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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 a novel microcantilever device with nano-interdigitated electrodes (nano-IDEs) and DNA 
selective immobilization on the nano-IDEs for biosensing applications. Using the nano-IDEs and cyclic 
voltammetric methods, we have achieved selective immobilization of DNA with submicrometer spatial 
resolution on a freestanding microcantilever. 70~500 nm-wide gold (Au) nano-IDEs are fabricated on a low-
stress SiNx microcantilever with dimensions of 100~600 µm in length, and 15~60 µm in width, with a 0.5 µm 
thickness using electron beam lithography and bulk micromachining. Streptavidin is selectively deposited on 
one side of the nano-IDEs using cyclic voltammetry at a scan rate of 0.1 V/s with a range of -0.2~0.7 V during 
1~5 cycles. The selective deposition of dsDNA is confirmed by fluorescence microscopy after labeling with 
YOYO-1 dye. 

1. 서 론 

마이크로 캔틸레버는 표면 분석 또는 정보 
저장을 위한 SPM 탐침, 질량 센서, 가스 센서, 
DNA센서, 단백질 센서와 같은 다양한 물리량, 
화학량, 생화학량 계측용 센서로 널리 연구되고 
있다. DNA, 단백질과 같은 생체분자들이 마이크

로 캔틸레버의 표면에 결합하였을 때 발생하는 
공진주파수 및 변위 변화를 이용한 바이오 센서

는 기존 형광표지를 이용한 DNA 칩, 단백질 칩
에 비하여 표지를 하지 않고 고속 실시간 분석

을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6)

마이크로 캔틸레버의 한쪽 표면에 외가닥 
DNA 혹은 항원과 같은 생체감지물질을 형성한 
후 외가닥 DNA 에 상보 DNA 혹은 항체 등을 
반응시키면 마이크로 캔틸레버 표면위에 형성된 
생체분자사이의 정전력이 변화하게 된다. 변화된 
정전력으로 인하여 마이크로 캔틸레버에 비대칭 
응력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마이크로 캔
틸레버의 변위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마
이크로 캔틸레버의 변위차이를 측정함으로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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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염기불일치와 같은 DNA 검사, 질병 진단, 신
약개발과 같은 응용분야를 구현할 수 있다. 마이

크로 캔틸레버 배열(array)을 이용한 다중화 바이

오 센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마이크로 
캔틸레버 표면에 서로 다른 DNA 및 서로 다른 
생체분자를 형성시킴으로써 각각의 마이크로 캔
틸레버의 선택적 기능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생체감지물질로 사용되는 생체분자를 
원하는 위치에 균일하고 밀도가 높으며 재현성

있게 형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이크로 캔틸레버의 선택적 기능화를 위해 캔

틸레버 표면위에 생체분자를 분무 또는 전기분무

하거나 유체채널 및 피펫을 사용하여 형성하는 방
법이 보고되고 있다.(7~9) 또한 금 표면에 자발적으

로 형성되는 티올(thiol)기를 포함하는 생체분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보고 있다. B. Ilic 등은 마이

크로 캔틸레버의 끝 부분에 전자빔 리소그래피로 
수십nm 지름을 가지는 금 박막을 제작하고 티올기

를 이용하여 자기조립막을 형성한 바 있다.(10) 이와 
같이 티올기와 같은 반응기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캔틸레버의 표면에 생체분자를 결합시키는 방법은 
표면 재질에 따라 사용 가능한 반응기의 수가 제
한되며 하나의 마이크로 캔틸레버 표면에 서로 다
른 생체분자를 선택적으로 형성시키기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티올기와 같은 표면 반응기를 이용하지 않고 
생체분자를 기판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전기화

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전도성 또는 비전도성 
고분자와 함께 생체분자를 형성하는 방법이 보
고되고 있다.(11,12) 이와 같은 방법은 표면 반응기

를 이용하는 방법과 달리 전극을 형성한 후 표
면처리와 같은 복잡한 후처리 공정을 하지 않고 
다양한 생체분자를 고분자막 형성과 동시에 형
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맞물린 나노전극(nano-inter-
digitated electrodes, nano-IDEs)을 가지는 마이크로 
캔틸레버를 제조하고,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

하여 마이크로 캔틸레버 표면에 생체분자를 선
택적으로 고정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생체분자의 선택적인 고정화를 위한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중합(electro-polymerization) 
및 표면특성을 분석하는데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을 사용하였다. 스트렙트아비딘

을 함유한 고분자막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캔틸

레버 표면에 다양한 생체분자를 나노미터 분해

능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Fig. 1 Schematic of the microcantilever device with 

nano-interdigitated electrodes (nano-IDEs): (a) 
one side of the nano-IDEs on the 
microcantilever is selectively deposited with 
streptavidin by cyclic voltammetry; (b) 
complementary ssDNA is immobilized on the 
nano-IDE using streptavidin-biotin interactions 

2. 소자 제작 

맞물린 나노전극을 가지는 마이크로 캔틸레

버 및 이를 이용한 생체분자의 선택적인 고정화

에 대한 모식도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순환전

압전류법를 이용하여 생체분자를 고정하기 위해 
맞물린 나노전극이 마이크로 캔틸레버의 한쪽 
표면에 형성되어 있다. 전도성 고분자인 스코폴

레틴(scopoletin) 단량체와 스트렙트아비딘을 포함

하는 전해질 용액 내에서 일정 속도로 전위를 
순환시켜 주면 나노전극의 한쪽에만 스코폴레틴
의 전기중합반응에 의해 고분자막이 형성되면서 
전극 근처에 있는 스트렙트아비딘이 고분자막 
내부 혹은 표면에 고정된다. 표면에 형성된 스트

렙트아비딘은 바이오틴을 함유하는 외가닥 DNA
와 반응할 수 있는 수용체로써 역할을 하게 된
다. 또한 이후 상보 DNA 를 결합시킴으로써 마
이크로 캔틸레버의 특정 영역에 DNA 혼성화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Fig. 
1(a)와 같이 한쪽 나노전극에만 스트렙트아비딘 
또는 그 밖의 다양한 생체분자를 형성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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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abrication processes of the microcantilever 

with nano-interdigitated electrodes 

 
Fig. 3 SEM photomicrographs of the fabricated 

microcantilevers with nano-interdigitated 
electrodes 

Fig. 2 에 맞물린 나노전극을 가지는 마이크로 
캔틸레버 제조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4 인치 (100) 
실리콘 기판에 LPCVD 방법을 이용하여 두께 0.5 
µm인 저응력 실리콘 질화막을 형성하였다. 실리콘 
기판 뒷면의 실리콘 질화막을 건식 식각하여 제거

한 후 25wt% TMAH 수용액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
판을 식각하여 저응력 실리콘 질화막 멤브레인을 
제조하였다. 전기적 연결을 위한 패드와 전자빔 리
소그래피공정시 정렬 패턴을 위한 100/20 nm 두께

를 가지는 금/크롬층을 전자빔 증착한 후 양성 감
광막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습식 식각하였다. 나노

사이즈의 선폭과 간격을 가지는 맞물린 나노전극

은 전자빔 리소그래피와 리프트 오프법을 이용하

여 제조하였다.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위하여 950K 
4wt.% PMMA를 회전도포한 후 170 oC 에서 3 분간 
베이크하였다. 전자빔 노광은 100 μC/cm2 도즈, 30 
keV에너지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MIBK/IPA 1:1 용

액에서 현상한 후 70/20 nm 두께를 가지는 금/크롬

층을 전자빔 증착하고 아세톤으로 PMMA를 제거

하여 맞물린 나노전극을 제조하였다. 이후 양성감

광막을 식각마스크로 이용하여 실리콘 질화막을 
건식 식각하고 양성감광막을 제거함으로써 맞물린 
나노전극을 가지는 마이크로 캔틸레버를 제조하였

다. 
Fig. 3 에 제조된 맞물린 나노전극을 가지는 마

이크로 캔틸레버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제조된 
마이크로 캔틸레버는 길이 100~600 µm, 폭 15~60 
µm 이었으며 70~500 nm 의 다양한 선폭을 가지는 
맞물린 나노전극이 캔틸레버 표면에 형성되어 있
다. 맞물린 나노전극의 다양한 선폭과 간격은 다양

한 길이를 가지는 DNA 의 양 끝단을 각각의 전극

에 고정시킨 후 상보결합 혹은 혼성화된 DNA 와 
결합하는 단백질과의 상호작용 등을 인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선택적인 고정화 실험 

3.1 순환전압전류법을 이용한 스트렙트아비
딘 고정화 

제조된 마이크로 캔틸레버 표면위 한쪽 나노전
극에 순환전압전류법을 이용하여 스트렙트아비딘/
스코폴레틴 고분자층을 형성하였다. Fig. 4(a)는 순
환전압전류 실험에서 쓰이는 퍼텐셜 프로그램의 
모양과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어지는 순환전압전
류 곡선의 한 예를 나타내며, Fig. 4(b)는 나노전극 
위에 고분자층을 형성하기 위한 실험 개략도를 나
타낸다. 실험은 BAS 100B (Bioanalytical system, Inc.)
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기준전극은 전해질 용액
에 은선을 담구어 사용하였으며 작업전극과 상대
전극으로 맞물린 나노전극의 각각을 사용하였다. 
기준전극에 대해서 작업전극에 전위를 스캔하면서 
작업전극과 상대전극 사이에서의 전류를 측정함으
로써 순환전압전류 곡선을 얻는다.  
시료의 양을 최소 부피화하기 위해서 전해질 용

액을 담는 저장소(reservoir)로 PDMS(Sylgard 184, 
Dow Corning)를 사용하였다. PDMS prepolymer 와 
curing agent를 10:1비율로 혼합해서 60 ℃에서 8 시
간을 오븐 안에서 유지시켰다. 고형화된 PDMS 는 
용액을 담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실리콘으로부
터 떼냈다. 이를 이용하여 맞물린 전극을 가지는 마
이크로 캔틸레버 부분만을 20 µL 의 전해질 용액에 
노출시켰다. 전해질 용액은 0.1 mol/L NaCl 용액으로
써 1 mg/mL 스트렙트아비딘(Sigma)과 2 mm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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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a) A potential program for CV experiment and 
an example of cyclic voltammogram and (b) a 
schematic view of the experimental setup for 
streptavidin selective immobilization by cyclic 
voltammetry 

스코폴레틴(7-hydroxy-6-methoxy-coumarin, Sigma)
을 녹여 사용 하였다. -0.2 V~0.7 V 범위의 전위에
서 일정 속도(0.1 V/s)로 스캔하면서 전류의 변화
를 관찰하였다. 실험 후 작업전극 이외의 영역에 
비특이적으로 결합된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전해질 용액을 이용하여 여러 번 세척하였다. 

Fig. 5 에 마이크로 캔틸레버위 맞물린 나노전
극에 순환전압전류법을 이용하여 스트렙트아비
딘/스코폴레틴 고분자층을 형성하는 동안 측정된 
전류전압곡선을 나타내었다. CV 스캔주기수(scan 
cycle)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산화전류의 위치가 
0.53 V에서 0.56 V로 약간 이동하였으며, 최대산
화전류값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최
대산화전류 위치는 스코폴레틴을 이용한 기존 
보고된 값과 유사하며,(12) 최대산화전류값의 점
차적인 감소는 작업전극 표면에 스트렙트아비딘/
스코폴레틴 고분자층이 형성되는 정도가 증가하
여 전해질 용액과 작업전극간의 전자전달

(electron transfer)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로부터 나노전극 표면에 
스트렙트아비딘/스코폴레틴 고분자층이 성공적으
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전극 표면에 스트렙트아비딘/스코폴레틴 

 
Fig. 5 Three cyclic voltammetric scans for the electro-

deposition of streptavidin/scopoletin film 
 

    
Fig. 6 Film thickness and surface roughness variations 

of streptavidin/scopoletin film vs. cyclic 
voltammetric scan cycle number 

 

 

Fig. 7 SEM photomicrographs of nano-interdigitated 
electrodes after streptavidin/scopoletin electro-
deposition with four cyclic voltammetric scans 

 
고분자층의 형성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현미경, AFM, 그리고 SEM 을 통하여 관찰하였고 
그 결과를 Fig. 6과 Fig. 7에 나타내었다. 전극 표면
에 형성된 고분자층은 노란색을 띠며 스캔주기수
가 증가함에 따라 그 색깔이 진해지는 것이 관찰
되었다. CV 를 1 회 실시하였을 때 약 32 nm 두께
의 고분자층이 형성되었으며, 스캔주기수가 증가함
에 따라 두께와 표면거칠기는 증가하였다. 나노전
극의 표면거칠기는 약 1.3 nm이었으며 CV를 5회 
실시하였을 때 약 5.9 nm 의 표면거칠기를 보였다. 
Fig. 7 은 스캔주기수를 4 회로 하여 CV 를 실시한 
후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결과이며 고분자층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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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n AFM image and a cross-sectional line profile 

of electrodes modified with streptavidin/ 
scopoletin after labeling with fluorescein-biotin 
conjugate compared to unmodified electrodes 

 

성된 나노전극의 폭이 처리되지 않은 나노전극에 비
하여 대략 126 nm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바이오틴의 선택적인 고정화  
스코폴레틴 고분자막 내부 혹은 표면에 스트렙

트아비딘이 형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스트렙트아비딘이 바이오틴과 특이적 결합하
는 성질을 이용하여 형광물질이 표지된 바이오틴
(λex=488 nm, λem=520 nm)을 시편에 결합시키는 실
험을 수행하였다. 형광물질이 표지된 바이오틴
(125 mg/ml)을 포함하는 완충용액(phosphate buffer 
saline, PBS, pH 7.4)에 마이크로 캔틸레버를 30 분 
동안 담가두어 나노전극에 형성된 스트렙트아비딘
에 바이오틴이 결합하도록 하였다. 형광현미경을 
통하여 한쪽 나노전극에만 선택적으로 스트렙트아
비딘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Fig. 8 의 
AFM 측정결과로부터 약 150 nm 두께를 가지는 
바이오틴/스트렙트아비딘/스코폴레틴 고분자층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3 DNA의 선택적인 고정화 
CV 를 이용하여 맞물린 나노전극에 형성시킨 

스트렙트아비딘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캔틸레버 
표면에 외가닥 DNA 의 고정화 및 혼성화 실험
을 실시하였다. 스트렙트아비딘이 형성된 마이크
로  캔틸레버를  바이오틴이  결합된  외가닥 
DNA(5’-biotin-CGC ATT CAG GAT TCT CAA CTC-
3’)를 포함한 10 mM 완충용액(pH 7.4)에 1시간담
가두어  외가닥  DNA 를 나노전극에 결합시켰 

 

 
Fig. 9 Fluorescence microscope image of the fabricated 

microcantilever with selectively functionalized 
nano-interdigitated electrodes after labeling with 
YOYO-1 

다. 반응하지 않은 DNA 를 제거하기 위해 Twin 
20 을 포함하는 완충용액을 이용하여 세척하였다. 
DNA 혼성화 실험을 위해서 상보 DNA 를 포함
하는 0.3 M 완충용액(pH 7.4)에 4시간 동안 담가
두었다. 이후 완충용액으로 세척한 후 혼성화가 
잘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광
물질(YOYO-1)를 사용하였다. 형광물질을 포함하
는 10 mM 완충용액(pH 7.4)에 샘플을 30분 동안 
넣어두어 형광물질을 혼성화된 DNA 와 결합시
켰다. 형광물질을 표지한 후 완충용액을 이용하
여 세척하였다. 

Fig. 9 에 나노전극에 혼성화된 DNA 를 형광
물질로 표지한 후 마이크로 캔틸레버의 형광현
미경 사진을 나타내었다. 제조한 저응력 실리콘 
질화막 마이크로 캔틸레버는 길이 200 µm, 폭 
20 µm, 두께 0.5 µm 이었으며 500 nm 선폭 및 간
격을 가지는 맞물린 나노전극 및 금 반사판을 
포함하고 있다. 형광현미경 사진을 통해 DNA 
혼성화는 스트렙트아비딘이 고정된 한쪽 나노전
극에서만 선택적으로 일어나며 DNA 혼성화를 
마이크로 캔틸레버의 선택적인 영역에서 일어나
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술은 나노스

케일의 변위를 감지하는 마이크로 캔틸레버 바
이오 센서분야에서 생체물질들을 검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

여 마이크로 캔틸레버에 나노미터 분해능을 가
지고 선택적으로 생체분자를 형성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맞물린 나노전극을 가지는 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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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틸레버를 제조하고, 순환전류전극방법을 이용

하여 스트렙트아비딘을 포함한 스코폴레틴 고분

자층을 맞물린 나노전극에 선택적으로 형성하였

다. 나노전극에 고정된 스트렙트아비딘을 활용하

여 바이오틴을 포함하는 DNA 의 고정화 및 혼
성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선폭 70~500 nm 인 맞물린 나노전극을 포함하

는 길이 100~600 µm, 폭 15~60 µm, 두께 0.5 µm 
저응력 실리콘 질화막 마이크로 캔틸레버를 포
토리소그래피와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스캔 범위 -0.2~0.7 V, 속도 0.1 V/s, 
주기수 1~5 회로 수행된 순환전압전류법을 이용

하여 맞물린 나노전극의 한쪽에만 스트렙트아비

딘을 포함하는 스코폴레틴 고분자층을 형성하였

다. 바이오틴과 스트렙트아비딘의 특이적 결합반

응을 이용하여, 바이오틴이 결합된 외가닥 DNA
를 각각 스트렙트아비딘이 고정된 나노전극에 
결합시키고 상보 DNA 를 혼성화시켰다. 이는 형
광물질로 표지한 후 형광현미경을 통하여 DNA 
혼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나노스케일의 변위를 감지하는 마
이크로 캔틸레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구조물

을 이용한 바이오 센서분야에서 생체물질들을 
선택적으로 고정시킨 후 인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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