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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입 냄새로 질병을 구분했다는 기록은 고대 동서양의 역사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훈련된 개가 냄새로 암환자와 정상인을 구분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다. 호흡가스의 분석을 이용한 질병 검진은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고가의 장비나 혈액 채취를 이용한 방법과 비교할 때 검진자와 피검진자가 손쉽

게 저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인체 호흡가스 분석법에 대한 연

구개발이 미국과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폐암, 폐

결핵, 천식 등 주로 호흡기 관련 질병에 대한 분석법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질병

과 호흡가스 성분의 연관성이 밝혀짐에 따라 호흡가스 분석에 근거한 질병 진단

은 미래의 다양한 질병 진단법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최근 호흡가

스 분석법으로 응용되고 있는 질량 분석법과 가스 센서 어레이 기술의 현황 및 이

들의 질병 진단 응용에 대해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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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인체 호흡가스 분석을 이용한 질병 진단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기존의 병원에서 진행되는 검진방법이 일반적으로 고가

의 장비를 필요로 하거나, 환자의 혈액이나 조직 채취를 

필요로 하여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검진결과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호흡가스 

분석에 근거한 질병 진단은 환자에게 편리하고, 저가 진

단이 가능하며, 분석결과의 판단과정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대 그리스시대의 의사들은 인체 호흡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질병을 구분했다는 기록이 있고, 최근에는 당뇨

병 환자의 호흡가스에는 아세톤과 암환자에 있어서는 

벤젠, 아이소프렌과 같은 다양한 탄화수소계 VOC(Vo-

latile Organic Compound)가 정상인 보다 증가 또는 감

소된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이들 VOC와 질병과의 관련

성이 발표되었다[1]. 이러한 호흡가스에 대한 분석은 

1970년대 Pauling이 GC(Gas Chromatography) 분석을 

통하여 인체 호흡가스에서 약 250종의 VOC가 포함되

어 있음을 발표한 이후[2], 인체 호흡가스의 성분과 질

병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인체

의 호흡가스의 주성분은 산소, 이산화 탄소, 질소, 습기

이고, 이밖에 수 ppm(ppm part per million)에서 

ppb(part per billion) 혹은 ppt(part per trillion) 수준의 

다양한 VOC가 존재하며 이들 미량의 호흡가스는 인체

의 신진대사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

과 건강한 사람을 구분하는 인자가 될 수 있다. 

기존 질병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CT(Computed Tomography),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등 고가의 장비

가 사용되고,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침습법이 사용되

기 때문에, 환자에게 정신적·육체적인 불편함의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호흡가스 분석은 손쉽게 저가로 

실시간 진행이 가능한 장점에 기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스 분석방법이 응용 및 개발되고 있다. GC는 가장 전

통적인 가스 분석기로 GC-MS(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scopy)를 이용한 인체 호흡가스 분석이 주

로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GC의 장점을 보완한 PTR 

(Proton Transfer Reaction)-MS, SIFT(Selected Ion 

Flow Tube)-MS 등의 장비가 개발되어 임상에 응용되

고 있다. 

전통적인 가스 센서 분야에 있어서도 생체 후각을 모

방한 다수의 센서로 이루어진 어레이 기술이 전자 후각, 

e-nose 등의 이름으로 질병 진단의 목적으로 연구개발

되고 있다. 센서 어레이 기술은 기존의 단일 센서의 주

요 단점인 선택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화합물로 

이루어진 감지 대상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기인

하여 유럽에서 식품업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

져왔다. 이러한 센서 어레이 기술은 인체 호흡가스와 같

은 다수의 VOC로 구성된 분석에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 

호흡가스 분석을 이용한 질병 진단 연구에 많이 응용되

고 있다. 본고는 최근 본격적인 시작 단계에 접어든 인

체 호흡가스를 이용한 질병 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과 이들 질병 진단에 사용되는 인체 호흡가스 분석 기술

의 동향을 기술하고 인체 호흡가스 질병 분석에 대한 미

래를 전망하였다. 

(그림 1) 호흡가스 분석 관련 최근 발표된 논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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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질병 관련 호흡가스 

인체 허파에는 약 3백만개의 폐포가 존재하며 이들은 

매우 얇은 모세관 망으로 둘러 쌓여있어서 혈액 내의 이

산화탄소(CO2) 공기 중의 산소(O2)가 손쉽게 확산을 통

해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구

조로 인해 일반 성인은 허파는 평균 70m
2
의 표면적에 

걸쳐서 혈액과 공기 사이에 상호 확산이 발생한다. 혈액

은 인체에서 발생하는 생리현상과 신진대사 상태를 반

영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중 분자량이 적

은 화합물은 호흡과정에서 폐를 통해 인체 호흡가스 성

분에 포함되어 인체 밖으로 배출된다. 이러한 다양한 생

체 반응을 거친 호흡가스에는 인체의 건강상태를 반영

하는 다양한 VOC가 존재한다. 질병과 관계 있는 호흡

가스로는 일산화질소(NO), 일산화탄소(CO), 과산화수

소(H2O2), 아세톤 그리고 벤젠과 톨루엔을 비롯한 탄화

수소 계열의 VOC 등이 있다. 이들은 천식, 만성폐쇄성

질환, 폐암, 폐결핵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다

수의 질병과의 연관성이 있음이 최근 호흡가스 분석 연

구결과에 발표되었고 이들의 진단 응용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1. 일산화질소(NO) 

NO는 말초 혈류량, 혈소판 기능, 면역 반응, 신경전

달, 염증매개체 등의 다양한 생체 기능과 연관성을 갖는

다[3]. NO는 천식과 만성 폐쇄성 질환과 같은 기관지 염

증 관련 환자에게 정상인보다 높은 농도로 발현되기 때

문에, NO 농도 측정은 천식 및 만성폐쇄성 질환의 진단 

및 이들 환자의 질병관리에 사용된다. 현재 NO 측정에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방법으로는 화학발광법이 있

다. 이후에 개발된 측정법으로는 소형화에 유리한 전기

화학에 근거한 방법과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방법이 있

다. 이들 세 종류의 센서는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표 1> 참조). 

화학발광 분석법에서의 NO 측정은 오존(O3)과의 화

학반응에서 발생하는 광량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법으

로 진행된다.  

 

NO + O3   →   NO2 + O2 + 광양자 

 

NO 측정용 상용화 제품은 몇몇 회사에서 출시되어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들 제품의 감지 한계는 일

반적으로 ppb 수준에 이른다(<표 2> 참조).  

대부분의 화학발광 분석기는 20~50kg 정도의 무게

이며, 오존 생성에 필요한 공기 공급, 진공 펌프 등을 필

요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이며 사용이 편리하지 못 

하다. 또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품을 매년 점검해야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매일 진행

해야 하는 단점 등으로 인해 화학발광 분석법은 통상적 

임상 분석이나 가정용 질병 모니터링 목적으로 적합하

지 않다.  

전기화학적 분석법에서는 가스의 농도가 전기적 신호

로 전환되어 감지가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저가와 소

형화에 유리하다. 상용화 제품으로는 Aerocrine사의 

NIOX MINO와 Bedfont사의 NObreath가 있고 이들은 

FENO를 측정한다. 이들 센서는 hand-held 타입으로 

1kg 미만이고 5ppb 수준의 감도로 화학발광법 사용화 

<표 1> 주요 NO 분석기의 성능  

성능 및 장단점 화학 발광 전기화학 레이저

감도 <1 ppb >5 ppb 100 ppt 

응답속도 <1초 >10초 ~ 1초 

장점 실시간 감지 작동 편리 실시간 감지

단점 
잦은  

캘리브레이션

단열 Flow 

rate 

소형화  

어려움 

 

<표 2> 상용화 NO 분석기기 

회사 제품 모델 감도(ppb)

Aerocrine NIOX 1.5 

CLD 88 Eco Medics 0.1 

Sievers NOA 280i GE Analytical Instrument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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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비교할 때 10배 정도 떨어지지만 NIOX MINO 

제품은 휴대용으로는 처음으로 2003년도에 FDA 승인

을 받았다. 전기화학 센서는 비록 감도에 있어서 화학발

광법에 뒤지지만 수 ppb 수준의 차이는 임상적으로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 소형의 전기화학 센서는 임상 분석

에 적합하고 제작비용도 저렴하지만 일회 측정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NIOX-MINO의 경우 한번 측정

에도 비용이 10달러 수준에 이른다. 

광학적 방법에서는 빛이 분석 대상 분자와의 상호작

용으로 인해 빛의 세기나 편광이 변하는 정도를 감지한

다. NO 농도 측정용 광학 센서 기술은 오래되었지만, 

인체 호흡가스 수준의 저농도 감지에는 TDLAS(Tunable 

Diode Laser Absorption Spectroscopy) 기술이 개발 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다[4]. TDLAS 기술에서는 레이

저 빔이 multipass 셀을 통과하면서 여러 차례 반사되어 

샘플과의 상호작용 거리가 늘어나 흡수 신호가 증폭되

어 ppb 수준의 감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레이저와 디

텍터는 10~200K 수준으로 냉각을 필요로 하고 액체 

질소 냉각기 내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실험실 외부

에서의 작동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FRS(Faraday Rotational Spectroscopy) 기술에서는 

빛이 자기장 내에 위치한 샘플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편광 변화를 측정한다[5]. 이 방법은 NO와 같은 상자성

체만 감지 할 수 있어서 호흡 가스 중 NO만을 선택적으

로 측정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1ppb 수준의 농도를 0.3

초 수준에서 측정 가능하지만, 질소 냉각 시스템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측정 장소의 제약이 따른다. 

1994년 QCL(Quantum Cascade Laser)이 소개되어

[6] mid-IR 레이저의 소형화가 이루어지고 최근에는 모

든 mid-IR 영역에서 상온 구동이 가능한 상용 소스가 

등장하였고, 파장 모듈레이션 기술이 도입되면서 신호-

노이즈율이 향상되어 0.2ppb 수준의 농도를 30초 수준

에서 감지한다. 

현재 임상용 NO 레이저 센서는 multipass 방식으로

두 종류의 제품이 상용화되어 있다. EKIPS Technolo-

gies사는 액체 질소 대신 냉매를 이용한 ‘Breathmeter’

를 출시하였다. 성능은 1.5ppb 수준의 농도를 4초에 감

지 한다. 또 하나의 상용화 제품은 하나 이상의 분석 대

상을 감지하기 위해 두 개의 QCL을 사용하여 0.3ppb 

수준의 NO를 1초에 측정한다[7].   

2. 일산화탄소(CO) 

일산화탄소는 인체 내에서 헴(heme) 산화효소의 촉매 

작용으로 발생된다[8]. 지난 수십년간 인체 내부 CO 가

스 발생의 생리학적 의미에 대해 혈관 기능, 염증, 뉴런 

시그널링에서의 역할과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왔

다. 최근에 와서는 CO가스는 천식, 만성폐쇄성 질환, 

낭포성 섬유증, 기관지확장증 등의 질병과의 연관성이 

알려지고, 중증환자와 수술 후 혹은 장기이식환자에 있

어서 염증발생지표로 연구되었다. 또한 CO 측정은 흡

연의 정도와 금연을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 저가의 범용 호흡가스의 CO 측정은 주로 사용과 

소지에 편리한 전기화학 센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시중에는 소형의 저가의 호흡 CO 센서가 다양하

게 출시되고 있다. 최근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

조됨에 따라 금연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검출 

범위는 대체로 ppm 영역(0ppm~200 ppm)이다. 실험

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호흡가스 CO 분석기는 ppb 수준

의 검출 성능을 갖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오고 있

는 GC를 비롯해서 IR 레이저 분광기 등이 있다. 

호흡 가스 CO 측정법에 있어서 표준화와 감도가 향상

되고 있지만 질병 진단법으로서의 CO 수치는 아직 불

분명하고 인체의 호흡기 관련 생리학적 신진대사적 규

명이 더욱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과산화수소(H2O2) 

과산화수소는 인체 내에서 Cytochrome P450 환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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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NAPDH 산화효소, Xantine 산화효소 등에 의해 생

성되고 Fenton 반응, Glutathione peroxidase 등에 의해 

소모된다. 인체 내에서 이처럼 다양한 생체 반응의 경로

를 거치며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여 정상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과산화수소를 유지한다. 지난 수십년간 인체 호

흡가스 성분 내의 과산화수소는 폐질환 표지자로서 연

구가 되어왔다. 비록 생리기구학적으로 복잡하고 선택

성이 미흡다고 알려져 있지만, 호흡기 염증에 관련해서

는 과산화수소가 일관성 있게 상승된 수치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호흡기 환자의 치료 성공 여부도 호

흡가스 내의 과산화수소 양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과

산화수소는 발생의 원인이 다양하고 염증뿐 아니라 다

양한 질병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진단 표지자로 적

지 않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식과 만성폐쇄성 

질환관련 표지자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 그밖의 질병 관련 호흡가스  

인체 질병관련 호흡가스에는 천식 및 만성폐쇄성질환

과 같은 호흡기 염증관련 표지자로 인정되었거나 연구

가 진행 중인 NO, CO, H2O2뿐만 아니라 폐암, 폐결핵, 

신장질환, 만성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

양한 VOC가 있다. 

암모니아, DMA(dimethylamine), TMA(trimethylamine)

과 같은 아민계열의 호흡가스는 말기 신장 질환과 관련

이 있음이 SIFT(Selected Ion Flow Tube)를 이용한 분

석으로 확인되었음이 보고되었으며[9], SIFT 분석을 이

용한 TMA와 암모니아의 농도 변화에 근거하여 투석 시

간을 최적화한 결과 또한 발표되었다. 아민계열의 호흡

가스와 신장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임

상적 응용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의 연관

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아이소프렌은 신진대사로부터 발생하는 주요 호흡가

스로 콜레스테롤 신진대사에 관련하기 때문에 호흡가스

의 아이소프렌 농도는 지방장애에 대한 비침습 검출법

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호흡가스 후반부에 

배출되는 아이소프렌 농도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측

정 시 주의가 요구된다. 

호흡가스 내의 아세톤 농도는 당뇨, 심장 수술 이후 

대사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고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도 

응용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세톤은 물에 용해도가 높

고 호흡가스에서의 농도와 체내 농도와의 관계가 일정

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다 면

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 

Ⅲ. 호흡가스 분석법  

1. 질량 분석법(Mass Spectrometry)  

가. GC-MS 

수많은 서로 다른 VOC가 포함되어 있는 인체 호흡가

스의 분석법으로 GC는 측정원리적 관점에서 많은 장점

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인체 호흡가스 성분 분석

의 대부분은 GC-MS로 진행되었다. GC는 측정 메커니

즘상 분석 대상 물질이 분리 칼람을 지나면서 분자량에 

따라 혹은 분석 대상의 극성 정도에 따라 분리가 진행된

다. 분자량과 극성에 따른 분리 성능으로 인해 일반적으

로 GC-MS는 호흡가스에 대해 가장 정확한 분석 정보

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호흡가스

를 정량화하는 과정에는 매우 세심한 주의를 요하며, 농

도별 샘플을 준비하여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야만 신뢰

도가 보장된다.  

최근 GC-MS 관련 기술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기능과

신뢰도가 더욱 향상되었다. 감도, 소프트웨어, 농축 시

스템 등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SPME(Solid 

Phase Microextraction)는 현장 검출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SPME가 감지 대상에 노

출되면 감지 대상 화합물이 추출 소재에 스며들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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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GC에 연결하여 분석을 진행시키거나 적당한 용매

로 추출한 후 분석을 진행한다. SPME 의 주요 부분인 

주사기 바늘 끝부분은 용융 실리카로 제작되고 금속 부

분은 흡착물질로 코팅되어있다. SPME 파이버는 감지 

대상을 흡수하기 때문에 SPME의 코팅재료의 선택이 

분석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Supelco사는 다양한 기능의 파이버를 판매하는데 특히 

흡수 소재의 극성도에 따라 분류하여 판매하고 있다. 예

를 들어 PDMS(Polydimethylsilane)는 비극성 소재로 비

극성 샘플을 추출하기 위한 코팅 소재이고 PA(Pol-

yacrylate)는 극성으로 분류되어 극성 샘플을 추출하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코팅 소재이다. PDMS/DVB 

(Divinylbenzene)는 양쪽성 소재로 구분된다. GC-MS

는 특히 호흡가스 분석 분야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

고, 이 분야의 생성 이래 가장 많은 기여를 해온 분석기

기이지만, 가스 분석 과정에서 호흡가스 포집용 봉지를 

필요로 하고 특히 호흡가스와 같이 저농도 분석능을 필

요로 하는 경우는 농축 시스템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들 포집용 봉지나 농축시스템은 종종 실험적 에러를 발

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들 샘플 포집 과정과 

농축 시스템 그리고 정량과정에 필요한 캘리브레이션은 

GC-MS 기능의 다양성과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하였지

만, 동시에 전문적 경험과 세심한 주의가 동반되어야 한

다는 것이 GC-MS의 주요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이들을 보완하는 MS에 근거한 새로운 분석 기술이 계

속 연구개발되고 있다. 

나. PTR-MS 

PTR-MS(Proton Transfer Reaction-Mass Spec-

troscopy)는 1990년대에 처음 개발되어 환경, 식품, 의

학분야에서 VOC 모니터링용으로 사용되어 왔다[11]. 

반응성 이온부터 발생한 양성자(H3O
+
)가 휘발성 분자 

(M)에 전달되는 반응으로 인해 이온화된 휘발성 분자 

(MH
+
)가 생성된다((그림 2) 참조). 

H3O
+
 + M   →   MH

+
 + H2O 

 

이 이온화 반응은 ‘soft’ 이온화 방식으로 GC에서 사

용되는 impact 이온화 방식과는 달리 MH
+
가 분해가 되

지 않기 때문에 질량과 전하의 비율(m/z)로 간편하게 

분석이 결정될 수 있으나 ‘soft’ 이온화 방식이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화합물이 동일한 

m/z값을 나타내는 경우는 구분이 어렵다. 이 경우 H3O
 

+
 이온에 더불어 NO

+
와 O2

+
를 사용하여, 양성자화 반응

의 동력학에서 각 화합물을 특징적으로 발현하는 반응

상수, kM값을 이용하면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d/dt [MH
+
] = kM[M]•[H3O

+
] 

 

호흡가스 분석에 있어서 PRT-NS의 또 하나의 장점

은 ppt 수준의 감도에 있다. 비록 대부분의 호흡가스 성

분은 ppm 수준으로 존재하지만 호흡가스 중 질병과 관

련하여 변화되는 정도는 ppb에서 ppt 수준에 이르기 때

문에 ppt 수준의 초 저농도 검출능은 질병 분석에 매우 

유리하다.  

2. 센서 어레이 분석법 

센서 어레이 기술은 다수의 화합물로 구성된 대상을 

분석하려는 목적으로 1982년 Persaud의해 생체 후각 

시스템을 모방하여 제작함으로써 시작되었다[12]. 인체

의 후각시스템에는 수많은 감지 리셉터가 존재한다. 개

(그림 2) PTP-MS 주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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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인 리셉터 하나 하나는 감지 대상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지만 감지 성능이 서로 다른 다수의 리셉터는 감지 

대상에 대하여 일종의 패턴형식으로 구분된다((그림 3) 

참조). 같은 원리에 입각해서 센서 어레이 기술에서는 

서로 다른 감지 특성을 갖는 다수의 센서를 어레이 형태

로 사용하여 다수의 화합물로 구성된 감지 대상에 대해 

패턴 형식으로 감지 대상 화합물이 구분된다. 센서 어레

이 기술은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와인 감별, 식료품 원

산지 감별 등의 식품산업 분야에 주로 응용이 되며 발전

해 왔다. 예를 들어 과일의 경우는 수많은 종류의 화합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확의 시기, 수확 당시의 일기 

변화, 원산지 등 따라서 화합물의 구성이 달라지는 매우 

복잡한 대상이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기기인 GC와 같은 

전문기기로 각각의 구성 화합물에 대해 하나 하나 분리

하여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이 한계가 있다. 센서 어레이 

기술을 도입하면 감지 대상 화합물의 성분에 대한 프로

파일이 얻어지게 되어 마치 지문과 같은 인식이 가능하

게 된다.   

센서 어레이를 구성하는 기본 센서는 감지 메커니즘

에 따라 혹은 센서 소재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

는데 주로 상용되는 센서 소재로는 산화금속계, 전도성

고분자, 카본 나노튜브, 금속 나노입자[13] 등이고, 

SAW(Surface Acoustic Wave) 센서와 QCM(Quartz 

Crystal Microbalance) 센서의 세서 물질로는 고분자 소

재가 주로 사용된다. 센서 어레이의 성능은 구성 센서의 

성능에 따라 주로 결정이 되고 패턴인식에 사용되는 알

고리즘 또한 센서 성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센서 어레이를 구성하는 단일 센서의 성능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특히 감도, 선택성, 안정성 이 

센서의 세 가지 주요 성능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센

서 본질적인 요소 이외의 중요한 센서 성능으로 실질적

인 응용과 상용성 관점에서의 소형화, 저가, 사용 편리

성이 또한 주요 성능 요소이다. 센서는 이들 성능요소들

의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다양한 감지 메커니즘과 다양

한 감지 소재를 근간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이들 센서들의 주요 응용분야로는 자동차나 공장에서 

(그림 3) 생체 후각과 센서 어레이 감지 메커니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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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NOx, SOx, 탄화수소계 화합물, NH3, CO2 등

의 환경 유해가스 감지, 화학전 및 테러에 사용되는 신

경제와 같은 독성 화합물감지[14], 군사 및 테러용 폭발

물 감지, 식품산업에서 숙성과정의 모니터링 등이 있다. 

최근 인체 호흡가스와 질병과의 관계가 밝혀짐에 따

라 의학분야에서의 질병 검진 등을 목적으로 매우 다양

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QCM 센서 어레이를 이용

하여 폐암 환자를 구분하였다. 검사 대상은 60명으로 

이루어졌고 이중 35명의 암환자, 16명의 건강한 사람 

그리고 9명의 수술을 받은 환자로 구성되었고, 이들 검

사 대상들에 대한 구분이 100% 이루어졌다[15]. 이 밖

에도 색변이 센서, 금나노 입자센서 어레이도 호흡가스

를 이용한 암환자 구분에 사용이 되었다. 최근 센서 어

레이 기술의 의료분야의 응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기대되며, 기존 센서 시장의 확대를 가속화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 

IV. 국내외 기술동향  

국내 KAIST의 김일두 교수팀에서는 산화금속 소재를 

전기방사하여 나노섬유상의 센서를 제작하여 아세톤과 

톨루엔 감지결과를 발표하였다[16]. 아세톤은 당뇨관련 

호흡 표지자로 정상인의 호흡가스 중에 0.3~0.9 ppm 

수준으로 존재하고 당뇨환자 경우는 1.8ppm 이상이 검

출된다[17]. 톨루엔은 폐암환자에서 30ppb 수준으로 검

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김일두 교수팀이 발표한 검출 결

과는 주어진 농도의 아세톤과 톨루엔 가스를 실험실에

서 검출한 결과이다. 임상적으로 환자의 호흡가스를 검

출하기 위해서는 센서 어레이 기술, 호흡가스 포집 등에 

대한 연구가 부가되어야 한다.  

중국의 Zhejiang 대학의 Chen은 SPME와 GC의 분리 

칼럼 그리고 SAW 센서 어레이를 연결하여, 기존에 알

려진 폐암 관련 11 종의 VOC에 근거하여 폐암환자를 

구분하였다[18]. 패턴인식으로는 artificial neural net-

work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11 종의 VOC로는 벤젠

을 비롯한 4 종의 방향족 벤젠 유도체 화합물과, 3 종류

의 포화 탄화수소계, 두 종의 불포화 탄화수소계, 그리

고 2종의 알데하이드계를 선택하였다. 미국의 Cleveland 

Clinic Foundation 에서는 상용화 센서 어레이(Cyranose 

320)를 이용하여 암환자 62명과 14명의 정상인으로 구

성된 샘플군에 대해 71.4% 수준의 sensitivity와 91.9%

의 specificity로 구분하였다[19]. 사용된 Ctranose 320 

센서어레이는 32 종의 고분자-카본블랙 복합체 센서로 

이루어져있다. 이와 같이 국외의 가스센서를 이용한 질

병 진단기술은 임상 수준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주로 

폐암 진단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최근 미국 및 유럽에서

는 폐암뿐 아니라 유방암 등 호흡기 이외의 질병 진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V. 결론 

호흡 가스분석을 이용한 임상 진단 및 치료 후 모니터

링 기술은 비침습, 환자 편의, 저가, 실시간 분석 등의 

장점에 기인하여, 최근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연구가 진

행되지만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질량 분석법에 근거한 

검출 기술을 중심으로 한 몇몇 기술은 높은 신뢰도를 바

탕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 그러

나 이들 질량 관련 분석기기는 앞으로 소형화와 간단히 

샘플링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

로 전망된다. 호흡가스 분석이 임상 검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호흡가스 성분과 질병과의 보다 면밀하

고 광범위한 임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소형화와 사용의 편리성 면에서 유리한 센서 어레

이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산화 금속 센서, SAW 센서 및 

다양한 나노 센서를 이용한 질병 진단 분석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임상적으로 보다 신뢰성 있는 센서어

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감도 및 고선택성 성능을 갖

는 센서엘리먼트의 개발과 일관성 있는 호흡가스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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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법의 확보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아직은 인체 호흡가

스를 이용한 질병 진단이 초기 단계에 있지만, 지속적인 

가스 분석기 개발과 센서 어레이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

체 호흡가스와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 호흡가

스를 이용한 간단하고 편리한 질병 검진 방법이 호흡기 

관련 질병을 우선적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에 질병 

검진에도 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어 정리 

CT Computed Tomography 

DMA dimethylamine 

DVB Divinylbenzene 

FRS Faraday Rotational Spectroscopy 

GC-MS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scopy 

MRI  Magnetic Resonance Imaging 

PA Polyacrylate 

PDMS Polydimethylsilane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pb part per billion 

ppm part per million 

ppt part per trillion 

PTR Proton Transfer Reaction 

QCL Quantum Cascade Laser 

QCM Quartz Crystal Microbalance 

SAW Surface Acoustic Wave 

SIFT Selected Ion Flow Tube  

SPME Solid Phase Microextraction 

TDLAS Tunable Diode Laser Absorption Spec-

troscopy 

TMA trimethylamine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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