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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테러는 인간의 공포감을 극대화하여 테

러리스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투원 뿐 만 아니라 비전

투원과 민간인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살상과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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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rrorists always threats the global security with the possibility of using prohibited warfare, NBCs(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 Compared to other prohibited warfares, most of biological warfare agents 

(BWAs) have no physical properties and time delays from spread to affect. Therefore the early detection is 

important to protect and decontaminate from BWAs. On the preliminary detection stage for suspicious material, 

most of detection kits only serve to know weather the BWAs exists or not. Due to this reason, simple field 

confirmation testing for suspicious substances have been used to identify materials which show negative result on 

detection kits. Considering the current Lab on a Chip(LOC) technologies, we suggest simple identification platform 

for unknown suspicious substances based on paper fluidics. We hope that our research will envision the future 

direction for the specific point-of-view for LOC technologies on detection strategy of BWAs.

Key Words : Biological Warfare Agents(생물학 작용제), White Powders(백색가루), Paper Fluidics(페이퍼 플루이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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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히기에 그 공포와 위협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

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테러리스트

들이 테러의 수단으로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생방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금지 무기들과 비교했을 때, 생물학 무기는 무

정형의 물리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살포와 효과 발생 

사이에서의 시간 지연 현상이 발생하기에, 즉각적인 

방호와 효과적인 제독을 위해서는 초기 현장 탐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1]. 현재까지 생물학 무기로 사용

되는 작용제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리케차, 

독소 등의 범주로 구분되어 지는데[2,3], 이러한 작용제

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각 작용제의 생물학적 특이성

을 이용하게 된다. 주로 적용되는 방식은 초기 현장에

서 사용되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식별키트[4], 정

밀 분석 시 사용되는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이용

한 DNA 증폭 방식[5] 등이 있다.

  최초 현장 대응 시, 의심 물질에 대해서 간이진단키

트를 이용하여 생물학 작용제 여부를 판별한 후, 시료

를 전문 기관에 후송하여 정밀 분석 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작용제가 아닌 백색가루 

또는 유사물질의 경우에는 진단키트를 통해서는 식별

되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 작용제로의 오인에 따른 혼

란을 방지하고자 야전간이식별 방법[6]을 통해서 해당 

물질을 찾아내야 한다.

  생물학 작용제로 의심되는 백색가루 또는 유사물질

의 발견 시, 생물학 작용제로의 오인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현장에서의 간이식별을 수행하

게 되며, 식별에 사용되는 원리는 대게 해당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진다.

  물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판별법은 점도, 색깔, 입

자의 크기 등에 의해서 수행되지만, 이를 통해서는 정

확한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은 현장 간이식별법은 화학적 특성에 

의한 판별을 통해서 미지의 물질에 대한 식별을 수행

하게 되는데, 그 원리는 물에 대한 용해도, pH 그리고 

특정 시약과의 화학적 반응에 따른 색깔변화 등의 현

상을 이용하게 된다[7,8].(Fig. 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지의 백색가루 식별을 위

해서 사용되는 화학적 간이식별 방법에 대한 원리를 

기초로 하여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미세유체 기반 랩

온어칩(lab on a chip) 기술을 응용하는 페이퍼 플루이

딕스(paper fluidics)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서 

소량의 시료만으로도 다양한 오인물질을 한 번에 식

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1. Preliminary detection method for suspicious 

materials; protein, saccharide, pH and starch 

(clockwise from upper left)[8]

2.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화학 관련 시약들은 모두 Sigma 

Aldrich사에서 구매하였으며, 페이퍼 플루이딕스에 사

용된 Filter paper는 WhatmanⓇ에서 구매하였다.

2.2 플랫폼 제단

  플랫폼은 Auto-CAD를 통해서 디자인 하였으며, 실 

제단은 Laser cutter 및 Cutting plotter(CraftROBO, 

Graphtec Aerica, Inc.)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2.3 플랫폼 제작

  미지의 시료를 검출하기 위한 화학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시약(5종)를 각각 2 μL씩 제단 된 플랫폼에 흡착

시킨 뒤 건조 오븐(Dry oven) 내에서 85 ℃로 1시간 

동안 건조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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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지의 시료 검출 및 측정

  제작된 플랫폼의 중앙부에 위치한 주입부에 물에 

희석된 미지의 시료를 주입하여 시간에 따라서 나타

나는 발색반응을 확인하여 시료의 성분을 검출하였다. 

해당 결과는 고해상도 카메라(K5 II S, Pentax)와 캠코

더(HDR-CX550, Sony)로 촬영하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플랫폼 설계 및 제작

  제작된 플랫폼은 미지 시료에 대해서 총 5가지의 화

학반응 테스트를 동시에 구현 가능한 구조로 설계, 제

작되었으며, 그 형태는 Fig. 2와 같다.

   Fig. 2. Fabricated paper-fluidic platform and its 

application result

  플랫폼의 구성은 크게 액상으로 용해된 미지의 시

료를 주입하기 위한 “주입부(In-let)”, 화학 반응을 유

도하는 물질이 흡착된 “반응부(Reaction center)” 그리

고 유도된 발색반응을 통해서 미지의 시료를 특정 하

는 “검출부(Detection center)”로 구분된다. 플랫폼에 사

용되는 최소 시료량은 100 μL이지만 그 이상에서도 

원활한 검출이 가능하였으며, 최소 시료량 사용 시 반

응에서 검출까지 2분 내에 확인이 가능하였다.

  본 플랫폼에서 사용된 화학반응은 대부분 수초 이

내에 즉각적인 반응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테스트 결과는 미지의 시료 검출에 대해서 충분히 적

용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플랫폼

을 Laminating film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플랫폼 상에

서의 유속을 제어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부분은 차

후 반응 대기시간이 필요한 화학반응을 플랫폼에 적

용하는 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2 적정 화학반응 탐색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생물학 작용제로 오인 가능

한 백색가루는 대게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들이 대다수이며, 그 종류와 주재료, 발색 반응을 

위한 식별 방법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Main component of white powders and their 

identification methods(*applied method on 

this research)

주성분
적용

백색가루
식별 방식

당류

설탕

탈지분유

분유

커피프림

Benedict`s solution (Carbonyl)

Fehling`s solution

Sucrose test

Catalase test

Lactase test

Enzymatic colorimetric assay*

다당류
밀가루

전분

Lugol starch test

Povidone test for starch*

단백질

헬스 

보충제

탈지분유

분유

BCA protein test

Biuret protein test

Bradford reagent

Fluorescamine test for protein

Lowry protein test*

Nickel dimethylglyoxime-

equilibrium solution

Ninhydrin solution

Nitric acid agent

차아 

염소산

표백제

살균제

소독제

Safranin O solution*

Diphenylamine indicator solution

Hypohalogenite differentiation test

Hypohalogenite test

  먼저 적용 가능한 적정 화학반응을 찾기에 앞서 

본 플랫폼에서 적용한 대상 물질은 설탕, 밀가루, 분

유, 세제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선정된 각각

의 반응들은 다음과 같다. 설탕을 찾기 위한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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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atic colorimetric assay”, 밀가루는 “Povidone 

test”, 분유는 “Lowry protein test”, 세제는 “Safrarin O 

solution”을 적용하였으며, 5종의 반응가운데 마지막은 

pH를 측정하는 발색시약을 적용하였다.

3.3 발색 반응

  선정된 각각의 발색반응에 대한 최저 검출 한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정량 시약으로 포도당, 녹말, 알

부민, 차아염소산칼륨을 해당 물질의 대표물질로 지정

하였다.

  먼저 설탕(포도당)의 경우에는 Potassium iodide와 

Horse radish peroxidase에 의해 유도된 발색반응을 이

용하였으며, 농도별로 Fig. 3과 같은 발색반응을 보였

다. 실험결과는 극미량의 당류에서도 발색반응을 보여

주었다.

Fig. 3. Enzymatic colorimetric assay results for sugar 

(or glucose)

  밀가루(녹말)의 경우에는 Iodine과 Potassium iodide에 

의해 유도된 발색반응을 이용하였다. 녹말의 특성상 

물에 잘 녹지 않고 불균일 혼합물 상태로 존재하기 때

문에 농도별 발색반응은 확인하기 곤란하였으나, 해당 

물질의 존재 유무는 판별 할 수 있었다(Fig. 4).

  분유(알부민)의 경우에는 Tetraboromophenol blue(with 

citrate buffer)에 의해 유도된 발색반응을 이용하였으며, 

단백질의 농도별로 Fig. 5과 같은 발색반응을 보여주

었다. 실험결과는 단백질의 농도에 따라서 발색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극미량의 경우에도 미

약한 발색반응(청색)을 보여주었다.

  세제(차아염소산)의 경우에는 저농도 수준(500 ppm)

에서는 발색반응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농

도에서는 즉각적인 발색반응이 확인되었다(Fig. 6).

Fig. 4. Povidone test results for starch

Fig. 5. Lowry protein test results for protein

Fig. 6. Safranin O test results for hypochlorous acid

  pH의 경우에는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서 발색반

응이 달라지는 특정 지시약인 Cresol red와 Bromothymol 

blue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실험결과는 다양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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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H에서 색상의 변화와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7).

Fig. 7. pH test results

3.4 발색반응의 플랫폼 적용

  앞서 선정된 각각 방식들은 단일 대표 성분에 대한 

발색반응 검증을 통하여 간이 진단 플랫폼으로의 적

용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초 제작된 5

종 동시 분석 플랫폼에 선정된 반응을 적용하여 다종

의 백색가루 식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 8. White powders for test(top) and identification 

methods embedded paper-fluidic platform 

(bottom)

  Fig. 8에서 나타낸 것처럼, 테스트에 사용된 백색가

루는 분유, 세제, 설탕, 밀가루이며, 제작된 플랫폼에

서는 녹말, 당류, 단백질, 차아염소산, pH를 동시 분석

할 수 있도록 발색 반응을 처리하였다(Fig. 8).

  테스트는 준비된 4가지의 백색가루에 대한 혼합용

액을 제조하여 시료주입부에 넣어 반응을 진행하였다

(Fig. 9). 발색반응의 시작은 30초부터 확인 할 수 있

었으며, 모든 반응의 종결은 1분 30초 내로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9. Time-lapse images for identification process 

on paper-fluidic platform

  Fig. 10은 최종 반응이 끝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

며, 각각의 반응을 통해서 해당 물질들을 식별 할 수 

있었다.

Fig. 10. Identification results for white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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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유사 생물학 작용제의 플랫폼 적용

  본 플랫폼은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물학 

작용제로 오인 가능한 백색가루를 주요 대상으로 지

정하여 발색반응을 선별하여 제작하였기에, 백색가루 

이외의 생물학 작용제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으

로는 유사 생물학 작용제로 널리 사용되어 지는 발아

효모(S. cerevisiae)를 선정하여 플랫폼에 적용하였다. 

반응결과, 단백질 검출부위에서 발색반응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1).

Fig. 11. Identification results for S. cerevisiae

  일반적으로 생물체 및 생물유래 물질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유사 생물학 작용제

로 선정한 발아효모의 경우 건조 중량의 60 %가 단

백질로 구성[9]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단백질 검출

부에서 발색반응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플랫폼은 생물학 테러 의심 현장에서 최초 진단

키트를 이용하여 작용제 여부를 먼저 판별한 후 식별

되지 않은 미지의 시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 작용제가 아닌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생

물체 또한 본 플랫폼에서 식별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생방 무기 중에서 특

히, 생물학 무기는 상대적으로 쉬운 제조방식과 작용 

특성으로 인해서 “빈자의 핵무기”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생물학 무기는 화학 및 방사능 무기에 비해서 

물리적 특징이 존재하지 않으며, 살포에서부터 작용제

의 효과가 발생까지의 시간적인 차이로 인해서 작용

제의 효과가 사람 간에 전파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초기 식별과 탐지가 중요하다. 지

난 2001년 미국 911테러 당시 탄저균에 의한 테러 이

후 전 세계적으로 생물학 테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

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위협이 점차 현실화 될 가능성

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2].

  생물학 작용제는 적은 제조비용으로 인해서 제약회

사 혹은 맥주공장과 같은 시설에서 은밀하게 대량생

산이 가능하다. 또한 톤당 생산비용도 핵무기의 경우

보다 100배 적으며 그 살상 효과는 42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또한 공기나 물 등에 의한 살포가 가능하며, 한번 

살포되면 자체번식을 통해서 기하 흡수적으로 확산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재래식 무기와의 차별

점은 기간시설의 파괴 없이도 오직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위협만으로도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1]. 때문에 미국의 경우 탄저균 편

지에 대한 테러사건 이후, 수많은 모방범죄가 있었으

며 우리나라에서도 백색가루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밀가루, 프

림, 분유 등의 오인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빠른 작용제 확인과 식별이 초기 대응과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되

고 있다.

  미세유체 기술을 이용한 랩온어칩 기술은 시공간적

으로 제어되는 유체의 흐름을 이용하여 소량의 시료

만으로도 물질을 탐지 할 수 있는 기본원리를 제공하

여 주며, 무엇보다도 다량의 샘플을 한 번에 식별 할 

수 있는 기술로서의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10].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미세유체 기반의 랩온어칩 

기술은 소량의 시료로 단 시간 내 여러 가지 시료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간이식별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

고 있는 페이퍼 플루이딕스는 의료 진단, 환경, 군사

용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점차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11-13].

  본 연구의 결과는 페이퍼 플루이딕스를 이용하여 

생물학작용제로 오인되기 쉬운 백색가루 4종(분유, 세

제, 설탕, 밀가루), 생물체 및 생물유래 물질에 대한 

신속한 정성분석이 가능하며, 플랫폼 형태로 제작하여 

다종의 백색가루에 대한 동시 식별이 가능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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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플랫폼 및 관련 기반

기술은 생물학 테러 의심 현장에서 최초 진단키트를 

이용 시 생물학 작용제로 판정되지 않은 미지의 시료

를 식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며, 그에 따라서 초기 대응과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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