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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의 포도당 감지능을 높이고자 금 나노 입자가 분산된 다중벽탄소나노튜브
(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CNTs)에 CuO를 도입하였다. 금 나노 입자로 인하여 나노 클러스터(cluster) 형상을 
갖는 CuO가 합성되었으며, 이는 포도당 감지능력에 매우 큰 영향을 나타내었다. 0.1 mole의 CuO가 합성되었을 때 
CuO/Au@MWCNTs 나노복합재를 전극재료로서 바이오센서는 504.1 µA mM-1 cm-2으로 가장 높은 민감도를 보여주었
으며, 이 값은 MWCNTs만을 전극으로 이용할 때보다 약 4배 정도 컸다. 또한, 0-10 mM의 긴 선형 구간(linear range)과 
0.008 mM의 낮은 LoD (limit of detection) 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CuO/Au@MWCNTs 나노복합재가 
CuO를 이용한 다른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이는 나노 클러스터 형상의 CuO가 
포도당 감지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CuO was introduced on MWCNTs dispersed with Au nanoparticles to improve the glucose sensing capability of 
electrochemical biosensors. Nano-cluster shaped CuO was synthesized due to the presence of Au nanoparticle, which affects glu-
cose sensing performance. The biosensor featuring CuO/Au@MWCNTs nanocomposite as an electrode material when 0.1 mole 
of CuO was synthesized showed the highest sensitivity of 504.1 µA mM-1 cm-2, which is 4 times better than that of MWCNTs 
based biosensors. In addition, it shows a wider linear range from 0 to 10 mM and lower limit of detection (LOD) of 0.008 
mM.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CuO/Au@MWCNTs nanocomposite sensors are superior to other CuO based biosensors 
which are attributed that the nano-cluster shaped CuO is favorable for the electrochemical reaction with glucose molecules. 

Keywords: electrochemical glucose biosensor, non-enzymatic system, nanocomposite, copper oxide, multi-walled carbon 
nanotube

1)1. 서    론

최근 가정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외식 빈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당뇨병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당뇨병은 혈관 내 포도당의 정상수치인 4.4-6.6 mM을 초과하거나 미

달일 때 발생하는 병을 말한다. 이 당뇨병은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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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당 수치를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

문에 최근 혈당 측정용 바이오 센서의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다.

바이오센서는 비색법(colorimetric method)[3], 유동주입분석(flow 

injection analysis)[4], 전기화학발광(electrochemiluminescene)[5], 양자

점(quantum dots)[6]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포도당 산

화효소(glucose oxidase, GOx)와 포도당과의 촉매 반응 시 생성되는 

과산화수소를 감지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물

질의 양에 비례하는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연속적인 변화에 둔감

한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비전문가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

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 비추었을 때,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는 소형

장치로의 제조가 용이하고 저렴하며 신속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센서 발전을 가능케 하였다[9-11]. 그러나, GOx의 사용은 산소 

효율, 다른 물질의 간섭, 경쟁반응, 온도 및 pH에 취약하다는 단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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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개발에 한계가 있다[7,8]. 게다가 GOx의 반응 점은 두꺼운 단백

질 층 내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자 전달이 어려워 민감도

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이 밖에도 GOx가 부착된 기판을 제조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제조비용 또한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노 금속 입자, 금속산화물, 합금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전기적 촉매 반응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포도

당의 산화를 위한 활성표면적이 큰 재료를 가지고 전기화학적 바이오

센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12]. 상기 재료 중 CuO[13,14], ZnO[15], 

TiO2[16] 등의 금속산화물은 높은 비표면적과 생체적합성을 지녔고, 

이외에도 전기-촉매적 활성과 전자 전달 능력이 크기 때문에 가장 활

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특히, CuO는 낮은 온도에서 제조가 용이하고, 

1.2 eV의 낮은 밴드갭을 가진다[17-20]. 게다가 전기화학적 바이오센

서 전극재료로 사용했을 때 다른 금속산화물보다 높은 민감도를 지녀 

낮은 전위에서의 전자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

다. 그러나 이제까지 높은 민감도를 보여준 CuO 기반의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는 막대 타입, 나노와이어, 나노플라워 등의 특정형태를 띠

거나 다른 금속산화물과 혼합 상태인 경우에 해당했다. 게다가 특정

형태의 CuO 제조공정은 복잡했다. 나노와이어의 경우, 두 가지 이상

의 금속산화물 전구체를 필요로 하고 6단계 이상의 열처리를 거쳐야 

했다. 나노플라워의 경우, 아세톤, 포름아마이드와 같은 휘발성용을 

필요로 하고 15일 이상의 제조공정 시간이 되었다[13-15]. 

한편, 탄소 재료는 낮은 잔류 전류, 넓은 전위수용범위, 다양한 전해

질에서의 뛰어난 내화학성으로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 분야에서 활

발하게 이용되어 왔다[21,22]. 다중벽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

bon nanotube, MWCNTs)는 비편재화된 π전자의 존재로 우수한 전기

전도성 및 내화학성을 지니고, 체적당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기 때문

에 감지재료로서 센서분야에서 인기가 많다[23].

본 연구에서는 Au나노 입자의 유무와 합성되는 CuO의 양에 따라 

CuO/Au@MWCNTs 나노복합재를 제조하였다. 이렿게 제조된 나노복

합재를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의 전극재료로서 포도당 감지에 사용

하였으며, 그 민감도, 한계검출농도, 전류선형범위 등 다양한 특성들

을 고찰하였다. 또한, CuO를 사용한 다른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와 

그 특성들을 비교,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시료 및 시약

본 실험에서는 전극 재료로서 MWCNTs (CM-350, 내경 : 2-15 nm, 

길이 : 1-10 mm, 순도 : ~90 wt.%, 밀도 : ~0.04 g/cm3, Hanwha 

Chemical, Korea)를 사용하였다. CuO를 합성하기 위한 전구체로서 질

산구리삼수화물(Cu(NO3)2⋅3H2O, Sigma-Aldrich)과 수산화나트륨

(NaOH, sodium hydroxide, 98%, Samchun Chemical, Korea)을 사용하

였다. 아이소프로필 알코올(IPA, isopropyl alcohol)과 폴리테트라플루

오로에틸렌(PTFE, poly tetrafluoroethylene)은 Au 및 CuO가 도입된 

MWCNTs 가닥들을 분산시키고 서로 엉기게 할 용매와 바인더로 각

각 사용하였으며, 모두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분석 대상인 

포도당은 D-(+)-glucose (ACS reagent, Sigma-Aldrich)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전자전달을 위하여 mediator로서 포타슘 헥사시아

노페레이트 트리하이드레이트(potassium hexacyanoferrate (II) trihy-

drate, M)를 사용하였으며 이 역시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2.2. CuO/Au@MWCNTs 나노복합재의 제조 

Au가 도입된 MWCNTs를 제조하기 위하여 스퍼터링 코터기(spu-

ttering coater)에 0.05 g의 MWCNTs를 넣은 후 10 Pa까지 진공을 잡

았다. 타켓 금속으로 순도 99.99%의 Au를 사용하였으며 15 mA의 전

류를 흘려주면서 30 s 동안 상온에서 스퍼터링을 진행하였다. Au 나

노입자의 유무에 따른 CuO의 민감도 특성을 확인하고자 Au가 도입

된 MWCNTs와 미처리된 MWCNTs에 CuO 합성을 진행하였다. CuO

합성은 단순한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0.04 mole과 0.1 mole의 CuO를 합성하고자 100 mL의 0.1 M NaOH 

수용액에 0.82 g과 2.06 g의 Cu(NO3)2⋅3H2O를 각각 혼합하였다. 미

처리 및 Au가 도입된 MWCNTs를 상기 혼합액에 첨가한 뒤 180 ℃에

서 1 h 동안 열처리하였다. 더 많은 양의 CuO 전구체를 사용하여 나노

복합재를 제조한 경우 전극제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본 논문에

서는 최대 0.1 mole의 CuO를 도입하였다. 제조된 나노복합재는 Au 및 

CuO의 유무에 따라 MWCNTs, Au@MWCNTs, 0.04CuO@MWCNTs, 

0.1CuO@MWCNTs, 0.04CuO/Au@MWCNTs, 0.1CuO/Au@MWCNTs

라고 명명하였다. 

2.3. 전기화학적 포도당 바이오센서의 제조

제조된 시료를 각각 200 mL IPA에 혼합하고 이 혼합액들을 180 

rpm에서 10 min 동안 교반하였다. 그 후 IPA를 용매로 한 10 wt% 

PTFE 용액을 상기 혼합액에 첨가하였고 1 h 동안의 물리적 교반과 

또 다른 1 h 동안의 초음파처리를 진행하였다. 초음파처리는 60 Hz에

서 진행되었으며, 첨가된 PTFE용액과 시료 비는 3 : 7으로 하였다. 초

음파 처리 후에 IPA 혼합액에 분산된 시료들은 유리필터기와 여과지

로 구성된 감압여과 장치를 통해 두께 약 100 µm의 디스크 모양 형태

로 얻어졌다. 얻어진 전극 재료는 백금 기판에 부착시켜 전극화하였

으며, 이를 상온에서 10 h 동안 건조하였다.

2.4. 제조된 CuO/Au@MCWNTs의 특성 평가

MWCNTs 표면에 Au의 도입 형태를 알아보고자 고분해능 주사전

자현미경(ultrahigh-resolut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UHR- 

SEM, Hitachi, S-5500, the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BSI), 

Jeonju Center)을 이용하였으며, 제조된 나노복합재의 형상을 관찰하

고자 UHR-SEM과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S-4700, Hitachi, Japan)을 이용하였다. 

또한, Au 및 CuO의 도입 및 형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전자선회절분석

(X-ray diffraction, XRD, D8 DISCOVER, Bruker AXS, Germany)과 

원소분석(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S-4700, Hitachi, 

Japan)을 실시하였다. XRD 분석 시 Cu Kα X선(λ = 1.54 Å)을 이용

하였다. 

2.5. 포도당 감지능 측정

포도당 감지 측정은 컴퓨터 기반의 전기화학분석장비(potentiostat/ 

galvanostat, Ivium Technologies, Netherlands)를 이용하였으며, 전극 

분석을 위한 장치로는 제조된 전극을 작동전극, Ag/AgCl을 기준전극, 

Pt 호일(foil)을 상대전극으로 하는 3전극 셀(cell)을 이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 이루어지는 전기화학적 실험은 0.633 g의 mediator를 포함한 

0.1 M NaOH 수용액에서 진행되었다. 전기화학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제조된 전극 재료에 대하여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과 암

페로메트리(amperometry) 분석을 실시하였다. 순환전압전류법은 -1 V

에서 1 V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4 mM의 포도당 농도에서 10 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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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amperometric detection results obtained from the 
glucose biosensor electrode prepared using multi-walled carbon 
nanotube sputtered with Au for 0, 30, 50, and 100 s.

Figure 2. UHR-SEM images of (a) MWCNTs and (b) Au@MWCNTs.

Figure 3. FE-SEM and UHR-SEM images of (a) and (b) 0.04 CuO@ 
MWCNTs, (c) and (d) 0.1 CuO@MWCNTs, (e) and (f) 0.04 CuO/Au@
MWCNTs, and (g) and (h) 0.1 CuO/Au@MWCNTs, respectively.

Figure 4. The XRD patterns of the prepared samples.

의 전위주사속도로 진행되었다. 암페로메트리는 0.8 V의 고정전위 하

에서 0, 1, 2, 4, 6, 8, 10, 15, 20, 25, 30 mM의 포도당 농도로 진행되

었다. 모든 전기화학적 분석은 상온에서 이루어졌으며 최소 3번씩 반

복하여 전극재료의 재생성과 안정성을 입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제조된 CuO/Au@MCWNTs의 특성

시간별 Au 스퍼터링을 예비실험으로 진행하여 얻은 포도당 농도-

전류 변화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30 s 동안 Au 스퍼터링

이 진행되었을 때 가장 높은 전류변화를 보여주었으며 앞으로 언급될 

Au 스퍼터링 공정은 모두 30 s 동안 진행된 것이다. MWCNTs의 Au 

스퍼터링 전, 후 모습을 각각 Figure 2 (a), (b)에 나타내었다. Au는 나

노 입자 형태로 MWCNTs 표면에 스퍼터링 되었으며 뭉치지 않고 잘 

분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MWCNTs 가닥 표면에 Au 나노 입자의 유

무 및 CuO의 몰수에 따라 합성된 CuO의 모습을 Figure 3에 나타내었

다. Au 나노 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Figure (a)~(d)) 합성된 CuO의 

크기와 모양이 모두 제각각 이었다. 반면, Au 나노 입자가 존재하는 

경우(Figure (e)~(h)) CuO의 크기 및 모양이 균일하였으며, 나노클러스

터(nano-cluster) 형태를 이루었다. 나노클러스터 형상은 UHR-SEM 이

미지인 Figure (b), (d), (f) 및 (h)에서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CuO 

나노클러스터 형성 시, Au 나노 입자가 결정핵 역할을 한 것으로 사

료된다[24]. 게다가 CuO의 몰수가 커질수록 더 많은 양의 CuO가 도

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에 나타낸 XRD 패턴으로부터 

MWCNTs에 도입된 CuO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Au 나노 입자

가 존재할 때 CuO 피크가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CuO 합성 

시 새로운 결정면의 형성 즉, 클러스터의 형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반

면, 0.1 CuO/Au@MWCNTs의 XRD 패턴에서 CuO의 피크 강도가 

0.04 CuO/Au@MWCNTs의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Au 나노 입

자의 존재로 0.04 mole의 CuO만으로도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였는

데, 더 많은 양의 CuO가 존재하여 클러스터의 적층이 일어나고 다양

한 결정면이 생성되어 특정 결정면에 대한 피크의 감소가 일어난 것

으로 사료된다. 2θ = 26°에서의 피크는 (002)결정면을 의미하는데 이

는 MWCNTs의 탄소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Au에 대한 피크는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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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DX results of (a) 0.04 CuO@MWCNTs, (b) 0.1 CuO@ 
MWCNTs, (c) 0.04 CuO/Au@MWCNTs, and (d) 0.1 CuO/Au@MWCNTs.

(a)

(b)

(c)

Figure 6. (a) and (b) Cyclic voltammograms of the prepared samples 
in 4 mM glucose at a scan rate of 10 mV s-1 from -1 to 1 V. (c) 
Amperometric plots (I-t) of the 0.1 CuO/Au@MWCNTs after the 
subsequent injection of glucose in 0.1 M NaOH solution.

35, 39, 46, 48, 61, 또는 66°에서 나타나야 맞으나[24] 본 XRD 분석 

결과에서는 거의 확인할 수가 없었고 Au의 입자가 너무 작아 XRD로

는 검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EDX 분석을 이용하여 

Au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3.2. CuO/Au@MCWNTs의 전기화학적 특성

제조된 나노복합재의 전자 이동 역학(electron transfer kinetics)을 평

가하기 위하여 순환전압전류법을 실시하였다. Au와 CuO의 점진적인 

첨가에 따른 cyclic voltammograms (CVs)를 Figure 6 (a)에 나타내었다. 

MWCNTs의 산화 피크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Au@MWCNTs의 

산화 피크는 0.75 V 부근에서 넓게 퍼져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u 

나노 입자가 포도당 산화와 같은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0.04 CuO/Au@MWCNTs의 CVs는 CuO 나노클러스터가 0.25 

V 부근에서 포도당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었다. Au 나노 

입자 유무에 따른 CuO의 포도당 산화 거동 차이는 Figure 6 (b)에서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Au 나노 입자의 존재 시 즉, CuO가 클러

스터 형태로 존재할 때 포도당 산화 시 보다 높은 전류를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화 피크의 전류 증가는 보다 높은 표면적의 형성

과 전자이동이 용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25]. 따라서, 나노클러스

터 형상의 CuO는 새로운 결정면들의 형성으로 일반적인 CuO 입자로 

존재할 때보다 표면적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표면적의 증가가 포도당 

산화 반응을 촉진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알칼리성 전해질에서 가능한 

포도당 산화반응의 메커니즘은 식 (1)~(3)에 나타내었다[26-28]. 요약

하자면, 먼저 알칼리성 전해질에 존재하는 OH-이온에 의해 CuO 나노

클러스터가 CuOOH 또는 Cu(OH)4
-와 같은 강력한 산화종인 Cu (Ⅲ)

로 전기적으로 산화된다. 포도당은 Cu (Ⅲ)에 의해 가수분해물인 글

루콘산으로 산화된다. 

CuO + OH- → CuOOH + e- or CuO + H2O + 2OH- 

→ Cu(OH)4
- + 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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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nsitivity (µA⋅mM-1⋅cm-2) LoD (mM) Linear range (mM) R2

MWCNTs 110.4 0.074 0-10 0.9801

Au@MWCNTs 152.3 0.042 0-10 0.9659

0.04 CuO@MWCNTs 272.4 0.016 0-8 0.9299

0.1 CuO@MWCNTs 303.1 0.014 0-8 0.9607

0.04 CuO/Au@MWCNTs 396.1 0.011 0-8 0.9749

0.1 CuO/Au@MWCNTs 504.1 0.008 0-10 0.9909

Table 1. Sensitivity, LoD, and Linear Range of the Electrochemical Glucose Biosensor

Figure 7. The amperometric detection results obtained by using the 
prepared glucose biosensor electrode of (a) MWCNTs, (b) 
Au@MWCNTs, (c) 0.04 CuO@MWCNTs, (d) 0.1 CuO@MWCNTs, 
(e) 0.04 CuO/Au@MWCNTs, (f) 0.1 CuO/Au@MWCNTs (n = 3).

Figure 8. Calibration curves obtained from the amperometric detection 
results. 

Cu (III) + glucose → gluconolactone + Cu (II) (2)

gluconolactone → gluconic acid (hydrolysis) (3)

본 연구에서는 mediator로서 포타슘 헥사시아노페레이트 트리하이

드레이트(M)를 사용하였는데, Cu (II)가 Cu (III)로 산화되는 것을 돕

는 역할을 하며 다음 반응식과 같다. 

Cu (II) + M(ox) → Cu (III) + M(red) (4)

M(red) → M(ox) + e- (5)

상기 식에서 M(ox)와 M(red)는 각각 mediator의 산화된 형태와 환원된 

형태이다. Figure 6 (a), (b)와 CuO 나노클러스터의 포도당 산화 메커

니즘을 통하여, Au 나노 입자 존재 하에 형성된 나노클러스터 CuO가 

포도당 감지재료로서 가장 높은 전류 값을 보여주었고 이는 전기화학

적 포도당 바이오센서의 민감도를 개선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3.3. CuO/Au@MWCNTs 기반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의 전류 측정

0.1 CuO/Au@MWCNTs의 암페로메트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Figure 6 (c)에 나타내었다. 암페로메트리는 0.1 M NaOH 수용액에 다

양한 농도의 포도당을 첨가한 후에 얻어지는 산화전류를 시간별로 측

정하였으며 0.8 V의 고정된 전압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10 mM의 

포도당 농도까지 산화 전류와 직선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Figure 7은 제조된 나노복합재의 0에서 30 mM까지의 암페로메트리 

결과이다. 본 분석은 사용한 나노복합재를 수세 및 건조하여 총 3번 

반복하였으며 측정 시간은 포도당 농도 당 60 s로 고정하였다. 제조된 

나노복합재는 8 또는 10 mM의 포도당 농도까지 전류가 증가하다가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

과는 과량의 포도당이 첨가되었을 때 CuO로의 접근이 어려워 더 이

상 포도당이 산화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암페로메트리는 6%의 

상대표준편차를 보였으며, 이는 제조된 나노복합재가 재생성 및 안정

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감도는 Figure 8에 나타낸 보정(cali-

bration)곡선의 기울기로부터 계산되었다. 0 mM의 포도당 농도에서도 

전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나노복합재가 Au, CuO와 같은 금속 및 산

화금속을 포함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Au 나노 입자와 CuO의 존재

로 민감도가 증가하였으며 CuO의 양이 증가할수록 민감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민감도 수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MWCNTs의 민감도는 110.4 µA mM-1 cm-2로 가장 작았으며, 0.1 

CuO/Au@MWCNTs의 민감도는 504.1 µA mM-1 cm-2로 가장 높았다. 

이 값은 Au 나노 입자가 없는 0.1 CuO@MWCNTs의 민감도인 303.1 

µA mM-1 cm-2보다 1.6배 더 높은 값이다. 이러한 민감도 결과에 비추어볼 

때, Au 나노 입자에 의해 형성된 CuO 나노클러스터가 포도당 산화의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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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nsitivity (µA⋅mM-1⋅cm-2) LoD (mM) Linear range (mM) References

0.1 CuO/Au@MWCNTs 504.1 0.008 0-10 This work

CuO nanowire Cu electrode 0.49 0.049 0.0004-2 [14]

CuO nanorods 371.4 4 0.004-8 [16]

Nafion/CuO/GCE 404.5 1.0 0.05-2.55 [32]

CuO/MWCNTs/GCE 2596 0.2 0.0004-1.2 [33]

CuO/MWCNTsa - 4 30 [37]

aMWCNTs was prepared on Ta foils by catalytic chemical vapor deposition

Table 2. The Comparison with Different Electrochemical Glucose Biosensor Using CuO 

Figure 9. Scheme of glucose sensing properties according to nanocluster-shaped CuO formed by Au nanoparticle.

촉매적 역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알칼리성 

수용액에서 금속보다는 산화금속의 전기촉매적 역할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31]. 0.04 CuO@MWCNTs와 0.04 CuO/Au@MWCNTs는 각각 

0.1 CuO@MWCNTs와 0.1 CuO/Au@MWCNTs의 민감도보다 낮은 것으

로 보아 다양한 결정면이 형성된 클러스터에서 더 높은 전기적 활성

(포도당 산화)을 띠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선성(linearity)은 포도당 농도에 따른 전류의 선형적 증가 형태로 

바이오센서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더불어 넓은 범위의 포도당 

농도에서 직선성(linear range)이 존재해야 더욱 우수한 바이오센서라

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계검출농도(limit of detection, LoD)가 낮

을수록 바이오센서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LoD 값은 식 (6)

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LoD = 

response of blank + 3 (standard deviation/slope of calibration curve)

(6)

직선성 범위 및 LoD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CuO를 포함한 나노

복합재 기반 바이오센서의 직선성 범위가 혈중 포도당 농도 범위를 

포함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uO/Au@MWCNTs 

나노복합재가 실제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에 응용 가능함을 보여주

는 부분이다. 0.1 CuO/Au@MWCNTs기반 바이오센서가 가장 1에 가

까운 R2 (결정계수)을 보여주고 동시에 0-10 mM의 직선성 범위와 

0.008 mM의 LoD를 보여주며 본 논문에서 가장 뛰어난 바이오센서 

재료로서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MWCNTs와 Au@MWCNTs기반 바

이오센서의 LoD는 각각 0.074 및 0.042 mM로 다른 문헌의 값과 비슷

했다[32]. LoD의 결과도 민감도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노클러스터 형

태의 CuO가 존재할 때 우수한 값을 보여주었다. 본 나노복합재 기반 

바이오센서의 성능을 다른 문헌에 보고된 바이오센서의 성능과 비교

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CuO 나노와이어, 나노로드와 같이 복잡

한 공정에 의해 제조된 시료들은 본 연구에서 제조된 나노복합재 기반 

바이오센서보다 낮은 민감도, LoD, 직선성 범위를 보여주었다. 다른 

문헌의 CuO/MWCNTs 또한 낮은 직선성 범위와 LoD를 보여주었다. 

제조된 나노복합재와 포도당과의 반응은 Figure 9에 나타내었다. 

Au 나노 입자만으로 개선된 MWCNTs는 몇 개의 포도당만을 감지할 

수 있었다. CuO만으로 개선된 MWCNTs의 경우 CuO의 모양과 크기

가 제각각이고 이 역시 몇 개의 포도당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반면, 

Au가 스퍼터링 된 MWCNTs에 CuO를 도입하였을 때 합성되는 CuO

나노클러스터는 더 많은 포도당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노클러스터 

모양의 CuO가 포도당과의 산화반응이 유리하고, 단 시간 내에 전자

전달이 용이하여 일반 CuO입자와 달리 높은 민감도를 보여준 것으로 

사료된다. 

3.4. CuO/Au@MWCNTs 기반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의 선택성

포도당 산화 효소 없이 포도당 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선택성

(selectivity)은 또 다른 중요한 바이오센서의 성능이다. 혈중에는 젖당

(lactose), 자당(sucrose), 다른 탄수화물 등 쉽게 산화되는 종들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29,33]. 따라서, 바이오센서의 선택성 실험은 비슷한 전

기적 활성을 띠는 방해종이 존재할 때 분석대상을 검출하는 전류측정

법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33]. 다른 문헌을 참조하여 민감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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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nti-interference by flow injection of interferents (0.1 mM) 
on glucose (5 mM) sensing of 0.1 CuO/Au@MWCNTs.

우수하였던 0.1 CuO/Au@MWCNTs 나노복합재를 가지고 5 mM의 포

도당, 74 µM의 젖당, 8.1 µM의 자당 조건에서 선택성 실험을 진행하

였다[34,35]. 자당, 젖당, 포도당 순으로 연속주입을 하여 발생하는 전

류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포도당 주입 후 약 

2 mA의 가장 큰 전류변화를 보임으로써 0.1 CuO/Au@MWCNTs의 

포도당 선택성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금 나노 입자의 유무에 따라 MWCNTs에 도입되는 CuO의 입자형

태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도입되는 CuO의 양에 따라서 바이오

센서의 성능이 크게 달라졌다. 금 나노 입자가 존재할 때 CuO가 500 

nm 이하의 나노클러스터 형태로 합성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순환

전위주사법과 암페로메트리에서 가장 높은 산화 피크 및 민감도를 보

여주었다. 그리고, 0.1 mole의 나노클러스터 형태를 갖는 CuO가 존재

할 때 민감도가 최대 504.1 µA mM-1 cm-2까지 증가하였으며, 우수한 

선형적 범위 및 한계검출농도(LoD) 값을 보여주었다. CuO 나노클러

스터를 포함한 나노복합재 기반의 바이오센서는 일반 모양의 CuO와 

금이 나타내는 바이오센서의 민감도보다 최소 1.6배에서 최대 3.3배

까지 증가하였다. 즉, 나노클러스터 형태의 CuO는 일반 모양의 CuO

보다 포도당과의 반응이 유리하고 이로부터 발생된 전자 전달이 훨씬 

용이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나노와이어, 나노로드 모양의 CuO와 

비교하였을 때 더 우수한 바이오센서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Au 나노 

입자에 의한 나노클러스터 형태의 CuO 도입이 전기화학적 바이오센

서의 전극을 제조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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