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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웨어러블 센서들은 최근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1-5

 특히 장거리 통신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활성징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 즉 당뇨, 고혈압, 암, 심혈관계 질환 등을 장기간 모니터링 하

는 진단 센서로서 각광받고 있다.6-10 당뇨는 높은 혈당 수치가 오랜 기간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질환이며 다

른 심혈관 질환, 뇌졸중, 마비, 신장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통상적으로 인슐린 주사를 통해 

혈당 수치를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량의 인슐린을 투입하게 되면 저혈당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다 투입의 경우 쇼크나 사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일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혈당측정기를 이용

하여 지속적으로 혈당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상용화된 혈당측정기는 채혈 측정 방식을 이용한다. 환자의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어 검사지에 묻힌 후 검

사지를 측정기에 넣어 혈액 샘플을 분석하여 혈당 수치를 측정한다. 당뇨병 환자들은 자가 혈당 측정 시 초기

에는 매일 4회 측정이 필요하며, 주 당 2~3번 측정이 요구된다. 채혈 측정 방식은 혈액의 포도당(glucose) 농

도를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나 간헐적으로 혈액을 채취하기 때문에 실시간 혈당 

체크가 불가능하며, 채혈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과 바늘사용으로 인한 2차 감염의 우려가 뒤따른다. 따라서 환

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침습적(non-invasive)이며 연속적인 혈당 측정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특집에서는 효소 기반의 포도당 측정 방법, 이온 삼투를 이용한 측정 방법, 눈물이나 땀, 타액과 같은 인

체의 분비물을 이용한 화학적 측정 방법과 빛이나 전자기파를 이용한 물리적 측정 방법 중 몇 가지 예시를 소

개하고자 한다.



김혜현ㆍ유지수ㆍ최문기

고분자 과학과 기술  제 31 권 4 호 2020년 8월 287

그림 1. 역이온삼투를 이용한 포도당 측정 원리.19

그림 2. GlucoWatch.12

그림 3. 포도당 측정 렌즈 구조.14

2. 본론

2.1 화학적 전기 신호를 이용한 진단 센서

2.1.1 역이온삼투 측정법(Reverse Iontophoresis, RI)

역이온삼투 측정법은 피부를 통해 흐르는 낮은 전류를 

이용한다(그림 1). 피부에 부착된 양극과 음극 전극사이에 

전기장이 가해지면 피부 아래에서 양극 및 음극으로 나트륨 

및 염소 이온이 각각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주로 나트륨 이

온의 이동으로 전류가 생성되며, 이는 대류 흐름인 전자 삼

투 유동(electroosmotic flow)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흐름동

안 포도당과 같은 중성 분자가 표피 표면을 통해 추출되는 

것을 이용한 측정법이다. 간질액(interstitial fluid, ISF)이 

음극으로 운반되어 수집되며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효소 기반의 포도당 센서를 음극 표면에 위치시켜 

포도당 함량을 측정한다.
11

Cygnus 사는 이 측정법을 이용하여 GlucoWatch(그림 2)

를 고안했다. 장치를 사용하여 피부에 전류를 흘려줄 때, 체

내의 이온들이 이동함에 따라 포도당도 같이 움직이게 된

다. 이 때, 당 분자 하나당 2개의 전자를 발생시키며 전류의 

흐름을 감지하여 포도당 농도를 예측하는 방식이다.12

역이온삼투 측정법은 소자를 피부에 삽입하지 않고, 비

교적 간단한 구조의 전극을 피부에 부착하여 비침습적으로 

포도당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기 자극에 의한 

피부 자극, 낮은 안정성 등의 단점을 가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중이며, 2017년 Feng 그룹에서 electrochemical 

twin channels(ETC)과 RI를 이용하여 실제 혈액 내 혈당수

치와 유사한 ISF 포도당 측정법을 고안했다.
13

2.1.2 체액을 이용한 포도당 감지 센서

혈액 외 인체의 분비물인 눈물이나 땀을 이용한 포도당 

측정은 비침습적 방법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측정 방법 

중 하나이다. 이 때, 포도당 농도 측정을 위해 주로 포도당 

산화 효소(glucose oxidase, GOx)를 전극 표면에 도포한다. 

포도당이 GOx에 의해 산화될 때, 산소 농도의 감소 혹은 반

응 부산물인 과산화수소 발생을 감지하여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한다.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눈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눈물 속에는 포도당이 평균 0.1–0.6 mmol L
-1

의 농도로 포

함된다. 2011년도 Mitsubayashi 그룹에서는 0.0–5.0 mM의 

포도당을 감지하는 콘텍트 렌즈를 개발하였다. 얇은 PDMS 

기반의 콘텍트렌즈에 유연한 전극을 이어 붙여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렌즈 내부의 효소가 열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PMEH(poly[2-methacryloyloxyethyl 

phosphorylcholine(MPC)-co-2-ethylhexyl methacrylate(EHMA)] 

멤브레인을 효소 멤브레인 위에 코팅하였다.
14

다른 예로는 땀을 이용한 포도당 센서가 있다. 땀 역시 당

을 함유하고 있기에 채혈 과정 없이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혈당 수치에 비해 땀에 함유된 포도당 수치가 매우 

낮고, 일반적인 포도당 산화효소 기반의 센서는 땀의 양이

나 온도, 산도 및 습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포도당 

이외의 다른 물질들의 함유량 측정을 통해 포도당 센서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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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땀 기반 멀티 센서 포도당 측정 시스템.16

그림 5. 그래핀 기반 통합형 혈당측정 패치 구조.17,18

그림 6. 바이오 연료전지 기반의 센서 구조.18 그림 7. PPG 센서를 이용한 포도당 모니터링.20

2016년 Javey 그룹에서는 포도당 외에도 땀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센서 시스템을 고안했다

(그림 4). 유연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기판에 

금 전극을 사용하여 포도당, 젖산, 나트륨 및 칼륨 이온의 전

류 및 전위 변화, 체온 변화를 측정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

들은 무선 통신으로 스마트폰에 받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16

또다른 예로, 그래핀 기반 통합형 패치가 있다(그림 5).17 

그래핀을 이용하여 초박막 혈당센서의 민감도를 높이고, 정

확도 향상을 위해 산도계, 온도계, 습도계 및 모션센서를 집

적했다. 측정된 당수치를 기반으로 내장된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하여 고통없이 빠르게 피하 약물 주입이 가능하다.

기존 땀 기반 센서 연구에서는 측정값을 전기적 신호로 

분석하였다. 이는 땀의 농도나 속도 등에 의해서 변화되는 

값이므로 측정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측정값을 정량화

하여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17,18

2019년도에 Rogers 그룹에서 바이오 연료 전지를 도입

하여 별도의 외부 전력 공급없이 땀을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센서를 고안하였다(그림 6).
18

 땀내에 포함된 젖산

이나 포도당, 염화물, pH를 유체 네트워크(fluid network)로 

포집하고, 각 농도변화를 센서의 색 변화를 통해 정량화한

다. 이 방식은 복잡한 전자소자 및 데이터 처리 없이 시각적

으로 실시간 색상 정보 관찰을 통해 간단히 포도당 농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센서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땀이 미세

유체관을 통해 주입된 후 장치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2차 감염 및 피부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일

반적인 블루투스 기반의 모니터링시 베터리로 인한 무게 및 

크기 증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18

2.2 물리적 신호를 이용한 포도당 모니터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소자/센서를 이용하여 땀, 

피, 눈물, 침 등 체액에 함유된 포도당의 양을 화학적 전기 

신호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체액의 포도당 

농도는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포집하는 방식에 따라 측정오

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피부를 투과할 수 있는 광

신호, 전자기파, 초음파 등 물리적 신호를 이용한 혈당 측정

법이 연속적인 포도당 측정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19

 지

금부터 물리적 신호를 이용한 웨어러블 포도당 센서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2.2.1 광학적 신호

적외선을 포함한 광대역 내의 빛들이 피부를 통과했을 

때 빛의 흡수, 반사, 그리고 산란특성을 이용해 포도당을 감

지하는 센서를 만들 수 있다.

2019년도 Chung 그룹에서는 가시 및 근적외선(vis-NIR) 

분광을 측정하여 혈당수치를 얻는 웨어러블 센서를 발표했

다(그림 7).
20

 다른 파장(950, 850, 660, 530 nm)을 가지는 

4개의 LED에서 나온 빛이 흡수, 반사되어 광다이오드에서 

감지하는 PPG(photoplethysmogram) 센서의 방식을 이용

했고, 손목 밴드를 이용해 피부 표면에 부착시켜 웨어러블

하게 적용했다. 인체 내 포도당 농도에 의해 혈액이나 간질

액(interstitial fluid)의 점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PPG에서 

얻을 수 있는 파동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를 분석하여 포

도당 수치를 얻을 수 있다. 피부를 침투하는 깊이가 다른 파

장대 영역을 이용해 혈액과 간질액의 포도당 정보를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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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m파 혈당 안테나 센서.22

그림 9. 혈관 구조를 모방한 슬롯 안테나 센서.23 그림 10. 포도당 압력 복합 스마트 센서.24

으로 얻을 수 있어 더욱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적외선 영역은 근적외선 영역에 비해 높은 흡수성과 

감광도를 나타내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 Ricoh Company에서는 중적외선 영역

의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법을 제시했다.21 중적외

선 영역에서 혈당 측정에 적합한 파수(wavenumber)를 선

택해서 파장의 개수를 줄였고, 여러 조건에서도 정확한 혈

당수치의 측정과 분석이 가능하게 했다. 이 외에도 근적외

선, 원적외선, 단색광, 다색광 등 여러 광학적 신호들을 이용

한 포도당 분석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2.2.2 전자기적 신호

전자기적 신호가 신체를 통과했을 때, 반사되고 투과된 

파동에 의해 조직 내의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다. 특히, 포도

당은 혈액 내의 유전 성질(dielectric property)을 바꾸는데, 

전자기 파동은 매질의 유전 성질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포도당 센서로 활용할 수 있다.

Kallos 그룹에서는 밀리미터파의 전자기 신호의 전송 모

드(transmission mode)를 사용해 혈당수치 변화를 측정했

다(그림 8).
22

 이 디바이스는 60 Hz에서 작동하는 두개의 마

주보는 마이크로 스트립 패치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 안

테나 1에서 2로 신호가 전송될 때, 둘 사이에 있는 조직 내 

혈액의 포도당 수치 변화로 인해 유전율이 변하고, 이것으

로 얻은 투과 계수(transmission coefficient)를 분석하여 포

도당의 농도를 얻었다.

최근 Hanna와 연구진들은 다중대역에서 작동하는 유연

한 슬롯 안테나를 사용하여 포도당 모니터링 센서를 만들었

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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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디바이스는 고주파에서 저주파까지 작동

할 수 있고, 슬롯의 모양을 사람의 혈관 네트워크를 모방해

서 만들었기 때문에 높은 감도를 얻을 수 있었다. 손등의 센

서 뿐 만 아니라 팔의 대역 제거 필터(band-reject filter)를 

통해 두 군데에서 혈관 내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복합 센

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여기서 얻은 반사 계수와 투과 계수

를 분석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글러브와 밴드를 이

용해서 웨어러블하게 적용시켰고, 동물을 통한 in-vivo 실

험과 임상실험을 통한 포도당 예측도 보여주었다.

2.3 복합 시스템

당뇨병 환자들에게 포도당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비 침습적인 포도당 측정 센서들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혈당 외에 다른 건

강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멀티 센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면, 다양한 생체신호들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병의 진단이 

가능해지고, 사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2017년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눈물 내의 포도당 수치를 측

정하는 센서와 안압을 측정하는 센서를 복합적으로 구성한 

웨어러블 스마트 센서를 발표했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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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내 포도

당의 산화와 물의 환원으로 얻은 과산화 수소가 전계 효과 

센서(field effect sensor) 내의 채널(channel)에 전하 캐리

어를 제공하고, 증가한 드레인(drain) 전류를 측정하여 포

도당 수치를 얻었다. 또한, 전극 사이의 유전체의 두께로 압

력을 측정하는 정전용량형(capacitive) 압력 센서를 렌즈 내

에 구성하여 안압을 측정하였다. 이 정보들은 안테나를 이

용해 각각의 전기 신호로 무선으로 전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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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혈당수치 감지 센서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헬스

케어 소자이다. 하지만 기존의 혈당 측정은 지속적인 채혈

을 동반하므로 환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한다. 따라서 비침습

적 방식으로 연속적인 포도당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체내의 포도당을 감지하는 방법으로는 역이온 삼

투 측정법, 체액 감지 센서 등 화학적 전기 신호 기반 센서, 

빛이나 전자기파 등 물리적 신호 기반 센서가 있다. 또한, 포

도당 센서 외에 다른 생체 활성징후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의 혈당 측정 장비를 대신한 웨어러블 센서로의 발전을 위

해서는 화학적 전기 신호의 경우 환경의 영향이나 안정성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물리적 신호의 경우 웨어러블 

형태로 디바이스를 제작하고 얻은 신호들을 분석하는 연구

의 진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도당 감지 외 부가적인 기능

을 위해 다른 센서들이나 전자 소자들과 결합하기 위한 복

합적 시스템 구성을 고안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당뇨병 환

자들에 있어서 혈당 센서의 필수성과 기존 측정법이 환자들

에게 주는 불편을 고려했을 때, 비침습적이면서 연속적인 

포도당 모니터링 센서의 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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