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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현 인들은 건강

한 미래, Well-Aging과 같은 건강한 미래에 한 

관심이 급증하였다[1]. 이러한 건강한 미래 사회 

실현을 위해서 생체 기능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질

병을 조기에 검진하거나 예방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게 되었

다[2].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질병 예방을 위

한 상시 건강 모니터링, 질병의 조기진단, 개인 맞

춤형 진단 및 치료와 같이 보다 진보된 의료기술

이 요구되고 있다[3]. 이러한 움직임은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시 를 맞이함에 따

라 더 가속화 되었고 첨단화 된 바이오센서 개발 

저자 (E-mail: hyojinlee@kist.re.kr)

시작과 함께 통신망을 활용한 신호 송출, 실시간 

건강검진 등 다양한 능력들이 요구되고 있다[4,5]. 

과거의 센서 개발은 한 학문 분야에서 그 분야의 

선호 기술에 기반하여 센서를 개발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는 만큼 학제 간 공동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호 송출, 

통신, 신호 전환과 같은 분야는 전기공학, 컴퓨터

공학, 기계공학에서 주로 연구를 진행하며 센서 

구동을 위한 작동부는 화학, 생명공학, 재료공학, 

화학생물공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조기 진단 등을 위한 정밀한 검진을 위해서는 

센서의 감도와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센서의 특성 중 분석 물질 인식하는 능력은 센

서의 감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센서의 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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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건강한 미래, 건강 사회 구현과 함께 질병 진단, 치료, 예방에 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시적

기에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 검진용 바이오센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바이오센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혈액 샘플을 기반으로 한 검진 방법이 보편적이지만 최근에는 고감도 센서 개발에

따라 소변, 침, 눈물 등과 같은 체액으로도 검진이 가능한 환자 친화적 비침습 센싱 방법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센서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 및 급속한 발전은 마이크로, 나노 재료 제작과 분석 기술 발전으로 체액 내 존재하

는 나노 크기의 바이오 마커(단백질, 유전자, 펩타이드, 사이토카인)를 검출하는 소형화된 고감도의 센서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화학, 물리, 재료, 의약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센서가 활발히 보고되었다. 본

기고문에서는 바이오센서용 소재 중에서 나노입자에 집중하여 첨단 센서 구현을 위해 사용된 입자의 종류, 센서 내에

서의 입자의 역할을 소개하고 나노입자의 광학적, 물리적 특성에 따른 타겟 물질 검출 방법 및 동향에 해 논의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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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는 소재, 재료, 바이

오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방면으로 활성화 

되었다(Figure 1)[6,7]. 센서의 감도를 결정하는 요

소는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 타겟 

물질을 인식하는 리셉터(receptor) 부위, 두 번째는 

인식 후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를 원하는 신호 형

태로 변환시키는 트랜듀서(transducer) 부위라 할 

수 있다[3,8]. 리셉터 부위에는 타겟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 압타머, 펩타이드, 유전자 등이 부착되

게 되어 타겟과의 친화도에 따라 인식 능력이 결

정된다. 센서 표면 부위에 리셉터를 도입 시 도입 

방법(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과 리셉터의 구조

적 안정성 등에 따라 인지능이 결정됨으로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타겟 물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한정적이

고 위에 기술한 방법만을 가지고는 센서의 감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게 되어 새로운 접근 방

식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센

서 인식부 안정화와 동시에 타겟 물질 인식 후 신

호를 생성하는 방출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미량의 물질이 존재하여도 이를 인식하여 센서 신

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호 송출 부위에 더욱 연

구를 집중하게 되었다[9,10].

새로운 신소재의 개발, 측정기기의 발전도 센서 

감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무엇보다 마이

크로, 나노 크기 재료의 제작 및 패턴이 가능해 지

면서 센서의 소형화와 동시에 감도 개선 신호 측

정 및 어세이 시간 단축과 같은 연구가 가능해졌

다. 그 중에서도 나노 소재의 발달은 바이오센서

의 신호 증폭, 감도 개선뿐만 아니라 재료 자체가 

*출처: Nat. Biotech., 37, 386-406 (2019).

Figure 1. (a) 센서의 기본 작동 원리, 분석 물질, 인식 부위, 신호 전환 시스템, 신호 송출부; (b) 센서의 발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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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광학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센서 신호 생성 체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진단 기술의 혁신적인 진보를 이끌어 

오고 있다[11-13]. 본고에서는 나노 재료 중 나노

입자를 이용한 체외 진단 센서의 최근 연구 동향 

및 향후 첨단형 바이오센서의 핵심 요소로서의 응

용 가능성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나노입

자 특성에 따른 센서 신호 검출법을 소개하고 이

를 통해 나노입자가 앞으로 더 갖추어야 할 특성

에 해 논의하고자 한다.

2. 나노입자의 종류와 특성

나노입자를 비롯한 나노 재료의 발전은 지난 10

년 동안 센서, 바이오센서, 촉매, 에너지 변환 및 

저장 연구 분야에 막 한 영향을 끼쳤다. 나노입

자의 경우 크기 조절이 용이하고 목적에 따라 다

양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용액상에서 합성

하는 경우가 많아 상 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량

의 재료를 합성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나노입자가 동시 다발적

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Figure 2)[14-17].

각종 산업 및 연구 분야에 활발히 사용된 만큼 

일정한 물리 화학적 특징, 표면 전하, 모양을 갖는 

고순도의 나노물질을 합성하는 분야가 우선적으

로 발달하였다[18]. 이러한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입자를 활용한 응용 분야 연구의 성장이 있어졌

다. 나노입자가 가지는 높은 표면적  부피 비율

(surface area to volume ratio)은 촉매의 효율을 증

가시키거나 센서의 감도를 향상 시키고, 고순도로 

합성된 입자는 더 진보된 광학적, 전자기적 특성

을 갖추게 되어 생물학적, 임상 응용 분야 연구에 

많은 장점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 

진단 및 임상 분석에서 인체 내 민감한(또는 소량 

존재하는) 세포, 바이오 마커 검출과 국소적 조직 

부위의 정밀검진을 위해서 나노 바이오센서의 사

용이 확 되었다. 주로 임상 및 생물학적 유래 샘

플이 가지는 극소량의 샘플을 검출하고 생의학적

으로 중요한 분석 물질을 찾아내기 위한 나노물질 

기반 전기화학센서 및 바이오센서 플랫폼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19]. 

본 기고문에서 질병의 조기 검진 및 고감도 센

서 개발을 위해 바이오센서 플랫폼 개발 시 사용

될 수 있는 나노입자의 종류에 해 설명하고, 이

러한 나노 재료를 통해 개선된 센서 시스템 소개 

및 이를 활용한 맞춤형 치료, 진단 시장의 변화에 

*출처: J. Control. Release., 172, 1020-1-34 (2013).

Figure 2. 의생명 분야에서 쓰이는 다양한 구조와 재료의 나노 재료 분류; (a) 유기물질 나노 재료, (b) 무기물질 나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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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하고자 한다.

2.1. Polymer 나노입자

고분자 기반의 나노입자는 약물전달, 치료, 센

서 등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어 오며 나노입자의 

표적인 분야로 자리 잡아왔다. 고분자 나노입자

는 monomer의 중합 반응으로 합성되어 나노 크기

의 고체형 입자를 구성한다[20-22]. Monomer의 

특성 및 중합 반응의 특징에 따라 합성된 나노입

자의 특성이 결정되게 된다. 고분자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 이를 이용한 반응 속도 및 반응 시간

에 따라 나노입자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표

면에 노출되는 작용기에 따라 그 나노입자의 물리

적, 화학적 특성을 결정할 수 있다. 고분자 기반의 

나노입자는 금속나노입자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

질 수 있으나 조직과의 비슷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몸속에서 분해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어 무기 나노입자에 비해 생체 흡수 시 배출

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높은 생체

적합성을 보이고 있어 현재 세포연구부터 임상 연

구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23,24].

2.2. 유기, 탄소 나노입자

탄소 기반의 나노물질은 단일 벽 탄소나노튜브

(SWNT), 다중 벽 탄소나노튜브(MWNT), 그래핀, 

탄소 양자점 등 다양한 구조와 형태로 존재한다. 

센서에 적용 시 탄소 기반의 나노입자들은 높은 

표면적  부피 비율, 뛰어난 전기 전도성, 화학적 

내구성, 강력한 기계 강도를 가지고 있어 많은 이

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센서의 높은 

감도와 향상된 검지 한계를 위해 활발히 활용되었

다[25,26]. 초기의 탄소 재료는 수용액상에서 분산

이 어렵고 균일한 기능을 가지는 입자의 량 합

성이 어려워 그 응용에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소 입자 표면 기능화 방법 

및 개선된 합성 방법을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탄

소 나노물질은 생체 친화적 특성을 부여하고 동시

에 타겟 물질에 한 선택성 및 반응의 안정성을 

증 시키는 등 그 가용성의 범위를 넓혀갔다[27]. 

작용기를 부착시킨 반응성 표면, 뛰어난 전기 전

도도, 내구성을 바탕으로 주로 전기 신호를 받아

들이는 센서에 활용이 많이 되었지만 형광 물질의 

quenching (소광) 유도 현상을 활용한 광학적 센

서에도 활용되고 있다[28,29].

2.3. 생물 유래 나노입자

생체 친화도를 높이고 생물학적 기능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생물 유래의 나노입자 합성에 한 

관심이 증폭하였다. 표적인 재료로 세포막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지질(lipid)을 사용하여 만든 베지

클 형태의 입자를 들 수 있다. 리포좀(liposome)과 

같은 베지클(vesicle) 형태는 입자 안쪽의 공간에 

원하는 물질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

하여 바이오센서, 약물 전달체 연구 분야에서 활

발히 사용되었다[30]. 또한 lipid의 구조에 따라 원

하는 기능기를 부여할 수 있어 필요와 목적에 맞는 

나노입자 합성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31]. 이외

에도 자가 조립형 펩타이드, 단백질은 생물 유래 

나노입자를 만드는 또 다른 주요 재료 중 하나이

다. 장점은 단백질을 발현하는 유전자 조작에 따

라 기능기 및 기능성을 가진 나노입자 합성이 용

이하고 생화학 물질인 만큼 생체 친화도가 높다는 

장점이 존재하여 약물전달, 바이오 이미징, 바이오

센서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32].

2.4. 금속나노입자

금속나노입자는 뛰어난 내구성과 함께 크기에 

따른 특유의 물리적, 화학, 전기화학성 특성으로 

인해 생체 내 및 체외 진단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

용되고 있다[33,34]. 금속나노입자의 재료, 모양, 

크기에 기반하여 생성되는 신호는 추가적 표지 물

질이 없어도 특유의 신호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안정적인 신호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금속나노입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금속이 지닌 물질 특성에 기반하여 형광물

질, 저분자 표지 물질 등의 신호 생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속나노입자가 가

진 플라즈몬 공명 현상은 raman 신호, 형광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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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와 같이 광학적 특성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35]. 또한 표면이 개질된 금속 입자는 

전기화학 신호의 증폭 및 감도, 선택성을 향상 시

키는 등 센서의 기능을 발전시키는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금속나노입자는 센서로써의 활용과 함

께 임상, 제약, 암 치료제 전달 등을 위한 연구에

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금속나노입자, 생체 

기능화 된 나노입자 및 나노 복합체 또는 나노 하

이브리드의 합성은 센서 및 바이오센서 발전에 큰 

기여하고 있다[36,37].

본 기고문에서는 위에 기술한 나노입자 중 화학

적, 광학적, 물리적 성질이 뛰어나고 다양한 방법

으로 바이오센서의 신호 증폭이 가능하여 센서 분

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금속나노입자 기

반의 센서 기술에 해 보다 심도 있게 기술 하고

자 한다(Figure 3).

3. 금속나노입자 신호 검출 방법에 따른 센서

의 분류

3.1. Optical detection

3.1.1. 형광 기반

형광물질은 그 특유의 구조에 따라 빛을 흡수에 

여기 상태에 도달한 분자가 에너지를 잃고 다시 

안정된 기저 상태로 돌아갈 때 에너지를 다시 빛

으로 방출하는 방사 과정을 갖는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형광물질은 오랜 기간 동안 센서 시장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액상 기반의 어세이, 또는 생체 

환경 내에서의 이미징 등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왔

다. 이러한 형광 물질은 분자 구조에 따라 신호 

(또는 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 검지가 

가능하며 몇몇 형광 분자들은 특이적 물질에만 친

화도를 가져 선택적 반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

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형광 물질은 오랜 시간

동안 빛에 노출되면 신호의 세기가 감소하여 오랜 

시간동안 모니터링이 어려워지고 검출 가능한 형

광 세기의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었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속나노입자를 활용하

여 다량의 형광물질을 집적화 하거나 형광 세기를 

증폭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형광물질 집적화

기존의 형광 기반의 어세이들은 형광물질을 항

체와 같은 물질에 직접 달아 타겟 인식 시 신호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1 

: 1 반응과 동일하므로 신호를 송출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노입자에 형

*출처: Nanotechnol. Rev., 6, 301-329 (2017).

Figure 3. 바이오센서 분야에서의 금속나노입자의 다양한 응용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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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질을 집적화 하고 타겟 물질을 인식할 수 있

는 리셉터를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한 개의 타겟을 

인식하더라도 집적화 된 형광물질이 함께 발광하

여 신호를 증폭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나노입

자 표면에 형광물질이 1,000개 부착이 가능하다고 

하면 최  신호 증폭 효율이 1,000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존 형광 어세이 방

법의 감도를 증가시킨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금 나노입자의 경우 Au-thiol 반응으로 표면 개

질이 용이하고 나노입자 표면에 많은 양의 물질을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생화학 물질 

검출이 나노-바이오센서 분야에서 아직까지도 활

발히 사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금 나노입자는 매우 

높은 흡광 계수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주게의 방출 파장의 부

분과 중첩되는 넓은 흡수 파장을 가지고 있기에 

quencher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38].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on/off 신호 체계의 센서를 개발

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하나의 예로 헤

어핀 구조의 DNA를 디자인하고 그 끝에는 형광

물질을 달아 금 표면과 닿도록 하였다. 이럴 경우 

감광 효과는 약 97%를 유지한다. 이후 타겟 DNA

가 존재하게 되면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되고 헤어

핀 구조가 풀리면서 형광물질이 금속 표면으로부

터 멀어지게 되면서 형광의 세기가 turn-on되게 되

고 이를 측정하여 생화학물질을 검출하는 방법 등

이 보고되었다(Figure 4)[39].

⋅형광 신호 증폭(Metal enhanced fluorescence, MEF)

금속나노입자가 가진 특유의 특성인 표면 플라

즈몬 공명(surface plasmon resonance) 현상은 형

광의 세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금

속나노입자에 의한 형광 세기 증폭 정도를 결정하

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나노입자에 의한 산

란 현상과 형광 방출의 결합 효율, 2) 금속나노입

자의 근거리 전자장 증가로 인한 입사광선의 증

폭, 3) 형광물질의 양자 수율 변환을 통한 방사 붕

괴 속도이다. 이러한 현상 발생을 위해서는 나노

입자 표면과 형광물질과의 일정 거리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균일한 효율로 일정 거리의 형광

물질을 나노입자 표면에 도입하는 기술이 핵심 요

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MEF 현상을 사용하여 형

*출처: Anal. Chem., 83, 1307-1314 (2011).

Figure 4. 금 나노입자 표면 위 형광물질 부착 DNA 집적화 후 타겟 DNA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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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 세기를 증 함에 따라 바이오 물질 검출 시 

감도를 개선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연구들은 

단백질, 유전체 검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

었다[40].

단독 재료를 사용하여 MEF 현상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코어-쉘 구조처럼 이종 재료를 금속나노입

자를 사용하여 형광 신호를 증폭하기도 한다. 이 논

문은 은과 실리카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나노

입자를 형성한 뒤 표면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recombinant protein을 잡는 압타머를 부착 시켰

다. 이후 반응하게 되면 타겟 물질 인식 시 압타머

의 구조가 G-quadruplex로 변환되게 되고 이 구조

는 형광물질과도 반응하여 금속나노입자 표면 가

까이 형광 분자를 머무르게 한다. 이러한 기작으

로 형광 분자가 캡처됨과 동시에 세기가 증폭되게 

되어 액상에서 30분 이내에 2 ng/ml의 바이러스 

단백질을 검출하였다(Figure 5)[41].

3.1.2. 빛 산란 기반

앞서 기술한 형광 기반의 센서는 형광 검출 광

학기기 발달과 형광 분자 개발로 중적으로 사용

되는 방법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형광 분자가 빛에 오랜 시

간 노출되면 그 세기를 잃고 신호를 내지 못하기

도 하며(photobleaching), 광 깜빡임(photoblinking) 

현상으로 인해 일정한 신호 생성이 어려울 수 있

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속나노입자가 

가진 물질 특유의 물리적, 광학적 성질을 활용한 

빛 산란 기반의 검지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다

[42-44]. 그 중에서도 암시야(dark-field microscopy)

를 이용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암시야 현미

경은 고리(ring) 형태의 집광기를 통해 표본에 기

울어진 방향의 입사광을 비춰 물체에 의해 산란 

또는 굴절되는 빛만 수집하는 현미경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명시야(bright-field) 현미경과 다

르게 배경은 어둡게 시료는 밝게 보이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보다 선명하고 향상된 resolution으

로 관찰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암시야 현미경은 

고배율 렌즈를 사용하면 광학 현미경임에도 불구

하고 단일 입자 형태의 나노입자의 거동을 관찰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45]. 나노

입자는 그 모양, 재료, 구조물(단일체, 이합체 등)

의 종류에 따라 암시야 현미경에서 관찰되는 색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의존하여 단일 분자수준의 관

찰부터 각종 질병 진단까지 다양한 분야에 거쳐 

활용되고 있다[46].

60 nm 크기의 금 나노입자는 단일 나노입자로 

존재할 때 암시야 현미경에서 초록색의 빛을 띠지

만 이합체를 형성하거나 크기가 커지게 되면 그 

색깔이 빨간색으로 shift하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금 나노입자 표면에 ATP 친화적 압타머

를 물리적으로 부착하여 검출한 방법이 보고되었

다[47]. 이 논문에 따르면 ATP가 존재 시 압타머

와 반응 하게 되고 이때 압타머는 구조적으로 안

*출처: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66, 527-532 (2015).

Figure 5. MEF 현상을 이용한 H5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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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가 되면서 금 나노입자 표면에서 떨어져 나오

게 된다. 이후 금 이온을 환원 시켜 금 나노입자와 

반응 시키게 되는데 나노입자 표면 위 압타머 존

재 여부에 따라 growth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어 

암시야 현미경상 관찰되는 색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1 nM 정도의 ATP를 광학적

으로 검출하였다.

3.2. Electrochemical detection

전기화학 신호 기반의 바이오센서는 상 적으

로 저렴한 제작비용, 휴 성, 높은 민감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센서 기반 의료기기 분야에서 가

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리는 센서 표면

에서 생물학적 반응 시 발생하는 변화를 전기적 신

호로 변환시키는 때 나노입자를 사용하여 신호를 

증폭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7,48]. 

항원-항체 반응 시 발생하는 전극 표면의 저항 값 

변화 및 센서 표면 전하의 이동을 측정함으로써 

타겟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보편적

인데 나노입자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 조절을 통

*출처: Chem. Comm., 22, 301-329 (2012).

Figure 6. 암시야 현미경을 이용한 ATP 생화학물질 검출 방법.

*출처: Anal. Chem., 88, 5469-5475 (2016).

Figure 7. 전기화학적 방법에 기반한 생화학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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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기 신호의 민감도를 개선하고 비특이적 신호

와의 차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49].

그 중에서도 electrogenerated chemiluminescence 

(ECL) 방법은 바이오센서 방법에서 흔히 사용되

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방법에 기반하여 특

정 물질을 검출한 방법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그래핀 산화물 표면에 압타머 시퀀스와 상보성을 

가지는 DNA 시퀀스를 부착하고 이후 ATP 선택

성을 가지는 압타머를 hybridization 시켜 고정하게 

된다. 여기에 Au-thiol 반응을 사용하여 금 나노입

자가 도입된 그래핀 산화물을 다시 부착하게 되면 

샌드위치 구조체를 만들어 ECL 신호를 quenching

하게 된다. 이후 타겟 물질인 ATP가 오게 되면 압

타머가 컴플렉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와 

동시에 금-그래핀 산화물 구조체도 떨어져 나가게 

됨으로써 ECL turn on됨과 동시에 신호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약 6.7 fM의 

ATP를 고감도로 검출하였다[50].

3.3. Colorimetric detection

나노입자에 의해 발색되는 빛을 보고 검진하는 

방법은 사용자의 접근이 가장 쉽고 고가의 검출 

장비를 요구하지 않아 실제 임상 응용 적용에 가

장 근접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나노입자로 인

한 발색 또는 착색 정도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타

겟 물질 농도 예측, 질병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51,52]. 나노입자를 사용해 색을 띄도록 하는 방

법은 나노입자가 수용액 상태에서 가지는 그 자체

의 색을 관찰하거나, 나노입자를 매개로 한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센서 표면에 착색 물질이 생성

되도록 하여 신호를 생성 및 증폭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53-55].

금 나노입자의 경우 수용액 상에서 와인색 빛을 

색을 띠게 된다. 하지만 나노입자끼리 가까워지게 

되면 보라색으로 색이 변하게 되고 다량의 나노입

자가 뭉치게 되면 회색을 띄었다가 결국 수용액상

의 색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사용하여 

병원균을 검출하는 논문이 보고되었다[56]. 박테

리아별로 표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하를 띈 

금 나노입자와의 상호작용 정도가 차이나게 된다. 

그 결과 금 나노입자의 aggregation 정도를 조절하

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용액 상의 색의 변화

를 유도한다. 이렇게 하여 매우 짧은 시간 안(5초 

이내)에 박테리아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다.

*출처: Anal. Chem., 89, 10639-10643 (2017).

Figure 8. 서로 다른 표면 전하를 가지는 4가지 금 나노입자를 사용한 박테리아, 곰팡이 검출 발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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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전망

새로운 기능성 나노물질 합성 및 분석기술의 발

전은 바이오센서를 비롯한 전체적인 센서 플랫폼 

개발의 발전과도 같다. 첨단 센서 플랫폼 구현은 

새로운 표면 개질, 미세구조 제작기술, 신호 증폭 

특성을 가진 다양한 새로운 재료의 개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건강 사회 구현과 함께 사용자들

은 저비용, 휴  편의성, 에너지 효율적, 손쉬운 사

용법 및 제조법, 뛰어난 감지 성능을 가진 센서 개

발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화학, 재료 과학, 물

리, 생명과학, 약학 및 의료분야에 걸친 복합적 학

제 간 연구를 통해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센서 중에서도 바이오센서는 사람

의 건강과 삶의 질, 생명과도 연결 되어 있기 때문

에 단순히 센서의 감도를 높이는 노력만이 아니라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한

다. 센서의 감도가 높아지게 되면 동시에 비특이

적 신호를 받아들이는 감도도 높아지게 된다. 따

라서 잘못된 결과를 송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다. 이로 인해 약물을 남용, 불필요한 치료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센서를 개발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논문에 보고 된 새로운 형태의 바이

오센서가 실제 임상현장,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경

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의료 분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필요성을 적용한, 그리고 실제 임상 샘플에서 작

동이 가능한 센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시 되어

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많은 곳에 보급하기 위

해 센서를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고 보관이 

용이 하도록 센서의 안정성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센서를 소형화 하고 IT를 접목하여 자동신

호 송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도 미래에서 요구되

는 항목 중 하나인 만큼 신호처리 시스템 개발, 신

호 통신 체계도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

게 모인 개인의 생체 신호를 중앙 시스템에서 분

석하고 개인 맞춤형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면 지금 

보다 더 건강하고 밝은 미래 구현이 가능할 것이

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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