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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reports a novel solid-state reference electrode based on the nanoporous
platinum (Pt), which is an important electrode for Point of Care Testing (POCT). The
structure of solid-state reference electrode within a microchip enables stable reference
potential to be performed successfully. This is expected to be a competitive alternative to
conventional

Ag/AgCl

reference

electrode

currently

used

in

the

electrochemical

measurements. The solid-state reference electrode on a microchip maintained a reproducible
potential versus a commercial Ag/AgCl reference electrode for a long time. This solid-state
reference electrode was successfully used to monitor pH in 0.15 M PBS buffer, and showed
advantages of quick hydration and short detection time. As a result, we obtained a good
solid-state reference electrode for POCT device.
연구 배경
최근 환자의 질병 진단, 치료 및 추적 관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임상분야에서 혈액의 각종성
분을 검사하고 있다. 기존의 혈액검사 방법은 혈액을 채취한 다음 이를 실험실로 보내서 분석하
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러한 혈액 분석을 위해서 그 동안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분석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하여 POCT 환경에서 혈액 분석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분석 방법 중 전기화학 분석 기반의 POCT를 위한 일회용
분석기술에는 기준전극의 소형화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일회용 바이오 센서를 위한 기준전극을 연구하기

위하여 나노다공성 백금전극 기반에 폴리머 전해질을 이용하여 POCT를 위한 고체형태의 기준전
극을 제작하여 성능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고체 형태 기반의 기준전극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노다공성 백금 전극과 폴리머 전해질을 이용
하여 소형화된 크기로 제작하였다. 나노다공성 백금 전극은 단위면적당 넓은 표면적으로 인하여
낮은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 빠른 반응(response), 그리고 네른스트 식을 따르는 좋은 전극
재질이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된 나노나공성 백금 전극 주위에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에 안정적인
버퍼 용액을 폴리머화하여 고체형태 기반의 기준전극을 만들었다. 이를 이용하여 상용 기준전극
과 전위차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기준전극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POCT를 위한 분석기기를 개발하
기 위해 시제품을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연구 결과
나노다공성 백금 전극 기반의 기준전극을 안정성 (stability) 및 선택성 (sensitivity) 측면에서
평가 하기 위하여 다양한 용액 환경에서 전위차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상용 기준전극
(Ag/AgCl)과 비교하여 측정 하였다. 그림 1(A)는 소형화된 크기의 기준 전극을 만들기 위해서
MEMS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한 기준전극의 사진이며, 그림 1(B)는 0.15 M PBS 용액의 다양한
pH (2, 4, 6, 8, 10, 12) 환경에서 전위의 변화가 표준편차 3mV 이내에서 안정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POCT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소형화된 기준전극을 개발하였다.

그림 1. (A) 제작된 고체형태의 기준전극 칩, (B) 다양한 pH 용액 (0.15M PBS) 환경에서 측정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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