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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상 생활에서 자성 혹은 자기라고 하면 대개는 자석 

또는 나침반 정도를 생각하게 마련이다. 자석 주변에 생

기는 자기장에 의해 다른 자성 물체에 자기력이 발생하

게 되고, 이에 따라 두 물체가 달라붙거나 혹은 밀어내는 

것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기적 현상일 것이

다. 아마 냉장고에 기념품을 부착할 때나 간혹 선반의 문

을 열고 닫을 때 우리는 이러한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

는 자성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으나 그

것의 존재나 활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

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발전기에서 사용되는 자성

일 것이다. 이제는 수면 중에도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으

니 실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순간이 없을 정도로 전기

의 사용은 현대사회에서 불수필가결하다. 이러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체

의 회전력을 전류로 변환하여야 하는데, 이에 있어 자성

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마 수업시간에 손가락을 이용하

여 전류, 자기장, 힘의 방향을 표시했던 경험은 모두들 가

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전기의 원리를 반대로 이용

하면 전동기(모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연관되어 회

상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으

로 자동차에서도 이러한 모터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

었으므로 자성을 활용한 분야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느끼는 자성은 주로 

자기력에 의한 응용분야라고 한다면, 그 크기가 점점 작

아져서 나노스케일 (1 ~ 100nm)이 되면 그 활용분야는 

현격하게 변화한다. 대표적인 것이 자성 물질 자체에 정

보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장치이다. 전통적으로 자기 테

이프가 대표적인 자성을 이용한 저장 장치로서, 가격 대

비 가장 우수한 저장용량을 가지고 있다. 일상에서는 신

용카드 뒷면의 자기선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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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Nano-biosenso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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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devices based on magnetism such as power generators 

and motors are frequently used in real life. Magnetic materials at 

nano-scale can be utilized as storage devices such as magnetic 

tapes and hard disk drives as well as spintronics. In addition to 

spintronics, magnetic biosensors are another interesting application 

of magnetic devices at nano-scale. Here, we briefly review 

magnetic nano-biosensors including Hall-effect sensors, giant 

magnetoresistive sensors, and tunnel magnetoresistive sensors for 

many biomed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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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저장 장치는 아마 컴퓨터

에 장착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HDD)일 것이다. 국부

적으로 자성 물질의 자화된 방향을 변화시켜 디지털화 된 

정보 (0 또는 1)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N극과 S극이 있

는 매우 작은 막대 자석들을 한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정보에 맞게 배치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다. 최근에는 전자 자체가 아닌 전자가 가지고 있는 스핀

의 특성을 이용한 전기소자에 대한 연구가 스핀트로닉스 

(spintronics)라는 이름 하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 

2] 이처럼 나노스케일에서의 자성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

하는 동안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변화시켜

왔다. 그리고 이러한 나노스케일의 자성은 스핀트로닉스

를 비롯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중이며, 여기서 소개

될 자성 나노바이오센서도 그러한 예의 하나일 것이다.

자성 바이오센서의 원리

자성 바이오센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장을 측정하는 자

기 센서 (magnetic sensor)를 기반으로 생물 시료에 포

함되어 있는 특정 단백질, DNA, 또는 세포 등의 특정 대

상이나 인체의 건강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생물지표를 

선별적으로 측정하는 센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기공명영상 (MRI)의 경우도 자성 바이오센서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분자나 세포를 실제

로 포집하여 측정하는 방식, 그리고 자기장을 직접적으

로 측정하는 방식의 자성 바이오센서에 국한하여 소개하

도록 한다. 아마 이 경우에 한 가지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

기게 될 것이다. 자기공명영상의 경우는 수 테슬라 단위

의 강력한 자기장을 인가하여 인체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

를 자화시켜 자기적 성질을 띠게 한 뒤, 각 신체 조직 별

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으나, 자성이 없는 또는 매우 미

약한 생물 분자를 어떻게 자기 센서로 측정하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측정하고

자 하는 대상에 선택적으로 부착시키는 방법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자기공명영상처럼 매우 큰 자기장을 인가하여 

생물 분자를 자화시키려 한다면 자기 센서는 자화된 생물 

분자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서 인가되는 자기장만을 측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화

된 생물 분자 또는 세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장의 세

기도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기 센서는 미세

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게 개발되었을 것이나 이 경우 

이미 측정 범위를 넘어서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 의미있는 

신호을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합리적이

고 편리한 방법은 바로 자성 물질을 원하는 대상에 부착

시키는 것일 것이다 (Figure 1). 

어떤 크기의 자성 물질을 부착시켜야 하는 문제는 의외

로 간단할 수 있다. 나노스케일보다 작은 자성 물질의 경

우 대개 그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자성의 크기가 작

아서 측정이 어려워 부착의 의미가 없어지며, 측정 대상

보다 너무 큰 경우 정량적인 분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생물 분자나 세포 크기와 비슷한 나노스

케일의 자성 물질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

는 어떤 대상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는 비슷한 크기의 구조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원리와도 부

합한다. [3]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성 바이오센서에 

활용될 수 있는 자성 물질은 자성 나노입자 (magnetic 

nanoparticle) 이며, 센서 자체의 크기도 나노스케일이어

야 이 자성 나노입자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효과적으로 측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측정하고

[Fig. 1]  Schematic of protein assay (A) capture antibodies 

immobilized on magnetic sensors (B) sample containing 

target proteins incubated with the sensors (C) detection 

antibodies conjugated with magnetic nanoparticles (D) 

formation of sandwich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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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단백질 또는 세포 등의 생체 물질에 자성 나노입

자를 부착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자성 바이오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함으로써 생체 물질의 유무뿐만 아

니라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Figure 1). 

측정하고자 하는 생체 물질에 선택적으로 자성 나노입

자를 부착시키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연구 영역이나 그 

내용이 광대하여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항원-항체 반응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한다. 일

정 수준 이상의 면역체계를 갖춘 생명체는 외부에서 침입

해오는 병원체에 대해 항체를 생성하여 병원체를 선별할 

수 있는데, 항체는 이러한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분자구조에 결합하는 특성이 있다. 비슷한 원리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병원체 또는 항원이라고 생각하

고 거기에 상응하는 항체를 융합 세포종 (Hybridoma) 기

술을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과정을 통해 

원하는 항체를 직접 생산할 수 있으나, 현재는 다수의 기

업들이 특정 항원에 높은 특이성을 갖는 항체를 생산하고 

있다. 이 항체에 자성 나노입자를 부착시켜서 우리가 측

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존재하는 시료와 혼합시켜주면 측

정 대상, 항체, 그리고 자성 나노입자가 하나로 결합된 구

조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성 나노입자를 이용하는 바이오센서는 

근접 센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사용되는 자기 센서가 근

접 센서가 아니라, 자성 나노입자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세기가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급격히 감소 (거리의 세제

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센서가 자성 나노입자에 매우 가까운 거리 (수백 나노

미터 수준)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측정하고

자 하는 대상에 자성 나노입자를 부착시키는 것도 중요하

지만, 항체를 이용하여 부착된 전체 구조체를 센서 부근

으로 유도 및 고정하는 것 역시 중요한 기술이다. 이를 위

해 마이크로채널과 같은 미세유로를 센서위에 제작하여 

전체 구조체를 센서에 근접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예이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초전도 양자 간섭계 (SQUID)를 이

용하면 자성 나노입자에서 나오는 매우 미세한 크기의 자

기장 (10-18 테슬라까지 측정 가능)도 미세유로 없이 측정

이 가능하나,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거대한 냉장 

장치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차폐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

에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 기술로는 

다소 부적합점이 존재한다. 이에 이 방식에 대한 설명은 

제외하도록 한다.

자성 나노바이오센서의 종류와 기술 동향

앞서 설명한 자성 나노바이오센서에 사용될 수 있는 자

기 센서는 다양하게 존재하며, 대표적인 센서로 홀 (Hall) 

센서, 거대 자기저항 (GMR: Giant Magnetoresistance) 

센서,  그리고 터널 자기저항 (TMR:  Tunne l 

Magnetoresistance) 센서가 있다. [4] 일반적으로 이 중

에서 자기장 측정의 민감도는 터널 자기저항이 가장 우수

하고 그 다음으로 거대 자기저항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측정 민감도만이 센서 선택의 요소는 아니다. 제

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더 적합한 자기 센서를 선택하여야 한다.   

홀 효과 (Hall Effect)는 전류가 흐르는 도체에 자기장

을 인가했을 때 전자들이 자기장에 의해 진행하는 방향

에서 한쪽 방향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자의 밀도가 더 높아지는 곳과 낮아지는 곳 

사이의 전압 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홀 전압 (Hall 

Voltage)이라고 하며,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각각 수직

한 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 대개 십자가 모양의 전도체

에 한방향으로 전류를 흘려보내고 다른 방향에서 홀 전압

을 측정함으로써 십자가면에 수직한 자기장을 측정하게 

된다. 대표적인 활용 예로서 혈류에 존재하는 암세포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암세포에 자성 입자를 부착시키고, 

이를 홀 센서 위에 위치한 미세유로를 통해 흘려보내주면 

자성 입자가 부착된 암세포가 지나갈 때마다 자성 입자에

서 나오는 자기장에 의해 홀 전압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난소암 환자의 혈액 내에 존재하는 암세포의 측

정과 이에 기반하여 진단을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

다. [5]

두번째 자성 나노바이오센서는 거대 자기저항을 이용

한 자기 센서를 기반으로 하며, 높은 자기장 측정 민감도

와 상대적인 제작의 용이성으로 인해 단백질이나 DNA 

등의 생물 분자 측정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센서이다. 거

대 자기저항의 발견은 2007년 노벨물리학상의 수상으로 

이어졌으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산업에서는 일찍이 디

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읽어오는 센서 기술로 활용

해왔다. 거대 자기저항 센서를 바이오센서로 활용한다는 

개념적 접근은 1998년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다

수의 센서를 하나의 칩위에 제작하는 array 형태까지 발

전되었다. [6] Array 형태로 제작이 되면 같은 시료에서 

동시에 여러 대상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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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센서 (negative/

positive control sensors)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

를 이용하여 방사능 피폭에 따른 혈액내 단백질 변화분석

[7], 자가 면역 질환 환자의 항체 차이 연구[8], 암 환자의 

돌연변이 DNA 측정[9], 단백질 간의 결합 여부 분석[10], 

암에 대한 면역 반응 연구[11]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

었다 (Figure 2).

마지막으로 소개할 센서는 터널 자기저항을 이용한 센

서로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산업의 발전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디스크 위의 정보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민감한 센서가 필요하였고 여기에 터널 자기저항이 사용

되게 되었다. 바이오센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좀 더 

적은 수의 자성 나노입자로도 신호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면 결국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미량으로 존재하

더라도 측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터널 자기저항

의 경우 자기장 측정 민감도는 매우 높으나, 전자의 터널

링 (tunneling)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얇은 절연체 (약 

1nm)를 균일하게 적층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센서를 

제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array 형태로 제작함에 

있어 제조 상의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 거

대 자기저항 기반의 바이오센서와 같은 수준까지는 기술

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가장 진보한 기술은 64개의 소자

를 직렬로 연결하여 하나의 센서를 구성하여, 이를 이용

하여 DNA를 측정한 것이다 (Figure 3).

맺음말

자성 나노바이오센서는 기존의 광학 기술을 기반으

로 제작된 센서의 전통적인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며 발전해왔다. 광학 기술이 극복해야하는 auto-

fluorescence와 달리 대부분의 생물 시료들은 일반환경

에서는 자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자성 나노바이오센서는 

기본적으로 매우 낮은 background noise를 갖게 되며 

전기적인 신호를 최종 신호로서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

인 변환이 필요없어 스마트폰과의 연계도 수월하다. [13] 

따라서 기존의 광학 기술의 영역에서 보다 정밀하고 저렴

한 진단 장비로서 자성 나노바이오센서의 발전이 기대되

며 스마트폰과 결합된 휴대용 진단 장비로서의 발전이 전

망된다. 다만, 광학 기술에 비해 센서의 제조 단가가 높으

[Fig. 3]  TMR or MTJ (magnetic tunneling junction) sensors (a) 

schematic of TMR sensor with the Wheatstone bridge circuit 

(b) Schematic of bioassay using TMR sensor (c) Optical 

image of TMR sensor (d) Optical image of TMR elements 

(adapted from ref. [12])

[Fig. 2]  GMR biosensors (A) array of GMR biosensors (B) protein-

protein interaction measurement platform using GMR 

biosensors (B) DNA mutation and methylation detection 

platform using GMR biosensors and temperature controlling 

system (adapted from refs. [8], [9], an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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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대부분의 경우 재사용이 어려운 문제점은 앞으로 해결

해나가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우수한 측정 민감도를 갖

는 터널 자기저항 센서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센서 칩 

기술이 확보되기에는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아직 다

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보다 정밀한 진단기기, 휴대용 의

료기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기술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서 주목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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