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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산화/환원 매개체는 혈당 센서의 구성에서 전극과 효소 반응의 전자 전달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산화/환원 매개체보다 전자 전달 반응이 용이하며, 높은

민감도를 위해 페레이트에 아닐린을 결합시켜, 1차 아민기를 갖는 Fe(CN)5-aminopyridine를 합

성하였다. 합성된 Fe(CN)5-aminopyridine 는 순환 전압 전류 법과 분광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 결과를 확인하였다. 합성된 물질과 포도당을 측정하기 위한 당 탈 수소 효소를 ITO 전극

위에 고정시켜 효소전극을 제작하였고, 또한 신호 증폭을 위하여 금 나노 입자를 함께 고정시켰

다. 금 나노 입자가 고정된 효소 전극은 그렇지 않은 전극에 비해 약 2배 가량의 전류 밀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만들어진 효소 전극에서 포도당의 농도 별 산화 촉매 전류를 순환 전압

전류 법으로 측정한 결과 0.4 V (vs. Ag/AgCl)에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되었으며, 포도당

0~10 mM의 농도 범위에서 전기적 신호가 선형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 Redox complexes to transport electrons from enzyme to electrodes are very impor-

tant part in glucose sensor. Pentacyanoferrate-bound aniline (Fe(CN)5-aminopyridine), was pre-

pared as a potential redox mediator in a glucose dehydrogenase (GDH)-glucose sensor. The

synthesized pyridyl-NH2 to pentacyanoferrate was characterized by the electrochemical and

spectroscopic methods. A amperometric enzyme-linked electrode was developed based on

GDH, which catalyses the oxidation of glucose. Glucose was detected using GDH that was

co-immobilized with an Fe(CN)5-aminopyridine and gold nano-particles (AuNPs) on ITO elec-

trodes. The Fe(CN)5-aminopyridine and AuNPs immobilized onto ITO electrodes provided

about a two times higher electrochemical response compared to that of a bare ITO electrode.

As glucose was catalyzed by wired GDH, the electrical signal was monitored at 0.4 V versus

Ag/AgCl by cyclic voltammetry. The anode currents was linearly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glucose concentration over the 0~10 mM range.

Keywords :Glucose sensor, Glucose dehydrogenase (GDH), Pentacyanoferrate, Gold nano-particles (AuNPs)

*E-mail: hankim@dankook.ac.kr



전기화학회지, 제 17권, 제 1 호, 2014 31

1. 서 론

혈당 센서(glucose sensor)는 바이오센서(biosensor)의

일종으로 바이오센서란 생체 시료를 선택적으로 감지

하는 부분과 감지한 시료를 알맞은 신호로 전환하는

부분으로 구성된 측정기기를 말한다. 이 신호를 변환하

여 측정하는 방법은 형광, 발색, 전기화학, 열 센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변환 방법 중 에

서 전기화학 신호 변환 방법은 특정한 정보를 직접 전

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준다는 점에서 가장 간단한 방

법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전기화학방법을 이용

한 바이오센서 측정기기는 낮은 비용으로 소형화 시킬

수 있고,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상

업적으로 매우 선호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1-3)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선택성(selectivity)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으로 전기화학방법을 바이오센서에

적용시키기가 힘들었지만 생체물질을 전극과 결합하여

선택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효소전극(enzyme-

linked electrode)이다. 효소란 특정한 생체기질만 선택

적으로 결합, 반응을 유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효소를 전극 상에 고정하여 효소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산화/환원 반응을 직접적으로 전기화학 측정기기를 이

용하여 검출할 수 있다. 이 효소전극 중 가장 먼저 상

용화에 성공한 예가 혈당 센서이다. 일반적인 혈당 센

서에 사용되는 효소인 당 산화효소(glucose oxidase;

GOx)는 선택적으로 포도당(glucose)을 산화시키고 값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다른 효소에 비해 안정하

며 또한 화학적으로 고정화하였을 때 잘 견디는 이유

때문에 비교적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4-8)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당 산화효소는 산화

기작이 일어날 때 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고도

가 높거나 기압이 낮은 지역에서 혈당체크를 하게 되

면 그 결과가 실제 수치보다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5%까지 높게 나오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

지만 당 탈 수소 효소(glucose dehydrogenase;

GDH)의 경우 산소의 영향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혈

당 수치를 측정 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온도에 대해

서도 당 산화효소 보다 더욱 안정함을 보여 혈당 수

치를 측정함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

구가 보고 되고 있다.9-14) 하지만 혈액이나 소변에 존

재하는 포도당(glucose)이 효소에 의해 산화되어 발

생되는 전자를 전극에 직접적으로 전달되기에는 효소

의 활성중심 (active center)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

문에 이러한 전자 전달 반응(electron transfer

reaction)을 용이하게 할 산화/환원 매개체(redox

mediator)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산화/환원 매개체를 이용한 방법은 효소의 내부 혹

은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활성 중심과 전극 사이 전자

전달 반응을 빠르게 진행하고, 선택하는 매개체의 전위

에 따라 생체 내에 존재하는 방해물질로부터의 간섭을

피할 수 있어 높은 선택성과 감도를 얻을 수 있다. 현

재까지 많이 사용되는 산화/환원 매개체로서 지금까지

는 페리시아나이드(ferricyanide), 페로쎈(ferrocene)과 페

로쎈의 유도체 같은 금속화합물, polyaniline과

polypyrrole 같은 전도성 폴리머, tetrathiafulvalene과

N-methylphenaziniumtetracyanoquinodimethane 같은

전도성 염 등이 매개체로 연구 되었는데, 최근에는 8

족 금속인 철(iron), 루테늄(ruthenium), 오스뮴(osmium)

착 화합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졌다.8,15-19) 그

중 오스뮴에 수화 고분자(hydrogel polymer)를 배위시

킨 오스뮴 고분자 화합물이 효소 활성 중심에서 전극

으로의 전자 전달이 용이하고, 높은 안전성과 선택성으

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다.20,21) 하지만 오스뮴의 값비

싼 가격으로 인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사용하기 어렵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당 탈 수소 효소를 사용한

혈당 센서는 주로 열 안정성이 우수하고 산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FAD(Flavin Adenine Dinucleotide) 당 탈

수소 효소(FAD-dependent glucose dehydrogenases

(FADGDH))를 사용한다.21) 그러나 FAD 표면의 정전기

적 전위(electrostatic potential)는 음의 전하(negative

charge)로 되어 있어, 산화/환원 매개체의 전하가 음의

전하를 이루면 정전기적 반발(electrostatic repulsion)로

인해 전자 전달 반응이 용이하지 못하다.22) 이로 인해

음의 전하를 갖는 페리시아나이드와 페레이트 화합물

을 당 탈 수소 효소를 사용한 혈당 센서에 적용을 하

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에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polymer를 페레이트

화합물에 결합하고 이중효소 시스템(bienzyme system)

을 이용하여 효소와의 전자전달 반응을 원활하게 하는

연구가 되어 졌다.22) 하지만 이중효소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페레이트(ferrate)에 아닐린(aniline)를 배위시

켜 1차 아민(primary amine; NH2)기를 갖는 페레이트

화합물 [Fe(CN)5-aminopyridine]을 합성하였다. 합성된

페레이트 화합물은 1차 아민(primary amine; NH2)기의

역할로 전극 표면 위에서 효소와의 화학적 결합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효소 근처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정전기적 반발을 감소시키고, 전극으로의 전자 전달 반

응을 증가시켰다. 또한 기존의 혈당센서에서 산화/환원

매개체로 사용되었던 페리시아나이드 보다 당 탈 수소

효소와의 전자전달 반응이 더욱 더 안정하며, 선택성이

있어 포도당이 산화될 때, 높은 전류 신호를 갖는 결

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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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반응에서 발생되는 전자의 전기적 신호를 검출

기에 전달할 수 있는 전극은 낮은 신호의 생물학적 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높은 전도성이 중요하다.8,23-25) 이

러한 점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탄소, 백금전극 이외의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전극 제작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있는데, 그 중 금 나노 입자(gold nano-particles)를

이용하여 전극이 제작 되었을 때 전극의 선택성과 전

기적 응답에 대해 좋은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이 연구

되어 왔다.26,27)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금 나노 입자

에 1차 아민기를 형성하고, 합성된 페레이트 화합물,

당 탈 수소 효소를 가교제(cross-linker)인 PEGDGE

(poly(ethylene glycol) diglycidyl ether)를 이용하여

ITO (Indium tin oxide) 전극 위에 상온에서 고정하였

다. 제작한 효소전극은 포도당의 농도에 따라 감응하며

높은 전류 밀도와 효소와의 좋은 선택성을 보이고, 높

은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좀 더 개선된 혈

당 센서에 관한 연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2. 실험 방법

2.1 시약 및 시료

실험에 사용된 시약인 Ammonium disodium

pentacyanoamminferrate dihydrate는 Fluka의 제품을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했으며,  Gold chloride

trihydrate, 4-Aminopyridine, trisodium citrate,

cysteamine hydrochloride, D-(+)-Glucose Anhydrous,

ferricyanide, PEGDGE는 Aldrich(Milwaukee, WI)사의

제품을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용매로 사용된

Ethyl ether는 덕산 약품사의 시약을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위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분석시약 급이었

다. 전기화학 실험에서 전해질로는 4.3 mM NaH2PO4,

15.1 mM Na2HPO4, 140 mM NaCl을 포함하는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2)을 사용하였고,

효소인 GDH(706 units/mg)는 Toyobo의 제품을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모든 용액의 제조와 실험을

위하여 3차 증류수 (Millipore, Bedford, MA; 저항

18 M·Ωcm)를 사용하였다.

전기화학 실험에서 순환 전압 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을 측정을 하는데 사용된 기기는

CH Instruments (Austin, TX, USA)의 model 660B

Elctrochemical workstation을 사용하였으며 합성한 물

질의 분광학적 분석을 하는데 사용한 기기는

Shimadzu (Japan)의 UV-1601PC model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극 표면의 특징을 확인하는데 사용된 기기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ESCAN/USA)

을 사용하였다.

2.2 Fe(CN)5-aminopyridine의 합성

30 mL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Ammonium disodium

pentacyanoammin- ferrate dihydrate(0.5 g, 1.65 mmol)

와 4-Aminopyridine(0.155 g, 1.65 mmol)을 증류수에

녹인 후 상온에서 30분 동안 반응하였다. 이 용액을

Ethyl ether에서 재침전하여 수득하였다. (Fig. 1(a)) 합

성 물질의 확인은 순환전압 전류법과 UV-Visible

spectroscopy 결과로 확인하였다.

2.3 금 나노 입자의 합성

Gold chloride trihydrate를 증류수에 0.01 %로 묽힌

다음 이 용액이 균질한 상태가 되도록 잘 저어주면서

100 oC 로 끓여준다. 이 용액을 잘 저어주면서 1 %의

trisodium citrate용액을 서서히 첨가하여준다. 이때 gold

chloride trihydrate용액의 색 변화를 관찰하여 붉은색을

나타낼 때 까지 trisodium citrate를 가하여 40 nm크기

를 가지는 붉은색 콜로이드 상태의 금 나노 입자를 수

득하였다.28) 수득한 금 나노 입자 콜로이드용액을 원심

분리 하여 상층 액을 제거하는 과정을 몇 차례 거친

후 100 mM의 cysteamine hydrochloride를 첨가하여 1

시간 동안 초음파 반응기로 반응하였다. 그 후 증류수

로 세척을 하여 상층 액을 따라내어 금 나노 입자표면

에 cysteamine hydrochloride가 처리된 60 nm 크기의

금 나노 입자를 수득 하였다.

2.4 효소 전극의 제작

Fe(CN)5-aminopyridine(10 mg/mL)와 당 탈 수소 효

소(10 mg/mL)를 섞은 뒤 이 용액에 가교제로 PEGD-

GE (5 mg/mL)을 넣고 cysteamine hydrochloride를 처

리한 금 나노 입자를 첨가하여 혼합물을 만들었다. 이

때 양은 부피 비로 4:4:1:2 이었다.29,30) 이 혼합액을

ITO 전극 위에 각각 20 µL 씩 casting하고 24시간 건

조하여 포도당 측정을 위한 전극을 제작하였다. (Fig.

1(b)) 산화/환원 매개체의 비교 분석을 위해 Fe(CN)5-

Fig. 1. (a) Synthesis of a redox mediator Fe(CN)5-

aminopyridine. (b) Schematic fabrication procedures of

the enzyme-linked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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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opyridine대신 Fe(CN)6를 동일 농도로 섞어

Fe(CN)6가 고정화된 전극도 제작하였다. 또한 금 나노

입자의 효과를 보기 위해 금 나노 입자가 포함되지 않

은 전극도 제작하였다. 제작된 ITO전극 표면의 금 나노

입자의 입자 크기와 밀도는 FE-SEM을 통해 확인하였다.

2.5 효소 전극을 이용한 당의 측정

제작한 전극에 농도가 다른 포도당 용액(0.0, 0.1,

0.5, 1.0, 5.0, 10.0 mM) 40 µL을 올린뒤 30초간 반응

한 후 순환전압 전류법을 이용하여 포도당의 농도에

따른 전기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이때 포도당을 녹인

용매는 0.1 M의 Phosphate buffered saline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Fe(CN)5-aminopyridine의 합성

Ammonium disodium pentacyanoamminferrate

dihydrate와 4-aminopyridine은 증류수를 용매로 피리딘

의 N 부분이 금속에 킬레이트 형성이 잘 되는 반응을

이용하여 Fe(CN)5-aminopyridine으로 합성하였다. 생성

된 물질은 Ethyl ether를 이용해서 재침전하여 분말형

태로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순환 전압 전류법의 결과로 Fe(CN) 5 -

aminopyridine이 Ag/AgCl 기준전극 (0.0 Volt)에 대하여

0.141 V에서 전위 값(E1/2)이 나오게 되고, 주사 속도

(scan-rate)에 따른 순환 전압 전류법의 그래프를 보면

정상 상태(Steady-state)의 산화/환원이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다(Fig. 2(a)). 또한 주사 속도에 제곱근 (square

root)을 취한 값에 비례하여 산화 신호(anodic peaks;

(Ip)a)와 환원 신호(cathodic peaks; (Ip)c)가 0.01~0.2 V/s

의 범위에서 선형성(linearly)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a) insert). 이 결과는 전극 위에서 전자

전달반응이 확산 반응(diffusion reaction)에 의해 조절

되고 있음을 알려주며, 산화/환원 매개체로서의 성능이

우수함을 나타내준다.31) UV-Vis 결과에서는 초기물질인

Ammonium disodium pentacyanoamminferrate

dihydrate의 흡광도가 400 nm정도에서 나오는 것과 비

교하여 합성된 Fe(CN)5-aminopyridine는 150 nm정도

이동한 550 nm에서 흡광도가 나타는 것을 통해 합성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b)).

3.2 효소 전극의 표면적 특성

ITO 전극 위에 Fe(CN)5-aminopyridine와 당 탈 수

소 효소, 금 나노 입자를 PEGDGE를 이용하여 고정시

킨 후 표면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FE-SEM을 측정

하였다(Fig. 3).

Figure 3의 SEM이미지에 의한 전극표면의 형태를 보

면 금 나노 입자가 고정되지 않은 ITO전극의 표면사진

(a), (b)와 금 나노 입자가 뚜렷하게 확인되는 (c), (d)를

비교하였을 때 명확하게 50 nm~80 nm정도의 크기를 가

지는 금 나노 입자가 PEGDGE의 고분자 백본

(backbone)을 따라 입자뭉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것은 금 나노 입자에 처리된 cystea-

mine chloride의 1차 아민, 페레이트 화합물의 피리딘-

아민, 효소의 아민과 이 물질들을 고정하는데 사용된

PEGDGE의 알데하이드 작용기(aldehyde functions)가

Schiff bases 형성을 통해 doubly cross-link 를 형성하

여 전극 위에 고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32)

3.3 효소전극을 이용한 포도당의 측정

제작된 효소 전극 위에 포도당과 당 탈 수소 효소 가

반응하여 나오는 전자를 산화/환원 매개체가 전극에 전

자를 전달할 때 발생하는 촉매산화전류를 느린 순환 전

압 전류법을 이용하여 포도당 농도 (0.0, 0.1, 0.5, 1.0,

5.0, 10.0 mM)별로 측정하였다. 이 때 가해준 전위의 범

Fig. 2. (a) Cyclic voltammograms of 500 mM of Fe(CN)5-

aminopyridine dissolved in 0.1 M PBS buffer (pH 7.2)

with 0.14 M NaCl on the ITO electrodes at different scan

rates (0.01, 0.025, 0.05, 0.10, 0.20 V s
−1). Inset: The

variation of the peak currents density vs. the square root

of the scan rate. R1 = 0.998 (Ip,a, square), R2 = 0.995 (Ip,c,

dot). (b) UV-Vis spectrophotograms of Fe(CN)5NH3 and

Fe(CN)5-aminopyrid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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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0.2~1.0 V 이고, scan rate은 0.01 V/s 이었다. 촉매

전류가 나타나는 전위의 위치 중 전류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지점을 0.4 V (versus Ag/AgCl)로 고정하

고 검정곡선을 도시하여 포도당 농도 별로 발생하는 촉

매전류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본 논문에서 산화/환

원 매개체로 사용한 Fe(CN)5-aminopyridine 물질은 포

도당의 농도 (10 mM)에 따른 촉매 전류밀도(current

density)가 약 4000µA/cm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Fig. 4), 이는 금 나노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전극에 비

해 약 2배 이상의 높은 전류밀도가 발생함을 알 수 있

었다(Fig. 5). 반면에 산화환원 매개체로써 널리 사용되

는 Fe(CN)6는 ITO전극 위에 금 나노 입자를 섞지 않고

제작한 전극의 경우 당의 유무에 따라 감응하여 산화촉

매전류가 나타나긴 했지만 다소 민감도가 떨어져 농도

별로 신호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없었고, 금 나노

입자를 혼합하여 고정시킨 전극의 경우에도 약간의 전

류밀도가 증가함은 보였지만 포도당의 농도 별 전류밀

Fig. 3. FE-SEM images on bare ITO electrode of × 50 K (a), × 100 K (b), and gold deposited ITO electrode × 50 K (c),

× 100 K (d). 

Fig. 4. Linear sweep voltammograms of the enzyme-

linked electrodes in 0.1 M PBS buffer (pH 7.2) made by

Fe(CN)5-aminopyridine with (solid line) and without (dash

line) glucose containing 10 mM at scan rate of 0.01 V/s.

Fig. 5. Catalytic anodic currents as a function of the

concentration of glucose between 0 and 10 mM. (enzyme-

linked electrode conditions: Fe(CN)5-aminopyridine with

(black circle) and without (white circle) gold nano-

particles. Fe(CN)6 with (black triangle) and without

(white triangle) gold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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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재현성이 없어 오히려 금 나노 입자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Fig. 5).

이 결과는 Fe(CN)6의 경우 PEGDGE 폴리머 백본과

반응할 1차 아민이 존재하지 않아 전극 위에 물리적으

로 흡착하여 고정되므로 포도당을 반응시켜 측정할 경

우 용매에 녹아 나와 전극과 거리가 다소 멀어지며 물

질과 전극간의 전자전달 반응이 용이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효소에 활성 부분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입체적인 구조가 작은 Fe(CN)6가 효소에 접근하지 못

하여 전기적인 촉매 반응이 잘 일어나지 못한다.22) 반

면에 Fe(CN)5-aminopyridine은 합성된 피리딘기의 1차

아민이 PEGDGE의 알데하이드 기와 반응하여 효소와

금 나노 입자들과 함께 전극에 단단히 고정되어 물질과

전극간의 전자전달반응이 원활해지며 신호의 세기가 좋

아지고 민감도 또한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포

도당의 정량적 측정을 위한 검출 한계(detection limit)는

0.05 mM 이었고, 이는 다른 전극으로 5회 실험하여 반

복적인 재현성(reproducibility )을 얻을 수 있었다(N = 5).

4. 결 론

본 연구는 혈당센서에서 사용되는 산화/환원 매개체

를 합성하기 위하여 페레이트에 일차아민을 갖는 피리

딘을 배위시켜 Fe(CN)5-aminopyridine을 합성하였다. 이

물질의 합성여부를 CV과 UV-Vis를 통해 확인하였고 기

존의 혈당 센서에서 사용되었던 당 산화 효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 탈 수소 효소를 이용해 ITO 전극 위

에 효소 전극을 제작하였다. 또한 신호의 증폭을 위해

금 나노 입자에 1차 아민을 결합시켜 전극 위에 산화/

환원 매개체, 효소를 함께 가교제인 PEGDGE를 이용하

여 고정화 시켰다. 제작된 효소전극은 포도당의 농도 별

산화 촉매 전류가 금 나노 입자가 없을 때보다 2배 이

상 증폭됨을 알 수 있었고, 기존의 혈당 센서의 산화/환

원 매개체인 Fe(CN)6보다 선택성과 민감성 그리고 안

정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성능의 혈당 센

서의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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