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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바이오(BT), 정보통신(IT), 나노기술(NT), 환경/에너지(ET), 우주(ST), 그리고 문화컨텐츠(CT) 기술들간에 

융합 현상은 현대인간 사회 난제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융복합 R&D 정책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융합기술종합발전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등 국가적인 지원에 앞서고 있다. 최근 생명비밀을 풀어낸 바이오 생명공학과 IT 나노기술의 융합 NBIT는 

새로운 미래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현대의학 난제 극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1,2 NBIT기반 융복합기술은 인공장기 개발, 식량공급기술, 첨단화학무기, 유전자 치료, 체내 줄기세포 

기술, 그리고 암 정복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NBIT 기반 융복합 나노바이오센서는 화학공학, 

재료공학, 분자생물학, 유전자학, 반도체 전자공학 등 과학 전반에 걸친 기술 미래집약형 융합기술로써 각종 질병 

진단 및 예측, 신약개발, 식품가공분야, 그리고 생체모사 등 응용이 광범위하여 다양하게 연구발전 되고 있다.3 

나노바이오센서란 특정 물질에 인식기능을 갖는 생물학적 탐침(bioprobe)이 전기 또는 광학적 변환기

(transducer)와 결합되어 타겟 생물분자와의 상호작용을 인식함으로써, 극미량의 생화학 물질을 선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소자를 말한다.
4,5

 생물학적 탐침으로는 압타머(aptamer),
6
 항원/항체 혹은 단백질(antigen or 

peptide),
7
 수용체(receptor),

8
 베지클(vesicle)

9
 등이 속하며, 변환기로는 전도성 나노구조체(전도성 고분자 나

노입자10 및 튜브,11 카본나노라드,12 그래핀13 등) 및 형광 구조체(금속,14 퀀텀닷(quantum dot),15 에너지 상향물

질 나노물질(upconversion)
16

 등)들이 있다(그림 1). 이들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나노바이오센서들의 감지 방

법은 측정하는 신호와 종류 및 방법에 따라서 크게 광 에너지 전이/변환 및 전기변환 방식들로 나뉘어 진다. 광 

에너지 전이/변환 방식으로는 형광공명에너지전이(forster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17 무 표지식 포

토닉 크리스탈(photonic crystal), 및 표면증강라만분광법(surface-enhanced raman spectroscopy, SERS)
18 방

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전기변환은 표적물질과의 선택적 상호작용으로 유발된 물리적 혹은 화학적 변화를 

전기적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종류(전위차 측정, 산화/환원 반응에 따른 전류변화, 나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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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 주요 나노바이오센서 구성요소: (a) 바이오탐침, (b) 전도성 나노구조
체, 그리고 (c) 형광나노물질.

(a) (b)

그림 2. 대표적인 (a) p-채널 및 (b) n-채널 MOS 트랜지스터의 구조도.

(a)

(b) (c)

그림 3. (a) p-type CNT기반 FET 반도체 특성(CNT FET 구조도). 생체분자
-CNT 결합에 따른 (b) 문턱전압 변화 및 (c) 전도도 변화 그래프.22

그림 4. 전도성고분자 나노물질(CPNT)기반 FET 나노바이오센서의 분석물
검출원리.

채널에 의한 전류변화19
)의 전류 변환 감지센서가 지금까지 

개발 되어져 왔다.
20

 모든 측정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전류변환 감지센서는 광학적인 측정방법에 비해 측정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고가의 측정장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 덕분에 

선호되고 있는 방식이다.
21

 특히, 나노재료와 반도체 소자간의 

집적형태인 전계유발 효과 트랜지스터(field-effect transistor, 

FET)기반 나노바이오센서 장치는 소형화, 대량생산, 단일세

포, 단 분자 분석, 실시간 관찰, 및 공정과정이 저렴하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22

본 기고에서는 최근 FET 기반 나노바이오센서의 기술적 

발전을 감지 메커니즘 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후, 실제 개발되

고 있는 융복합 FET 나노바이오센서 적용기술에 대해 소개

하고, 이러한 기술들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2.1 FET 나노바이오센서

일반적으로 소스(source, S), 드레인(drain, D), 그리고 게

이트(gate, G)로 이루어진 FET 구동방식은 입력전압에 의해

서 트랜지스터의 두 단자 사이에 흐르는 전류가 조절되는 소

자를 일컫는다. 전류의 이동 통로가 정공에 의해서 진행되는 

형태를 p형, 전자에 의한 운반형태를 n형이라고 일컫는다 

(그림 2). 기존 박막형태 FET기반 바이오센서는 박막 트랜지

스터 표면과 타겟분자들과의 반응을 통한 트랜지스터 전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박막 형태 바이

오센서는 크기가 작아지면 그에 따라 표면적이 작아져서 감

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휴대용 센서

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FET 나노바이오센서는 기존 박

막형태의 트랜지스터를 반도체 나노물질로 대체함으로써 고 

감응성 초소형 FET 바이오센서를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생체분자의 작은 크기가 나노구조체와 비슷하다는 점

과 나노물질의 부피당 생체분자와 결합할 수 있는 표면적이 

기존에 비해 향상되기 때문이다.
22-24 그림 3a는 탄소나노튜브 

(CNT)기반 FET의 전형적인 전류(I)-게이트전압(Vg)에 대한 

p-type 반도체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CNT-FET기반 센서 

감지원리는 CNT 표면에 바이오물질이 흡착될 때 발생하는 

CNT 내부 전하이동에 의한 게이트전압의 문턱전압 변화(그

림 3b)와 그에 따른 전기 전도도 변화(그림 3c)를 측정함에 

있다. 

최근 바이오물질 선택성을 가지는 나노선 FET 나노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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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전기이중층 모델: (a) Helmholtz, (b) Gouy-Chapman, (c) Stern's 
model.26

(a)

(b) (c)

그림 6. (a) 전도성 고분자 나노입자 FET 기반 호르몬 센서의 모식도. (b) 
호르몬 센서의 전형적인 p-type Ids-Vds 곡선. (c) 호르몬 센서를 통한 
부갑상선 호르몬 감지 곡선.28

오센서가 2004년 하버드 대학의 Liber 교수 연구팀에 의해서 

개발 되었다.25 이는 표면 기능화된 나노선 표면에 부착된 바

이오탐침과 목표 바이오 물질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자체 전

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나노선 내부의 전기 전도도 변화 

검출원리를 이용한 비표지식 방식이다(그림 4). 즉, 나노트랜

지스터 표면에서 바이오물질간의 결합이 유사 게이트전압 

형태로 나타나며, 이들이 유도하는 전하량 크기 및 종류에 의

해서 트랜지스터의 표면 전류 변화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

는 방법이다. 이는 종래의 FET기반 바이오센서에 비해, 공정

이 간단하고, 극미량에도 고감도의 신호 변환이 가능하기에 

최근 나노바이오센서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2.2 Debye 길이(length, K-1) 

나노물질 기반 FET 나노바이오센서는 전해질이 존재하는 

용액 속에 반도체 전극이 담겨 있는 형태로써, 트랜지스터 표

면근처에서 바이오탐침과 타겟 바이오물질 반응에 따라 변

하는 (확산이중층 길이) Debye length가 가장 중요한 변수

가 될 것이다. 이는 전기이중층의 전하 분포에 대한 이론으로 

Helmholtz, Gouy, Chapman, 그리고 Stern에 의해서 제시

되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반대이온의 농도는 표면에서 멀

어지면서 매우 빠르게 감소하다가 점점 서서히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다(그림 5a,b). 

구체적으로, Poisson-Boltzmann방정식을 통해서 확산전

기이중층을 분석할 수 있다.
26






 sinh 
 

ϕ: 전기 퍼텐셜, c: 확산층 이온 농도, z: 이온의 하전가, e: 기

본전하량, ɛ0: 진공의 유전율, ɛ: 액체의 유전상수, kB: 

Boltzmann 상수, T: 온도에 의해서 나타낼 수 있다. 만약 | 

zeϕ | << kB T라면 Poisson-Boltzmann 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근사를 할 수 있다 (Debye-Hukckel 근사).




≈






위의 식의 해를 구하면 다음 과 같다.


 ≡





여기서 1/K을 확산전기이중층 길이, Debye 길이로 정의한

다면, 농도가 진할수록 K가 커지고, 따라서 Debye 길이는 작

아진다. 이온의 실제 크기를 고려한다면 Helmholtz layer와 

diffuse layer로 이루어지게 된다(그림 5c). 예로써 탄소나노

튜브 표면에 붙은 항체 사이에 Debye 길이는 K-1 = 0.32 x 

I
1/2로 계산되었다.

27
 Debye 길이를 염두해 두고, 실제 나노

구조체(나노 선, 나노 입자, 탄소기반 나노구조체) FET 나노

바이오센서가 적용되는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2.3 호르몬 센서

우리 인체는 극 미세 호르몬 변화에도 골다공증, 심장혈관

계 질병,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병된다. 이러한 극미 세 

호르몬을 감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p-type 나노입자기반 

FET 나노바이오센서가 개발되었다(그림 6a).28 이는 공-중합

법에 의해 제조된 카르보닐기(-COOH)가 도입된 전도성 고

분자(피롤) 나노입자를 트랜지스터로 활용함으로써, i) 실란

(-NH2) 처리된 유리기판 위 고정화 및 ii) 바이오탐침인 호르

몬 리셉터간 화학적 결합 등의 장점을 가진다. 실제 호르몬리

셉터가 부착된 전도성 고분자 나노입자(CPPyNPs) 트랜지

스터는 액상 게이트전압(liquid-ion gate)이 negative로 증

가함에 따라 전류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p-type Ids-Vds 곡선

을 보여 주었으며(그림 6b), 펨토 몰(fM)의 부갑상선 호르몬

(hPTH)을 선택적으로 감지할 수 있었다(그림 6c). 이는 부갑

상선 호르몬과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리셉터와 부갑상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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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플렉시블 그래핀 FET 나노바이오 전자 코의 냄새분자 감지 메커니
즘.29 

(a) (b)

그림 8. (a) 전도성 고분자 나노튜브와 (b) 플렉시블 그래핀 기반 FET나노바
이오 전자 코의 모식도 및 선택적 냄새분자에 대한 감지 곡선 그래프 비교
데이터.31,32

(a) (b)

그림 9. (a) 그래핀 마이크로 패턴 전극(원자력현미경을 통한 단층 그래핀
분석결과). (b) 마이크로 패턴 그래핀 트랜지스터의 전형적인 전달곡선 특
성.35

르몬의 결합이 pH 7에서 자체 negative charge를 형성하고 

p-type의 트랜지스터 표면에 전하 케리어인 정공(hole)의 축

적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트랜지스터에 야기되는 전류의 양

이 증가되는 반응 메커니즘이다. 

2.4 나노바이오 전자 코(Bioelectronic-Nose)

전자 코는 의료, 식품, 및 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기존

의 전자 코들은 낮은 감응도와 선택성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

고 있었다. 사람 코는 약 388개의 후각 리셉터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들 냄새 리셉터는 각각 하나의 냄새분자들과 특이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냄새를 지각한다. 이러한 냄새분자 리

셉터와 FET 트랜지스터의 결합은 훈련된 사람 코의 10,000

배가 넘는 선택성과 감응도를 보여 주었다.
29,30

 이 또한, 리셉

터와 냄새분자간의 결합에 의한 유도 게이트전압((negative 

charge) 영향에 따른 나노트랜지스터 표면전하량(hole)이 

변화 되었기 때문이다(그림 7). 특히, FET 트랜지스터의 종

류를 변화함으로써 향상된 감응도를 관찰할 수 가 있었다. 그 

예로, p-type 전도성 고분자 나노튜브에 비해 그래핀은 감응

성에서 약 1,000배 이상 향상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그림 

8a,b).31,32 이는 그래핀이 가지는 zero-bandgap에 의한 빠른 

전하 이동도(200,000 cm
2
/Vs)

33로 덕분이다. 특히, 그래핀 

플라즈마 처리(O2 및 NH3)를 통한 p-/n-type들 간의 바이

오전자 코 성능 변화 또한 확인하였다(그림 8b 하). 냄새분자

와 같은 작은 바이오물질과 리셉터간의 반응은 농도 평형곡

선 상의 평형상수를 비교함으로써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Langmuir isotherm 이론에 따르면 평형상수는 

 

smax

(C: 리셉터 농도, Cs mas: 그래핀 표면에 붙은 리셉터 농도, Cs: 

냄새분자와의 반응에 참여한 리셉터 양, K: 평형상수)

이를 감응도(ΔI/I0)로 대처한다면, 




으로 변환될 수 있다(N: 표준화 전류량 변화). 본 식을 통하

여 O2 플라즈마 그래핀과 NH3 플라즈마 처리된 그래핀 트랜

지스터의 평형상수는 각각 3.44 x 1014 M-1과 1.47 x 1014 M-1

로 계산되어 실제 농도 값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이

는 물속에 존재하는 산소나 물분자들이 그래핀 표면에 흡착

하여 n-type 케리어인 전자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2.5 그래핀 마이크로 패턴 하이브리드 FET 트랜지스터 기반 

HIV 면역센서34

그래핀은 2차원 단층 박막으로 이루어져서 97% 투과율을 

가지는 전도성 투명전극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그래핀은 

쉽게 기판 위에 전이가 가능하며, 포토리소그래피 방법을 이

용하여 균일한 크기와 면적을 가지는 마이크로 패턴 단층 그

래핀 트랜지스터를 제조할 수 있다(그림 9a). 이는 지금까지 

제조된 반도체 나노재료 기반 트랜지스터와는 달리 전하 중

심점인 디락 포인트(Dirac point)를 중심으로 형성된 포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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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d)

(e)

그림 10. (a) 그래핀 마이크로 패턴/전도성 고분자 나노입자 나노하이브리드 전극 제조 과정, (b) 주사전자 현미경을 통한 그래핀 나노하이브리드 사진,
(c) 그래핀 나노하이브리드 FET를 이용한 타겟 바이오물질에 대한 전달특성 곡선, (d) 다양한 HIV 항원 농도에 따른 그래핀 마이크로 패턴 나노하이브리드 
HIV 면역센서의 감지 곡선.34 

구조의 소자 특성을 나타낸다(그림 9b).
35

이렇듯, 뛰어난 트랜지스터 소자 특성을 가지는 그래핀은 

다양한 바이오탐침(DNA, 압타머, 항원 등)과 결합하여 FET 

나노바이오센서에 활발히 활용되어 왔다.
36

 최근 그래핀 나

노하이브리드는 바이오탐침 부착이 용이한 높은 비표면적 

덕분에 뛰어난 선택성과 감응도를 요구하는 바이오센서용 

트랜지스터로 각광받고 있다. 한 예로써, 포토리소그래피기

반 마이크로 패턴된 그래핀 표면을 기능화한 후, 기능화 된 

전도성 고분자 나노입자를 부착하고 연이어 HIV 항체를 나

노입자 표면에 화학적 결합시킴으로써 그래핀 마이크로 패

턴 나노하이브리드 HIV 면역센서를 제조할 수 있다(그림 

10a,b). 이는 항체/항체간의 선택적 반응에 따른 그래핀 트

랜지스터의 디락 포인트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관찰이 가능

하다(그림 10c). 이때, 하이브리드 형태의 전도성 고분자 나

노입자는 폴라론 혹은 폴라리톤을 형성하여 그래핀과 바이

오탐침간의 전하 이동을 도와주는 통로로써 빠른 감지를 가

능하게 해준다(그림 10d). 더 나아가, 플루이딕 기판과 결합

함으로써 고 감응성 플루이딕 디바이스로도 활용이 가능하

다(그림 10e).

3. 결론 

본 기고에서는 FET 나노바이오센서용 트랜지스터의 특성

을 통해 고 감응성 바이오센서 적용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특히, 비표지식 방식으로 바이오탐침과 타겟 바이오물질간 

반응에 의해서 유도되는 유사 게이트전압을 통한 FET 나노

바이오센서의 감지원리를 공부하였으며, 이를 실제 응용한 

다양한 예를 통하여 응용 기술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또한, FET 트랜지스터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

질을 활용하여 기존 FET 나노바이오센서 성능의 한계점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이를 통해 융복합 나노바이오

센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적 분석 장치 및 의료 진단 장

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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