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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식 전자코에 의한 생체표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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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iomarkers related to the colorectal cancers and diseases were surveyed and summarized, and an optical electronic nose was

researched and developed for their analysis. The prototyped sensor revealed that it could discriminate two gases: ethanol 2000 ppm and

CO2 500 ppm. Furthermore, the sensor demonstrated the potential capability of estimation of CO2 concentration with 95% confidence

level. Based on the above experimental results, the developed optical electronic nose was tested with the mixtures of gases (Isopropyl

Alcohol, Acetone, Methanol, and Toluene) and the biomarkers were successfully segregated us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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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의학에서는 고대부터 냄새를 통해 병증 진단을 시행하였고,

히포크라테스는 기원전 400 년경 그의 제자들에게 병증을 확인

하기 위해 환자들의 호흡 냄새를 맡아보라고 가르쳤다고 하며,

특정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은 일반 정상인에게서 볼 수 없

는 암 세포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신진대사 활동의 결과로 발생

된다고 알려져 있다[1].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체에서 총 1849 종의 VOCs

가 신진대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이들 중 호흡에서 874 종, 소

변에서 279 종, 504 종이 피부에서, 130 종이 혈액에서, 381 종

이 대변에서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호흡을 통해 배출되는

VOCs 중에서 15.7%는 소변에서, 11.9%는 피부에서, 8.0%는 혈

액, 16.2%는 타액(saliva), 22.8%는 대변에서도 검출된다고 한

다[2]. 이러한 VOCs는 암 세포 내에서 유전자 혹은 단백질 변

형(protein alternation)의 결과로서 세포막(cell membranes)의 과

산화물 (peroxidation) 혹은 산화성 피로 (oxidative stress)에 의

해 만들어지는 신진대사의 마지막 부산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물질들은 혈액(bloodstream), 허파꽈리(alveoli), 세뇨관 (renal

tubules) 혹은 대장(gut)을 통과하여 변(faces or stool)을 통해 배

출되기에[3], 호흡과 대·소변을 발효시켜 발생된 특정 가스의 확

인과 이들 특정 가스와 질병 간의 상관성을 해석하면 병증의 유

무나 기전 상태 혹은 치료 후의 신진대사에의 영향 등을 종합

적으로 분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소변(Urine)내에서 검출되는 대부분의 신진대사 물질의

농도는 혈장내에서의 농도와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기에 [4], 이

들을 분석하면 신진 대사의 불균형 혹은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변 검사는 비침습적인 검사 방법으로 환자에게 불

편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의학 분야에서 널리 시행되

고 있다. 또한 대변(fecal or stool) 내에서 VOM (Volatile Organic

Metabolites)의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대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IBD

(inflammatory bowel disease)를 포함한 대장 질환과 연관되어

있음이 알려져 있다[5]. 또한 장내 미생물은 대장암 발병 과정

의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고[6],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이형

성 세포(dysplastic cell)의 발육에 잠재적인 요인 임이 밝혀졌다[7]. 

따라서 장내 미생물의 분포와 이들에 의한 신진대사에의 영

향 등이 2006년 Ruth E. Ley et al.[8]에 의해 Nature지에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알려진 장내 미생물의 주요 기능을 제시

하면, 1) 상부대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질의 숙성과 분해에 관

련된 신진대사 기능, 2) 면역계의 안정성과 면역세포의 증식

(proliferation) 과 관련된 영양학적 기능, 3) pH 6~6.9 사이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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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대장 내의 면역력 향상을 들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기

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통해 흡수된 섬유질은 짧은

사슬지방산 (Short Chain Fatty Acids: butyrate, propionate, acetate

etc.)으로 분해되어 인체 에너지 제공 및 면역력 향상에 기여한

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 장에서 흡수되나 약 5%정도가 대변

으로 배출된다고 한다. SCFAs의 고갈은 악성 종양의 생성 및

증식과 관련되고, 에너지 원 (energy source)으로서 SCFAs의 사

용 능력 저하는 IBD의 형성과 관련성이 깊다고 알려져 있고,

SCFAs 중의 하나인 Butyrate의 인위적 주입은 대장염의 감소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9]. 또한 Butyrate의 흡수가 증대되면 소

변과 호흡으로의 배출이 증가되고, 이는 대변으로의 배출감소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따라서 장내에서 Butyrate

의 증감에 의한 영향과 이의 대장암과의 상관성 연구가 진행되

고 있는 상태이다.

E.P. Nyangale et al.[9]에 의하면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흡수

된 다당류의 SCFAs로의 변환 과정에서 ethanol, acetic acid,

acetone, isopropanol을 포함한 butyrate를 생성시키고, SCFAs의

변환 생성과정은 복잡한 사슬 반응을 거쳐 완성됨을 제시하고

있다. 최종 산물로서 Butyrate의 중요성은 1) 장내 미생물에 에

너지를 제공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고[9], 2) 유전자 발현 (Gene

expression)과 염증 제어를 담당하고 있다. Butyrate를 생성시키

는 대장내 미생물은 산소없이(anaerobes) Butyrate를 생성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그 항상성(homeostasis) 유지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11]. 또한 Petra Louis[1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음

식물 섭취는 장내 pH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Butyrate 생성을

결정하는 주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내 pH의 변화는 장내

미생물의 구조와 활동성(activity)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각종 염증과 암 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끼쳐, 최종적으로 이런

상태는 장내 점막질과 혈관을 통해 관련 미생물이 이동하여 호

흡, 소변과 대변 및 땀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일반인들과 유사한 장내 미생물의 항상성 불균형 혹은 파괴

가 인체에서 배출되는 미생물과 이들의 부산물로서의 VOCs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장암 환자를 포함한 대장 관련

질환자들과 일반인들과 비교되는 VOCs, 즉 생체표지자

(Biomarkers) 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이들 생체표지자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scopy법 [2,5,16]과 전자 코 (electronic nose) [18, 20]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GC-MS의 경우, 가장 대표적이고 정확

한 방법으로 다량의 자료(Database)를 통한 성분 분석이 가능하

나, 분석결과의 도출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현

용 전자 코의 경우, 임상실험에서 빈번히 사용되나 폴리머 계열

의 센서 배열(sensor array)를 사용함으로 인해 주기적인 교정과

장기 신뢰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장암과 대장 관련 질환의 조기 진단

을 위한 광학식 가스센서의 개념설계, 시작품의 제작 및 특성

측정을 통해 광학식 전자 코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혼

합 가스 내에서 생체표지자 (Biomarkers)를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으로 구분하였다. 

2. 센서제작과 실험방법 및 분석

2.1 센서 제작

제작된 센서는 Fabry-Perot Interferometer가 내장된 LFP-3144C-

337 (Infratec GmbH, Germany) 적외선 센서와 적외선 광원으

로 Importec 사의 JSIR350-4로 구성하였다. 적외선 광원 앞에

사파이어 필터를 구비하여 가스의 흐름에 따른 적외선 광원 표

면온도가 변함없이 일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에서 주입되는

가스 및 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가 적외선 센서의 표면에

응축되어 센서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외선

센서 앞에도 사파이어 필터를 장착하였다. 적외선 가스센서의

기본 구성 요소중의 하나인 가스 셀은 실린더 형의 길이 20 cm

알루미늄 관 (Aluminum Tube)을 사용하였으며, 제작된 광학적

적외선 센서는 Fig. 1과 같다.

Table 1. Biomarkers surveyed from the articles related to the col-

orectal diseases and their central absorption wavelength.

Biomarkers
Absorption wavelength

(µm)
References

Butyrate

3.36/5.78/6.82

7.27/7.65/7.95

8.50/9.10/9.75

7,12,13

Acetone 5.80/7.30
1,4,12,14,15,

16,17,18

Propan-1-ol
3.36/3.40/3.47

9.45
15,17

Propan-2-ol
3.37/7.24/8.60

8.85/10.50
15,17,19

Toluene 3.29/6.65 17

Ethylene Oxide 3.26 4,18

Ethanol 3.35/3.45/9.38 1,12,16

Methanol 3.36/9.45/9.85 12

Fig. 1. Optical electronic-nose for screening of colorect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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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광학식 가스센서 모듈은 프로그램의 설정에 따라 연

속적으로 조사되는 적외선의 파장을 FPI에 인가되는 전압을 조

절함으로써 내부에 있는 초전형 적외선 센서에 도달하는 적외

선 중심 파장을 30 nm 간격으로 조절 가능하며, 이에 따른 각

중심 파장에서의 출력전압을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고순도 질

소가스 (99.9999 %)를 주입한 상태에서의 출력전압을 각 중심

파장에서의 기준 값으로 설정한 후, 측정 대상 혼합가스가 존재

하는 상태에서 측정된 출력과 이들의 차이를 계산하여 기준 값

에 대한 측정 대상 가스 상태에서의 전압 변화에 대한 정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2.2 실험방법 및 자료분석

대장암을 포함한 대장 질환자의 몸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분

석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은 배설물(대변, 소변)과 호기를 사

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인체 온도와 유사한 온도에서 발효하여

생체 온도와 유사한 온도에서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도 측정시의 온도는 인체의 온도와 비슷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고안된 실험 장치의 사진을 제시하면 Fig. 2

a)와 같으며, 실험과정에서의 온도변화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가스챔버의 온도는 온도센서가 내장된 온수 펌프와 온수

파이프를 사용하여 안정시킨 후 센서 출력을 측정하였다.

Figure 2 b)에 제시된 개략도와 같이 표준 가스를 사용할 시,

가스는 첫번째 채널(①)을 통하여 센서 모듈에 가스가 공급되었

고, 생체표지자 가스는 고순도 질소를 반송 가스(carrier gas)로

하여 반응조내에 담겨 있는 대상 액체를 통과시킴(②)으로써 생

체표지자 가스 성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본 실험에

서는 두 가지 가스 군을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표준 가스(에탄

올 2000 ppm, 이산화탄소 500/1000/1500/5000 ppm)이고, 또 다

른 혼합 가스는 생체표지자 가스를 가스챔버에 공급하기 위해

순수 (Deionized water, 500 ml)에 IPA(Iso-propanol), Methanol과

Toluene 및 음용수(Sprite)를 각각 25 ml씩 순차적으로 혼합

한 뒤, 고순도 질소 가스를 반송 가스로 하여 가스 챔버내에

설치된 광학적 가스센서의 가스 셀을 통과시킨 가스이다. 이

때 가스 챔버의 온도는 Sensirion 사의 온·습도 센서 모듈로

측정하였으며, 가스 챔버의 온도는 온수 조절기(water heater)

로 가열된 온수가 가스챔버의 외관을 순환하게 함으로써, 약

38.5°C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각 혼합가스를 이

용한 센서 출력전압 확인 전, 고순도 질소 가스를 가스 라인

과 센서 내부에 흘려 줌으로써 VOCs가 없는 상태를 확보하

였고, 각각의 가스에 대한 실험은 총 10회 반복한 후 그 평균

값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편 측정 결과에 의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은 IBM
®
사의 다변량 분

석 프로그램인 SPSS-Version 25를 사용하였고, 추가적 자료

분석에 Sigma plot-12.5를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고순도 질소 가스를 제작된 센서에 주입 시와 이산화탄소 500

ppm과 에탄올 2000 ppm의 주입 후 적외선 센서의 측정 전압

차의 중심 파장 의존성을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Figure 3은 중심 파장(center wavelength)를 30 nm씩 증가시

켜가며 측정한 출력 전압 차로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시 약

4.0 μm 근처부터 전압 변화가 나타났으며, 에탄올의 경우 3.18

~ 3.80 μm 대역에서 출력 전압 차가 명확하게 계산됨을 보였다.

이는 이산화탄소와 에탄올 가스의 경우 각각 4.26 μm와 3.35/

3.45 μm에서 적외선 흡수의 중심 파장이 나타남을 제시한 결과

와 정확하게 일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21,22]. 따라서 연구에

사용된 적외선 센서의 중심 파장을 변화시킴으로써 Table 1에

제시된 각종 생체표지자 유무를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누적 전압 차의 이산화탄소 가스 농도 의존성 결과를 제

시하면 Fig. 4와 같으며, 측정된 결과는 95% 신뢰도 범위로 가

스 농도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중심 파장 구간에서, 예를 들어 측정 가능한 이산화탄소

가스의 흡수 파장 대역인 4.0~4.4 μm에서, 총 누적 전압의 상

관성 해석과 이를 응용한 알고리즘을 확보하면 이산화탄소 가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testing optical e-nose: (a) photo of

measurement system, (b) block diagram of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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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정확한 농도 분석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30 nm 간격으로 중심 파장을

변화시키면, 이산화탄소 가스의 적외선 흡수에 따른 센서 출력

전압에의 영향을 측정 분석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즉 중심 파

장을 30 nm 혹은 60 nm 간격으로 변화시키면, 특정 가스와 혼

합 가스에 대한 측정 분석이 가능한 광학적 센서 배열 (optical

sensor array)이 연속적인 적외선 광원과 FPI를 장착한 적외선

센서로 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혼합 가스 상태로

생체표지자가 존재할 때, 대장 질환자에서 발생되는 생체 표지

자를 중심으로, 이들을 측정하고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면 Fig. 5와 같다.

Figure 5는 각종 가스가 주입되었을 때 측정된 센서의 출력

전압과 고순도 질소가스 상태에서 총 10 회의 출력 전압차를 구

하여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수행한 결

과를 제시한 것이다. 탄산음료인 sprite를 포함한 이산화탄소 성

분은 주성분 분석 결과 상의 2사분면에 위치하며, 가스 농도가

높을수록 제 1 주성분과 제 2 주성분의 절대값이 증가하는 상

태로 제 2 사분면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에탄올 가스와

메탄올을 포함한 혼합 가스 계열은 주성분 분석 그래프 상의 제

4 사분면에 위치하였으며,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이산화탄소 혼

합 가스의 경우 제 1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스상태에서 주입된 가스, 액체상태에서 발생된 가스군 및

이들의 혼합된 양상도 PCA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한편 Table1에 제시된 대장암 혹은 대장 질환자에게서 방출

되는 생체표지자 (Biomarkers)인 IPA, 아세톤, 에탄올과 메탄올

및 톨루엔 성분이 혼합된 가스를 주성분 분석 기법을 통해 정

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FPI

를 장착한 적외선 센서는 기존 폴리머 혹은 산화물 반도체 가

스센서 배열 (Polymer or oxide semiconductor sensors’ array)을

대체할 수 있는 광학식 전자 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Table 1에 제시된 가스 중 대표적인 Butyrate의 적외선 흡수 파

장은 3.36에서 9.75 μm까지 대역 폭이 넓기 때문에 둘 이상의

적외선 센서 배열 구조를 이용한 광학식 전자 코를 제작하는 것

이 정확한 측정 및 분석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대장암을 포함한 대장 질환

자의 배설물에서 검출되는 생체표지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생체

표지자를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가스센서 모듈의 제작 및 광

학식 전자 코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확인하

고자 하였다. 

제작된 시작품 센서 모듈을 통한 누적 출력 전압 차의 가스

Fig. 3. Voltage differences of optical gas sensor as a function of cen-

ter wavelength.

Fig. 4. Cumulated output voltage difference as a function of CO2

concentrations.

Fig. 5.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of CO2 and ethanol

gases and mixtures of gases: Iso-propyl alcohol (IPA), meth-

anol (M), acetone (A) and toluen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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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의존성 실험결과를 통해 이산화탄소 가스 농도 5000 ppm

까지 95% 신뢰성을 갖고 측정 가능함을 확인했으며, 각종 가스

가 혼재하는 상태에서 측정된 출력 전압 차를 이용한 주성분 분

석(PCA)을 통해 각각의 가스를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음으로

광학식 전자 코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장 질환 조기 검진 시스템의 제작

및 평가를 위해서 다채널 광학식 전자 코의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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