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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work, ZnO nanofibers were applied to electrode materials for the detection of cholesterol. ZnO

nanofibers were synthesized using the electrospinning technique with zinc acetate as a precursor. Electrospinning-synthesized

ZnO nanofibers were uniformly distributed by properly controlling the electrospinning parameters. After the calcination

treatment, nanofibers of pure ZnO phase were synthesized. Then, these fibers were successfully placed on Au-coated glass

substrates by dispersion of ZnO nanofibers in ethanol, dropping, and drying, in sequence. Cholesterol oxidase was then

immobilized onto the surface of the ZnO nanofibers. To enhance the immobilization, Nafion was additionally applied. The

sensing performances of the fabricated ZnO nanofibers-based sensors were analyzed by cyclic voltammetry in terms of

cholesterol concentration ranging from 100 to 400 mg/dl. In the I-V curves, measured by cyclic voltammetry, the ZnO

nanofiber-based sensor showed a proportional current behavior with cholesterol concentrations in phosphate buffered saline

solution. The sensitivity was measured and found to be 30.7 nA/mM·cm2, which is comparable to the values reported in the

literature. After not only optimizing the shape of the ZnO nanofibers but also improving the adhesion nature between the ZnO

nanofibers and the Au conducting layer, these fibers can be a good candidate for electrode materials in devices used to detect

low concentrations of cholesterol in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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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글루코스, 콜레스테롤, 요산, 레지오넬라균 등 생

체 내에 있는 물질들을 검출하는 바이오센서 연구가 활

발해지고 있다. 바이오 센서란 측정 대상으로부터 정보

를 감지하여 그 값을 관찰자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신

호로 변환하는 물질이나 장치를 의미한다. 바이오 센서

에는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과 분석할 대상을 검출할 수

있는 생화학적 요소(효소, 항원, 항체 등)가 필요하며, 이

두 물질의 반응으로 인한 전기화학적 변화나 열에너지

변화 등을 감지하여 분석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의 식품섭취 동향이 식물성 식품 섭

취 위주에서 동물성 식품의 섭취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혈액 내 콜레스테롤 농도 증가로 인한 심장 질환, 혈관

계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함에 따라 콜레스

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재료가 요구되

고 있다. 콜레스테롤과 콜레스테롤 산화효소(cholesterol

oxidase, ChOx)가 서로 반응하여 콜레스테롤의 수소가 제

거되어 수소이온을 형성시키면서 전자를 형성하는데,1-3)

이렇게 형성된 전자에 의한 전류변화를 감지하는 전기

화학적방법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전극에 적용한 연구사례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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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Parra 등은 Au 전극과 콜레스테롤 산화효소

가 흡착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바이오센서를

연구하였다.4)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효과적으로 고정화

하기 위해, Özer 등은 vinylferrocenium의 다층막을 형

성한 뒤, 다층막과 콜레스테롤 산화효소간의 정전기적 인

력으로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고정화 하였으며, 이 때

막에서 이온화된 양이온에 의해 과산화수소(H2O2)가 효

과적으로 분해되고 vinylferrocenium 막은 콜레스테롤 산

화효소의 고정화 역할과 과산화수소 분해에 촉매로써의

거동을 보임을 보고하였다.5) 또한, Parra 등은 Au 기판

과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DTSP(3,3'- dithiodipropionic

acid di(N-succinimidyl ester)) 자기조립 단분자막(self-ass-

embled monolayers, SAMs)을 이용하여 결합시킨 콜레

스테롤 바이오센서를 연구하였으며, 이는 Au가 산화효소

와 황화물과 잘 결합하는 것을 이용하였으며 DTSP는

Au 전극과 콜레스테롤 산화효소간의 연결체 역할인 가

교제로 사용되었다.6) Au 전극에 가교제가 사용된 또 다

른 선행 연구사례로, Solanki 등은 amino-undecsanethiol

SAMs를 Au 전극에 적용하여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전

극에 고정화하였으며, 이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다르게 전

기화학적 분석법을 이용하지 않고 광학적 분석방법인

SPR(surface plasmon resonance)을 이용하여 센서의 특성

을 분석하였다.7) 이외에 비정질 탄소 전극 기판에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를 적용하여 만든 콜레

스테롤 바이오센서와 CNT를 적용하지 않고 만든 콜레

스테롤 센서를 제작하여 비교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8)

콜레스테롤을 고정화하는 여러 가지 매체 중 본 연구

에서는 산화아연(ZnO)을 콜레스테롤 센서에 적용하였다.

ZnO는 생체 적합성이 탁월하고, 전기 전도성이 우수하여

전자를 쉽게 검출하고, 각종 효소와의 결합이 용이하다.

또한, ZnO는 합성 방법이 간단하고 비교적 저렴한 재료

이므로 생산 효율이 좋아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큰 장

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장점들을 가진 ZnO는

생화학과 연관된 다양한 바이오 센서를 구축하는데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ZnO를 다양한 구조로 형상화 시

켜 센서에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에는 ZnO의 나노 구조를 다양하게 형상화해 센서에 적

용하는데 이는 ZnO의 표면적을 증가시켜 효소가 고정

화 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혀 보다 높은 감응도를 가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Wang 등은 전극에 탄소

나노튜브층을 형성한 뒤, Pt/Au의 혼성체를 화학적 합성

법을 통해 만들어 ZnO 나노막대에 고착시킨 뒤 콜레스

테롤 산화효소로 콜레스테롤을 검출하였고,2) Ahmad 등은

종횡비를 제어한 ZnO 나노막대를 수열합성을 통해 제작

하고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ZnO 나노막대에 고정화하여

콜레스테롤 센서를 제작하였다.9) 또한, Umar 등은 저온에

서 제작된 ZnO 나노입자에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고

정하여 콜레스테롤 센서를 제작한 바 있으며,10) Umar 등

은 flower shaped ZnO의 나노구조를 수열합성을 통해

합성한 뒤,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고정화하여 센서를 제

작하였고,3) Israr 등은 Ag 나노선 위에 ZnO 나노막대를

형성시켜 바이오센서를 제작하였다.11)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고정할 수 있는 ZnO의

형상을 최적화하면 보다 감응도가 우수한 콜레스테롤 센

서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ZnO 나노섬

유를 이용한 센서는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고정화하는

가교제나 ZnO 나노막대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전극

의 표면적이 넓어 더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ZnO 나노섬유를 이용

한 바이오센서의 선행연구 사례로는 ZnO 나노섬유 기

반 글루코스 센서가 있다.12) 전기방사법으로 합성한 ZnO

나노섬유를 적용하여 만든 글루코스센서는 다른 ZnO 나

노구조로 제작한 센서에 비해 높은 글루코스 감응도와

짧은 반응시간을 나타내었다.12)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ZnO 나노소재를 이용한 바이

오센서의 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나노섬유를 이용한 바이

오 센서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ZnO

나노소재 기반 바이오센서의 실제 응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나노구조물을 적용한 바이오 센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전기방사법으로

합성된 ZnO 나노섬유를 콜레스테롤 산화효소의 고정매

체로 적용하여 바이오 센서를 제작하였고, 이 센서의 콜

레스테롤 감응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ZnO 나노섬유는 전기방사법(electrospinning)으로 형성하

였다. polyvinyl alcohol(PVA, [CH2CH(OH)]x) 2 g과 탈이

온수(deionized water) 18 g을 혼합하여 80 oC에서 4시간 동

안 교반하고, 이 용액에 초산아연(zinc acetate, C4H6O4Zn)

1 g을 첨가하여 같은 온도에서 6시간 동안 추가적으로 교

반하였다. 이때 초산아연은 Zn의 전구체 역할을 한다. 전

기방사의 인가전압은 20 kV, feeding rate는 0.03 ml/h,

needle과 콜렉터 사이의 거리는 20 cm였으며, 15분 동안

방사하였다. 합성된 as-spun 나노섬유를 공기중에서 승온

속도 10 oC/min로 600 oC에서 4시간 동안 하소(calcination)

하여 최종적으로 ZnO 나노섬유를 합성하였다. 

콜레스테롤 센서의 전극은 유리기판에 Au를 형성시켜

제작하였다. 유리기판과 Au 층의 접합력을 증대시키기 위

하여 유리기판과 Au 층 사이에 20 nm 두께의 Cr 층을

스퍼터링(sputtering)을 이용하여 형성한 다음 90 nm 두

께의 Au 층을 동일한 스퍼터링 방법으로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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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 나노섬유를 에탄올에 분산시킨 후, 형성된 Au 층

위에 에탄올 용매에 분산된 ZnO 나노섬유를 첨가하여

50 oC에서 1시간 동안 공기중에서 건조시킴으로서 나노섬

유를 Au 전극 위에 고정시켰다. 건조된 ZnO 나노섬유 위

에 콜레스테롤 산화효소 5 µl를 떨어뜨려 25 oC에서 2시

간 동안 건조하였다. 콜레스테롤 산화효소의 고정화 프로

세스가 종료된 다음 Nafion 2 µl를 추가로 떨어뜨려 4 oC

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켜 콜레스테롤 산화효소와 ZnO

나노섬유를 전극에 고정하였다. 최종 형성된 전극의 개

략적 모양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제작된 센서의 콜레스테롤 감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용 콜레스테롤 용액은 100 mg/dl - 400 mg/dl의 농

도로 제조하였다. 이 때 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0.1 M

인산완충용액(phosphate buffered saline solution, PBS 용

액)을 용매로 사용하였다. 특히 PBS 용액에 콜레스테롤

을 충분히 용해시키기 위해 Triton X-100을 사용하였다.

ZnO 나노섬유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

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을 이용하

여 관찰하였으며, 전기화학적 방법인 순환전류전압법(cyclic

voltammetry, CV)을 통해 콜레스테롤의 감응도(sensitiv-

ity)를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된 as-spun 나노섬유의 미세구조를 Fig. 2(a)에 나

타내었다. 지름 약 495 nm의 섬유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as-spun 나노섬유를 하소하여

형성된 ZnO 나노섬유의 미세구조는 Fig. 2(b)에 나타내

었다. As-spun 섬유에 비하여 지름이 상당히 수축된 나

노섬유가 균일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

세구조를 지닌 나노섬유는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고정

할 수 있는 넓은 표면적을 가지게 되어 센서 성능이 극

대화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ZnO 나노섬유와 콜레스테롤 산화효소

를 더욱 효과적으로 고정하기 위하여 Nafion 용액을 사

용하였다. Nafion은 술폰화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sulfo-

nated polytetrafluoroethylene)을 기반으로한 플루오르 중

합체 고분자물질로서, 열적으로 안정하고 프로톤 전도성

이 있으므로 고분자 전해질이나 이온교환막으로 이용되

고 있다. Fig. 3에 Nafion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나타내

었다. 

콜레스테롤은 콜레스테롤 산화효소에 의해 콜레스테론

(cholesterone, cholesten-4-3-on)으로 분해되면서 수산화기

(-OH)를 잃는다. 수산화기에서 빠져 나온 수소가 산소(O2)

와 결합하여 과산화수소를 형성하며(Eq. (1)), 과산화수

소가 분해되면서 수소이온이 형성되고 전자를 발생시킨

다(Eq. (2)). 이러한 콜레스테롤의 산화 반응을 이용하여

콜레스테롤의 농도에 따라 전류가 달라지게 되어 콜레

스테롤 용액의 농도를 감지하게 된다.

Cholesterol + O2 Cholesterone + H2O2 (1)

H2O2→ O2 + 2H+ + 2e− (2)

 
Cholesterol Oxidase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he cholesterol biosensor prepared

in this work.

Fig. 2. FE-SEM images of (a) as-spun and (b) calcined ZnO nanofibers. 

Fig. 3. Structure of Naf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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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센서의 콜레스테롤 감응특성을 cyclic voltam-

metr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

타내었다. 총 4가지 농도의 콜레스테롤 함유 PBS 용액

에 대한 I-V 곡선이며, 용액 내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콜레스테롤에서 콜레스테론으로의 변화가 커

지게 되어 최대 전류가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

한 I-V 곡선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센서의 콜레스테

롤 농도에 따른 감응도를 평가하였다. 이 때 감응도는

최대전류를 전극의 면적으로 나눈 값 vs 콜레스테롤 농

도의 그래프에서 얻어지는 기울기를 감응도라고 정의하

였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작된

센서의 콜레스테롤 감응도는 30.7 nA/mM·cm2 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나노섬유 기반 콜레스테롤 센서의

감응도를 기 보고된 문헌들의 자료들과 비교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연구 그룹별로 다른 scan rate, 측정범위 및 검출농도

구간이 달라 엄밀한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 제

작된 ZnO 나노섬유 기반 센서의 콜레스테롤 감응도가

Fig. 4. I-V curves, measured by cyclic voltammetry, of the ZnO nanofibers-based sensor taken from PBS solutions with various cholesterol

concentrations: (a) 100, (b) 200, (c) 300 and (d) 400 mg/dl.

Fig. 5. Current per electrode area as a function of cholesterol con-

centration. The slope in the figure corresponds to the sensitivity of

the ZnO nanofibers-based sensor.

Table 1. Comparison of sensitivity among the ZnO nanofibers-

based sensor and the biosensors in literature.

Electrode Material Sensitivity Ref.

ZnO nanofibers/Au/Glass 30.7 nA/mM·cm2 This work

ZnO nanorods/Pt-Au 26.8 nA/mM [2]

Flower-shaped ZnO/Au 61.7 µA/µM·cm2 [3]

Au 0.13 µA/mM [4]

SAMs/Au 54 nA/mM [6]

MWCNT 1261.71 µA/mM·cm2 [8]

ZnO nanorods/Au 74.1 µA/mM·cm2 [9]

ZnO nanoparticles 23.7 µA/mM·cm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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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나노섬유의 형상 조

절, 나노섬유의 밀도조절 및 콜레스테롤 산화효소의 고

정화 프로세스의 최적화 등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매우 우수한 성능의 ZnO 나노섬유 기반 콜레스테롤 센

서의 제작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법으로 형성한 ZnO 나노섬유

표면에 콜레스테롤 산화효소를 고정하여 콜레스테롤 센

서를 구현하였다. 콜레스테롤 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cyclic voltammetr의 최고 전류 값이 높아지는 것을 보

아, 제작된 전극이 콜레스테롤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콜레

스테롤 바이오센서의 감응도는 30.7 nA/mM·cm2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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