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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재까지 기체 분자들을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장치들이 제작

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 후각 시스템과 같은 구조로 불용성 기체를 탐지

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인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OBP3와 bio-functionalized CNT-FET를 이용한 기체

센서 플랫폼을 제작하여, 실제 후각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OBP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rget gas molecule이 들어오면 OBP3가 이를 붙

잡아 용해도를 높였고, 또한 이를 CNT-FET위에 고정된 후각 리셉터를

포함하는 바이오 구조에 배달하였다. 이러한 OBP3의 기능은 인공 코 플

랫폼의 민감도를 높게 하여 낮은 농도에서도 기체 분자를 선택적으로 감

지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이를 octanal과 다이아세틸을 타겟으로 하

여 확인했으며, 또한 실제 오렌지에서 나오는 냄새와 같이 복잡한 화학

적 환경에서도 측정하였다. 이 결과들은 우리의 구조가 다양한 종류의

기체를 탐지하는 센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음식 맛 평가, 유독성 가스

검지 등의 실용적인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Keywords: carbon nonotube field-effect transistor, bioelectronic nose,

gas sensor

Student Number: 2020-2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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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Odorant Binding protein (OBP)

mediated gas biosensor

1.1 Introduction

코는 후각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관으로, 호흡을 통해 여러 화합물들이

섞인 기체를 비강 안으로 빨아들이고, 여기에서 후각 세포들을 통해 특

정 냄새를 검지하여 신경세포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한다. 후각 시스템을

통해 곤충들의 페로몬, 음식이나 먹이의 냄새, 독성 물질을 감지하는 등

의 다양한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동물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다 [1-2].

코를 통해 들어온 냄새 분자들은 코 점막에 녹아 든다. 코 점막은 상

피, 기저막, 코 점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 점막은 호흡을 통해 들어

온 공기를 습하게 만들거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며, 잡다한 바이러스나 세

균들이 코 내부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필터와 같은 기능을

한다. 또한 상피에 있는 후각 세포들을 물리적으로 보호한다. 이러한 코

점막의 기능들은 동물 혹은 곤충이 냄새를 감지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하는데, 특히 코 점막에 존재하는 odorant binding protein (OBP)들은

특정 냄새 분자들이 점막에 녹을 수 있도록 돕고, 이 냄새 분자들을 각

각의 후각 리셉터로 배달하는 기능을 한다 [3-4].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후각을 흉내내는 장치를 만들어 내기 위하

여, graphene-FET, polymers, colorants를 이용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5-11]. 이러한 연구들의 주된 전략은 특정 기체 분자들에 결합하는 분

자 구조물들을 이용하여, 기체 분자들을 선택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결합은 FET, fluorescence등의 방법을 통해 전기적인 신호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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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되고, 이를 통해 그 냄새 분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에서 제시한 구조들은 실제 동물이 가진 후각 시스템과는 다르

게, 제한적인 종류의 기체 분자들 밖에 검지 할 수 없다. 몇몇 불용성 기

체들이 후각 시스템을 통해 식별되는 과정에는, OBP를 포함한 코 점막

같은 액상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액상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우며, 이를 활용하여 기체 분자들을 검지하는 시스템은 매우 드물게

보고되어 왔다 [10, 12].

본 연구에서는, OBP가 기능할 수 있는 액상 환경을 유지하여 불용성

기체를 감지할 수 있는 기체 센서 플랫폼을 제작하였다. 불용성 기체 분

자와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olfactory receptor들을, CNT-FET에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통해 부착시켰고, 이는 기체 분자의 결합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D 프린터를 통해 제작

한 센서 플랫폼의 하단에 이 bio-functionalized CNT-FET를 넣었고, 센

서 플랫폼 내부에는 OBP와 버퍼를 넣었다. 이 구조물은 OBP를 이용하

여 실제 후각 시스템의 점막 구성을 모방했기 때문에, OBP를 활용한 기

체 검지 방법은 인공 코 제작, 후각 장애에 관한 의료 산업, 음식 냄새의

정량적인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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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he characterization of OBP3s and I7 receptors

본 단락에서는 HEK-293세포에서 발현된 OBP3와 rat-I7리셉터의 특

성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설명한다. Figure 1a는 western blot

analysis를 통해 I7 receptor (i)와 OBP3 (ii)를 각각 분석한 것이다. I7에

서는 35-40kDa 사이에, OBP3에서는 25kDa대에 굵은 밴드를 볼 수 있

었다. 이는 HEK-293셀에서 I7 receptor와 OBP3단백질이 잘 발현되었음

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I7 receptor와 OBP3가 biosensor에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b는 3종류의 Fehling’s solution에 대한

UV-vis transmittance를 보여준다. Fehling’s solution은 파란색을 띠는

구리 이온이 붉은 색으로 침전되는 원리를 통해 알데하이드를 검출하는

시약이다 [13]. 파란색 선은 OBP3만 존재할 때, 빨간색 선은 액체 상태

의 octanal만 존재할 때, 그리고 하늘색 선은 OBP3와 octanal을 같이 넣

었을 때의 UV-vis transmittance이다. 각 Fehling’s solution에서 400에

서 500nm 사이 파장대에 높은 transmittance를 보여주었으며, OBP3와

octanal이 섞여 있을 때 transmittance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를 통해, OBP3와 octanal이 수용액 상태에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ure 1c는 HEK-293 세포막에 발현된 I7 receptor의 octanal 결합

에 대한 fluorescence assay를 진행한 결과이다. Fluorescence intensity

는 octanal이 존재할 때 높은 값을 나타냈고, 반면 octanal이 없을 때는

intensity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I7 receptor가 세포 내에

서 octanal과 잘 반응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OBP3가 octanal과 함께

존재하는 환경에서 가장 높은 intensity를 보였다. 이는 OBP3가 있을 때

I7 receptor의 sensitivity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Figure 1d는 수용액 환

경에서 octanal gas의 solubility를 UV-vis absorbance를 측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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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b와 마찬가지로 Fehling’s solution을 이용하였다. OBP만 존재

할 때,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를 각각 control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그래프를 통해 octanal gas를 흘려준 용액이 더 낮은 absorbance를 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ctanal gas가 solution에 어느 정도 녹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OBP3가 수용액에 존재할 때, 가장 낮은

absorbance값을 보였는데, 이는 OBP3가 octanal gas의 solubility를 높여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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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haracterization of OBP3 and I7 receptors. (a) The

western blot analysis of I7 receptors and OBP3s. (b) UV-vis

transmittance of three Fehling’s solutions with OBP3 (blue), octanal

(red), and both (sky blue). (c) The calcium fluorescence assay of I7

nanodiscs in a cell to octanal solution. With OBP3 (red), without

OBP3 (blue) and controls (black and green), respectively. (d) UV-vis

absorbance of four Fehling’s solutions with OBP3 (green) and without

OBP3 (blue). The black and red line was prepared as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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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chematic illustration of CNT-FET based gas

sensor platform

Figure 2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CNT-FET기반의 센서 플랫폼을 보여

준다. 3D 프린터로 뽑은 플랫폼 윗부분에는 gas permeable membrane

(GPM)이 존재하여 내부의 수분을 보존하면서 외부의 기체 상태 타겟

물질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 3D 프린터로 뽑은 플랫폼 내부에는

OBP가 포함된 버퍼 수용액이 존재하고, 그 아랫부분에는

bio-functionalized CNT-FET 가 들어간다. 버퍼 내부의 OBP는 GPM을

통과해 들어온 특정 기체 분자들을 붙잡아 버퍼에 녹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OBP는 이 분자들과 결합하여 CNT-FET에 이황화 결

합으로 고정되어 있는 후각 리셉터를 바이오 구조에 배달한다. 후각 리

셉터에 타겟 분자들이 결합하면 그 아래 gold floating electrode의 컨덕

턴스가 커지고 이는 CNT-FET의 소스-드레인 전류의 변화를 만들어낸

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버퍼가 증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실

제 후각 시스템의 코 점막과 유사한 플랫폼을 제작하였고, OBP가 움직

이며 냄새 분자들과 후각 리셉터 사이의 결합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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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schematic illustrations of CNT-FET based gas sensor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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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ctanal solution sensing with OBP

본문 1.4는 I7 후각 리셉터를 고정하는 나노디스크를 CNT-FET의

gold floating electrode 위에 V5 항체를 이용하여 결합시키고, 그 전기적

특성과 옥타날 수용액에 대한 반응성, OBP3의 존재 유무에 따른 전기화

학적 반응 강도의 변화에 관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이다.

Figure 3a는 I7 나노디스크가 고정된 CNT-FET에 옥타날 수용액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를 semiconductor analyzer(Keithley 4200)를 통해 모

니터링 하는 실험의 과정을 표현한 그림이다. CNT-FET의 CNT채널 위

에는 OBP3를 포함한 버퍼를 10 μL올려놓았고, 그 위에 다양한 농도의 1

μL 옥타날 수용액을 떨어뜨렸다. Figure 3b는 I7 나노디스크가 고정된

CNT-FET를 SEM을 통해 관찰한 이미지이다. SEM 이미징을 위하여

I7 나노디스크가 고정된 CNT-FET의 표면은 백금 코팅기(EM ACE200)

를 이용하여 백금으로 5 nm 만큼 처리되었다. SEM이미지(Figure 3b

(i))의 가운데에 100 μm길이의 CNT 채널이 있고, 그 위에 10μm 두께의

gold floating electrode가 5개 올려져 있다. 각각의 floating electrode 위

에는 V5 항체와의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통해 I7 나노디스크를 고정시켰

고, SEM이미지 (Figure 3b (ii))에서 약 100~200 nm 크기의 나노디스크

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I7 나노디스크가 CNT-FET의 floating

electrode위에 잘 결합되었고, 따라서 이 bio-functionalized CNT-FET가

바이오센서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3c는

CNT-FET의 게이트 전압에 대한 소스-드레인 전류를 측정한 것이다.

검은색 선은 bare CNT-FET에 대한 것이고, 빨간색 선은 I7 나노디스크

가 결합된 CNT-FET에 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CNT-FET가 I7 나노디

스크를 결합시켜도 여전히 p타입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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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d는 여러 농도의 옥타날 수용액에 대한 bio-functionalized

CNT-FET의 전기적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

프이다. 이 때 소스-드레인 전압은 0.1V로 유지되었다. semiconductor

analyzer를 통해 소스-드레인 전류가 측정되었고, 이를 통해 특정 시점

의 전류 값을 초기 전류 값에 대한 상대적인 변화량을 계산하여 relative

conductivity change (△G/G₀)로 나타내었다. CNT-FET위에 올려진 버

퍼에 OBP3가 존재할 때(red line), 더 큰 relative conductivity change가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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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ctanal solution sensing using CNT-FET based biosensor.

(a) Schematic illustration of octanal solution sensing process. (b)

SEM image of CNT channel (i) and I7-nanodiscs (ii). (c) Electrical

properties of CNT-FETs before and after I7-nanodisc immobilization.

(d) Real-time current monitoring of CNT-FET during the

introduction of octanal solutions, with and without OBP3s. (e)

Normalized signal of CNT-FETs current. Each point and error bar

were calculated electrical signals from three CNT-FETs. (f) Octanal

selectivity of I7-nanodisc immobilized CNT-FETs with and without

OBP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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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Octanal gas sensing with a bioelectronic nose

platform

본 단락에서는 앞서 설명한 I7 나노디스크 (혹은 ODR-10 micelle)이

고정된 CNT-FET를 이용하여 인공 전자 코 플랫폼을 제작하고, OBP3

의 존재로 인해 옥타날 (혹은 다이아세틸) 기체의 검출 결과가 어떤 식

으로 달라지는지에 관련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Figure 4a는 기체 검출 실험의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체 상태의

타겟 물질과 질소 기체를 혼합하여 가스 챔버 내부로 흘려보내주었다.

가스 챔버 내부에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인공 전자 코 플랫폼이 설치되

었다. 이 인공 전자 코에는 I7 나노디스크와 결합한 CNT-FET 혹은

ODR-10 micelle과 결합한 CNT-FET가 사용되었으며, 각각 옥타날, 다

이아세틸 분자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후각 리셉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

들이다. 또한, 인공 전자 코에는 gas permeable membrane이 존재하여

내부의 액체는 유실시키지 않으면서 외부의 타겟 기체 분자들을 들어오

게 만들 수 있었다. Figure 4b는 인공 전자 코의 버퍼 용액에 OBP3 단

백질이 포함되어 있을 때(붉은색)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검은색), 옥

타날 기체에 대한 인공 전자 코의 전기적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그래프이다. 이때 인공 전자 코에는 I7 나노디스크가 고정된 CNT-FET

가 사용되었다. 가스 챔버 내부로 들어오는 옥타날 기체의 농도가 높아

짐에 따라 컨덕턴스 변화율이 증가하였고, 옥타날 기체가 들어오지 않을

때 컨덕턴스 변화율은 다시 원래대로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공 전자 코의 버퍼 용액에 OBP3 단백질이 존재할 때 컨덕턴스

변화율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OBP3의 기능들이 인공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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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의 옥타날 기체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4c는 I7 나노디스크가 고정된 CNT-FET를 사용하여 제작한 인

공 전자 코를 통해, 여러 농도의 옥타날 기체에 대한 전기적 신호를 관

찰한 그래프이다. OBP3가 있을 때와 없을 때, Figure 4b에서와 같은 방

식으로 각각 3회씩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점들은 3회 측정의

평균, 에러 바는 표준 편차를 계산한 것이다. 이를 통해 Figure 3에서와

마찬가지로 OBP3가 존재할 때 전기적 신호가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OBP3가 인공 전자 코에서도 실제 인간의 후각 시스템과 마

찬가지로 기능하여 옥타날 기체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켰음을 의미한

다. Figure 4d는 여러 농도의 오렌지 즙에서부터 얻어진 기체에 대한 인

공 전자 코의 전기적 신호를 Figure 4b와 같은 방식으로 3회 측정한 값

들을 정규화하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옥타날 분자는

오렌지 속의 감귤, 레몬, 자몽 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화학 물질로,

오렌지의 껍질이나 과즙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Figure 4d에서는 실제

오렌지의 향을 검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렌지에서 즙을 짜내

고 거기에 질소 기체로 버블링하여 타겟 기체를 제작하였다. 타겟 기체

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더 강한 세기의 신호가 얻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제작한 인공 전자 코가 실제 과일의 향을 정량적

으로 평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4e는 ODR-10 micelle이 고정된 CNT-FET에 다양한 종류의 기

체를 투입하여 그 전기적 신호를 측정한 것이다. Amyl butyrate와

ortho-xylene 기체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전기적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지

만, 다이아세틸 기체에 대해서 확연하게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는 ODR-10 micelle이 고정된 CNT-FET가 다이아세틸을 선택적

으로 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4f는 앞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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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R-10 micelle이 고정된 CNT-FET를 활용하여 우리의 바이오 전자

코 구조물을 제작하고, OBP의 유무에 따른 다이아세틸에 대한 전기적

반응의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불용성 기체가 아닌

다이아세틸에 대해서도 OBP를 활용하여 센서의 민감도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가 제작한 바이오 전자 코 플랫폼이

다양한 종류의 후각 리셉터를 활용하는 인공 후각 소자에 활용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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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as measurement using biomimetic odorant gas sensor. (a)

A schematic illustration of a gas sensing process with a bioelectronic

nose. An I7-nanodisc hybridized CNT-FET was placed in the bottom

hole with a rubber band. (b) Real-time responses of biomimetic

odorant gas sensor to various concentration of the octanal gas, with

and without OBP3 in a buffer. (c) Dose-dependent respons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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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mimetic odorant gas sensor to various concentration of the octanal

gas, with and without OBP3 in a buffer. Points and error bars are

average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to each octanal gas

concentration, respectively (n=3). (d) Normalized signal of biomimetic

odorant gas sensor to a real sample (orange) solved in DI water with

4 dilutions (25, 50, 75, and 100 %). Points and error bars are average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to each dilution, respectively (n=3). (e)

Real-time responses of the bioelectronic nose platform that consists

of an ODR-10 micelle hybridized CNT-FET to various odorant gases.

(f) Normalized signal of the bioelectronic nose platform that consists

of an ODR-10 micelle hybridized CNT-FET to various diacetyl

concentrations. Points and error bars drawn same a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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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OBP의 냄새 분자 용해 및 전달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사람의 후각시스템을 모방한 인공 전자 코 구조를 제작하였다. 먼저, I7

나노디스크를 고정시킨 CNT-FET를 활용하여, 액체 상태의 옥타날 분

자 감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I7 나노디스크가 고정된 CNT-FET는

OBP3가 있는 환경에서 1 fM의 높은 민감도로 옥타날 분자를 감지할 수

있었다. 반면 OBP3가 없는 경우 1 nM정도의 검출한계를 보였다. 또한,

OBP3 단백질을 포함한 액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물을 제작하여

옥타날 가스 검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I7 나노디스크가 고정된

CNT-FET 칩 위에 OBP3를 포함하는 버퍼 용액이 10 μL존재하였고, 이

를 3D printed chamber와 gas permeable membrane으로 둘러싸서 인공

코 플랫폼을 제작하였다. 만들어진 인공 코 플랫폼을 이용하여 불용성

옥타날 기체의 검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 후각 시스템과 마

찬가지로 OBP3가 존재할 때 더 높은 전기적 신호를 얻을 수 있었으며,

오렌지 즙과 같은 여러 화합물이 섞인 기체에 대해서도, 옥타날을 특이

적으로 검지할 수 있었다. I7 나노디스크 대신, 다이아세틸과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ODR-10 micelle을 사용했을 때도 OBP3를 이용하여 더 높은

감도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의 인공 코 플랫폼은 불용성

기체에 대해서도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인공 코 제작

과 관련된 의료 및 산업 분야, 정량적인 음식의 냄새 평가, 인체 후각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 등에 강력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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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Hydrogel-nanodisc composite based

gas sensor

2.1 Introduction

하이드로젤은 뛰어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의료, 보건, 식품,

재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다. 다양한 폴리머

를 적절히 활용하고 몇몇 촉매를 넣어줌으로써 그 전기적, 물리적 특성

을 조절할 수 있고 내부 분자들의 구조를 유지하기 용이하다. 이러한 특

성은 바이오 분자들에게 세포와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활용

될 수 있다 [14-16]. 키토산, 젤라틴, 아가로즈 등은 bio-compatible한 특

성을 통해 세포 배양에 활용된다. 또한 알기네이트는 간단한 제조방식과

생체적합성으로 인해 산업적으로 활용되어 약물 전달, 치아 임플란트 등

에 활용되고 있다 [17-19].

앞서 Chapter 1의 introduction에서 설명했듯이 인공 후각을 구현하는

것에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의 시도가 있었고, 특히 후각 리셉터를

사용하여 특이적인 생체 분자들을 검지하는 것으로 일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20-22]. 하지만 그러한 바이오센서의 경우, 후각 리셉터가 기

능하기 위한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 센서 표면을 버퍼로 덮거나 액상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기상 타겟을 검지하는

것에는 이러한 액상 환경속으로 타겟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액상

-기상 인터페이스를 제작해야만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로젤 나노디스크 혼합체를 제작하여 기체 분자를

직접적으로 검지할 수 있는 센서 플랫폼을 제작하였다. 후각 리셉터가

결합된 나노디스크를 소듐 알기네이트 수용액과 섞고 이 용액을 염화칼

슘 수용액에 떨어뜨려줌으로써 하이드로젤 나노디스크 혼합체를 제작할

수 있었다. 나노디스크는 알기네이트 사슬과 칼슘 이온에 반데르발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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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합하면서 하이드로젤의 내부에 구조를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

었다. 이러한 하이드로젤 플랫폼은 원하는 크기로 제작할 수 있으면서도

그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및 보건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후각에 대한 기초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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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abrication of alginate-OR1A2 composite based

artificial nose

본 챕터에서는 알기네이트와 OR1A2 나노디스크 혼합체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바이오 전자 코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마그네틱

스티러와 핫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70 ℃, 2000 rpm으로 소듐 알기네이

트 2% 수용액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한 소듐 알기네이트 수용액 5

㎕에, HEPES버퍼에 70 ㎍/mL농도로 녹아있는 OR1A2 나노디스크를 5

㎕만큼 넣어준 뒤 pipetting을 통해 섞어주었다. 소듐 알기네이트와 마찬

가지의 방법으로 제작된 5% 염화칼슘 수용액을 20 ㎕떨어뜨렸다. 이 과

정을 통해 나노디스크가 섞인 알기네이트 비드를 얻을 수 있었다.

탄소나노튜브 전계효과 트랜지스터(CNT-FET)는 기존에 연구되었던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Si/SiO2 기판 위에 positive

photoresist (AZ5214)를 4000 rpm에서 1분 spin coating하여 깔아주었다.

그 후 95 ℃에서 10분간 데워주었다. Mask alinger(Karl Suss)를 사용하

여 photolithography를 진행하였고, thermal evaporation을 통해 Ti/Au

layer를 증착시켰다. 그 위에 photolithography를 통해 채널 부위를 제외

한 부분에만 photoresist가 남아있도록 한 뒤, CNT-DCB 용액을 약 1㎕

씩 떨어뜨렸다. 그 후 24시간 동안 클린 벤치에서 드라이하였다.

self-assembly에 의해 형성된 CNT 채널 부분에 photolithography와

thermal evaporation을 통해 Pd/Au전극을 50/150 nm 두께로 제작하였

다. 앞서 제작한 알기네이트 나노디스크 혼합체를 CNT-FET위에 부착

시키고 상온에서 2시간 정도 드라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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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fabrication process of the

alginate-OR1A2 composite based bioelectronic 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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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Octanal gas sensing with alginate-OR1A2

composite

본 단락은 앞서 제작한 alginate-OR1A2 혼합체 기반의 바이오센서를

활용하여 옥타날 기체를 검지하는 실험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alginate-OR1A2 혼합체의 특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센서의 전기

적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런 다음, 옥타날 기체 및 다른

종류의 기체에 대한 바이오센서의 전기적 신호를 관찰한 결과를 분석하

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바이오센서의 성능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 6a는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소자의 게이트 특성을 측정한 것이

다.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전압을 0.1V로 유지하면서 게이트 전압을 –

0.5V에서 0.5V까지 증가시켰고, 그 동안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였다.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수록 소스-드레인 사이의 전류

가 줄어드는 일반적인 p-type 반도체 특성을 나타냈으며, 이 특성은

algiante-OR1A2 혼합체를 부착시킨 후에도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제작한 alginate-OR1A2 혼합체 기반의 바이오 전자 코가 바이오

센서로 활용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6b는

alginate-OR1A2 혼합체를 하루 동안 동결건조 시킨 후 그 단면을 잘라

서 SEM으로 관찰한 이미지이다. SEM이미지로 관찰하기 위해 표면을

sputtering을 통해 백금 5nm처리하였다. 이 이미지를 통해 기체가 출입

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기공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alginate-OR1A2 혼합체가 가스 센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Figure 6c는 우리가 제작한 바이오 전자 코의 다양한 농도의 옥타날

가스에 대한 전기적 신호를 보여준다. 바이오센서를 가스 챔버에 위치시

키고, 소스와 드레인 전극을 semiconductor analyzer (Keithley 236)에

연결시켰다. 그런 다음, 소스-드레인 전압을 0.1V로 유지시키면서 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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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질소와 옥타날 가스를 일정 농도로 흘려보내주었다. 가스를 흘려

보내줄 때, 바이오센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옥타날이

흘러들어올 때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옥타날 기체가 OR1A2 리셉터에 결합하면서 리셉터 단백질의

구조와 전기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OR1A2리셉터에 이로 인해 칼슘 이온

들을 반데르발스력으로 붙잡고 있던 알기네이트 사슬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칼슘 이온이 풀려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CNT 채널에 gating

effect를 주어 센서의 conductanc가 변화하게 된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

가 제작한 바이오 전자 코가 옥타날 기체를 dose-dependent하게 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Figure 6d는 바이오 전자 코의 옥타날 기체에 대한 전기적 신호를 정규

화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Figure 6c에서와 같이 얻은 데이터를 3회 반

복하였고, 각 점과 에러 바는 특정 옥타날 농도에서의 센서 신호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검정색 그래프로 나타난 컨트롤 실험에서는 신

호가 유의미하게 얻어지지 않았던 반면, 파란색 그래프로 나타난

alginate-OR1A2 혼합체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옥타날의 농도에 따라 증

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가 제작한 alginate-OR1A2

혼합체 기반의 CNT-FET가 옥타날을 검지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로 활

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6e는 다른 향을 내는 세 종류의

기체 10 ppm에 대한 바이오 전자 코의 전기적 반응을 나타낸 그래프이

다. Amyl butyrate와 ortho-xylene에서는 유의미한 신호를 확인할 수 없

지만, octanal 기체가 투입되는 경우 전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우리의 센서가 옥타날에 선택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ure 6f는 시간에 따른 신호크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데

이터 포인트와 에러 바는 3개의 소자에서 얻어진 전기적 신호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계산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자의 신호의 세기가 줄어

들지 않고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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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작한 alginate-OR1A2 혼합체가 내부의 나노디스크들의 구조를 안

정적으로 유지시켜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방법이 의

료 산업과 보건 산업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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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haracterization and gas sensing of alginate-OR1A2

composite based biosensor. (a) Characterization of alginate-OR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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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e based bioelectronic nose. (b) SEM image of

alginate-OR1A2 composite (c) Real-time responses of bioelectronic

nose to various concentration of the octanal gas. (d) Dose-dependent

responses of bioelectronic nose to various concentration of the octanal

gas. (e) Real-time responses of the bioelectronic nose to various

odorant gases. (f) Signal intensity variances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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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alginate 하이드로젤과 후각 리셉터를 포함한 나노디스크

를 결합하여 새로운 alignate-OR1A2 혼합체기반의 바이오센서를 제작하

였고, 그 바이오센서의 냄새 분자에 대한 전기적 반응성을 측정하였다.

Alginate-OR1A2 혼합체 기반의 바이오센서를 밀폐된 가스 챔버에 위치

시키고 시트러스 향의 옥타날 기체를 특정 농도 흘려주면서, CNT-FET

의 소스-드레인 전류를 측정하여 CNT channel의 conductivity 변화를

관찰하는 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 바이오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옥타날 기체를 검지할 수 있었으며 4 ppm의 낮은 농도까지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옥타날의 농도에 따라 전기적 신호가 변하는 것을 정규화

하여, 이 바이오센서를 통해 옥타날의 농도를 정량적으로 검지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myl butyrate, ortho-xylene등의 다

른 냄새 분자를 흘려주었을 때는 전기적 신호가 보이지 않다가, 옥타날

을 흘려주었을 때만 전기적 신호가 나타났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제작

한 바이오센서가 옥타날만을 선택적으로 검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alginate-OR1A2 혼합체 기반의 바이오센서가 얼마나 오랜 기

간 동안 퍼포먼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고, 그 결과 2주가 지

난 후에도 우리의 바이오센서가 옥타날을 검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의 바이오센서가 호흡기계 질병의 바이오마

커 검지, 정량적인 음식 냄새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 굉장히 오랫동안 센서의 성능을 유지시킬 있으므로 산업적으로 활용

되기에도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 31 -

Chapter 3. References

[1] Brennan, P.; Zufall, F. Pheromonal communication in vertebrates.

Nature, 2006, 444, 308–315.

[2] J. Ballester, C.; Dacremont, Y. L; Fur, en P. Etiévant. The role of

olfaction in the elaboration and use of the Chardonnay wine concept,

Food Quality and Preference, 2006, vol 16, no 4. Elsevier BV, bll 351

–359.

[3] Steinbrecht, R. A. Odorant-Binding Proteins: Expression and

Function.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998, 855,

323–332.

[4] Vidic, J.; Grosclaude, J.; Monnerie, R.; Persuy, M.; Badonnel, K.;

Baly, C.; Caillol, M.; Briand, L.; Salesse, R.; Pajot-Augy, E. On a

chip demonstration of a functional role for odorant binding protein in

the preservation of olfactory receptor activity at high odorant

concentration. Lab on a chip, 2008, 8, 678-688.

[5] Sharma, B.; Kim, J. S. MEMS Based Highly Sensitive Dual FET

Gas Sensor Using Graphene Decorated Pd-Ag Alloy Nanoparticles for

H2 Detection. Scientific Reports, 2018, 8.

[6] Oh, J.; Yang, H.; Jeong, G. E.; Moon, D.; Kwon, O. S.; Phyo, S.;

Lee, J.; Song, H. S.; Park, T. H.; Jang, J. Ultrasensitive, Selective,

and Highly Stable Bioelectronic Nose That Detects the Liquid and

Gaseous Cadaverine. Analytical Chemistry, 2019, 91, 12181–12190.

[7] Kim, S.; Kwak, D. H.; Choi, I.; Hwang, J.; Kwon, B.; Lee, E.; Ye,

J.; Lim, H.; Cho, K.; Chung, H.-J.; et al. Enhanced Gas Sensing

Properties of Graphene Transistor by Reduced Doping with

Hydrophobic Polymer Brush as a Surface Modification Layer.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 2020, 12, 55493–55500.



- 32 -

[8] Tang, N.; Zhou, C.; Xu, L.; Jiang, Y.; Qu, H.; Duan, X. A Fully

Integrated Wireless Flexible Ammonia Sensor Fabricated by Soft

Nano-Lithography. ACS Sensors, 2019, 4, 726–732.

[9] Xiao-wei, H.; Xiao-bo, Z.; Ji-yong, S.; Zhi-hua, L.; Jie-wen, Z.

Colorimetric Sensor Arrays Based on Chemo-Responsive Dyes for

Food Odor Visualization. Trends in Food Science & Technology,

2018, 81, 90–107.

[10] Park, J. J.; Kim, Y.; Lee, C.; Kook, J.-W.; Kim, D.; Kim, J.-H.;

Hwang, K.-S.; Lee, J.-Y. Colorimetric Visualization Using Polymeric

Core–Shell Nanoparticles: Enhanced Sensitivity for Formaldehyde Gas

Sensors. Polymers, 2020, 12, 998.

[11] Zhang, X.; Cheng, J.; Wu, L.; Mei, Y.; Jaffrezic-Renault, N.; Guo,

Z. An Overview of an Artificial Nose System. Talanta, 2018, 184, 93

–102.

[12] Murugathas, T.; Zheng, H. Y.; Colbert, D.; Kralicek, A. V.;

Carraher, C.; Plank, N. O. V. Biosensing with Insect Odorant Receptor

Nanodiscs and Carbon Nanotube Field-Effect Transistors. ACS Appl.

Mater. Interfaces, 2019, 11, 9530– 9538.

[13] Fehling, H. Die quantitative Bestimmung von Zucker und

Stärkmehl mittelst Kupfervitriol. Annalen der Chemie und Pharmacie,

1849, 72, 106–113.

[14] Martin S.; Karen C. Extracellular matrix hydrogel therapies: In

vivo applications and development. Acta Biomaterialia

[15] Sara S.; Daniel T. Fengfei M. Austin K.; Rachel M.; Matthew B.

Ying Z.; Xiang L. et al. Extracellular matrix scaffold and hydrogel

derived from decellularized and delipidized human pancreas. Scientific

reports. 2018, 8, 10452.

[16] Lindsey S.; Madeline C.; Sachin V.; Lisa W.; Stephen B.



- 33 -

Extracellular matrix hydrogels from decellularized tissues: Structure

and function. Acta Biomaterialia. 2017, 49, 1-15.

[17] Hu, X. J.; Dong, N. G.; Shi, J. W.; Li, H. D.; Deng, C.; Lu, C. F.

Synthesis and Applications Of Tetra-Functional Branched Poly

(Ethylene Glycol) Derivative for the Decellularized Valve Leaflets

Cross-Linking. J. Wuhan Univ. Technol., Mater. Sci. Ed. 2015, 30 (1),

193– 197.

[18] Lou, J.; Stowers, R.; Nam, S.; Xia, Y.; Chaudhuri, O. Stress

Relaxing Hyaluronic Acid-Collagen Hydrogels Promote Cell Spreading,

Fiber Remodeling, and Focal Adhesion Formation in 3D Cell Culture.

Biomaterials 2018, 154, 213–222.

[19] Harley, B. A. C.; Kim, H. D.; Zaman, M. H.; Yannas, I. V.;

Lauffenburger, D. A.; Gibson, L. J. Microarchitecture of

Three-Dimensional Scaffolds Influences Cell Migration Behavior via

Junction Interactions. Biophys. J. 2008, 95 (8), 4013– 4024.

[20] Narae S.; Seunhwan L.; Viet B.; Tai P.; Seunghun H.

Micelle-stabilized Olfactory Receptors for a Bioelectronic Nose

Detecting Butter Flavors in Real Fermented Alcoholic Beverages.

Scientific reports, 2020, 10, 9064.

[21] Minju L.; Heehong Y.; Daesan K.; Myungjae Y.; Tai P.;

Seunghun H. Human-like smelling of a rose scent using an olfactory

receptor nanodisc-based bioelectronic nose. Scientific reports, 2018, 8,

13945.

[22] Kyung L.; Manki S.; Ju K.; Daesan K.; Tai P.; Seunghun H.;

Hyang C.; Shin C.; A triangle study of human, instrument and

bioelectronic nose for non-destructive sensing of seafood freshness.

Scientific reports, 2018, 8, 547.


	Abstract
	Chapter 1. Odorant Binding protein mediated gas biosensor
	1.1 Introduction
	1.2 The characterization of OBP3s and I7 receptors
	1.3 Schematic illustration of CNT-FET based gas sensor
	1.4 Octanal solution sensing with OBP
	1.5 Octanal gas sensing with OBP
	1.6 Conclusion

	Chapter 2. Hydrogel-nanodisc composite based artificial nose
	2.1 Introduction
	2.2 Fabrication of alginate-OR1A2 composite based artificial nose
	2.3 Octanal gas sensing with alginate-OR1A2 composite
	2.4 Conclusion

	Chapter 3. References


<startpage>5
Abstract 1
Chapter 1. Odorant Binding protein mediated gas biosensor 4
 1.1 Introduction 4
 1.2 The characterization of OBP3s and I7 receptors 6
 1.3 Schematic illustration of CNT-FET based gas sensor 9
 1.4 Octanal solution sensing with OBP 11
 1.5 Octanal gas sensing with OBP 15
 1.6 Conclusion 20
Chapter 2. Hydrogel-nanodisc composite based artificial nose 21
 2.1 Introduction 21
 2.2 Fabrication of alginate-OR1A2 composite based artificial nose 23
 2.3 Octanal gas sensing with alginate-OR1A2 composite 25
 2.4 Conclusion 30
Chapter 3. References 3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