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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무기물, 식품산업 등에서 다양한 생물

학적 물질의 검출과 처리과정에서의 폭넓은 

사용 때문에 과산화수소의 정확한 검출에 대

한 관심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1,2]. 그간 과

산화수소 검출은 적정법 [3], 분광분석법 [4], 

화학 발광법 [5], 형광법 [6], 전기화학법 [7] 

등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어 왔다. 이

러한 방법들 중에서 특히, 전기화학분석법은 

정확한 데이터 제공, 높은 감도, 선택성, 빠른 

검출과 같은 특성 때문에 가장 유망한 방법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8,9]. 

지난 수 십 년간, 다양한 구조의 전극 개발

은 고감도/소형화된 전기화학 센서 개발에 대

한 높은 관심을 끌어왔다 [10]. 최근, 카본 

나노튜브 [11], 금속 파티클 [12], 다공성 금 

[13], 백금 [14], 니클 [15] 혹은 합금 [16]과 같

은 나노 크기를 갖는 소재들이 촉매, 화학센

서, 선택적인 여과 및 산업적인 응용측면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17]. 이러한 소재 가운데 다공

성 금속은 일반적인 평면전극 및 금속 파티클

과 다르게 거칠기 지수로 결정되는 높은 실표

면적을 가지기에 높은 전자 전달 능력, 전해질 

전극 계면에서의 이온의 빠른 Mass transfer 

특성을 갖기 때문에 폭 넓게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18,19]. 패러데이 전류에 비례하는 전

극의 거칠기값 혹은 실표면적은 황산용액에서 

순환전압전류법을 이용하여 실제표면적에 상

응하는 산소 혹은 수소 흡착영역의 Charge 분

석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20-24]. 

본고에서는 마이크로다공성 전극구조에 나

노파티클을 결합을 통해서 높은 표면거칠기 

값을 구현하는 다공성 금-백금 나노파티클 

(Macroporous Au-Pt nanoparticles) 전극

을 새롭게 개발하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융합

전극은 계면활성제 Template을 이용한 다공

성 금 전극 제작, 그 후 금 표면상에 백금 나

노파티클의 전해도금을 거쳐 제작된다. 제작

된 융합전극의 물리적 분석은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과 EDX (Energy 

dispersive X-ray)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1 M의 황산용액에서 측정을 통해서 표면 거칠

기 값을 비교분석한다. 또한, 제작된 융합전극

은 전기화학 기반의 바이오센서 응용을 위해

서 다양한 과산화수소 농도에서의 전기화학적 

촉매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2. 본 론

2.1 다공성 금 전극 제작
그림 1(a)는 산호초 구조를 갖는 다공성 금 

제작 방법을 보여준다. 산호초 구조의 다공성 

다공성 금과 백금 나노파티클 기반 
융합전극의 전기화학 바이오센서 
응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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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결집된 금 나노파티클을 사용하여 형성

된다. 알루미늄 전구체와 계면활성제는 각

각 sec-butyl 알코올에서 용해시키고, 금 전

구체는 용해된 계면활성제에 추가한다. 그 

후 두 용액을 서로 혼합하며, 이때 NaBH4는 

금의 환원제로써 사용된다. 반응 혼합물의 

Molar비는 1 Al(sec-BuO)3: 0.09 HAuCl4: 

0.2 surfactant: 10 sec-BuOH: 7 H2O이다. 

혼합물은 24시간 동안 교반 후에 80도에서 

건조 및 550도에서 하소시킨다. 하소를 거친 

혼합물에서 계면활성제는 손쉽게 제거되며, 

다공성 알루미나 구조와 침전된 금 구조만 

남게 된다. 최종적으로 알루미나 구조의 선

택적인 에칭 (11.8M H3PO4와 0.6M HNO3)을 

하고 금 나노파티클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150도에서 20분간 가열과정을 거치면 원하

는 산호초 구조의 다공성 금을 얻을 수 있다 

[25]. 제작된 다공성 금은 파우더 형태로 원

형 (반지름; 3.5 mm)의 금형에서 간단한 프

레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극으로 구현

하게 된다 (그림 1(c)). 

2.2  융합전극 (다공성 금-백금 나노파티클) 
전극의 제작

백금 나노파티클은 다공성 금전극상에 그

림 1(b)와 같이 계면활성제 기반의 전기도금

을 통해서 형성한다. 백금 나노파티클 형성

을 위한 전기도금 용액은 85도 온도에서 균

일하게 혼합한다 (C16EO8, H2PtCl6, H2O). 디

스크 형태의 다공성 금을 도금용액에 담군 

후, 상온으로 온도를 낮춘다. 이 과정에서 다

공성 금 표면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C16EO8

의 자기조립성질에 따라 육방면으로 배열된 

몰드가 형성된다. 그 후, 일정 전위를 (-0.12 

V vs Ag/AgCl, 35 mC charge) 인가하면, 

백금 나노파티클이 금 표면에 증착된다. 최

종적으로 수 시간동안 초 순수에서 클리닝하

면 다공성 금-백금 나노파티클 기반의 융합

전극을 얻을 수 있다 [14]. 

 

2.3 실험 결과 및 분석
그림 2는 제작된 다공성 금 (그림 2(a))와 

융합전극 (그림 2(b))의 SEM 이미지이다. 두 

전극은 산호초와 같은 형상을 띄며, 50%의 

Porosity와 100-300 nm의 동공 크기를 갖

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그림 2(b)에서 보

는바와 같이, 증착된 백금 나노파티클은 다

공성 금표면상에 고르게 잘 분포하였으며, 

대략 5-10 nm의 크기를 갖는다. 

그림 3의 EDX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융

합전극의 조성을 확인하였으며, 금과 백금의 

2개의 피크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

된 금과 백금의 Atomic비는 각각 91.88%와 

8.12 %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백금 나노파티

클이 다공성 금 표면에 성공적으로 증착되었

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모 든  전 기 화 학 적 인  측 정 은 

Electrochemical analyzer (CHI 660D, CH 

Instruments Inc., USA)를 이용하여 3전극 

시스템에서 수행되었으며 Ag/AgCl 전극을 

그림 1.  Templating과 계면활성제 기반의 전해도
금법을 이용한 다공성 금 (a)과 백금 나
노파티클 기반의 융합전극 (b)의 제작과
정 및 디스크 형태의 다공성 금 전극 프
레싱 과정 (c).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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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전극으로 사용하였다.

제작된 전극들의 거칠기 값은 1 M의 황

산용액에서의 순환전압전류법을 통해서 측

정, 계산, 비교할 수 있다. 거칠기 값은 무효

소 화학센서에서 그 값에 상응하는 전류응답

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에 그 수치가 갖

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순환전압전류

법은 200 mVs-1의 Scanning rate과 -0.5 V

와 1.2 V의 포텐셜 영역에서 수행되었다. 측

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칠기 값은 아래의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6]. 

거칠기 값 (Roughness factor) 

: fr = Ar/Ag

Ar은 실표면적, Ag는 기하학적인 표면적을 

의미한다. 

그림 4(a)의 빗금친 영역은 Cathodic 스

캔에서의 Surface oxide의 축적된 Charge

를 나타낸다. 금 전극의 거칠기 값은 전기

화학적으로 시료 표면에 증착된 단일 산소

층 Charge와 단위면적당 단일층에서 얻어

진 측정 Charge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금 

결정면에 따라서 Charge/area 비는 달라

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결정 금 전극에

서 0.4 mCcm-2로 고려된다 [17]. 따라서 그

림 4(a)에서 빗금친 영역에 축적된 Charge 

density 35.44 mCcm-2은 언급한 단일 산소

층의 Charge density 0.4 mCcm-2으로 나누

어 계산한 다공성 금전극의 전기화학적 거칠

기 값은 88.6이 된다. 한편, 그림 4(b)의 마

이크로/나노 융합전극 거칠기 값은 전극 표

면에 흡착된 단일 수소층을 기준으로 축적

된 Charge 값을 얻을 수 있다. 빗금 영역은 

수소 환원(흡착) 영역을 나타낸다 [19]. 전

극 표면에 흡착된 단일 수소층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charge와 전극면적의 비는 단일

면적 당 Charge 값인 0.21 mCcm-2로써 흡

착된 시료 면적당 Charge 값을 나누어 계산

한다 [20,27]. 따라서 그림 4(b)의 빗금 영역

의 수소 환원영역의 축적 Charge density는 

102.48 mCcm-2로써 융합전극의 거칠기 값

은 488이었다. 이로써, 융합전극의 백금 나

노파티클 증착으로 인한 실표면적이 크게 증

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에서는 제작된 전극의 과산화수소 

농도 변화에 따른 순환전압전류 거동을 0.1 

그림 2.  제작된 산호초 구조를 갖는 다공성 금 
(a)과 백금 나노파티클과의 융합전극 (b)
의 SEM 이미지.

그림 3.  제작된 다공성 금과 백금 나노파티클 기
반의 융합전극의 EDX 스펙트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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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의 PBS (pH 7.4) 전해질 용액에서 측정하

였다. 과산화수소는 수많은 생화학적 반응과

정에서 중간생성물로써 직접적인 관계를 가

지고 있으며 다양한 바이오센서 응용의 가

능성을 내포하여 그 분석의 중요성이 크다 

[28]. 그림 5에서는 다공성 금전극과 융합전

극의 다양한 과산화수소 농도 변화에 따른 

(0, 5, 10, 15, 20 mM)의 전류 응답을 보여

주고 있다 (Scan rate; 20 mVs-1). 그림 5(a)

에서는 과산화수소 농도 증가에 따른 각각의 

전류응답 산화 피크들이 상응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그림 5(b)에서 

확장된 전극 실표면적에서 기인한 증가된 전

기 이중층의 영향으로 과산화수소가 없는 상

태에서도 큰 전류응답 값을 보였지만, 0.1 V 

영역에서 과산화수소 농도 증가에 상응하는 

농도 구별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일정전위 

인가를 통한 전류응답 측정 시에 0.1 V를 일

정전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은 다공성 금 전극과 융합전극의 연

속적인 과산화수소 (15, 25, 50, 100, 500, 

1,000, 2,000 μM) 주입에 따른 일전전위 

(0.1 V)에서의 전류 응답치를 보여준다. 각각

의 주입시간은 50초 혹은 100초 간격을 유지

하고, 교반되는 0.1 M PBS (pH 7.4)를 전해

질로 사용하였으며 과산화수소는 백그라운드 

전류치가 안정화 되었을 때 주입을 시작하였

다.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과산화수소

의 농도 변화에 따라서 급격한 전류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종 응

답치의 95% 전류응답 도달 시간은 10~20초 

범위였다. 다공성 금전극의 전류응답은 융합

전극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작았다. 이는 융

합전극의 백금 나노파티클 증착을 통해서 과

산화수소에 대한 활발한 촉매 특성 및 극대

화된 반응실표면적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판

단된다. 또한, 측정된 두 전극의 측정한계는 

약 50 μM 농도로 확인되었다. 

그림 4.  1 M의 황산용액에서 제작된 다공성 금
전극과 (a) 마이크로/나노 융합전극의 
(b) 순환전압전류법 측정결과. Scanning 
rate; 200 mVs-1.

그림 5.  다양한 과산화수소 농도변화에 (0, 5, 
10, 15, 20 mM) 따른 제작된 다공성 금
전극과 (a) 마이크로/나노 융합전극의 
(b) 순환전압전류 측정결과.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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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에 대한 제작된 두 전극의 농도

대비 전류응답 Calibration 커브는 그림 7에 

도시되었다. 융합전극은 매크로다공성 금 전

극 대비 높은 전기화학적 촉매특성을 보였으

며, 융합전극 및 매크로 다공성 금 전극의 계

산된 측정 감도는 10 mM까지 농도범위에서 

각각 264 μAmM-1cm-2, 110 μAmM-1cm-2 이

었다. 과산화수소에 대한 높은 전기화학적 

산화특성은 확장된 반응 실표면적과 전기화

학 반응에서 효과적인 전자전달능력에서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9]. 

그림 8에서는 0.1 M PBS 용액에 동일한 샘

플에 대해서 각각 1 mM 농도의 과산화수소, 

AA (Ascorbic acid), AP (Acetaminophen) 

용액을 순차적으로 주입했을 때, 각각의 전

류응답 반응을 비교하였다. 본 측정은 선택

적 타켓 물질 검출 특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써 Bio-fluid 상에 대표적으로 손쉽게 산화

되는 AA 혹은 AP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적으로, 생리학적인 Normal 과산화수소 농

도는 AA 혹은 AP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그

림 8의 결과는 제작된 전극의 선택적인 과산

화수소 산화반응을 분명히 보여주며, 이는 

낮은 인가전위 및 다공성 융합전극의 구조적

인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본고에서는 높은 표면 거칠기 값을 갖는 

산호초 구조의 다공성 금 전극위에 백금 나

노파티클을 증착한 융합전극을 제작하고 그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제작된 전극은 SEM 

및 EDX 스펙트럼을 통해서 표면형상 분석 

및 조성분석을 수행하였고, 전기도금법을 이

그림 6.  제작된 다공성 금 전극과 마이크로/나
노 융합전극의 연속적인 과산화수소 주입
에 따른 전류응답 특성 비교 (인가전위; 
0.1 V vs. Ag/AgCl, 전해질; 0.1 M PBS 
(pH7.4)). 삽입된 데이터는 측정된 저농
도 응답의 확대 이미지.

그림 7.  다공성 금전극과 마이크로/나노 융합전
극의 과산화수소 응답에 대한 Calibration 
커브 (인가전위; 0.1V Ag/AgCl, 전해질; 
PBS (pH7.4)).

그림 8.  제작된 다공성 금전극과 마이크로/나노 
융합전극의 1 mM 과산화수소, AA, AP에 
따른 선택적 응답특성 분석 (0.1 V 인가
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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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백금 나노파티클이 산호초 구조의 매크

로다공성 금 표면에 고르게 잘 증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각각의 전극에 대해서 황

산용액에서의 순환전압전류법을 이용하여 각

각의 표면 거칠기 값 추출, 과산화수소 농도

에 따른 전류응답 변화 확인 및 일정전위 인

가에 따른 선택적인 과산화수소 전류응답 반

응을 검증하였다. 이는 전극의 구조가 가지

는 특이성 및 극대화된 반응실표면적에서 기

인한 것으로, 향후 과산화수소를 중간 매개

체로 활용하는 전기화학기반 바이오센서 응

용에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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