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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ablation을 이용한 폴리이미드 필름 전극제조 및
전기화학적 루코오즈 바이오센서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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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ultraviolet pulsed laser ablation of polyimide film coated with platinum has been used to enhance the sensitivity for the application
as an electrochemical biosensor. Densely packed cones are formed on polyimide surface after UV irradiation which results in increase of
surface area. In order to apply the sensitivity improvement of laser ablated polyimide film electrodes, the glucose oxidase modified
biosensor was fabricated by using an encapsulation in the gel matrix through sol-gel transition of tetraethoxysliane on the surface of laser
ablated polyimide film. The optimum conditions for glucose determination have been characterized with respect to the applied potential
and pH. The linear range and detection limit of glucose detection were from 2.0 mM to 18.0 mM and 0.18 mM, respectively. The
sensitivity of glucose biosensors fabricated with laser ablated polyimide film is about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plain polyimide film
due to increase in surface area by laser ab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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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센서의특성을나타내는중요한요소들중의하나는분석대상물

질에대한감도(sensitivity)와검출한계 (detection limit) 이다. 감

도는 분석대상 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른 측정 신호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며, 검출한계는바탕신호(blank signal)와뚜렷하게구별가

능한분석대상물질의최소신호를나타낸다. 감도와검출한계를증

가시키는일반적인방법은센서표면적은그대로유지하면서화학

적으로 센서 표면을 변성(chemical modification)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또는물리/화학적인과정을통하여센서의표면적직접

증가시키는방법을사용한다. 화학적인변성방법은전극표면에센

서의 감도와 검츨한계를 개선시키는 유기물, 무기물, 생체물질(효

소, 항체, 단백질), 나노입자등을공유결합, 포획, 흡착등의방법을

이용하여 전극 표면에 도입한다[1-3]. 센서의 표면적 직접 증가시

키는 방법은 물리/화학적인 방법으로 센서표면을 처리하여 거칠기

를조절하거나특정구조를센서표면에직접형성시킨다. 화학적인

변성법의경우다양한작용기를도입할수있어현재많이사용되고

있으나, 과정이복잡하고변성방법에따라변성제의안정성이떨어

지는단점이있다. 

센서의 표면을 직접 증가시키는 방법은 센서의 물리적인 표면적

증가로인해감응면적이늘어나변성제의사용여부와상관없이센

서의 신호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센서의 표

면적을직접증가시키는방법은화학적또는전기화학적방법을이

용하여 금속을 에칭시켜 표면의 거칠기를 조절하여 표면적을 증가

시키거나[4, 5], nano/meso/micro 구조[6, 7] 또는 다공성을 가진

[8, 9] 물질등비표면적이큰물질을전극으로사용하는방법을사

용하고 있다. 그리고 빛을 이용한 표면 처리법인 photo etching,

photolithography는 photomask나 photoresist를이용하여표면

에 pattern을 형성시켜 표면을 변성시키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10, 11]. 그러나 이들 표면처리법들도 표면의 morphology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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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위해다양한화학물질을사용하거나복잡한과정을거친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 레이저의집속성과에너지를이

용하여 직접 표면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표면을 처리하는 laser

ablation이 대안으로 연구되고 있다. Laser ablation은 레이저를

고체표면에 가하여 photochemical, thermal 에너지로 표면의 특

정 물질을 제거하거나 변형시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이다

[12, 13]. 특히 유기고분자(organic polymer)에 대한 laser

ablation 적용기술은 전자회로 제조, micro-optical devices,

microfluidic channels, microholes의 가공 등의 미세가공분야에

서사용되고있다[14-18]. 

유기고분자들중폴리이미드(polyimide)는열적/화학적안정성,

기계적 강도, 휘어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flexible display 및 flexible electrode 등의 재료

로 최근 연구가 되고 있다[19-21]. 폴리이미드의 laser ablation은

폴리이미드의 특정 패턴이나 가공분야 등의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폴리이미드의표면처리를통한센서의표면적확대및감도

향상연구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22]. 레이저가조사된폴리

이미드 표면은 레이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가지며, 이들

특성을 이용하면 센서의 새로운 표면처리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

여, 표면의 morphology를 변화시켜 센서의 감응면적을 증가시켜

감도를증가시킬수있다.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는 구조가 간단하며 집적화/소형화 시킬

수 있고, 전기적 신호를 직접 측정하므로 감도 및 비용측면에서 유

리하다. 레이저를 이용한 폴리이미드 전극의 센서응용을 위해

glucose oxidase (GOx)를 이용하여 바이오센서를 제작하 다.

Clark에의해GOx를고정시킨산소전극을이용하여glucose를측

정한 이후[23], 다양한 형태로 전류를 측정하는 glucose 바이오센

서가 개발되었다. GOx 이외에 glucose dehydrogenase (GDH)도

사용되고 있으며, redox mediator, 나노입자, carbon nanotube,

graphene 등을 도입하여 glucose 분석 시 방해작용의 제거 및

glucose 바이오센서의 감도와 안정성 향상에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24-27]. 

본 연구에서는 폴리이미드 필름 표면에 UV 레이저를 가하여 마

이크로크기를가진삼각뿔모양을형성시켜폴리이미드의표면적

을 증가시킨 후, 전기화학 전극으로서의 특성을 조사하 다. 이를

바탕으로glucose oxidase를폴리이미드표면에고정하여glucose

분석용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를 제작하 다. 제작한 바이오센서

의전기화학적특성과, glucose 검출시바이오센서에가하는전위,

pH, 방해작용등에따른분석최적조건을조사하 다.

2.  연구 방법

2.1 시약

폴리이미드(polyimide, PI) 필름은DuPont의제품(Kapton 두

께 0.025 mm)을 사용하 다. NaH2PO4, Na2HPO4, 효소인

glucose oxidase(GOx, from Aspergillus niger, 150 Units/mg),

tetraethoxysilane (TEOS, 99%), H2O2 및 glucose는 Aldrich

Co.를 이용하 다. 모든 용액 제조시 Millipore사의 milli-Q를 사

용하여얻은탈이온화된3차증류수를사용하 다. 

2.2 기기

전기화학 실험은 삼전극법을 이용하 다. 작업전극은 레이저로

표면을 처리한 폴리이미드 필름을 사용하 고, 기준전극은

Ag/AgCl(sat'd KCl), 보조전극은 백금선을 각각 사용하 다. 전위

조절 및 전류측정을 위해 potentiostat (IVIUM Technologies,

Compactstat)를사용하 다. 전류법(amperometry) 측정시용액

은magnetic stirrer를이용하여300 rpm의속도로저어주었다. 

2.3 폴리이미드 표면처리 및 전기화학 전극제조

UV 레이저는 DPSS (Diode-Pumped Solid State) Nd:YVO4

타입으로 파장 355 nm, 펄스폭(FWHM) 25 ns, 그리고 빔모드는

TEM00이다. 빔직경은약100 μm이며10 μm 간격으로빔을중첩하

여 폴리이미드 표면에 조사하 다. Fig. 1에 폴리이미드 필름 전극

의 구조 및 제조 과정을 나타내었다. 폴리이미드 필름을 적당한 모

양으로 자른 후(Fig. 1(a)), 레이저로 전기화학센서로 사용될 부분

(3x3 mm) 만 조사하여 폴리이미드의 표면을 변화시킨다(Fig.

1(b)). 전기화학적 센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극이 전기전도성을

가져야 하므로, 전도성 표면을 가지면서 과산화수소의 전기화학적

환원에촉매역할을하는백금박막을진공증착으로폴리이미드필

름에입혔다(Fig. 1(c)). 

Fig. 1. Fabrication processes of laser-ablated polyimide electrode;
(a) Plain polyimide, (b) laser-ablated polyimide, and (c)
laser-ablated polyimide with platinum coating.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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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glucose biosensor 제조

1 mL TEOS, 0.2 mL 증류수, 10 μL 1.0 M HCl과 0.2 mL의에

탄올을 혼합시킨 TEOS 겔 용액에 phosphate 완충용액(pH 7.4,

0.1 M)에녹인GOx를가하여5분간 sonication 시켜 TEOS 겔메

트릭스에 GOx를 고정시켰다. 제작된 폴리이미드 필름 표면 위에

GOx가고정된TEOS 겔용액 5 μL를가한다음, 4℃에서 2시간건

조후사용하 다. 폴리이미드전극표면에입힌GOx의함량은고

체 GOx 대 겔용액의 질량/부피 퍼센트(wt/v%)로 환산하여 2

wt/v%를사용하 다.

3. 결과 및 고찰

3.1 폴리이미드 전극의 특성 및 glucose 분석조건

Fig. 2에 단위면적 당 레이저의 에너지인 플루언스(fluence) 변

화에따른폴리이미드표면의morphology 변화를나타내었다. 

레이저를 가하기 전에는 폴리이미드 자체의 고른 표면이 관찰되

었으나(Fig. 2(a)), 레이저를 가하면 표면 변성이 일어나

morphology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69.4 mJ/cm2의 낮은 플루언

스에서는레이저의photothermal에너지에의해박리되는표면변

화가불연속적으로일어나 도가낮은원뿔모양의돌기가생성된

다(low density polyimide, L-PI). 94.5 mJ/cm2의높은플루언스

에서는박리된폴리이미드들이서로뭉쳐져서균일하게 도가높

은원뿔모양의구조체를형성하 다(high density polyimide, H-

PI). 생성된 폴리이미드 필름의 표면 구조는 XeCl 또는 KrF

excimer 레이저를 폴리이미드 필름에 가하여 형성시킨 구조와 유

사한 모양을 나타내었다[28-30]. 레이저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폴

리이미드표면에서photothermal 과정에[31, 32] 의해표면변성이

더많이일어남을알수있다. 이결과폴리이미드표면적의증가가

일어나며 전기화학 센서로 사용할 경우 감응면적이 늘어나 감도가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레이저를가하여표면을변성시킨폴리이

미드표면에백금막을입힌후전극을glucose 분석용GOx 바이오

센서를제작하고, 폴리이미드표면적의변화에따른GOx 바이오센

서의감도변화를조사하 다. 

GOx 바이오센서를 이용하여 glucose를 전기화학적으로 분석할

경우, 전극에 고정된 GOx에 의해 glucose가 분해되어 H2O2가 생

성된다. 생성된 H2O2의 농도는 glucose의 양에 따라 증가하며, 일

정전압을가하면H2O2가산화/환원되면서전류가흐르게된다. 일

반적으로H2O2는전도성고체전극(탄소, 금) 전극에서과전위가커

서 환원반응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백금전극은 H2O2의 전기

화학적 환원과정에 대해 촉매로 작용하여 낮은 전위에서 H2O2의

환원반응이일어난다. 이러한백금의촉매특성은바이오센서의감

응과정에 발생하는 H2O2를 낮은 전위에서 검출 가능하게 한다. 그

리고 H2O2를 낮은 전위에서 검출할 경우 분석용액에 들어 있는 방

해물질의전기화학적산화를억제하여방해작용을감소시키거나제

거하는데유리하다. 백금표면에서일어나는H2O2의환원반응은 2

전자과정으로다음과같다. 

H2O2 + 2H
+ + 2e- →H2O (1)

H2O2 의산화/환원에대한폴리이미드필름전극의특성을알아

보기 위해,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 이용하여 H2O2

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조사하 다. phosphate 완충용액(0.1 M,

pH 7.4)에들어있는1.0 mM H2O2 용액에대해, 백금이코팅된폴

리이미드 전극의 표면 morphology 변화에 따른 환원전위 및 전류

의변화를조사하 다.
Fig. 2. SEM images for polyimide film at different fluences; (a)

Plain polyimide, fluence of (b) 69.4 mJ/cm2, and (c) 94.5
mJ/cm2.

Fig. 3. Cyclic voltammograms of 1.0 mM H2O2 in a phosphate
buffer solution of pH 7.4 for (a) plain Pt/PI, (b) laser
ablated L-PI, and (c) laser ablated H-PI electrodes.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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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이코팅된폴리이미드전극모두H2O2의환원이0.2 V에서

부터 시작되어 -0.03 V에서 최대 전류인 환원피이크를 나타내어

H2O2의 전기화학적 촉매 환원이 일어났다[33, 34]. 레이저를 가하

지 않은 폴리이미드 전극(plain Pt/PI, Fig. 3(a))에 비해 레이저를

가하여표면을변성시킨전극들의전류가증가하 으며, 높은레이

저 플루언스를 가한 폴리이미드 전극(Fig. 3(c))의 경우, 레이저를

가하지 않은 폴리이미드 전극에 비해 환원전류가 약 2배 증가하

다. 환원전류의증가는Fig. 2의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 laser

ablation에의해폴리이미드표면적이증가하여감응면적이늘어나

감도가증가하 기때문이다.

glucose는GOx에의해다음(2)과같이반응한다.

GOx

glucose + O2 → gluconic acid + H2O2 (2)

산소존재하에서GOx에의해glucose가분해되어H2O2가생성

된다. GOx에 의해 생성되는 H2O2의 농도는 glucose의 양에 따라

증가하며 일정 전압을 가하면 반응식 (1)에 의해 H2O2가 환원되면

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백금이 코팅된 폴리이미드 전극 표면에

GOx를 포획시킨 TEOS 겔을 입혀 GOx 바이오센서를 제작[35,

36]한 후, H2O2 환원에 대한 GOx 바이오센서의 특성을 조사하

다. 1.0 mM glucose를완충용액(pH 7.4)에첨가하여, 가하는전압

에 따라 GOx에 의해 생성되는 H2O2 의 환원전류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높은 레이저 인플루언스를 가한 폴리이미드 전극(H-

PI electrode)을이용하여pH 7.4 phosphate 완충용액에1.0 mM

의glucose를첨가한후, GOx가고정되어있지않고alkoxysilane

만 입힌 폴리이미드 전극과 GOx를 고정시킨 폴리이미드 바이오센

서대해H2O2의환원전류를조사하 다. GOx가없을경우 루코

스의 분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H2O2가 생성되지 않아 전류

가흐르지않는다(Fig. 4(a)).

그러나 GOx 바이오센서에서는 +0.1V부터 H2O2의 환원전류가

흐르기시작하여전위가“-“방향으로증가함에따라H2O2의환원

전류도증가한다(Fig. 4(b)). -0.2 V 부터는H2O2의환원전류가최

대에도달하여일정하게흐른다. H2O2환원전류의검출결과로부터

alkoxysilane 겔matrix에GOx가안정적으로고정되어있음을확

인하 으며, GOx 바이오센서의 안정성과 방해작용을 고려하여

-0.2 V를glucose의검출전위로결정하 다. 

바이오센서는용액의pH에따라효소의활성이달라지므로감도

가 변하게 되므로, 측정용액의 pH 변화에 따른 H2O2 환원전류를

전류법으로 조사하 다(Fig. 5). pH 6.5~8.0 범위에서 pH를 변화

시킬때, pH 변화에따른 1.0 mM glucose의전류변화를측정전압

-0.2 V에서 GOx/H-PI 바이오센서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pH

6.5에서 7.0으로 높아지면 환원전류는 증가하여 pH 7.5에서 최대

전류에 도달하고, 이후의 pH에서는 전류가 감소한다. 이상의 전류

법 결과로부터 H2O2를 분석할 경우 생체 pH 7.4을 최적조건으로

하여전류를측정하 다.

이상의 전류법 결과로부터 glucose를 분석할 경우 측정전압 -

0.20 V 및pH 7.4을최적조건으로하여전류를측정하 다. 

3.2 glucose 분석 검량선 및 실제시료 분석

폴리이미드필름의표면상태및표면적에따른GOx 바이오센서

의감도변화를조사하기위해, 전류법(apmerometry)으로glucose

농도에 따른 바이오센서의 전류변화를 나타내었다(Fig. 6).

glucose 분석 최적조건(측정전압: -0.2 V, pH 7.4)에서 폴리이미

드GOx 바이오센서를이용하여glucose의농도를2.0 mM 단위씩

변화시키면서시간에따른바이오센서의전류를 측정하 다. 

Fig. 4. Hydrodynamic voltammograms of 1.0 mM glucose for (a)
H-PI and (b) GOx/H-PI electrode in a phosphate buffer
solution of pH 7.4.

Fig. 5. The effect of pH for 1.0 mM glucose at GOx/H-PI
electrode in a phosphate buffer solution of pH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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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x가 고정되지 않은 폴리이미드 전극에서는 glucose의 농도

변화에 따른 전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6(a)). GOx가 고정

되어있는폴리이미드필름바이오센서에서는glucose의농도가증

가함에따라전류도증가하 지만폴리이미드의표면morphology

에 따라 전류의 증가 경향이 변하 다. 레이저를 가하지 않은 폴리

이미드필름바이오센서(plain PI, Fig. 6(b))에비해레이저를가하

여표면을변성시킨바이오센서들의전류가증가하 으며, 높은레

이저플루언스를가한폴리이미드필름바이오센서(Fig. 6(d))의경

우, 레이저를가하지않은폴리이미드필름바이오센서에비해환원

전류가 약 3배 정도 증가하 다. glucose 검출시 폴리이미드의 표

면morphology에따른환원전류의증가는레이저에의해표면변

성이일어나폴리이미드표면적의증가하고, 이에따라감응면적이

늘어나감도가증가하 기때문이다.

폴리이미드 필름 바이오센서들은 2.0~18.0 mM 의 glucose 농

도범위에서직선적인감응을나타내었다. 표면적증가의효과가크

게 일어나 감도가 가장 좋은 폴리이미드 필름 바이오센서인

GOx/H-PI (Fig. 6(d))에 대해 직선 감응 농도범위에서 검량선을

구하 다. 검량성의 직선식은 y(μA)=0.6367x(glucose, mM)+

0.125 이며, R2=0.9965 인 우수한 직선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혈액의glucose 평균농도가5.5 mM 이므로제작한폴리이미드필

름바이오센서는혈액의glucose 분석이가능하다. 2.0 mM에서4

회반복측정하여바이오센서신호의상대표준편차는±5.3% 으

며, 최적분석조건에서구한검출한계는0.18 mM 이었다. 

전기화학적으로 체액(혈액, 소변)에 들어있는 glucose를 검출할

경우전기화학적으로쉽게산화또는환원이일어나는물질들에의

한 방해 작용이 분석의 결과에 향을 미친다. 체액에 들어있는 대

표적인 방해물질들은 uric acid, acetaminophen 및 ascorbic

acid 등이있으며전위를가하여glucose를분석할경우uric acid,

acetaminophene 및 ascorbic acid 등도가하는전위에의해동시

에산화가일어나glucose분석시방해작용을일으킨다. 본연구에

서사용한폴리이미드필름바이오센서는전극표면에백금이입혀

져있어, glucose 측정시방해물질들의산화가일어나지않는전위

에서 H2O2의 환원 전류를 측정하므로 방해물질들의 산화에 의한

향을최소화할수있다. 폴리이미드필름바이오센서의측정전위

인-0.2 V에서방해물질들의방해작용을전류법으로조사하 다.

Fig. 7에 GOx/H-PI 바이오센서를 이용하여 분석 최적 조건에서

2.0 mM H2O2 용액에 0.1 mM의 uric acid, acetaminophen 및

ascorbic acid 을각각첨가한결과를나타내었다. glucose를가하

여 일정한 전류를 나타낼 때uric acid와 acetaminophen 을 첨가

하면방해작용이나타나지않았고, ascorbic acid의경우첨가초기

에약간의방해작용을나타내었으나시간이지남에따라전류가감

소하여세물질모두방해작용이일어나지않음을확인하 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UV 레이저를 가하여 표면적을 증가시킨 폴리이

미드 필름 전극으로 GOx 바이오센서를 제작하여 바이오센서의 감

도변화 특성을 조사하 다. UV 레이저를 가하면 폴리이미드 필름

표면 변성이 일어나 morphology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69.4

mJ/cm2의낮은플루언스에서는폴리이미드의표면에 도가낮고

불연속적인 원뿔 모양의 돌기가 생성되었으나, 94.5 mJ/cm2의 높

은 플루언스에서는 박리된 폴리이미드 들이 서로 뭉쳐져서 원뿔모

양의구조체를균일하게형성하여높은 도를나타내었다. 레이저

를가하여표면을변성시킨폴리이미드표면에백금막을입힌후전

Fig. 6. Amperometric response of polyimide film electrodes for
successive addition of 2.0 mM glucose for (a) plain PI
electrode, (b) GOx/plain PI, (c) GOx/L-PI, and (d) GOx/H-
PI biosensors in a phosphate buffer solution of pH 7.4.
Applied potential, -0.2 V; stirring rate, 300 rpm.

Fig. 7. Interference effect of GOx/H-PI biosensor for successive
addition of 0.1 mM uric acid (UA), acetaminophen (AP)
and ascorbic acid (AA) in a phosphate buffer solution of
pH 7.4. Applied potential, -0.2 V; stirring rate, 3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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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을 제작하여 폴리이미드 표면적의 변화에 따른 전기화학적

glucose 분석용 GOx 바이오센서의 감도 변화를 조사하 다. 전류

법분석결과레이저를가하지않은폴리이미드필름바이오센서에

비해 레이저를 가하여 표면을 변성시킨 바이오센서들의 전류가 증

가하 다. glucose 분석최적조건은측정전압-0.20 V 및 pH 7.4

이었으며, 2.0~18.0 mM 의 glucose 농도범위에서직선적인감응

을 나타내었다 상대표준편차는 ±5.3% 으며, 최적 분석조건에서

구한검출한계는0.18 mM 이었다. uric acid, acetaminophen 및

ascorbic acid의 방해작용을 조사한 결과 모두 방해작용이 일어나

지 않았다. 실제 혈액에 대한 glucose 분석 검증을 위해, human

serum에 glucose 표준물을 첨가하여 recovery test를 실시한 결

과실제혈액시료에서도적용이가능함을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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