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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다중벽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CNTs) 기반 바이오센서 전극의 포도당 산화효소
(glucose oxidase, GOD) 담지능을 높여 그 민감도를 개선하고자 그래핀 옥사이드(graphene oxide, GO)를 첨가하여 전극
을 제조하였다. GO 첨가로 인하여 MWCNTs의 분산뿐만 아니라 전극의 친수성 및 표면에너지가 증가하였다. 또한, 
MWNCTs 0.05 g에 GO 0.05 g를 첨가하였을 때 Km (Michaelis-Menten constant)이 0.105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GOD 담지능이 높아졌으며, 민감도가 121 µA mM-1까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GO첨가
에 의한 MWCNTs의 분산 안정성 향상, MWCNTs 전극 표면에서 친수성으로 개질 및 표면 자유에너지 증가가 GOD 
담지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o improve both the GOD immobilization capability and sensitivity of MWCNTs-based biosensor electrode, the electrode was 
prepared by adding different quantities of GO. The addition of GO increased hydrophilicity and the surface free energy of 
electrodes for glucose sensing as well as the dispersion of MWCNTs. In addition, the GOD immobilization capability was 
enhanced and the sensitivity was improved up to 121 µA mM-1 even though having a high Km value (0.105) when adding 
0.05 g GO to 0.05 g MWCNTs. These experimental results wer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improvement in dispersion 
stability for MWCNTs, hydrophilicity, and surface free energy of electrode surface due to the addition of GO affected GOD 
immobilization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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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당뇨병은 당 수치만 높아지

는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 신장질환 등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생

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다[1,2]. 특히, 당뇨병은 초기일 

때 관리를 잘하여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러한 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수록 더불어 바이오센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바이오센서는 포도당, DNA, 단백

질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와 반응하여 이를 물리적, 광학적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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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신호로 바꾸어 해당 물질의 상태 및 양을 알려주는 기기이다. 포

도당 바이오센서는 포도당 농도에 의하여 전류가 다르게 나타남으로

써 혈중 포도당 농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식이요법을 병행하여 당

뇨병을 관리할 수 있다. 포도당 바이오센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포도당과 직접 반응하는 전극이다. 이 전극은 효소 고정화 및 민

감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좋음과 동시에 포도

당 산화효소를 고정시키기에 유리한 성질을 지녀야 한다.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sp2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이에 따라 π전자가 비편재화(delocalized)되어 우수한 열 및 전

기전도성을 가진다. 또한, 부피 대 면적비가 크고 탄소 원자 간의 결

합이 강하며 화학적 안정성이 우수하고 잔류전류(residual current)가 

적어 오래 전부터 센서의 전극재료로 많이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그 영역이 넓어져 탄소나노튜브 기반 바이오센서의 전극재료가 두각

을 나타내고 있다[3-5]. 그러나, CNT는 소수성을 띠기 때문에 효소 담

지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바인더의 사용이 요구되거나 친수성 관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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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을 위한 표면처리를 필요로 해왔다[6]. 또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담지 외에 CNT에 GOD를 공유 결합하여 담지를 하는 방법도 있

으나 이는 탄소나노튜브의 표면처리, 개시제 도입 등 복잡한 공정을 

필요로 한다[7,8]. 

그래핀 옥사이드(graphene oxide, GO)는 2차 평면 구조이며 그래핀

의 기저면(basal plane)과 가장자리(edge) 부분에 다양한 산소 관능기

를 포함하는 재료로서 기저면에는 주로 에폭시기(–O-)와 하이드록시

기(-OH)가, 가장자리에는 주로 카르복실기(-COOH)가 존재한다[9,10]. 

이처럼 그래핀의 sp2 결합이 깨지고 다량의 산소 관능기를 가지고 있

는 GO는 CNT보다 전기적 특성이 다소 떨어지나 친수성을 띠며 물 

분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11,12]. 물 분산의 용이성은 음으로 

하전된 카르복실기의 존재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13-15]. 또한, GO는 

그래핀을 기본구조로 가져 파이(π)전자를 지니기 때문에 CNT와 같

은 탄소재료와 정전기적 인력으로 물리적 결합이 가능하다[16]. 그래

핀 및 그래핀 옥사이드를 이용한 바이오센서가 많이 연구되고 있으나 

모두 효소고정을 위하여 바인더 및 전도성 고분자를 동반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17,18]. 전도성 고분자도 효소의 지지체로 사용이 되는

데 효소고정에 도움을 주는 관능기를 도입하기 위한 표면처리 역시 

피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MWCNT의 분산성 및 포도당 산화 효소(glucose ox-

idase, GOD)의 담지능을 높이기 위하여 MWCNT와 GO를 혼합한 후 

GOD를 담지하였으며 감압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GOD 고정 및 전극

제조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또한, 포도당 농도에 따른 전류를 측정하

여 GO의 유무와 그 첨가량에 따른 MWCNT의 분산성 및 GOD 담지

능을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본 실험에서는 다중벽탄소나노튜브 (MWCNTs, CM-350, purity∼ 

90 wt%, bulk density∼0.04 g/cm3, Hanwha Chemical)를 사용하였으

며 GO는 개선된 hummers’ method로 합성하였다[19]. 전해질 제조에

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10X, pH 7.4) 및 potassium hex-

acyanoferrate (II) trihydrate (ACS reagent)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각각 

Gibco와 Sigma-Aldrich로부터 구입하였다. 전류측정 분석법에서 

D-(+)-glucose (ACS reagent)를 기질로 사용하였으며, Aspergillus ni-
ger로부터 얻은 GOD를 효소로 사용하였으며 모두 Sigma-Aldrich로부

터 구입하였다. 

2.2. GO-MWCNTs 혼합용액 제조 및 GOD 담지

GO의 유무 및 함량에 따른 GO-MWCNTs 혼합용액을 제조하기 위

하여 MWCNTs의 양을 0.05 g으로 고정시키고, GO는 각각 0.025, 

0.05, 0.1 및 0.2 g을 사용하였다. 먼저 MWCNTs와 GO를 3차 증류수 

50 mL에 각각 넣고 1 h 동안 음파처리기(sonicator)를 이용하여 분산

시켰다. 음파처리가 끝난 후, 상기 두 용액을 혼합하여 1 h 동안 다시 

한번 혼합 및 분산시켰다. 이 GO-MWCNTs 혼합용액은 하루 동안 상

온에 방치하였다. 단, 비교평가를 위하여 GO를 넣지 않은 경우 

MWCNTs를 3차 증류수 100 mL에 넣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혼합 공

정이 끝난 MWCNTs 및 GO-MWCNTs 분산용액에 GOD 0.08 g을 넣

고 0 ℃에서 1 h 동안 음파처리를 실시하였다. 처리 후, GOD가 

MWCNTs 및 GO에 충분히 담지될 수 있도록 4 ℃에서 24 h 동안 보

관하였다. 

2.3. GO-MWCNTs 전극 제조

GOD 담지가 끝난 MWCNTs 및 GO-MWCNTs 용액들은 에스퍼레

이터 및 유리필터로 구성된 감압여과장치를 이용하여 디스크 모양의 

전극으로 제조하였다. 여과지는 Advantec®사의 멤브레인 필터(세공크

기 0.2 µm, 직경 47 mm)를 사용하였고 바인더는 사용하지 않았다. 

MWCNTs 및 GOD 혼합용액을 감압 여과하는 경우, GOD가 형성되

는 전극에 담지 되지 못하고 여과장치에 걸린 압력에 의해 빠져버리

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에, GO가 첨가된 혼합용액

의 경우 여과액의 색이 증류수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GOD가 전극 

표면에 잘 담지 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얻어진 전극은 

GOD의 변형을 막기 위하여 4 ℃에서 8 h 전조하였다, 사용된 GO 및 

MWCNTs의 무게 비에 따라 GM12, GM11, GM21 및 GM41로 명명

하였으며 이를 Table 1에 명시하였다. 

2.4. MWCNTs 및 GO-MWCNTs 혼합용액의 분산성 및 전극의 

표면 분석

GO의 유무 및 함량에 따른 MWCNTs의 분산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UV, Mecasys Co., Ltd, 

Korea)를 이용하였다. MWCNTs 및 GO-MWCNTs 혼합용액을 3 mL 

취하여 큐벳에 넣고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파장은 MWCNTs

와 GO가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영역인 295 nm로 하였으며 측

정 시간은 측정 시작 후 6 h까지는 20 min 마다, 그 이후로는 1 h 마

다 측정하여 총 12 h 동안의 GO-MWCNTs의 분산 유지 정도를 살펴

보았다. 또한, 다양한 양의 GO를 첨가하였을 때 전극 표면의 친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GOD를 담지 하지 않고 전극을 얻어 접촉각 측정을 

실시하였다. 접촉각 측정에는 접촉각 측정기(Phoenix 300, Surface 

Electro Optics Co. Ltd, Korea)를 이용하였으며 극성 용매인 증류수와 

비극성 용매인 디아이오도메탄(diiodomethane)을 사용하였다. 접촉각 

측정 시, 전극 위 서로 다른 10개 지점에 용매를 떨어뜨려 얻은 접촉각

의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측정된 접촉각으로부터 Owens-Wendt-geo-

metric mean method를 이용하여 표면 자유에너지(surface free energy)

값을 계산하였다[20]. 더불어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FE-SEM, Hitachi, S-4700, the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BSI), Jeonju Center)을 이용하여 전극 표면 및 횡단면의 두께를 관

찰하였다. 

2.5. GO-MWCNTs의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GOD 담지 및 감압여과 후에 얻어진 전극의 전기화학특성을 살펴

보고자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을 실시하였다. 분석

에는 제조된 전극을 그대로 장착시킬 수 있는 바이오 셀을 이용하였

으며 Ag|AgCl을 기준전극, 백금호일을 상대전극, 본 실험에서 제조한 

전극을 작동전극으로 하는 삼전극계를 이용하였다. 전위구간은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구간인 -0.5∼0.5 V로 정하였으며 전위주사속

도는 5 mV/s로 천천히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제조된 전극의 담지

능 및 민감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류측정 분석법(amperometric de-

tection)을 실시하였다. 전류측정 분석은 CV분석과 마찬가지로 삼전극

계 바이오 셀을 이용하였다. 포도당의 농도는 0, 1, 2, 4, 5, 6, 8, 10, 

12, 15, 20, 25, 30 mM로 하였으며, 인가 전압은 CV측정에서 얻어진 

산화전압인 0.25 V로 고정하였다. 상기 모든 전기화학적 분석은 

Ivium Technologies Netherlands사의 전기화학분석 장비를 이용하였으

며 0.633 g의 potassium hexacyanoferrate (II) trihydrate를 포함한 300 

ml의 PBS 용액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potassium hexacyanofer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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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Quantity of GO (g)
Contact angle (°)

Polar Dispe-rsive
Surface Free Energy 

(m/Nm)Water Diiodomethane

MWCNTs 0
54.1

(± 4.00)
23.5

(± 6.83)
15.90 39.36 55.26

GM12 0.025
41.3

(± 5.31)
42.9

(± 4.50)
29.02 28.99 58.00

GM11 0.05
36.1

(± 0.21)
44.0

(± 0.16)
33.23 27.82 61.06

GM21 0.1
41.5

(± 2.74)
44.8

(± 2.60)
29.77 27.86 57.73

GM41 0.2
52.3

(± 3.25)
35.0

(± 3.32)
19.22 34.31 53.53

Table 1. Contact Angle and Surface Free Energy of the Prepared Electrodes depending on Contents of GO 

Figure 1. Digital images of suspensions mixed with GO and MWCNTs
according to time after sonication. 

Figure 2. Time-resolved UV-Vis absorption at 295 nm for the 
suspensions at different times after sonication.

(II) trihydrate는 포도당 산화 시 발생한 전자가 GOD로부터 전극표면

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 중간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3. 결과 및 고찰

3.1. MWCNTs 및 GO-MWCNTs 혼합용액의 분산성

MWCNTs 및 GO-MWCNTs 혼합용액(GM11)을 음파처리직후부터 

24 h까지 관찰한 사진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GO 용액은 GO가 

-OH 및 -COOH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증류수에 골고루 분산이 잘 되

는 반면, MWCNTs 용액은 소수성을 띠기 때문에 일부씩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용액을 혼합한 후에는 MWCNTs 용

액과는 다르게 육안상으로 분산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4 

h이 지난 후에도 가라앉거나 뭉치는 현상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다른 샘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좀 더 자세한 분산 상태를 알

아보기 위해 GO-MWCNTs 혼합용액에 대하여 UV/Vis spectrometry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UV/Vis spectrome-

try를 이용하여 두 재료가 흡수할 수 있는 파장을 지정하고 시간에 따

른 샘플의 빛 흡수 변화로부터 분산 정도를 알 수 있다. GO의 경우 

200∼300 nm에서[22], MWCNTs의 경우 260∼300 nm 근처에서 빛

의 흡수가 일어난다[23]고 알려져 있는데 본 실험에서 물리적으로 혼

합하여 스캔 한 결과 295 nm에서 가장 높은 흡수peak을 보여주었다. 

순수 MWCNTs 용액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빛의 흡수 정도가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주었으며 2.5 h 이후부터는 바탕값(blank)의 흡

수 정도 값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MWCNTs의 반데르발스 힘으

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MWCNTs 다발끼리 뭉쳐지고 뭉쳐진 다발이 

바닥으로 가라 앉아 blank의 흡수 값과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

다. 시간에 따라 빛의 흡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분산성이 좋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GO가 첨가된 모든 용액은 시간에 따른 빛의 

흡수량이 바탕값의 흡수량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GO가 

MWCNTs 분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GO가 MWCNTs의 

뭉침 현상을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22]. GO 함량이 많아질수

록 오히려 용액의 분산성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GO가 

과량 존재할 경우, GO와 MWCNTs의 소수성 도메인의 상호작용이 증

가하여 되려 뭉침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O의 양이 

0.2 g일 때는 오히려 분산성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GO가 과량 사용되

어 초기 분산형태와 시간이 흐른 뒤에 분산 형태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다른 조건의 시료와 달리 큐벳 안에 GO

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못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소량의 GO로 MWCNTs

의 분산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오히려 GO의 양이 많아지면 상태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MWCNTs 및 GO-MWCNTs의 표면 특성

GO 함량에 따른 MWCNTs 기반 작동전극 표면의 친수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접촉각 측정을 실시하였다. 증류수와 디아이오도메

탄을 이용하여 제조된 전극의 평균 접촉각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물 접촉각은 GO가 포함되었을 때 1.8∼18° 가량 감소하였으며, 디아

이오도메탄 접촉각은 GO가 포함되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3

∼21.3° 가량 증가하였다. GO의 양이 많아질수록 전극 표면의 접촉각

이 감소하다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분산감소의 이유 때

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GO의 양이 0.025 g일 때 0.05 g인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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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ensitivity (µA⋅mM-1) Imax (mA) Km LOD (mM) Linear range (mM)

MWCNTs - - - - -

GM12 109.0 2.386 0.078 2.63 2-30

GM11 121.0 2.653 0.105 1.23 1-30

GM21 102.6 1.98 0.077 4.90 2-30

GM41 14.6 0.683 0.028 153.86 2-30

Table 2. GOD Enzyme Activity, Sensitivity, and Other Characteristics of Prepared Electrode 

Figure 3. SEM images for cross section ((a)-(e)) and surface electrode
((f)-(j)) of prepared electrode depending on GO contents; (a) and (f)
for MWCNTs, (b) and (g) for GM12, (c) and (h) for GM11, (d) and 
(i) for GM21, and (e) and (j) for GM41.

분산성은 높았으나 친수성은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GO가 많을수록 어느 정도 분산이 우수할 때 전극 표면에 많은 산소 

관능기를 포함하게 되므로 접촉각이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샘플에 대한 표면 자유에너지는, 측정된 접촉각들을 바탕으로 

Owens-Wendt-geometric mean method로 계산되었으며 그 계산된 값

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상기 계산법은 극성과 비극성 용매를 1가지

씩 사용하여 계산된다[24,25]. 표면 자유에너지는 식 (1)과 같이 극성 

성분과 비극성 성분의 값을 합한 것을 말한다.

γs = γd
s + γp

s (1)

여기서 γs는 표면 자유 에너지, γd
s는 비극성 성분, γp

s는 극성 성

분을 의미한다. MWCNTs 0.05 g 및 GO 0.05 g로 이루어진 전극이 

61.06 m/Nm로 가장 높은 표면 자유에너지 값을 보여주었다. 

Figure 3는 MWCNTs와 GO-MWCNTs 전극의 표면 및 횡단면을 관

찰한 FE-SEM이미지이다. MWCNTs만으로 이루어진 전극 표면은 

MWCNTs 가닥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GO가 

첨가된 전극들은 GO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표면에 노출되는 

MWCNTs 가닥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GM12의 경우, GO가 일부 

존재하지만, GM21의 경우, 과량의 GO가 표면 전체를 덮어버렸고, 전

극 표면이 상당히 주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GO는 시트형태로 존재

하기 때문에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 표면의 거칠기가 발생

한 것으로 짐작된다. GO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접촉각이 증가

한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조된 

전극의 두께 변화이다. MWCNTs만으로 구성된 전극은 MWCNTs의 

가닥들이 서로 엉겨 있는 형태이고, 그 두께가 235 µm였다. 오히려, 

GO가 첨가될수록 전극의 두께가 103 µm (GM11)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GO가 첨가됨으로써 감압 여과 시, 

GO의 시트 형태가 사방에서 MWCNTs의 가닥들을 압축시키는 결과

를 초래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GO의 양이 MWCNTs의 양을 초

과하는 경우, 전극 두께가 오히려 증가했다. GM11과 GM21의 표면상

태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전극 두께는 각각 103 µm와 171 µm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MWCNTs와 GO의 비율이 전극 

두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MWCNTs만으로 이루어

진 전극의 경우 MWCNTs 가닥이 이루는 공극의 크기가 커서 GOD 

담지가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3.3. GO-MWCNTs의 전기화학적 특성

제조된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순환전압전류

법을 실시하였다. Figure 4에서 보여지듯이 순환전압에 따른 피크 발

생에 따라 전극에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극 표면에서의 GOD에 의한 포도당의 산화 및 mediator (M)의 거동

은 다음과 같다.

Glucose + GOD(ox) → glucose acid + GOD(red) (2)

GOD(red) + 2M(ox) → GOD(ox) + 2M(red) + 2H+ (3)

2M(red) → 2M(ox) + 2e (4)

상기 식 (2)∼(4)에서 M(ox)와 M(red)는 각각 중간체(mediator)의 산화 

및 환원된 형태이며, GOD가 포도당을 산화시켜 전자를 얻고 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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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yclic voltmmograms of prepared electrodes at a scan rate
of 5 mV/s.

Figure 5. Calibration curves obtained from amperometric detection 
results of prepared electrodes.

는 중간체에게 전달된다. 환원된 중간체는 전극에 전자를 내주면서 

재산화되고 전자를 받은 전극은 전류가 증가하게 된다[26]. 산화피크

가 발생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전압은 나중에 있을 전류측정 분석법에

서 인가 전압으로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0.25 V이며 이는 포도당

의 산화를 일으키는 전압이다. 또한, MWCNTs, GM12, GM11 순으로 

산화 피크의 높이가 높아졌는데 이는 전자반응이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는 동일한 양의 MWCNTs를 사용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GO

에 따른 GOD의 담지량이 증가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GM21의 경우, 산화, 환원 피크 사이의 전위차가 다른 샘플보다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전극에서 전자의 이동이 원활

하지 못하여 전자 반응이 느려졌음을 의미한다[27]. GM41의 경우, 아

예 산화, 환원 반응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CV 5회 측정 후, 0.25 V에서 전류측정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전류

측정 분석법은 총 3회 실시하였으며, 3번 측정의 평균값 및 평균표준

편차를 계산하여 보정곡선을 얻었고 이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보

정곡선의 기울기로부터 얻어지는 민감도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MWCNTs 전극은 포도당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류가 감소함을 보

여줌으로써 GOD 담지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전극 제조 

당시 여과액의 색이 노란색을 띠었던 이유를 말해준다. 앞서 언급했

듯이, MWCNTs만으로는 GOD가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의 작은 공극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GM21 (102.6 µA⋅mM-1), GM12 (109 

µA⋅mM-1), GM11 (121 µA⋅mM-1) 순으로 민감도가 증가하였고, 

GM41 (14.6 µA⋅mM-1)의 경우 민감도가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CV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더 나아가 GOD 담지능 및 전극 평가를 위하여 개선된 Lineweaver-

Burk식 및 한계 감지(limit of detection; LOD) 계산식을 이용하여 Km 

및 LOD 값을 계산하였다.

1/Is = (Km/Imax) × (1/S) + (1/Imax) (5)

상기 식 (5)에서 Km은 GOD와 포도당과의 친화도를 의미하며, Is는 

정전위 전류, Imax는 전극 반응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류, S는 포도당의 

농도를 의미한다[28]. 

LOD = response of blank + 3* (standard deviation) (6)

상기 식 (6)에서 response blank는 기기 자체에 흐르는 전류 값을 의

미한다[29].

위 식에 따라 계산된 값들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Km이 크다는 

것은 전극에 고정시킨 효소의 자유도가 크다는 것이며, 이는 효소와 

전극의 친화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30]. 제조된 전극들의 Km의 

값을 비교하였을 때, GM11의 Km 값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효소와 전극의 친화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가장 많은 양의 GOD가 전극에 

고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GM12, GM21순으로 GOD가 많

이 담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UV-Vi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담지된 GOD의 정량적 분석 결과, 800 ppm의 GOD 중 GM11의 경우 

783 ppm, GM12의 경우 711 ppm, GM21의 경우 702 ppm, GM41의 

경우 674 ppm의 GOD를 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GOD 담지

량의 증가는 GO첨가에 따른 MWCNTs기반 전극의 분산성 증가 및 

전극 표면 친수성 개질에 따른 표면에너지 증가에 기인한다. 더불어, 

GM11의 LOD 값이 1.23 mM로 가장 낮았으며 선형범위(linear range)

가 1-30 mM로 가장 넓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중벽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 옥사이드를 혼합한 

후 감압여과장치를 이용하여 바인더 없이 포도당 산화효소 담지와 동

시에 바이오센서 전극을 제조하였다. UV-Vis spectroscopy결과, 그래

핀 옥사이드의 첨가는 소량만으로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의 분산 안정

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벽탄소나노튜브 0.05 g 및 그

래핀 옥사이드 0.05 g으로 이루어진 전극은 친수성 및 표면 자유에너

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극 두께는 가장 얇았다. 또한, CV 및 

전류측정 분석법 결과에서도 가장 높은 민감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중벽탄소나노튜브에 적당한 양의 그래핀 옥사이드 첨

가는 포도당 산화효소 담지능을 높여 민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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