋있게 사회로 복귀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직도 대학원에 남아있는 성연, 정

민, 민기, 현종 하루 빨리 무사히 졸업하길 바라고, 창석, 석연, 민성, 해 , 선희, 

성식, 용민, 지헌, 이미 결혼한 하정, 미연, 연구, 정화, 준, 순, 아직도 어리게만 

보이는 95후배들 원, 소용, 혁제, 미  그리고 자주 못만났던 그 외 많은 학부 

동기과 후배들, 자기 이름 빠졌다고 삐지지 말고 잘 살기 바래. 대학생활 사 년간 

그리고 대학원 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도 나에게 많은 도움과 향을 주고 

있는 아브낭뜨의 선․후배 동기들 종훈, 지훈, 승엽, 진우, 연식, 범규, 은석, 경모, 

승연, 유진, 나 , 각이형, 중백이형, 경택이형, 용석이형, 근일이형, 장원이형, 그

리고 감히 이름도 부르기 힘든 높으신 선배님들, 웅희, 정민, 승준, 성훈, 정윤, 진

하, 정수, 정아, 재선, 그 외 많은 후배들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의 사랑하는 고등학교 동창들 경록, 제혁, 경태, 상윤, 석우, 동진 그리

고 그의 여자친구들 희상이, 용미, 은주, 수현이, 민 이,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셨

던 홍사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공부하던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주었고, 

힘들때 마다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

어서 기쁩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길에서, 혹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각

자의 공부를 하고, 각자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옛날 약속처럼, 훗날 멋있게 

모여 그때의 기억들을 나눌 수 있도록, 힘내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지

나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뒤로하고 나니 혼자서 괜시리 슬퍼집니

다. 앞으로 저의 인생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겠지요. 삶의 전환기

에 저에게 위치해 있었던 대학원 생활,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해 있었던 군대생활

에서 배운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졸업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

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 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막으로 이 논문을 만들어내는데, 또 어려운 많은 시간들 사이에서 

저에게 희망과 목표를 만들어주었고, 저를 믿고 사랑해준 한없이 고마운, 사랑하는 

화진이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2002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서

한  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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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금속 산화물/Nafion 복합막에 고정된 Tris(2,2'-bipyridyl) 

-ruthenium(II)를 이용한 전기화학식 DNA 바이오센서

바이오센서는 항원-항체반응, 단백질-효소, 단일가닥 핵산간의 hybridization 

등, 다양한 작용기의 생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실시간으로 라벨링(labeling)없이 측

정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물질과 DNA사이의 EC'촉매반응을 이

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DNA 바이오센서를 제작하 다.

매개물질인 Ru(bpy)3
2+
와 분석하고자 하는 단일가닥(single-stranded) 

DNA(ssDNA)를 전극에 고정시키기 위해 금속산화물/Nafion 복합막과 전도성 고

분자를 사용하 다. 이러한 막은 다공성 구조와 Nafion 내의 술폰(SO3
-
)기를 통하

여 양이온을 포집하여 고정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Ru(bpy)3
2+
를 쉽

게 전극 표면에 고정시킬 수 있다. 3-Thiopheneacetic acid는 수용액상에서 전기중

합이 가능한 물질이며 전극표면에 카르복실(-COOH) 그룹이 드러난 형태의 전도

성 고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이다.

Ru(bpy)3
2+가 고정된 금속산화물/Nafion 복합막 위에 이러한 전도성고분자 층

을 형성한 후 카르보디이미드(1-ethyl-3-(dimethylamino)-propyl carbodiimide)를 

이용한 DCC(dicyclohexylcarbodiimide) 반응으로 전극표면의 카르복실(-COOH) 

그룹과 단일가닥 DNA의 말단 아민(-NH2) 그룹간의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함으로

써 시약이 필요없는(reagent-less) DNA 바이오센서 제작을 완료한다.

실험에서는 전극표면에 고정시키는 단일가닥 DNA로 20 mer-poly[C]를 사용하

으며, hybridization을 위한 상보적인(complemetary) DNA (cDNA)로 20∼200 

kB의 poly[G]를 사용하 다. 검출 방법으로는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과 대시간전류법(chronoamperometry)를 선택하 으며, 원자 힘 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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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atomic force microscopy)를 통하여 전극표면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금속산화물로 TiO2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교적 매개물질의 고정량이 적지만 

hybridization에 의하여 350% ∼ 450%의 전류증가를 나타내었으며, 또다른 금속산

화물인 V2O5의 경우에는 매개물질의 고정량이 TiO2에 비해서 한 차수 정도 크지

만 200% ∼ 300%정도의 전류증가만을 나타내었다. 대시간전류법 결과를 통해서 

poly[G]에 의한 확산계수(diffusion coefficient) 증가량을 확인하 으며, 원자 힘 현

미경을 통해서 poly[C]의 고정상태와 poly[G]의 hybridization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DNA 바이오센서, 전기화학, 금속산화물/Nafion/Ru(bpy)3
2+ 복합막, 

전기중합, DNA hybridization, 순환전압전류법, 대시간전류법, 원자 

힘 현미경, 변형전극, DCC (1,3-dicyclohexylcarbodiimide)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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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바이오센서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은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이다. 최초의 발상

은 생물의 감각기관을 인공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으며 시각 · 청각 · 촉각 등의 

감각을 광센서 · 압력센서 · 온도센서 등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예

이다. 그러나 이러한 센서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개개의 센서가 지닌 기능과 감각

기관의 작용 사이에 넓은 간격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감각기관에는 수많은 감

각소자(sensing material)가 집적되어 있어서 이 곳으로부터 다량의 신호가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서 뇌에 도달하게 되므로, 생물의 감각기관은 엄청난 정보를 동시

에 병렬적으로 처리하게된다. 시각 · 청각 · 촉각 어느 것이나 이러한 패턴 인식

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한 인공 시각 · 인공 청각 · 인공 촉각 등이 

두 번째 범주의 바이오센서에 속한다. 미각이나 후각 등도 많은 감각 소자에 바탕

을 둔 패턴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으며, 미각이나 후

각의 메카니즘을 밝힘으로써 인공 미각, 인공 후각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세 번째 범주에 속하는 생체 모니터링용의 바이오센서

에 대한 기대가 점점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생체 내부(in vivo)형의 센서는 생체 

밖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며 생체 적합성이라는 중요한 요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또한, 생체 내에 집어넣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도 혈액이나 그 밖의 체액과 장

시간 접촉하는 센서에는 역시 이러한 체액과의 생체 적합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특수 사정으로 미루어 생체물질을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 센서에 대해서도 

생체 모니터링용이면 역시 바이오센서라고 부르게 된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인간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HGP)
(1-2)
의 

진전에 힘입어, 최근 그 초안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또한, 약 20여개의 원핵

생물 게놈 유전자 배열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많은 수의 유전자 정보들이 공개된 

후 이들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하는 작용기 게놈학(functional genomics) 분야의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를 실험재료로 사용하며 연구하는 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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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genomics), 세포내의 총체적인 단백질군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유전자기능을 규

명하는 유전단백질학(proteomics), 그리고 이 두 분야를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생체

정보학(bioinformatics)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는 작용기 게놈학(functional 

genomics)에 의한 이른바 ‘포스트게놈시대(post-genomic era)’가 도래하고 있다. 

게놈학(genomics)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분석을 통해 유전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는 분야라 할 수 있으며, 개

개의 유전자 분석에 국한되던 기존 분자생물학의 한계를 넘어 개체가 지닌 전체

적인 유전 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DNA로부터 RNA가 합성되고, RNA를 

이용하여 단백질이 합성되는 일련의 유전 정보 흐름(central dogma)에서 유전자 

사이의 상호 연관성 및 기능을 DNA 수준에서 밝히는 것이 바로 게놈학

(genomics)이며, 이는 단지 게놈 염기서열만을 알기 위한 구조적 해석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게놈 염기서열 안에 들어 있는 유전자들의 기능적 해석과 상

호연관성을 규명하려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유전공학 방법들은 한 연구자가 동시에 많은 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실

험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루에도 수 백개 이상 밝혀지는 새로운 유전정보들이

나 모든 유전 암호가 밝혀진 생물들을 기존의 방법들로 연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절실

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짧은 시간에 각종 생명

체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유전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석,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등장한 것이 바로 DNA 바이오센서 / DNA 칩이다. 인간의 

모든 세포는 똑같은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발생단계에서 각각 결정된 특성들

에 의하여 특정 유전자들만 발현함으로서 다른 세포들과 구별되어진다. 이들은 서

로 아주 긴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들 유전자들에 돌연변이가 생기

거나 변화가 일어나면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DNA 바이

오센서를 이용한 게놈 차원에서의 유전자 기능과 변화 및 환경변화에 따른 유전

자 발현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는 과학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연구 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DNA 바이오센서는 산업용 유전자 재조합 동식물 및 미생물 연구, 실험용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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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연구, 동식물 검역, 환경변화에 따른 생태학 연구, 식품 안전성 검사, 신약개

발, 장기 이식가능 조직 검사, DNA 고고학 등에 활용이 가능하며, 친자확인, 장기 

이식 가능 조직의 검사 등에도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 보건의료, 농업, 식품, 환

경, 화학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될 것이 예측된다.

DNA 바이오센서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분석방법은 형광방출
(3-6)
, 방사성 동

위원소(7), 엑스레이(X-ray)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방법중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한 

분석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민감도가 매우 좋지만 안전 규정이 까다롭고 처분하

기 곤란한 폐기물을 필수적으로 만들어 낼 수 밖에 없으며, 엑스레이(X-ray) 필름

으로는 검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형, 고 도의 칩을 충분한 해상력으로 판독하

기 힘든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형광은 다른 검출법에 비해 

대단히 빠르고, 수명이 긴 편이며, 파장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종의 형광 표지 화합물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유기합성기술을 이용하여 

원하는 파장의 입사광과 방사광(emission) 특성을 지닌 형광 염료를 다양하게 고

를 수 있게 되어 보편적인 DNA 바이오센서의 방식으로 선택되고 있다.

Figure 9. Micro-array scanner for fluorescenc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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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방출법은 Figure 1과 같은 초소형 배열 스캐너를 이용하여 형광방출량을 

확인함으로써 hybridization된 DNA를 분석하게 된다. 많은 경우, 형광검출기법의 

높은 감도특성이 미량시료의 검출에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는 대부분 그 자체내에 형

광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형광검출을 위해서는 작용기 치환이 선행되어야 하

며, 현재까지 제시된 형광검출장치의 소형화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내기 어려운 부

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전기화학적 검

출 기법이다. 이 방법은 화학적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직

접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이 선호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향후 목적하는 렙온어칩(lab-on-a-chip) 개념의 소

형화와 잘 부합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DNA 바이오센서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센서의 

전형적인 틀은 단일가닥(single-stranded) DNA probe(ssDNA)와 상보적 단일가닥

(complementary stranded) DNA probe(cDNA)간의 hybridization을 이용하는 것이

다. 이와 함께 DNA의 양적인 문제로 인한 낮은 감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물학

적 기술인 중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 PCR) 방법
(8)
을 채택하

여 검출한계를 낮추고 효과적으로 신호를 증폭하고 있다. Chen 그룹에서는 이러

한 기술을 이용하여 광학분석법으로 DNA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9). 

Schwarz 그룹과 Nilsson 그룹에서는 표면 플라스몬 공명 (sulface plasmon 

resonance)을 이용하여 직접 DNA hybridization을 관찰하 고
(10-11)

, Mikkelsen 그

룹에서는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과 전류법(amperometry)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활성분자가 hybridization된 DNA에 삽입되는 과정과 전극에 공유결합

된 DNA의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 으며
(12-14)

, Pale ek 그룹에서는 

대시간전류법(chronopotentiometry)을 사용하여 펩타이드 핵산을 연구하기도 했다

(15)
. 그 외에도 여러 그룹에서 수정미량저울(quartz crystal microbalance)을 이용

한 DNA 바이오센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16-18)

, 광식각법으로 제작된 DNA 칩

에 형광분석법을 적용한 바이오센서도 개발되었으며(19-21), 원자 힘 현미경 (AFM) 

혹은 캔틸레버(cantilever)를 통한 압전기(piezoelectricity)를 이용하여 DNA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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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방법도 있으며
(22-25)

, Bard 그룹에 의해서 전기화학발광

(electrochemiluminescence)을 통한 DNA hybridization 검출도 연구되었다
(26-28)

. 

이와 같은 화학적 DNA 바이오센서를 분류하는데 가장 큰 분기점은 전극표면을 

어떠한 방법으로 변형시켰느냐에 관한 문제이다. Wang 그룹에서는 다공성 구조인 

탄소반죽(carbon paste) 전극을 사용하여 전극표면에 DNA를 직접 흡착시켜 

hybridizition을 연구하 으며 많은 그룹에서 이 방법을 응용하 다(29-37). 또한 

DNA의 5' 말단을 티올(thiol : -SH) 유도체로 치환하여 금전극 표면에 자기집합

단분자막(self-assembled monolayer)을 형성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으며
(38-42)

, 금 

나노입자표면에 같은방법으로 DNA를 붙여 배열 전극을 형성한 연구도 발표되었

다
(43-46)

. 그러나 이와 같은 전극변형방법은 표면에 형성된 필름의 견고성이 부족하

며, 실험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전기적으로 수차례의 전압을 가해주는 것만

으로도 필름이 파괴되거나, 떨어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도성고분자 등으로 코팅된 전극표면과 DNA의 말단 아민(-NH2)그룹이

나 인산(-PO4)그룹을 이용한 공유결합을 통하여 DNA를 고정한 연구결과도 발표

되었다(47-48). 그 외에도 Langmuir-Blodgett 방식(LB)을 이용한 DNA 고정법(49)이

나, 아비딘-바이오틴(avidin-biotin), 항원-항체 간의 분자인식을 이용하여 DNA를 

고정한 방법도 소개되었다
(50-51)

.

DNA가 전기화학적으로 검출이 가능한 이유는 DNA 염기사슬 중에 포함되어 

있는 guanine 염기와 adenin 염기가 특정 전압근처에서 산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Bard 그룹과 Barton 그룹에 의해서 비피리딜(bipyridyl)류의 리간

드를 가지고 있는 전이금속이 DNA의 작은 홈(minor groove) 부분에 삽입되어 

1.0 V ∼ 1.1 V 사이의 전압에서 DNA의 guanine 염기와의 터널현상에 의해 전자

전달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시하 고, 이에 따른 확산속도와 전자전달 효과에 대하

여 발표하 으며(52-60), 여러 그룹에서 전이금속 매개물질과 DNA간의 일전자전달

반응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61-72)

. 특히 Thorp 그룹에서는 

tris(2,2'-bipyridyl)dichlororuthenium (II) (Ru(bpy)3
2+
)와 guanine 염기 사이의 전

자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EC' 메카니즘을 통한 촉매 전류의 발생을 통하여, 속

도론적인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일염기 돌연변이에 의하여 잘못 짝지어진 DN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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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73-85)

. DNA 바이오센서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도 여러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부산대 심윤보 교수 그룹에서는 전

도성고분자에 공유결합시킨 DNA를 임피던스(impedence)를 이용하여 분석하 고

(86)
, KAIST 곽주현 교수 그룹에서는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을 이용한 선택

적인 DNA 고정으로 DNA 칩 제조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 다

(87).

그러나, 지금까지 만들어진 전기화학적 DNA 바이오센서는 고정된 DNA가 쉽

게 떨어지거나, 매개물질 용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근본

적으로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졸-겔

법으로 처리된 금속산화물과 Nafion 고분자의 혼합물을 이용하여 매개물질인 

Ru(bpy)3
2+
를 전극 표면에 고정하고, 특정 기능기로 치환된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

하여 DNA probe를 함께 고정시키는 시료가 필요없는 센서(reagent-less)라는 새

로운 개념의 DNA 바이오센서를 제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

양한 전기분석기기를 통한 검출법을 응용하여, 의학 및 생화학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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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 론

2. 1.   DNA-Ru(bpy)3
2+ 전자전달 촉매반응

2. 1.  1.  DNA의 구조 및 Hybridization
(88)

DNA의 분자구조는 1953년 왓슨과 클릭이라는 두 과학자의 공동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다. 이들은 X선 결정구조를 통하여 DNA가 이중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으며, 나선의 직경이 2 ㎚이며 각 염기의 높이는 0.34 ㎚정도라는 것을 밝혀내었

다.

DNA는 구조상 5탄당과 인산으로 이루어진 주쇄(backbone)와 염기(guanine, 

G; adenine, A; cytosine, C; thymine, T)로 구성된 측쇄(side chain)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유롭게 구부러지며 꺽이고 풀리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DNA의 기본

단위는 5탄당, 인산, 염기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티드(nucleotide)이며, DNA는 뉴클

레오티드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고분자 화합물이다. DNA의 주쇄는 5탄당의 3' 하

이드록시(-OH) 그룹과 새로운 뉴클레오티드의 5' 인산 (-PO4) 그룹사이의 결합에 

의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열에너지를 가해주어도 끊어지거나 구조

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각각의 염기들(A와 T, 

G와 C)이 수소결합(hydrogen bond)을 통하여 상보적(complementary)으로 결합함

으써 이중나선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DNA 이중나선구조에서 수소결합력은 

5탄당-인산 주쇄의 공유 인산이에스터결합 의 1/10정도인 약한 결합이므로 열에너

지 등으로 쉽게 분리 및 결합이 될 수 있으며, DNA chip은 이와 같은 각 염기사

이의 상보적(complementary) 결합(A와 T, G와 C)을 이용하여 생명체의 유전정보

의 구조 및 기능을 분석,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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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ructure of DNA

Figure 3. Bases of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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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나선 DNA에 열을 가하거나 알칼리 또는 포름아마이드 (CH3NO)와 같은 

이중나선 약화시약(helix destabilizing agent)를 섞어주면 각각의 단일 사슬 가닥

으로 나뉜다 (denaturation). 이를 다시 적절한 조건하에 두면 상보적인 염기열이 

있는 가닥끼리 결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reanealing, renaturation 또는 

hybridization이라고 부른다.

Hybrid의 열적 안정성은 Tm (melting temperature)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Tm

이 높을수록 이중나선구조의 안정성도 높아진다. Tm은 duplex의 안정성을 나타내

는 열역학적 지표로써, 다음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향을 받는다
(89-91)

.

․온도

DNA-DNA duplex의 경우 Tm보다 20∼25 ℃ 낮은 온도에서 hybridization

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낮은 온도에서는 

hybridization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부적절하게 짝지어진 이중나선구조 역시 

안정해지며, Tm에 근접할수록 완전히 상보적인 이중나선구조도 분리되는 경

향이 커지므로 전체적인 hybridization 속도는 감소한다.

․포름아마이드

포름아마이드는 이중나선구조의 Tm을 낮추어 보다 저온에서 hybridization

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가하게 된다.

․탐식자 (probe) 복잡성

복잡성이 높다는 것은 반복된 염기열이 적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복염기열이 많은 것에 비해 hybridization 속도가 떨어진다.

․탐식자(Probe)의 길이

용액상태의 hybridization에서는 상보적인 가닥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 

짧은 가닥쪽의 길이에 따라서 반응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용액내에 존재하는 

hybrid의 Tm에 향을 주는 인자에 비하여 실제 응용에서처럼 한쪽의 가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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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다지 연구되어있는 편이 아니며, 대체적으로 용액 상

태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자들을 모두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Tm을 예측할 수 있

다. 

Tm =  81.5 +  6.6 (log M) +  0.41 (G +  C )% −  0.61 (form)% −  500 /L  (1)

M : 1가 양이온의 몰랄농도

form % : 용액 내 포름아마이드의 농도

L : 이중나선 염기쌍의 길이

․이온 세기

염 농도는 Tm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염화나트

륨(NaCl)의 경우에 0.01∼0.4 M 농도 범위일 때 Tm은 농도 × 16.6 ℃씩 증가

하며 1.5 M 이상에서는 더 이상 Tm의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흔히 

hybridization 에서 사용하는 조건인 1 M 염화나트륨(NaCl)에서 식(1)은 다음

과 같이 간략화 할 수 있다.

Tm =  81.5 +  0.41 (G +C )% −  500/L (2)

․염기 조성

염화나트륨 용액에서는 A-T 염기쌍이 G-C 염기쌍보다 덜 안정하다. 따라

서 Tm의 예측에 % G+C를 넣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 G+C가 30∼75% 

조건일 때만 유효하다. 염기 조성이 같다 하더라도 실제의 염기열에 따라 이

중나선구조 안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인접한 염기가 염기 겹침(base 

stacking)에 큰 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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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나선 약화 시약(helix-destabilizing agents)

포름아마이드(formamide)와 같은 이중나선 약화 시약(helix-destabilizing 

agent)은 Tm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poly(dA:dT)의 경우는 포름아마이드 1% 

(v/v)에 대해 0.75 ℃, poly(dG:dC)에 대해서는 0.5 ℃의 Tm 강하 효과가 있

다.

․부적절한(mismathed) hybridization

대략적으로 1%의 부적절하게 지어진 짝(100 bp에 대해 1 bp)에 대해 Tm

이 1 ℃씩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base composition과 분포등

의 요인에 따라 Tm 하강 효과는 조금씩 다르다. G-C의 양이 많거나 부적절

하게 hybridization 되어있는 염기가 골고루 퍼져있지 않고 몰려 있는 경우 

Tm 변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중나선 구조의 길이

염기쌍을 이루는 부분의 길이가 500 bp를 넘어가면 열안정성에는 거의 

향을 주지 못한다. 50 bp 미만의 경우에는 500 /L에 의한 보상이 부정확해지

므로 다음의 수식을 따른다.

Tm =  4 (number     of     GC     base     pairs) +  2 (number     of      AT    base     pairs) (3)

․pH

pH 4 ∼ 9 역 내에서는 향이 없다.

 저중합체(oligomer)를 이용한 유전자 변이 검출 실험에서는 이중나선구조의 

절반이 분리되는 온도인 Td (dissociation temperature)가 더 의미있게 쓰이고 있

다. 길이가 11 - 20 염기 사이이고 1 M 염화나트륨의 조건일 때 Td는 실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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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 =  4 (G +  C ) +  2 (A+T ) (4)

부적절하게 지어진 짝(mismatched pair)의 경우는 하나당 5∼10 ℃ 정도의 Td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Td - 5 ℃의 조건에서

는 완전 상보적인 DNA 단일가닥 끼리는 모두 결합하지만 하나 이상의 부적절하

게 지어진 염기쌍(mismatched base pair)이 존재하면 결합을 하지 못한다. 

Tetramethylammonium chloride((CH3)4N
+
Cl
-
)는 A-T 염기쌍에 결합하여 이 부분

이 선택적으로 나선이 풀리는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hybridization 

용액에 첨가해 줌으로써 G-C 염기쌍의 함유량에 의해 Td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고 이는 곧 hybridization 정도를 탐식자(probe)의 길이만으로 결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2.  1.  2.   Guanine-Ru(bpy)3
2+
 일전자전달 산화반응

핵산의 산화반응이 노화와 암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이 핵산에 대하여 다양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특히 다른 네 개

의 생리학적 염기보다 guanine의 반응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알려져있다. guanine

은 특히 일전자 산화제, 알킬화 시료, 하이드록실 라디칼(hydroxyl radical), 단원

자산소(singlet oxygen), 전이금속 화합물 등과의 반응성이 좋으며, 일전자 전달반

응의 전위가 1.34 V 로 Adenosine의 1.79 V 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전위에서 산

화된다. 

생체 내에서 guanine은 Figure 4와 같은 8-oxo-guanine의 형태를 생성하며 실

험적으로 Ruthenium(II) 화합물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의 화합물을 얻어낼 수 있

다. 최근의 guanine 산화는 DNA의 장축과 평행한 전자터널(electron tunneling) 

효과를 가진 탐식자(probe)를 사용하여, 이전에 단순히 guanine이 배열된 장소에 

대한 효과만을 비교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DNA 이중나선구조의 특정위치에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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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전자받게까지의 전자전달 속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이금속착물인 Ru(bpy)3
2+
는 고유전위에서 산화․환원 활성을 띄는 매개체로

써 guanine과 다음의 반응식을 따르게 된다.

Ru(bpy)3
2+
 ⇄ Ru(bpy)3

3+
(5)

Ru(bpy)3
3+ + DNA-G ⇄ Ru(bpy)2

3+ + DNA-G+ (6)

이러한 순환촉매반응에서 매개체는 전극에 의해 3가 형태의 양이온이 되며, 이

것은 guanine을 탈양성자화시키고, 계속 반응을 시킬수 있는 양이온 라디칼 형태

로 만들기 위해 전자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반응 메카

니즘에 따르면 Ru(bpy)3
2+
가 소모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촉매반응이며, 핵산으로부

터 직접 전자가 제거되고 이것이 고체전극으로 전달되는 반응단계에 따라 DNA의 

소모가 일어나게 되어 전류가 측정되는 방식을 따른다. 반응식은 표적(target) 

DNA에 포함되어있는 guanine이 hybridization되면서 기존에 결합되어있던 탐식자

(probe) DNA의 바탕전류에 비해 증가되는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guanine이 포함

되어 있는 DNA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Ru(bpy)3
2+
와 guanine의 전자전달 반응은 일반적으로 두 분자가 수 ㎚ 이하의 

거리로 근접했을때 분자간의 π 오비탈 겹침(π-stacking), 수소결합 (hydrogen 

bonding), 반데르발스 상호작용(Van der Waals interaction)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

며
(56,62)
, 전자주개와 받개 분자간의 거리, 열역학적 추진력, 용매의 상태 등에 향

을 받게 된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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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ructure of guanine and 8-oxo-guan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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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전극 변형 기반(matrix)

2. 2.  1.   금속산화물/Nafion 졸-겔(sol-gel) 복합막

Ru(bpy)3
2+
에 의한 DNA 촉매반응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측정시마다 

매개물질인 Ru(bpy)3
2+을 새롭게 주입해 주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매개물

질을 전극 표면 위에 고정화 시키는 것에 의해 극복될 수 있으며, 측정 시약의 준

비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면에서 ‘시약이 필요없는(reagent-less)’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기화학센서의 기본이 된다. 일반적으로 촉매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매개물질과 DNA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매개물질을 

고정시키는 기반(matrix)의 전류증폭효과를 이용하여 전자터널(electron tunneling)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휴대가 가능한(portable) 센서로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전극 표면에 Ru(bpy)3
2+
을 고정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Langmuir-Blodgett(LB)나 자기조립(self-assemble) 기술을 이용하여 단분자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고분자 단량체에 Ru(bpy)3
2+을 직접 결합시킨 분자를 

사용하여 전기중합함으로써 고정화시킬 수도 있다.
(92)
 LB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C19 탄화수소 사슬과 같은 화합물을 첨가하여 Ru(bpy)3
2+
-계면활성제의 형태로 변

형시키고 백금(Pt)이나 금(Au)과 같은 전극 표면에 단분자층을 형성시키면 

Ru(bpy)3
2+
의 고정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자기조립방법을 이용하여 금(Au), 은

(Ag), 수은(Hg) 와 같은 다양한 전극 표면 위에 단분자층을 형성시킬 수 있는데, 

이 때 금속과 티올(thiol : -SH) 혹은 이황결합간의 강한 화학적 흡착을 이용하게 

되며, LB에 비하여 산성, 염기성, 유기용매 등의 환경에 더 안정하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단분자막을 사용할 때에는 전극 표면의 덮힘률

(coverage)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단점이 있으며, 

단분자막 필름자체의 강도가 매우 떨어지므로 더 향상된 덮힘률과 강한 강도를 

가진 전극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보강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양이온 교환 분자인 Nafion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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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Figure 6. Skeleton structure of Naf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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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ion의 구조는 Fihure 6과 같다. Nafion은 화학적, 물리적 안정성과 좋은 이

온교환 성질을 가지며, Ru(bpy)3
2+와 같은 거대 소수성 양이온에 대한 좋은 선택성

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93,94)
. 이 때 Nafion과 Ru(bpy)3

2+
의 결합은 정전

기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다분자층 막에서 막들 사이의 전하 이동은 

전기적 활성을 갖는 종의 실제적인 확산(diffusion)에 의해 일어나며, 전기적 활성

을 갖는 화학종이 고분자 골격(backbone)을 따라 공유 결합된 고분자에서는 전하 

이동이 전자 호핑(hopping)을 통해 이루어지다. 하지만 이온-교환 고분자인 

Nafion은 Ru(bpy)3
2+와 공유결합을 하지 않으므로 Naion을 통해 전기적 활성을 갖

는 종의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Ru(bpy)3
2+
는 물리적인 확산과 전자 호핑

을 통해 산화 및 환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고정

화된 Ru(bpy)3
2+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Nafion의 소수성부분으로 분배되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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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안으로의 전하 이동을 어렵게 하여 감도가 떨어지게 되며, 느린 질량이동과 

장기간의 안정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폭넓은 사용은 제약될 수 밖에 없다
(95)
.

보다 안정한 Ru(bpy)3
2+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실리카 졸(sol) 안으로 Nafion을 

결합시켜 제조된 Nafion-실리카 나노복합물(nanocomposite)을 이용하는 방법이 

최근에 연구되었는데
(96)
, 이것은 전기적 활성이 있는 양이온의 더 빠른 확산을 유

도할 뿐 아니라 Nafion의 산성 기에 반응물들이 더 접근하기 쉬우므로 고정화에 

효율적이다
(97-99)

. 졸-겔(sol-gel)법은 금속-유기 화합물을 용액상태로 가수분해시

킴으로써 졸(sol)을 제조하고 축합반응을 통하여 겔(gel)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

을 나타내며, 여러 무기재료들을 무기고분자형태로 제조하거나 이를 다시 소결하

여 산화물을 제조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덩어리형태, 분말, 섬

유, 필름등의 다양한 형태의 생성물을 얻어낼 수 있으며, 다공성구조를 가진 비결

정형의 고체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금속산화물로 이루어진 졸-겔 필름은 이러한 다공성 구조를 바탕으로 일정 크

기의 이온형태물질을 혼입시키기 쉬운 상태로의 제조가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보

유하고 있는 금속의 전도성에 의해 유전특성이 뛰어난 기질을 제조할 수 있으므

로, 산화․환원 활성물질이 고정되었을 때 전자의 터널 효과를 증폭시키며, 비교적 

저온에서 합성할 수 있고, 화학양론적 조절이 용이하며, 원료의 정재가 쉽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화학식 센서의 박막으로 좋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이다
(97,100,101)

. 그러나 표면상태를 고르게 만들기 힘들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몇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기질을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Nafion 등의 고분자 물질을 첨가해줄 수 있다. Nafion과 금속산

화물 졸(sol)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줌으로써 두 물질이 가지는 장점외에도 지속적

인 안정성과 강도증가, 균열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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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전도성 고분자
(102-104)

1950년대부터 금속과 비슷한 전도도를 지니는 유기금속물질이 발견되면서, 유

기화합물로 전도도를 띄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연구가 되어져 왔으며, 유기

고분자물질에 이온성물질이 도핑(dopping)되어 금속성을 띄는 전도성고분자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전도성고분자는 대부분 공액이중결합을 지니고 있으며 π-궤도함수들이 겹치면

서 생성되는 띠(band)에 의해서 전자의 비편재화가 일어나게 되어 유사 일차원적 

구조(quasi-one dimensional)를 만들어 전기전도를 유리하게 하며 전자를 얻거나 

잃기가 쉬워 도핑을 용이하게 한다. 여기에 양이온이나 음이온을 도핑시키면 전도

도가 급격히 향상된 p형 또는 n형의 반도체특성을 가지는 전도성고분자를 얻을 

수 있다. 계속되는 연구의 결과로 다양한 유기 고분자 물질들이 밝혀졌지만 1980

년대 중반에 들어와 전도성 고분자에 대한 기대가 점차 가라앉게 되었는데, 그 이

유는 전도성 고분자에 대한 이론적 규명이 충분하지 못하 고 응용상의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즉 알려진 전도성 고분자 물질들이 불용해성(insoluble)과 

불용융성(infusible)이라는 특성을 가짐으로써 발생되는 가공성 문제나 전도도 증

가의 한계, 특성분석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통한 전도성고분자의 등장은 폴리피롤중합에 관한 연구

로 거슬러 올라가며, 공기중에서 안정하고 높은 전도도값을 가지며 기계적 강도가 

좋은 필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Diaz 등은 황화톨루

엔피롤 고분자(poly-pyrrole toluenesulfonate)의 전기화학적 산화중합에 대한 연구 

보고에서 약 0.8 V의 전위를 가하고 여러 가지 용매 변화를 통해 최적의 조건을 

구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여 아세토니트릴/물의 부피비가 99/1(%)일 때 가장 좋

은 결과를 나타냄을 보 고(105), 이후 이러한 조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도성고분자를 전기화학적으로 합성하기 위해서는 표1 에 보인바

와 같이 단량체가 방향족이고 2.1 V(vs. SCE)이하의 비교적 낮은 산화전위를 가져

야 하며 친전자성 치환반응을 진행하여 기본적인 방향족 구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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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inds of conducting polymer

Conducting polymer

Maximum 

Conductivity 

(S/㎝)

Type of 

Doping

Polyacetylene 200∼1000 n,p

Polyparaphenylene 500 n,p

Polyparaphenylene 

sulfide
S 3∼300 p

Polypyrrole
N
H

40∼200 p

Polythiophene

S

10∼100 p

Polythianaphthene

S

1∼5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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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간체로 생성되는 라디칼 양이온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고분자의 합성은 라디칼 양이온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너무 안

정한 라디칼 양이온은 확산에 의해 전극표면으로부터 멀어져 용매나 그밖의 친핵

체와 반응하여 다른 화합물을 생성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도성고분자의 합성에서

는 적절한 용매와 지지전해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성고분자 형성시 전기화학적인 화학양론은 표 2와 같이 단량체당 2.06∼

2.5 개의 전자 수가 관여하고 폴리머 사슬당 적게는 10 개에서 많게는 1000 개까

지의 방향족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자 사슬은 연결된 방향족 고리로 구성

되어 있으며 피롤이나 티오펜(thiophene)과 같은 화합물은 2, 5 위치에서 아줄렌

(azulene)의 경우에는 1과 3 위치에서 중합이 일어난다. 일반적인 메카니즘을 티오

펜을 예를 들어 Figure 7에 나타내었다. 고분자의 생성을 위해서는 단량체가 산화

되기 충분한 산화전위를 가해주기 때문에 반응의 시작 단계에는 전극 표면에서 

중성 단량체의 농도는 0 이고 거의 모든 화학종이 라디칼 양이온으로 존재하게 

되어 이들간의 중합에 의해 이합체(dimer)가 형성된다. 사슬이 길어질수록 산화전

위가 낮아지므로 낮은 산화전위에서도 계속해서 이합체, 올리고머, 고분자의 라디

칼 양이온이 생성되고 이들간의 중합이나 단량체 라디칼 양이온과의 중합에 의해 

고분자가 형성된다.

이러한 전도성고분자는 그 응용성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먼저 이차 전

지(secondary battery)의 전극물질로서 전도성고분자의 이용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폴리아세틸렌이 관심의 대상이

었으나 낮은 충전-방전 쿨롱 효율과 높은 자가 방전 속도를 갖고 있는 등의 단점

으로 인해 이후에는 폴리피롤이나 폴리아닐린이 이차전지의 전극 물질로서의 대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전기화학적 반응에서 가역적인 성질을 갖는

다는 점을 이용하여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기변색 소자(electrochromic 

device)도 또 다른 응용분야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얇게 제작이 가능하고 성형이 

자유롭다는 장점으로 인한 공정의 용이함과 이미 알려진 고분자 단량체의 변형으

로 특정 기능기를 표면에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은 여러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넓혀주고 있다. 또한 수용액에서 전기중합이 가능한 피롤과 피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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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 티오펜아세트산(3-thiopheneacetic acid) 등은 이미 가지고 있는 전도성 외에

도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물질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생물학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물질로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에 사용이 기대되고 있다.

Table 2. Electrochemical data for some aromatic compounds

Compound Peak potential (V) n

Pyrrole 1.2 2.2∼2.4

Bipyrrole 0.55 -

Terpyrrole 0.26 -

Thiophene 2.07 2.06

Bithiophene 1.31 2.22

Terthiophen 1.05 -

Azulene 0.91 2.2

Pyrene 1.23 2.31

Carbazole 1.30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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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lectropolymerization of thio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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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전기화학(106-108)

2.  3.  1.  전자전달과정

일반적인 전극반응에서 전극과 용액의 계면에는 전극쪽의 자유전자와 용액 쪽

의 전해질 이온에 의하여 전기이중층(electrical double layer)이 형성되고 이 계면

을 통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으로써 전극 반응은 용액과 전극상의 계면에서 

진행하는 전하이동 과정(charge-transfer process)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극활

성물질이 전극의 먼 곳으로부터 전극 표면에 도달해야만 산화․환원의 전극 반응

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을 물질이동 과정(mass-transport process)이라 한다. 농

도기울기에 의한 확산(diffussion), 전위기울기에 의한 이동 (migration), 용액의 대

류(convection) 등의 세 가지 과정이 여기에 속한다. 즉, 전극 표면에서와 전극 표

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극활성물질의 농도 차이에 의해 물질이 운반되는 

것을 확산이라 하며 그것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를 확산전류(diffision current)라고 

한다. 전극활성물질이 전하를 띤 경우에는 작업전극에 가해지는 전위에 의해 정전

기적 인력이나 반발력에 의해 전극활성물질의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이동

이라 하며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를 이동전류(migration current)라 한다. 대

류에는 온도의 구배나 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자연적인 요인과 저어주거나 

(stirring) 펌핑을 통한 인위적인 요인이 있다. 그밖에 전극활성물질이 전극 표면에 

흡착(adsorption), 탈착(desorption), 석출(deposition)하는 과정도 전극 반응에 포함

되며 이들을 총칭해서 전체 전극 반응(overall electrode reaction)이라 한다.

전극반응에서 전극활성물질만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들의 

확산전류만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동전류이다. 이러한 문제

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지전해질(supporting electrolyte)을 다량으로 첨가하게 

된다.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의 재배열이 일어나게 되어 전기이중층이 형성되고 전

극 계면은 전기적 중성을 유지하게 되며 계면에 생성된 일정한 거리에 의해 전압

강하를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극활성물질의 100 배에 해당하는 양의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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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을 첨가하게 되는데 다량의 지지전해질은 용액의 전도도를 증가시켜서 전

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용액내에서 일정한 이온 세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다.

확산에 의해서만 전극 표면으로 물질이 이동할 때 전극활성물질 A 의 확산은 

Fick의 제 2법칙에 의하여 다음의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 [A ]
dt

 =  DA 
d 2 [A ]

dt 2
(6)

여기서 DA는 화학종 A의 확산계수이다. 화학종 A가 환원되는 전기화학 반응

에 대하여 작업전극의 전위가 화학종 A를 환원을 일으키지 않는 값인 E1에서 빠

른 전자전달이 일어나는 값인 E2로 주사될 때 가해지는 전위는 식 (7)과 같이 주

사 속도 vs(scan rate)와 시간 t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 그때의 전류곡선이 

Figure 8과 같이 나타내어질 수 있다.

E(t ) =  E1 −  vs  t (7)

초기에 전자전달을 야기할 만큼의 출분한 전위가 가해지지 않으면 전류가 흐

르지 않다가 화학종 A가 환원될 수 있는 전위가 가해지면 전극 반응이 시작되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더욱더 음의 전위를 가해주게 되면 전류는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전극의 표면에서는 화학종 A가 소모되어 전극 표면에서의 농도인 

[A]0는 이 되고 벌크(bulk) 용액 상에 존재하는 화학종 A가 확산에 의해 또다시 

전극 표면으로 보충되는데 화학종 A의 확산이 충분히 빠르다면 지속적으로 전극

표면에 A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림 에서와 같이 전류의 최대값, 피크 전류(peak current, ip)를 갖

고 이때의 전위를 피크 전위 (peak potential, Ep)라 한다. 피크 전류의 반에 해당

하는 전류값을 나타낼 때의 전위를 Ep/2라 하고 Ep와 Ep/2의 반에 해당하는 전위를 

반파전위(half-wave potential, E½)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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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E curve of electron transfer reaction

Figure 9. i-E curve of (a) a reversible and (b) an irreversible electrode re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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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적인 전극 반응에서는 Figure 9에서 볼 수 있듯이 비가역적인 반응에서보

다 낮은 전위가 가해졌을 때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즉, 빠른 전극반응 속도론

에 의해 열역학적으로 반응이 가능해지게 되면 곧바로 전기화학적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이때의 피크 전류는 비가역적인 반응에서 보다 더 큰 값을 갖는데 

정량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p│ =  0.4663 
3
2AFD

1
2
A v

1
2
s [A ]burk(

F
RT

)
1
2  : reversible (8)

│ip│ =  2.99 105 (a )
1
2AFD

1
2
A v

1
2
s [A ]burk  : irreversible (9)

A : 전극면적

DA : 화학종 A의 확산계수

F : 패러데이 상수

vs  : 주사 속도

T : 절대온도

a :  전달계수 (transfer coefficient)

[A]bulk  : 화학종 A의 벌크용액에서의 농도

가역적인 계일 경우, 속도상수가 크기 때문에 산화종과 환원종은 네른스트 식

(nernst equation)에 의해 얻어지는 평형농도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피크 전류 ip  반응의 가역성에 관계없이 화학종 A의 농도와 주사 속

도 vs
½ 
에 가각 비례한다. 비가역적인 반응의 피크 전위가 주사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더욱 낮은 음전위로 이동하는 것과는 달리 가역적인 반응에서는 주사 속도

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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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2.   순환전압전류법

순환전압전류법은 전극 표면 근방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시간에 따라 가해지는 전위는 Figure 

10(a)와 같이 E2까지 주사한 처음의 전위인 E1까지 역으로 주사한다. 이때 얻어지

는 전류-전위 곡선을 순환전압전류곡선(cyclic voltammogram)이라 부르며 가역적

인 반응에서의 예를 Figure 10(b)에 나타내었다. 환원 피크 전류(ip
red
)와 산화 피크 

전류(ip
ox
)는 같은 양을 갖고 각각의 환원 피크 전위(Ep

red
)와 산화 피크 전위(Ep

ox
)

는 주사 속도에 관계 없이 약 57 mV의 전위차로 분리되어있다. 즉, n개의 전자가 

이동하는 가역적인 전극 반응에서는 환원전위와 산화전위간에 아래의 값에 해당

하는 차이를 보인다.

│E ox
p  −  E red

p │ =  2.218
RT
nF

(10)

비가역적인 전극 반응의 경우에는 환원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과전위를 필요

로 하고 산화시킬 때에도 훨씬 큰 양의 값을 가해주어야 피크가 보인다. 그리고 

환원과 산화 반응간에 전자전달 속도의 차이로 인해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환원

된 화학종의 전자전달이 늦으면 이것이 미처 산화될 틈이 없이 물질 이동이 이루

어지기 때문에 전자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따라서 산화 피크 전류가 매우 작

은 값을 나타내게 된다. 전극 반응의 가역성은 전극에서의 전자전달, 즉 전극의 반

응속도론이 물질 이동에 비해 빠른가 느린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중간단계가 존재

할 수 있고 이를 유사가역(quasi-reversible)반응이라고 한다. 이 반응에서는 산

화․환원 피크 전류의 비가 거의 1에 가깝지만 산화․환원 피크 전위의 차이가 

주사 속도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인다.



- 28 -

Figure 10. (a) Potential sweep as a function of time in a CV experiment
     (b) CV for a reversible electron transfer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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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대 시간 전류법

대시간 전류법은 삼전극계로 구성된 정지상태의 용액하에서 작업전극에 네모

파형의 전압을 가해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극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의

해 변하는 전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확산전류 도의 변화에 대한 아래와 같은 

커트렐 식 (cottrell equation)에 의해 표현된다.

id =  nFAC0D
1
2 (πt )

−
1
2 (11)

이 식은 전류가 시간의 제곱근에 역비례하는 모양으로 감소함을 나타내며, 평

면전극에 가해진 단계전위(step potential)에 의해 생성된 산화물 혹은 환원물의 

선형확산에 의한 농도기울기를 알 수 있다.

(
dc
dx
)  = C0

d
x
[erf (z )] =  C0

2√
π

e − z 2 dz
dx

 =  
C0√
πDt

exp (−
x 2

4Dt
)   ,            z =  

x

2
√

Dt
(12)

식에서 사용되는 변수에는 확산계수 D, 벌크용액의 농도 C0, 전극면적 A 등이 

있으며, 평면전극, 구형전극, 초미세전극 등의 전극의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바뀌

게 되는데 이는 전극형태에 따른 표면에서의 확산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극표면 반응중의 확산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전류에 대한 t-½ 의  그래프를 도시

한 후 그 기울기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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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원자 힘 현미경

주사 탐침 현미경(scaning probe microscopy, SPM)은 단분자 박막의 구조를 

결정하거나 전극 표면에 형성된 고분자의 구조를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로서 이전에 사용되던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이나 low-energy electron diffraction (LEED)와는 달리 전자빔에 의한 시료

의 손상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표면 구조를 연구하는 비파괴적인 분석 방법으로 

많이 선택되어져 왔다. 전자의 터널링(tunneling)이라는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이용

하여 1982년 Binnig과 동료들은 주사 터널링 현미경(scaning tunneling 

microscopy, STM)을 만들어서 전도성 물질의 표면을 원자 단위로 관찰하 다
(109)
.

하지만 STM은 도체 표면과 탐침 사이에 흐르는 터널링 전류(tunneling current)

의 크기를 측정하여 시료 표면의 높낮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절연체의 표

면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후 원자 힘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의 발명에 의해 부도체 

표면에 대한 원자 단위의 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Meyer 등은 LB 단분자 

박막의 표면 구조를 분자 수준의 단위로 관찰하 다
(110)
. AFM은 뾰족한 탐침과 

시료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측정하여 표면의 높낮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

기로서 시료 물질의 전도도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FM 기기

는 Figure 11과 같이 일정한 힘상수를 갖는 캔틸레버(cantilever), cantilever의 끝

에 존재하는 뾰족한 탐침, LASER 다이오드(diode), 위치감지 광다이오드 검출기

(position sensitive photodiode detector, PSPD)로 구성된다.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

은 cantilever에 반사되어 PSPD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료의 높낮이에 따라 

cantilever의 위치가 달라지고 따라서 반사되어 PSPD에서 감지하는 빔의 위치도 

달라지게 되어 높낮이에 대한 정보를 얻게된다. 시료와 탐침과의 거리에 따른 힘

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는 Figure 12와 같은데, 시료와 탐침이 접하여 그 반발력

을 측정하는 방법과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인력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31 -

Figure 1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AFM

Figure 12. Interatomic force vs. distanc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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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AFM이라 칭하는 접촉 원자 힘 현미경(contact-AFM)은 시료와 표

면간의 반발력에 의해 높낮이를 상화해주는 것으로써, Figure 13에서 보듯이 탐

침을 z축에 대해서 고정시키고 x축과 y축으로만 이동하면서 각각의 위치에서 탐

침과 표면간의 반발력을 측정하는 방법(constant height mode)과 탐침이 표면과 

접촉하여 등고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높낮이 정보를 얻는 방법(constant foce 

mode)이 있다. 반면 비접촉 원자 힘 현미경(non-contact AFM)은 탐침이 시료와 

떨어진 상태에서 cantilever가 일정 주기와 진폭으로 진동하고 시료와 탐침과의 인

력에 의해 발생하는 진폭의 변화를 상화하는 방법으로써, AFM에 비해 해상도

가 낮다는 단점이 있으나 시료가 표면에 약하게 흡착되어 탐침에 의해 손상될 우

려가 있는 시료의 분석에는 유용하게 이용된다.

AFM은 스캐너(scanner)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시료 표면을 주사하면서 각각의 

위치에서 탐침과 표면 사이의 힘을 측정하고 이들의 정보를 조합하여 주사한 

역에 대한 상을 얻는다. 스캐너는 압전소자(piezoceramic)로 채워져 있는데 주사

하는 표면의 넓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압전효과(piezomechanical coefficient)를 갖

는 스캐너를 사용한다. ㎛단위의 넓은 역을 주사하는데 사용되는 스캐너가 대략 

200∼300 nm/V의 piezomechanical coefficient값을 가지며, 원자 단위의 좁은 역

인 경우는 대략 10∼15 Å/V 가량의 값을 갖는다.

표면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마찰력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측방 힘 현미경

(lateral force microscopy, LFM)이라는 기기도 있는데, 이는 모든 면에서 AFM과 

흡사하나 cantilever가 상, 하뿐만 아니라 좌, 우로 휘는것도 감지할 수 있다는 차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서는 시료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마찰력의 차

이에 의한 시료 조성의 차이까지 밝혀낼 수 있다. Figure 14는 표면의 마찰력에 

의해 cantilever가 휘는 정도와 그에따라 PSPD가 빔의 위치를 감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소개한 SPM, AFM, NC-AFM, LFM 등을 총칭하여 SPM이라 하며, 이

러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예전에는 연구자들이 보지 못하고 단지 모델링에 의해서

만 그 형태를 추측하 던 물질들을 시각화한 것은 표면 과학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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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mparison of (a) constant height and (b) constant force mode for A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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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 The PSPD response for LFM and (b) lateral deflection of the cantilever 
from change in surface f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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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 험

3. 1.   전극 변형

3. 1.  1.   금속산화물/Nafion 복합막 형성

전극변형의 일단계로서 금속산화물/Nafion 졸-겔(sol-gel) 물질을 제조한다. 실

험에 사용된 V2O5/Nafion 복합막
(111)
과 TiO2/Nafion 복합막

(112)
은 양이온 고정에 유

용한 필름으로써 본 연구실에서 이미 개발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 다.

V2O5/Nafion 복합막은 우선 Vanadium(V) oxytripropoxide (VO(OR)3, R = 

CH3CH2CH2CH2-, 98%, Aldrich)와 물의 혼합으로 만들어지는데, 실험에서는 0.043 

㎖의 VO(OR)3 와 0.0011 ㎖의 탈이온화된 물을 사용하 다. 탈이온수는 

YoungLin사에서 제작한 aquaMAX
TM
을 1차 증류기로, Millipore사에서 제작한 

Milli-Q를 2 ∼ 4차 증류기로 연결하여 사용하 다. 여기에 부피비 80% : 20%의 

비율로 0.2 ㎖의 Nafion (5 wt% in a mixture of lower aliphatic alcohols and 

water, Aldrich)을 섞어주고, 이 혼합물을 끈기있는 졸형태가 될 때까지 1시간 정

도 교반(stirring) 시킨다. 이렇게 얻어진 졸형태의 혼합물을 500 rpm 속도의 spin 

coater (Home made)를 이용하여 유리탄소전극 위에 코팅시키고 수 분정도 실온

상태에서 말린다. TiO2/Nafion 복합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Titanium(IV) 

isopropoxide (Ti(OR)4, R = -CH(CH3)2, 99.999%, Aldrich) 44.3 ㎕를 isopropanol 

(CH(CH3)2OH, Aldrich) 956 ㎕에 녹인 후, 산촉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7.53 ㎕

의 HCl (0.1 M, 98%, Aldrich)을 첨가한다. 이 후 탈수/축합반응을 위해 5 ㎖의 

탈이온수를 첨가시켜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용액에서 20 ㎕를 취하여 Nafion 20 ㎕

와 50% : 50%의 비율로 섞어주고 Vortex (Fisher Vortex Genie 2, Fisher 

Scientific)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섞어준 후 V2O5와 마찬가지로 500 rpm 속도의 spin 

coater를 이용하여 유리탄소전극 위에 코팅시키고 수 분정도 실온상태에서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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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막을 입히기 전에 0.05 ㎛ 크기의 알루미나로 전극표면을 갈아(polishing)주고 

에탄올과 탈이온화수로 수 회 세척하여 표면을 깨끗이 한다.

3. 1.  2.   Ru(bpy)3
2+
 고정

(111,  112)

첫 번째 과정에서 금속산화물/Nafion 복합막으로 코팅된 전극을 50 mM 

phosphate 완충용액 (pH 7.0, K2HPO4 5.3125 g, KH2PO4 2.6538 g in deionized 

water 1ℓ)에 0.5 mM tris(2,2'-bipyridyl)dichlororuthenium(II) (Ru(bpy)3
2+, 

Aldrich)가 녹아있는 용액에 담그고 일정전위기 (Potentiostat/Galvanostat Model 

283, EG & G princeton Applied Research)를 이용하여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을 수행한다. V2O5/Nafion의 경우에는 0.8 V ∼ 1.3 V의 전압 역에

서 10 ㎷/s 의 주사 속도로 20 바퀴 동안 전압을 가해주어 필름 내에 Ru(bpy)3
2+

를 고정시키며, TiO2/Nafion의 경우에는 0.8 V ∼ 1.3 V의 같은 전압 역에서 100 

㎷/s 의 주사 속도로 10 바퀴 동안 전압을 가해주어 필름 내에 Ru(bpy)3
2+를 고정

시킨다. 두 경우 모두 작업전극은 유리탄소전극, 기준전극은 염화은/은 전극, 그리

고 보조전극으로 백금 선(Pt wire)를 사용하 다.  Ru(bpy)3
2+
의 고정전에는 각각 

V2O5는 청록색, TiO2는 우유빛을 띄는 투명한 색이던 필름이, 고정후에는 주황색

으로 바뀜으로써 직접 고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1.  3.   전도성고분자층 형성

앞에서 제조한 금속산화물/Nafion/Ru(bpy)3
2+ 복합막 위에 두 번째 막을 입히

기 위해서 3-thiophenacetic acid (3-TA, C6,H6O2S, >98.0%, Fluka)를 선택하 다. 

티오펜(thiophene) 류의 물질은 전기화학적으로 전극표면에 전도성고분자층을 형

성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사용한 3-TA는 단량체가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carboxyl 그룹을 표면에 노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정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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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Q-1604 Multi-Channel Potentiostat, Elbio)를 이용하여,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삼전극계를 이용하 고, 염화칼륨(KCl)을 불순물(dopant)로 사용하여 50 mM 

3-thiopheneacetic acid / 0.5 M KCl (Aldrich) / 50 mM Phosphate 완충용액 (pH 7.0) 

10 ㎷/s의 주사 속도로 50 바퀴 동안 전압을 가해주어 전도성고분자층을 형성한다.

3. 1.  4.   단일가닥 DNA probe (탐식자 : 探識子) 고정

분석하고자하는 DNA의 염기서열과 상보적인 저중합체(oligomer)를 전극위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전도성고분자 표면에 드러나 있는 카르복실 그룹과 DNA 말단

의 아민 그룹간의 펩타이드 결합을 이용하 다
(113)
. 0.1 M 

2-Morpholino-ethanesulfonic acid monohydrate 완충용액 (MES, pH 3.5, 

C6H13NO4S․H2O, 99%, Aldrich)에 water soluble carbodiimide (WSC)인 

N-Ethyl-N'-(3-dimethylaminopropyl) carbodiimide hydrochloride (EDCA, 

C8H17N3․HCl, Aldrich)를 넣어준 용액에 (0.1 g / 100 ㎖) 두 번째 층까지 변형시

킨 전극을 담근 후 한 시간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다(Figure 15).

이후 이 전극을 탈이온화수와 MES 완충용액을 이용하여 수 회 반복 세척해주

고, 100 mM 인산 완충용액 (pH 8.2, Na2HPO4 1.7418 g, NaH2PO4 0.0544 g in 

100 ㎖ deionized water)에 고정시키고자 하는 단일가닥 DNA를 용해시킨 후 세척

한 전극을 담그고 24 시간 동안 반응시켜, Probe DNA를 고정시킨다. 실험에서는 

Deoxycytidylic acid, (dCMP, C9H14N3O7P, 98∼100%, Sigma)와 5’-Deoxyguanylic 

acid (dGMP, C10H14N5O7P, 98∼100%, Sigma)간의 hybridization 과, calf thymus 

single stranded DNA (mol wt. 13 ∼ 115 kb, 8.6 kDa, 42 % GC, Tm : 87 ℃, 

sigma), 또한 20 mer-poly[C] ([CTP]20, 5'-CCC/CCC/CCC/CCC/CCC/CCC/CC-3', 

Tm = 76℃, Lyophilized powder, Koma Biotech)와 poly[C] (polycytidylic acid 

potassium salt, sigma)를 이용하여 20 mer-poly[G]와 long chain poly[G]를 검출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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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Mechanism of DCC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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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DNA hybridization

매개물질인 Ru(bpy)3
2+와 단일가닥 DNA인 20 mer-poly[C]가 동시에 고정된 변

형전극을 20 mer-poly[G] ([GTP]20, 5'-GGG/GGG/GGG/GGG/GGG/GGG/GG-3', 

Tm = 76 ℃, Lyophilized powder, Koma Biotech)와, poly[G] (20 ∼ 200 kBase, 

Lyophilized powder, Prepared from GDP using polynucleotide phosphorylase, 

Sigma) 가 용해되어있는 50 mM phosphate 완충용액 (pH 7.0)에 담그고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킨다(Figure 16). Hybridization이 완료된 전극은 일정전위기를 이

용한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etry, CV)과 대시간전류법(chronoamperometry, 

CA) 그리고 원자 힘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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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Preparation of ssDNA modified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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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일정전위기(Potentiostat)를 이용한 전류증폭효과 분석

순환전압전류법을 이용하여 전류증폭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도성고분자층

까지 입혔을 경우에 Ru(bpy)3
2+
에 의해 발생되는 전류의 양, hybridization 전의 전

류의 양, hybridization 후의 guanine 염기와 Ru(bpy)3
2+
사이에서 발생하는 증폭된 

전류의 양을 비교하 다. 삼전극계의 셀을 사용하 으며 50 mM 인산 완충용액 

(pH 7.0)에서 실행하 다. 작업전극은 변형유리탄소전극, 기준전극은 염화은/은 전

극 (saturated 3 M NaCl), 보조전극은 백금 선(Pt wire)를 사용하 다. 0.8 V ∼ 

1.3 V 의 전압범위에서 50 ㎷/s 의 주사 속도로 10 바퀴 동안 전압을 주어, 이때 

나타나는 전류값을 비교하 다.

대시간 전류법을 위해서 같은 삼전극계를 사용하 으며 50 초간 0.7 V의 전압

을 준 뒤 전위를 변화시켜 1000 초 동안 실험하 다. 전위연구 (potential study)를 

통해 1.1 V 로의 전위변화를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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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원자 힘 현미경(AFM)을 이용한 표면분석

원자 힘 현미경 분석은 Digital instrument사의 Nanoscope IIIa 모델을 사용하

여 실시하 다. 엣칭된 실리콘 팁 (Digital instrument model TESP)을 이용하 으

며, 전 과정에서 Tapping 모드를 사용하 다. 힘상수(force condtant)는 20-100 

N/m, 공명주파수(resonance frequency) 는 200 에서 400 kHz 사이의 값을 사용하

으며, 주사 속도(scan rate)는 0.8 Hz로 사용하 다. 전도성고분자층과 

20mer-poly[C]가 고정되었을 경우, poly[G]가 hybridization 되었을 경우를 각각 

비교하 으며, 3 ㎝ × 1 ㎝ 길이의 indium tin oxide (ITO) glass 전극 (삼성코닝)

을 사용하여 100 ㎚부터 50 ㎛까지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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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 1.  고정되지 않은 guanine 염기와 Ru(bpy)3
2+ 간의 촉매반응

Ru(bpy)3
2+
 와 DNA의 guanine 염기는 2. 1. 2.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촉매

반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u(bpy)3
2+ 는 자체적인 산화․환원 전류를 약 

1.1 V 근처에서 나타내며, guanine 염기는 1.1 ∼ 1.3 V 정도의 전압에서 산화전

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Figure 17의 순환전압전류곡선은 전위창

(potential window) 0 ∼ 1.35 V, 주사 속도 50 mV/s의 조건에서 50 mM 인산 완

충용액 (pH 7.0)을 사용하여 2 바퀴씩 측정한 결과로써, Ru(bpy)3
2+
 와 GMP 

(guanine mono-phosphate) 간의 촉매전류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7(a)로 표시

된 가역적인 Ru(bpy)3
2+의 순환전압전류곡선의 산화․환원전류와 Figure 17(b)의 

GMP가 나타내는 산화전류에 비해서 두 물질이 함께 용해되어 있는 Figure 17(c)

로 표시된 그림에서 촉매전류가 나타남으로써 환원 피크(Ipc)가 사라지고, 산화 피

크(Ipa)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극변형을 시

도하 다. Figure 16의 두 번째 단계인 금속 산화물/Nafion 복합막을 전극표면위

에 깐 후에 매개물질인 Ru(bpy)3
2+
를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고정시켰다. Figure 

18은 V2O5/Nafion 복합막으로 변형된 전극에 0.5 mM Ru(bpy)3
2+용액을 사용하여 

전극 표면에 매개물질을 고정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순환이 반복됨에 따

라 전극표면에서 나타나는 Ru(bpy)3
2+
의 산화환원 전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도성고분자 층을 사이에 두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정되어있는 매개물질과 

용액상에 들어있는 guanine 염기, 즉 GMP와의 촉매반응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서 전극위에 두 번째 막인 전도성고분자 층을 형성하 다. 우선, 수용성 전도성

고분자 중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피롤(pyrrole)을 사용하 으며, 폴리피롤

(polypyrrole)의 전기중합과정은 Figure 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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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atalytic current between Ru(bpy)3
2+ and GMP in 50 mM phosphate buffer 

(pH 7.0), (a) : 0.5 mM Ru(bpy)3
2+, (b) : 1 mM GMP, (c) : 0.5 mM 

Ru(bpy)3
2+ and 1 mM GMP; potential window : 0 ~ 1.3 V, scan rate : 25 

mV/s, cycl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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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Ru(bpy)3
2+ immobilization in V2O5/Nafion composite. potential 

window : 0.8 ~ 1.35 V, scan rate : 10 mV/s, cycle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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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Electropolymerization of pyrrole (10 mM); potential window : 
0 ~ 1.0 V, dopant : 100 mM KCl, scan rate : 50 mV/s, cycl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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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은 폴리피롤(polypyrrole)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변형전극을 각각 완충

용액과 GMP 용액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전극내부에 고정된 Ru(bpy)3
2+
 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체적인 전류가 Figure 20(a) 순환전압전류곡선이며 이 전극을 1 mM 

GMP 용액에 담그고 순환전압전류법을 수행한 결과가 Figure 20(b)에 해당한다. 

(a)에 비하여 (b)는 환원전류의 크기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산화전류

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크 분리정도(peak separation)가 약간 커진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촉매반응에 의해서 산화 전류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

향과 잘 들어맞는 결과이며, 전도성고분자층의 두께에 의해서 전자전달속도에 다

소 방해를 받기 때문에 환원 피크는 음전위 방향으로 이동하고(negative shift), 산

화 피크는 양전위방향으로 이동(positive shift)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전도성고분자층의 아래에 고정되어있는 Ru(bpy)3
2+
와 전도성고분자층 위쪽

으로 접근하여 반응한 GMP간의 촉매반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도성고분자에 카르복실 그룹이 포함되어있는 시약을 사용하여 실제로 guanine 

염기가 포함된 단일가닥 DNA를 전극표면에 hybridization 시킴으로써 촉매반응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도성고분자 층이 자체적으로 갖

고 있는 양전하(positive charge)에 의해서 음전하(negative charge)를 띄고 있는 

GMP가 쉽게 전극표면방향으로 끌어당겨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Figure 21은 같은 전극을 사용하여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0.8 ∼ 1.35 V의 전

위창(potential window)을 한정하여 같은 실험과정을 반복한 CV data이다. Figure 

21(a)보다 (b)에서 산화피크가 약간 작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프의 

전체적인 경향성은 일치하고 있다. 두 그래프 모두 산화피크전위(Epa)는 1.15 V 근

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Ipa의 증폭효과는 모두 10% 내외의 근접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두 순환전압전류곡선에서 전류의 양에 차이가 생긴 것은 첫 번째 층

(layer)를 손으로 입히는(hand-casting) 과정에서 V2O5/Nafion 필름의 두께가 다르

게 만들어짐으로써, 매개물질인 Ru(bpy)3
2+
가 고정되는 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

라고 생각하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후로는 spin coater를 이용하여 일정한 회

전속도 (500 rpm)를 사용하여 복합막을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또한, GMP

가 들어가면 O2의 산화피크가 더 양전위(more positive potential)에서부터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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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은 GMP의 전자 전달로 인하여 산소의 산화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Figure 20. V2O5/Nafion/Ru(bpy)3
2+ and polypyrrole modified electrode in 

(a) 50 mM phosphate buffer solution (pH 7.0) (b) 1 mM 
GMP solution in (a); potential window : 0 ~ 1.3 V, scan rate 
: 25 mV/s, cycl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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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Reproducibility test (a) first (b) second ; solid line : 50 mM phosphate buffer 
solution (pH 7.0) dashed line : 1 mM GMP solution in 50 mM phosphate 
buffer solution (pH 7.0), potential window : 0.8 ~ 1.35 V, scan rate : 25 mV/s, 
cycle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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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3-Thiopheneacetic acid의 도입과 팽창(swelling) 효과

전극표면에 저중합뉴클레오티드 단일가닥 (oligonucleotide single-stranded) 

DNA를 고정시키기 위한 링커(linker)로써 단량체에 카르복실 그룹이 치환된 형태

의 전도성고분자를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전도성고분자 합성시에는 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e) 혹은 클로로포름(chloroform) 등의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실험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클로로포름 용매에서는 첫 번째 복합

막 층에 포함되어있는 Nafion이 용해됨으로써 Nafion의 술폰(SO3-)기에 고정되어

있는 Ru(bpy)3
2+ 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 Figure 22와 같이 

Ru(bpy)3
2+
의 산화·환원이 사실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 수용액상에서 전기중합이 가능한 물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선택된 

시료는 3-pyrroleacetic acid (3-PA)와 3-thiopheneacetic acid (3-TA)로써 3-PA

의 경우 용해도가 뛰어나고 전기중합에 필요한 전압이 낮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판되지 않으며, Figure 23(b)
(114)
와 같이 합성단계가 복잡하고, 합성된 시료를 사

용할 경우 가격적인 측면에서 단점을 가지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시판되고 있는 3-TA를 사용하게 되었다. 3-TA는 완벽한 사슬형태의 전도성고분

자를 합성하기 위해서 약 2.1 V의 전압을 걸어주어야 하지만, 수용액 상에서 산소

의 산화반응에 의해 제한되어지는 1.3 V의 전압 만으로도 부분적인 전기중합이 

가능하다.

Figure 24는 3-TA를 사용하여 얻어낸 전기중합과정의 순환전압전류곡선이다. 

순환 횟수가 증가할수록 첫 번째 복합막 층에 고정되어있는 Ru(bpy)3
2+의 피크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충전전류(charging current)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정

기중합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이것은 첫 번째 복합막 층 표면에 poly(3-TA)에 

의한 새로운 필름층이 형성되기 보다는 많은 3-TA 단분자 혹은 이합체 등의 분

자가 표면에 흡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번째 층인 전도성

고분자층은 변형 직후에는 Figure 25(a)와 같이 Ru(bpy)3
2+
 의 산화․환원 전류발

생을 거의 차단하고 있는 형태의 순환전압전류곡선을 보이지만, 완충용액 상에서 

수차례 산화·환원 전류를 계속 걸어주거나 오랜시간동안 담그어두면 점차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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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lling)이 일어나게 되면서 안정화된 층을 이루게 되며, Figure 25(b)와 같이 

첫 번째 복합막 층에 고정되어 있던 Ru(bpy)3
2+
 의 산화·환원전류 또한 나타나게 

된다. 

Figure 22. V2O5/Nafion/Ru(bpy)3
2+ and thiophen modified electrode in 50 

mM TBABF4, chloform solution (solid), 1 mM GMP solution 
in (a) (dashed); potential window : 0.8 ~ 1.35 V, scan rate : 
25 mV/s, cycl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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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3. (a) Structure of 3-Thiopheneacetic acid
  (b) Synthetic mechanism of 3-Pyrrole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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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Electropolymerization of 3-Thiopheneacetic acid on the 
V2O5/Nafion/Ru(bpy)3

2+ composite film; potential window : 
-0.8 ~ 1.3 V, dopant : 100 mM KCl, scan rate : 50 mV/s, 
cycle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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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Swelling effect; (a) before swelling, (b) after sw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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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swelling)이 촉매반응(catalytic reaction)에 미치는 향
(115)
을 알아보기 위

하여 단일가닥 calf thymus DNA를 탐식자(probe)로 사용하여 팽창(swelling) 시

키지 않은 변형전극과 0.8 ∼ 1.3 V, 50 바퀴의 산화환원 전류를 가해줌으로써 팽

창(swelling) 시킨 변형전극에서의 순환전압전류곡선를 비교하 다. Figure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팽창(swelling) 시키지 않았을 때 더욱 확실한 촉매전류

(catalytic current)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위가 걸림으로써 발생되는 

인위적인 팽창(swelling)은 전도성고분자 필름의 전도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

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완충용액 내에서 자연스럽게 팽창

(swelling)되는 것이 DNA 탐식자(probe)와 반응하는 카르복실 그룹의 표면 노출

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전도성을 높여주는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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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a) Not swelling (b) Electrical swelling ; solid line : modified 
electrode, dashed line : immobilized calf thymus ss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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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Oligonucleotide 단일가닥 DNA 고정을 통한 Ru(bpy)3
2+
와의 촉매반응

일반적으로 전극표면위에 단분자막(monolayer) 형태의 분자막을 형성시키기 위

해서는 탄소사슬의 길이가 20 개 이하인 시료를 사용하며, DNA 칩 등의 바이오

센서에 고정되는 탐식자 DNA 역시 전극표면의 패킹(packing) 문제로 인하여 20 

개 내외의 염기쌍을 가지고 있는 저중합뉴클레오티드(oligonucleotide) 형태의 것

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전극표면에 고정시키는 저중합뉴클레

오티드 단일가닥 DNA 로 20 mer-poly[C]를 선택하 으며, 이에 대하여 상보적인 

염기사슬을 가지고 있는 20 mer-poly[G]와 20∼200 kb의 긴 사슬 (long chain) 

poly[G]를 hybridization 시료로 선택하 다. Figure 27은 20 mer-poly[C]를 탐식

자로 20 mer-poly[G]를 시료로 사용하여 제작된 바이오센서를 순환전압전류법으

로 측정한 것으로, 20 mer-poly[G]가 hybridization되었을 때 첫 번째 순환에서 Ipa

가 5.09 ㎂에서 13.78 ㎂로 약 270% 증가한 전류량을 보여주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Ipc는 각각 4.28 ㎂, 4.14 ㎂로 두 그림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표면에 hybridization 된 20 mer-poly[G]에 의해

서 Ru(bpy)3
2+
 와의 촉매전류(catalytic current)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며, Figure 28에서 따르면 20 mer-poly[G]가 hybridization되기 전과 후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순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되지 않은 

poly[G]의 양이 점차로 줄어들면서 촉매반응(catalytic reaction)의 확률이 적어지

며, 전극에 고정되어 있는 Ru(bpy)3
2+
 자체의 산화․환원 전류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으로 guanine 염기를 포함하고있는 단일가닥 DNA의 

hybridization 여부를 순환전압전류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적인 

DNA 시료에 적용하기 위해서 긴 사슬을 갖고있는 poly[G]를 사용하여 같은 실험

을 반복하 다. Figure 29는 긴 사슬 poly[G]를 이중층으로 변형된 전극 위에 직

접 고정시킨 결과로써 전도성고분자층에 의해서 산화․환원 전류를 전혀 나타내

지 않고 있던 전극이, 고정된 poly[G]와의 촉매반응에 의해서 Ipa는 5.1 ㎂, Ipc 1.8 

㎂의 산화․환원전류가 나타났으며, 일반적인 촉매반응에서는 Ipa의 증가만이 나타

나야 하지만, Ipc 역시 약간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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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solid : Self-current of 20 mer-poly[C] modified electrode, dot : 
catalytic current after hybridization 20 mer-pol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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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solid : Self-current of 20 mer-poly[C] modified electrode, dot : 
10th cycle in figur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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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poly[G]가 전극 표면에 고정되면서, 표면을 막고 있던 전도성고분자층

을 어느정도 열어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주며, 이에 따라서 가려져있던 

Ru(bpy)3
2+ 자체의 산화․환원 전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적인 전

류의 양을 20mer-poly[G]가 고정되었을 때와 비교하면, 훨씬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 poly[G]가 전극표면에 고정될때 잘 정

렬되지 않기 때문에 전극 여기저기에 띄엄띄엄 고정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실제적으로 촉매반응에 참가할 수 있는 확산 층(diffussion layer) 안에 들어있는 

guanine 염기의 수는 20 mer-poly[G]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3은 Figure 29에서 poly[G]가 고정된 후에 각 순환 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Ipa와 

Ipc를 정리한 것으로 Ipc는 첫 번째 순환과 마지막 순환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Ipa는 네 번째 순환까지는 점차적으로 줄어들다가 일정한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확산 층 내에 들어있는 guanine 염기는 네 번째 순환까지 

거의 산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20 mer-poly[G]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Ru(bpy)3
2+
 의 자체적인 산화․환원 전류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Variation of Ipa and Ipc in figure 29.

No. of cycle 1 2 3 4 5 6 7 8 9 10

Ipa (㎂) 5.1 3.2 2.9 2.6 2.4 2.3 2.1 2.1 2.1 2.1

Ipc (㎂) 1.0 1.4 1.4 1.6 1.6 1.6 1.6 1.6 1.6 1.6

Figure 30은 전극표면에 20 mer-poly[C]를 고정시킨 후 긴 사슬 poly[G]를 

hybridization시킨 순환전압전류 곡선으로써, 마찬가지로 200% 정도로 증폭된 촉

매전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Figure과 달리 충전전류(charging 

current)가 크게 나왔고, 피크 분리도(peak separation)가 큰 비가역적인 결과가 나

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극 변형(modification)과 hybridization에 의해서 전

자전달이 방해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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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Catalytic effect of long chain poly[G]; solid : before 
immobilization, dashed : after poly[G] im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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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0. Catalytic effect of long chain poly[G] hybridization on the 
V2O5/Nafion/Ru(bpy)3

2+ composite film; solid : before 
hybridization, dashed : after hybr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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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V 근처에서 확인되는 수용액중의 산소의 산화에 의해서 순환전압전류법으

로는 DNA와 Ru(bpy)3
2+ 의 전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산소에 의한 영향을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N2 gas를 버블링(bubbling) 해준다거나, 유기용매에서 실험하

는 방법 등이 있지만, 대시간전류법(chronoamperometry)을 이용하여 산소의 피크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과전위(overpotential)를 걸어주어 이때 나타나는 전류값을 측정

함으로써 확산속도를 비교하여 hybridization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 다. Figure 

31은 Figure 30의 순환전압전류곡선을 나타냈던 전극을 사용하여 전극의 각 제조

단계마다 대시간전류법을 수행한 결과이다. 내부의 작은 그림은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확대한 결과이며, 각 단계별로 (a)는 bare 전극을 인산 완충용액 (pH 

7.0)에 담그고 대시간전류법을 수행한 결과이며, (b)는 bare 전극을 poly[G] 용액

에서, (c)는 이중층으로 변형된 전극을 역시 인산 완충용액 (pH 7.0)에서, (d)는 

(c)에 20mer-poly[C]를 고정시킨 이후, (e)는 여기에 poly[G]를 hybridization 시킨 

후에 측정한 결과이다. (a)에 비하여 (b)에는 전기적인 산화환원이 가능한 poly[G]

가 용액속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이므로 수렴되는 전류값이 증가하지만, poly[G]자

체의 분자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확산속도가 매우 느려서 그다지 많은 전류값의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c)에서 나타나는 전류값은 전극표면에 고정된 Ru(bpy)3
2+

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며 (d)에서 수렴되는 전류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20 

mer-poly[C]가 전극표면을 덮으면서, 전자전달을 다소 방해하기 때문이다. (e)에서 

나타나는 큰 전류값은 순환전압전류법에서와 마찬가지로 poly[G]가 hybridization 

된 후 Ru(bpy)3
2+
 와 guanine 염기 사이의 촉매반응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Figure 32는 Figure 31의 시간 범위(scale)를 s-1/2으로 도시(plotting)한 결과로

써 커트렐 식의 id = nFAC0D
1/2
(πt)-1/2  에 의해서 대시간전류곡선의 기울기는 

nFAC0D
1/2π-1/2 에 비례하게 되며, 이때 확산계수인 D를 제외한 나머지 n, F, π 

계수들은 모두 상수이며, C0 와 A 역시 변형된 전극에 따라 일정한 값이므로, 기

울기의 크기 비율은 확산계수의 비율로 계산될 수 있다. 이에따라 Figure 32의 

(d)와 (e)를 비교하 을때 hybridization 후에 전극표면에서의 확산계수가 두 배정

도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guanine 염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적인 전자전달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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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따라 순환전압전류법에서 얻어낸 결과와 마찬가지로 poly[G]의 

hybridization이 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Figure 31. Chronoamperogram of V2O5/Nafion composite film ; each modification 
step and hybridization; potential step from 0.7 V(50 s) to 1.2 V 
(5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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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1/2 plotting from figur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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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riation of diffusion coefficient

a : linear fitting from figure 32, b : diffusion coefficient

(a) (b) (c) (d) (e)
slopea 1.03121E-7 2.52762E-6 8.71237E-6 2.26047E-5 9.30464E-5

slope1/2 3.21125E-4 1.58985E-3 2.95167E-3 4.75444E-3 9.64606E-3
ratio of Db 1 4.95 9.19 14.81 30.04

V2O5/Nafion 복합막과 TiO2/Nafion 복합막을 비교하기 위해서 TiO2를 사용하

여 같은 실험을 반복하 다. Figure 33은 TiO2/Nafion 복합막에 Ru(bpy)3
2+
를 고정

시키는 과정의 순환전압전류곡선이며, V2O5/Nafion에 Ru(bpy)3
2+을 고정시키는 

Figure 18에 비하여 10배이상 적은 양의 Ru(bpy)3
2+
 가 고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34는 전극에 Ru(bpy)3
2+
를 고정시킨 후 완충용액에 이 전극을 

담그고 CV를 수행한 결과로써 절대적인 전류의 양은 V2O5/Nafion 복합막을 사용

했을 경우보다 적게 나타나지만 훨씬 가역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V2O5/Nafion 복합막을 사용했을 경우 10 ㎷/s 의 주사 속도에서 20 바퀴의 전압을 

가해주어야 하는 반면, TiO2/Nafion 복합막의 경우는 이보다 10배의 속도인 100  

㎷/s 의 주사 도에서 10 바퀴의 전압만을 가해주어도 Ru(bpy)3
2+
 가 고정되기 때

문에 전극을 변형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적인 면에서도 훨씬 유용하다. Figure 35

는 이렇게 변형된 첫 번째 복합막위에 poly(3-thiopheneacetic acid) 전도성고분자

층을 전기중합하는 순환전압전류곡선이며, V2O5/Nafion 복합막을 사용하 을때 단

지 Ru(bpy)3
2+
 의 피크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Figure 24에 비해서 이

합체(dimer), 삼중합체(trimer), 저중합체(oligomer) 등이 형성되며 순환이 반복되

면서 충전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그림의 중간부분이 부풀어오르는 일반적인 전기

중합 결과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유기용매에서 2 V 

이상의 전압을 가해주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TiO2/Nafion 복합막이 이

보다 낮은 전압을 극복하고 전기중합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Figure 36은 TiO2/Nafion 복합막을 이용해

서 20mer-poly[C]를 고정시킨 후 긴 사슬 poly[G]를 hybridization 시키기 전과 후

의 순환전압전류곡선으로써 첫 번째 순환에서 hybridization 전과 후의 Ipa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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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Ru(bpy)3
2+ Immobilization in TiO2/Nafion composite. potential 

window : 0.8 ~ 1.3 V, scan rate : 100 mV/s, cycl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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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Immobilized Ru(bpy)3
2+ modified electrode in phosphate buffer 

solution (pH 7.0). potential window : 0.8 ~ 1.3 V, scan rate : 
100 mV/s, cycl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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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Electropolymerization of 3-Thiopheneacetic acid on the 
TiO2/Nafion/Ru(bpy)3

2+ composite film. potential window : 
-0.8 ~ 1.3 V, dopant : 100 mM KCl, scan rate : 50 mV/s, 
cycle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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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Catalytic effect of long chain poly[G] hybridization on the 
TiO2/Nafion/Ru(bpy)3

2+ composite film; solid : before 
hybridization, dashed : after hybr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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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각각 0.93 ㎂, 4.06 ㎂로 약 430% 정도 증가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Ipc의 

경우에는 0.533 ㎂, 0.616 ㎂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촉매반응

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V2O5/Nafion 복합막을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서 전극에 고정된 Ru(bpy)3
2+
 자체의 전류는 훨씬 적게 나타나지만 

guanine 염기와의 촉매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훨씬 감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V2O5/Nafion 복합막과 TiO2/Nafion 복합막의 구조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2O5는 TiO2에 비해서 더 조 한 구조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구멍(pores)들에 의해 전극 면적이 갖게되는 표면적이 TiO2에 비

해 더 넓으며, 고정되는 Ru(bpy)3
2+의 양이 많아지게 되는 반면에 Ru(bpy)3

2+ 자체

의 확산속도 혹은 전자전달에 다소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두 복합막에서 

Ru(bpy)3
2+
 고정에 최적인 조건에서 사용된 Nafion의 비율이 V2O5보다 TiO2에서 

적기 때문에 복합막 내부에서 Nafion의 소수성 부분이 차지하는 양이 더 줄어들

게 되고, 이러한 향들로 인해서 TiO2/Nafion로 이루어진 복합막에서 촉매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111, 112)

.

Figure 37은 TiO2/Nafion 복합막으로 변형된 전극의 대시간전류곡선이다. 

V2O5/Nafion 복합막의 경우인 Figure 31과 마찬가지로 전극의 각 변형단계마다 

측정하 으며, 시간축을 s
-1/2
로 도시(plotting)한 Figure 38에서, 커트렐 식(cottrell 

equation)을 통해서 같은 방법으로 확산계수의 변화를 따져보았을 때 

hybridization 전후의 확산계수 변화는 약 2.9 배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순환전압전

류곡선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hybridization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Variation of diffusion coefficient

a : linear fitting from figure 38, b : diffusion coefficient

(a) (b) (c) (d) (e)
slopea 2.23920E-6 4.68043E-6 5.31023E-6 9.34677E-6 7.56023E-5

slope1/2 1.49640E-3 2.16343E-3 2.30439E-3 3.05725E-3 8.69496E-3
ratio od Db 1 1.44 1.53 2.04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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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Chronoamperogram of TiO2/Nafion composite film ; each 
modification step and hybridization; potential step from 0.7 
V(50 s) to 1.2 V (15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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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s-1/2 plotting from figur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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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순환전압전류법에서 나타났던 400% 이상의 촉매효과보다는 더 적은 값

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전위변화(potential step)를 가해준 1.2 V의 전위가 여전히 

수용액 중에서 산소를 산화시키는 전위와 가깝기 때문에 산소에 의해서 발생된 

전류의 향에 의해서 차이가 적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대시간전류법을 

수행하기 위한 과전위(overpotential)를 되도록 낮추어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전위연구(potential study)를 통해서 대시간전류법의 최적전위를 찾아보았다.

Figure 39는 각각 전위변화를 1.2 V, 1.1 V, 1.0 V 로 가해준 대시간전류곡선

을 t
-½ 
으로 도시해놓은 결과이며, 원래의 대시간전류곡선은 Figure 39 내부의 작

은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변화시키는 전위에 따라 경향성은 모두 같게 나왔지만, 

긴 사슬poly[G]가 hybridization 되었을 때의 data는 1.2 V와 1.1 V에서 거의 비슷

한 수치로 나타났고, 1.0 V부터는 현저히 적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hybridization 되기 전인 20 mer-poly[C]가 고정되었을 경우의 대시간전류곡선은 

1.2 V와 1.1 V에서 큰 차이를 보 기 때문에 hybridization 전후의 기울기 차가 가

장 크게 나온 1.1 V로의 전위변화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단하 다.

Figure 40은 전극표면에 고정시키는 탐식자 DNA로 20 mer-poly[C] 대신에 긴 

사슬을 갖고있는 poly[C]를 사용한 것으로 순환전압전류곡선 자체가 비가역적으로 

나타나며, 촉매전류도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전극표면에 고정된 긴 사

슬 poly[C] 자체가 적절히 패킹(packing)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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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Potential study of chronoampe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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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0. Cyclic voltammogram of immobilized long chain poly[C] electrode ; 
potential window : 0.8 ~ 1.3 V, scan rate : 50 mV/s, cycle : 10, solid 
: before hybridization, dashed : after hybri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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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원자 힘 현미경(AFM)을 통한 변형전극 표면분석

전도성고분자인 poly(3-thiopheneacetic acid) layer와 전극에 고정시키는 단일

가닥 DNA probe로 쓰인 20 mer-poly[C], 그리고 DNA 시료로 사용된 poly[G]가 

전극 표면에서 확인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원자 힘 현미경을 사용하여 표면분석

을 시도하 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복합막 층으로로 사용되는 금속산화물

/Nafion 층을 제외하고 ITO전극 표면에 바로 전도성고분자층을 입혔다. Figure 41

은 ITO 전극 표면의 상을 5 ㎛ × 5 ㎛ 크기로 확인한 것이며, Figure 42는 

ITO전극위에 생성된 전도성고분자의 표면을 같은 크기로 확인한 상이다. 이차

원 상과 삼차원 상에서 보이는 구멍과 같은 부분은 원자 힘 현미경에 의한 

표면 상을 잡기 위해서 공기중에 노출시킨 동안 막 속에 존재하고 있던 수분이 

증발되어 나가면 만든 구멍으로 보이며, Figure 41과 비교해보았을 때 구멍 부분

을 제외하고는 약간은 거친 새로운 표면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3은 이렇게 변형된 전도성고분자층 위에 단일가닥 DNA probe인 20 mer-poly[C]

를 고정시킨 후의 그림이다. 여기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가진 타원형의 분자들이 

배향성을 가지고 늘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중에 하나를 크게 

확대한 것이 Figure 44이며, 높이 정보를 확인해보았을 때 약 6.8 ㎚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DNA 염기 한개의 높이가 약 3.4 Å 정도(116)이며 실험에

서 사용한 저중합체뉴클레오티드는 20 mer 길이를 사용했으므로 정확히 20 

mer-poly[C]분자가 표면에 정렬되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측면의 

수평 길이는 약 10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아서, 20 mer-poly[C]가 여러 분자 뭉

쳐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전극표면의 poly(3-thiopheneacetic acid)가 고르

게 퍼져있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 위에만 20 mer-poly[C]가 고

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45는 20 mer-poly[C]가 고정된 전극에 긴 사슬 

poly[G]를 hybridization 시킨 원자 힘 현미경 표면 상으로 평평한 표면위에 군

데 군데 400 ㎚정도의 큰 분자가 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분자 하나

를 확대하여 Figure 44와 같은 1 ㎛ 크기로 나타낸 상이 Figure 46이며, 

poly[G]가 뭉쳐져 있는 상태로 전극 표면에 hybridization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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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이것은 원자 힘 현미경을 사용할 때 일반 대기중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수용

액 상에서는 유동적으로 전극표면 주위를 움직이던 poly[G]가 표면에 붙은 상태로 

뭉쳐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41. AFM image of ITO glass electrode. size 5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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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AFM image of electropolymerized 3-thiopheneacetic acid. size 5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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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AFM image of immobilized 20mer-poly[C]. size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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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Section analysis data from figur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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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AFM image of poly[G] hybridization. size 60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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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AFM image of poly[G] hybridization. size 1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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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DNA 검출용 바이오센서/DNA 칩이 가

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개물질과 단일가닥 DNA 탐식자(probe)를 

동시에 전극표면에 고정시킨 시약이 필요없는(reagent-less) 형태의 새로운 DNA 

바이오센서를 개발하 다.

금속산화물/Nafion 복합막으로 이루어진 변형전극을 이용하여, DNA와 반응하

는 매개물질인 Ru(bpy)3
2+
를 쉽게 전극 표면에 고정시킬 수 있었으며, TiO2/Nafion

과 V2O5/Nafion의 두 가지 금속산화물/Nafion 복합막을 가지고 비교해 본 결과, 

V2O5에서 한 차수 이상 많은 양의 매개물질이 전극 표면에 고정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촉매반응에 의한 전류증폭 효과는 200% 정도 으며, 더 적은 양의 매개물

질이 고정되어있는 TiO2에서 약 350% ∼450% 정도로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각

각의 금속산화물이 가지고 있는 구멍들(pores)에 의한 표면적의 넓이와, 섞여진 

Nafion의 양과 관련이 있다. 생체시료인 DNA가 안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모든 

전극 제조과정과, 반응을 수용액상에서 진행하 으며, 이를 위하여 수용액상에서 

전기중합이 가능한 3-thiopheneacetic acid 전도성고분자를 사용하여, 환경친화적

인 전극변형을 시도하 고, 전위를 가해주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발적인 반

응을 사용하여, 다루기 쉽고 제조가 간편한 DNA 바이오센서를 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대시간전류법을 통한 DNA 검출을 통해서 촉매반응에 의해 과전위를 1.1 V

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으며, 원자 힘 현미경을 통해서 변형전극 표

면의 DNA의 고정상태를 살펴봄으로써, 20 mer-poly[C]와 긴 사슬 poly[G]의 고

정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초기형태(proto-type)의 DNA 바이오센서는 랩온어칩

(lab-on-a-chip) 기술을 응용하여 초소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초소형 배열

(micro-array)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DNA를 동시에 작업전극에 고정시켜놓은 칩

형태의 전극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유전자 배열을 적용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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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각종 유전질병과 병원체 분석에 응용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료가 hybridization된 전극을 전기화학식 방법으로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수 초 ∼ 수 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형광검출법 등을 통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씩 검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극에 따라, 결과의 세기(intesity)가 바뀜으로써 전류증폭

양을 퍼센트 포인트를 이용하여 구분해야한다는 점에서, 재현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실제 센서로 사용될 전극 제조단계부터, 

변형단계에 이르는 전과정의 자동화를 통하여 일정한 형태의 센서용 전극을 제조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수용액상에서 전기중합이 용이한 다른 전도성고

분자를 선택한다던지, 넓은 전위창, 혹은 더 좋은 산화환원 반응성을 가지고 있는 

전극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연구의 결과로 휴대가 가능하고,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제조

가 간편하고 빠른 검출이 가능한 전기화학식 바이오센서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다

양한 방법으로의 응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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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ctrochemical DNA Biosensor Based on 

Tris(2,2'-bipyridyl)ruthenium(II) Immobilized 

in Metal Oxide/Nafion Composite Film

Han, Jae Yong

Dept. of Chemist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Biosensors allow the real-time and label-free observation of biochemical reactions 

between various ligands including reactions of antigen-antibody, protein-enzyme and 

nucleic acid hybridization. In this study, we make a novel biosensor in which both 

mediator and probe DNA are immobilized.

To immobilize single stranded DNA(ssDNA) and the mediator, Ru(bpy)3
2+,  the 

metal oxide/Nafion composite film and conducting polymer has been employed. These 

composite films can easily immobilize Ru(bpy)3
2+ to the electrode surface sinse these 

films have cation-exchange characteristic along with the porous structure of metal 

oxide and sulfonate group in Nafion. 3-Thiopheneacetic acid was electropolymerized in 

an aqueous solution and carboxylic acid group of the conducting on the electrode 

surface was exposed to the solution. On next step, a peptide bond between carboxylic 

acid on the modified electrode and terminal amine group of ssDNA as formed by 

DCC reaction using 1-ethyl-3-(dimethylamino)-propyl carbodiimide, and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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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less DNA biosensor was fabricated. It was used the catalytic reaction between 

guanine base and Ru(bpy)3
2+ to elucidate the hybridization characteristics of ssDNA.

In this experiment, 20 mer-poly[C] has been used as a ssDNA and 20 ∼ 200 kB 

poly[G] has been used as complementary DNA (cDNA) for hybridization. The cyclic 

voltammetry (CV) and chronoamperometry has been used for detection method. 

Electrode surfaces in all fabrication steps have been observed by atomic force 

microscopy (AFM).

When TiO2 has been used for metal oxide, the immobilized amount of mediator 

was relatively small but catalytic current was increased more than 350% ∼ 450% 

after hybridization, and the other metal oxide, V2O5, the immobilized amount of 

mediator was one order bigger than TiO2, but only 200% ∼ 300% of catalytic current 

has been increased by Chronoamperometric data exhibited, the increase of diffusion 

coefficient after poly[G] hybridization. The immobilized status of poly[C] and 

hybridization status of poly[G] were identified, using AFM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 : DNA biosensor, Electrochemistry, Metal Oxide/Nafion/Ru(bpy)3
2+ composite 

film, Electropolymerization, DNA hybridization, Cyclic Voltammetry, 

Chronoamperometry, Atomic Force Microscopy, Modified electrode, DCC 

(1,3-dicyclohexylcarbodiimid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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