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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센서 기술은 신약 개발, 생물 의약, 식품안전 표준, 방위, 보안 및 환경 모니
터링 분야에서 산업혁명, 헬스케어 4.0 시대에 가장 중요한 미래의 기술로 그 중요성
과 기대가 매우 크다. 그 기대에 맞춰 최근의 바이오센서 기술은 센싱 요소를 정확하
고 강력한 분석의 도구로 연구와 발명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IT기술과 나노기술의
성장과 BT기술의 융합으로 바이오센서의 검출한계를 극복하고, 물리화학적 변환기
의 다양한 응용연구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나노물질, 화학 물질을
비롯한 폴리머에서 미생물, 세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바이오센서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과 바이오센서의 연결은 필연적이며 현재까지 단편의 생물학
적 지표를 정량 정성 분석하는 도구에서 연결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임상
및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로 발돋움 하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최근 바이오센서의 기술동향과 신규 시장창출을 위한 산업화 동향
을 소개하면서 미래의 바이오센서 분야의 국내외 트렌드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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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센서의 연구동향
바이오센서는 1953년 처음 클라크가 생물학적 목적으로 효소전극을 이용한
개발을 시작으로 현재의 바이오센서 기술은 급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센서
기술은 오늘날까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있다. 바이오센서는 바이오수용체(Bio-receptor)라는 특정 분석 대상물과
상호작용(효소-기질, 단백질-단백질, 항원-항체, 핵산-단백질, 핵산-핵산, 호르
몬, 세포, 압타머 등)을 기반으로 측정 가능한 효과를 생성하는 물리 화학적 신호
변환기(Transducer)를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정량 또는 정성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1).

그림 1. 바이오센서의 원리

출처: Sensors, 2013

이러한 바이오센서는 의료, 식품, 환경, 산업공정, 군사 보안 및 연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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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료
환경
연구
군사
산업공정
식품

표 1. 바이오센서의 활용 분야
활용 분야 및 특징
Ÿ 가장 수요가 큰 분야, 센서의 자유로운 이동과 즉각적인 인지 특성을 활용하여
약품 사용 및 중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수행
Ÿ 혈당, 임신호르몬, 암세포, 콜레스테롤, 젖산, 요소 등과 같은 생체물질을 분석
Ÿ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경 물질의 검출
Ÿ 공기, 수질, 토질 오염 최소화 및 안락한 거주환경 모니터링
Ÿ 환경호르몬(다이옥신), 폐수의 BOD, 중금속, 농약 등과 같은 환경 관련 물질
검출
Ÿ DNA, RNA, 항체, 효소, 단백질 등 생체물질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여
생체분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
Ÿ 단일 분자 거동 측정 등 새로운 분석자료 제공
Ÿ 사린, 탄저균 등 대량살상 무기로 사용가능한 생물학적 무기 감지
Ÿ 빠른 분석시간과 직접 사용을 위한 센서의 소형화 필요
Ÿ 생물발효공정, 화학공장, 정유공장, 제약회사 등 각 공정에서 나오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
Ÿ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잔류농약, 항생제, 병원균, 중금속과 같은 유해물질 및
부패 촉진 물질의 검출
Ÿ 적용 범위가 매우 다양하므로 값싸고 신뢰도가 높으며 사용편의성이 높은
센서가 필요
출처: 바이오센서 글로벌 시장 동향 분석, 한국기계연구원, 2011)

최근 반도체 및 나노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호 변환기(Transducer)의 기반 기
술이 전기 또는 전기화학과 광학 뿐 만아니라 전장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 FET) 및 압전효과(Piezoelectric)등을 이용한 기술로 다양하게 응용
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기술의 발달
로 미세가공 기술을 응용하여 가스 및 저분자 물질 등의 검출대상이 확대되고,
핵산이나 단백질 등 바이오물질의 상호작용을 나노구조체로 결합한 Bio-M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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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하면서 초소형 다중 채널 바이오센서 개발에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미세유체 제어기술의 발달은 다중 바이오마커와 저분자 물질, 가스와 같
은 기화성 화학물질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로 성장해 왔다 (그림 2).
가까운 미래에는 유전이나 병원균에 의한 질병을 분자 수준에서 정확히 진단
하는 ‘분자진단 기술(Molecular Diagnosis)’이 의료기술의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분자진단에 사용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대표적
인 기술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기술이다. 그러나 PCR은 고가이고 상
당히 부피가 크기 때문에 현장현시 진단에는 어울리지 않고, 향후 현장에서 바
로 적용이 가능한 바이오칩(Biochip)형태의 제품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향후 바
이오칩은 스마트 바이오칩(Smart Biochip)의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대표
적 바이오칩으로 디옥시리보핵산(DNA)칩, 단백질칩, 랩온어칩(Lab-on-a-chip)
이 있으며, 인체의 장기를 임상대신 사용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한 오간칩
(Organ-on-a Chip), 인간의 인체를 모델링한 바디칩(Body-on-a Chip)이 있다.
앞으로는 분자진단에서 바이오칩과 함께 바이오센서의 비중이 한층 더 커질 것
이다. 이러한 바이오칩과 나노 진단기술의 발달로 의료, 제약, 환경, 식품, 군
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해 산업적 파급력도 매우 크게 작용할 것이
다. 빠른 현장현시 진단과 치료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
를 동시에 처리하는 진단치료학(Theranostics)이 미래의 질병관리 기술의 핵심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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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세유체제어 기술의 발달
출처: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2016
바이오센서의 종류는 분석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바이오리셉터의 종류와 물리
화학적 변환기의 종류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최근 비표지 바이오센서로는 Raman 및 SPR(Surface Plasmon Resonance)과
같이 광학기반의 기술과 전장효과 기반의 FET, 압전효과의 Piezoelectric 바이
오센서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바이오센서가 갖추어야 할 요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선택성(Selectivity)과 방해종 영향(Interference effect), 간소
화 (Simplification)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바이오리셉터를 표지화 하는 기술은 오랜 연구기간동안 축적되
어 오면서 Bio-MEMS 기술과 융합하여, 광학과 전기화학, 물리 변환기를 응용하
여 차세대 바이오센서로 많은 불리한 제약을 극복하고 있다. 특히, 많은 바이오
센서의 응용범위 중 하나인 현장 진단형 체외진단의료기기(Point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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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POCT)는 1세대 혈당모니터링 전기화학바이오센서를 시작으로 면역크
로마토그래피 바이오센서, 디스크방식 또는 마이크로 유채 채널 구조의 효소비색반응 광학 바이오센서, 웨어러블 및 체내 삽입형 바이오센서로 주목할 만
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림 3).

그림 3. 바이오센서의 체외진단의료기기로의 응용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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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세대 바이오센서의 전망 및 경향

최근 전자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연결성과 데이터 축적화 및 빅데이터 분석
은 기존의 바이오마커 검출 및 정량 분석 기능만을 지닌 바이오센서를 임상 및
산업적 새로운 가치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 예로 스
마트 모바일기기에 당뇨관리 앱 프로그램이 연속혈당 바이오센서와 연결된 인
체 삽입형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개발되어 기존의 당뇨환자의 혈당모니터링 및
인슐린 투여시기를 결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상용화는 개인건강관리 데이터의 정보유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법적규제가
사용자의 고통해소와 편리성에 손을 들어준 사례로 미래 바이오센서 시장의 변
화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

그림 4. 모바일 바이오센서의 개요와 상용화 제품

(연속혈당 모바일 센서 G5 Mobile CGMS, Dexcom)
출처: J Anal Bioanal Tech 2013

차세대 바이오센서는 각각의 요소기술이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 맞춤형으
로 소자화되어 다중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가 요소기술로 응용된
다. 또한, 바이오센서를 설계하고자 할 때 목적하는 생체지표에 맞게 최적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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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맞춤형 바이오센서를 선택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게 인터페이스와 분석
알고리즘 등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5).

그림 5. 바이오센서의 기술 설계 트렌드
차세대 바이오센서는 현재의 바이오센서가 갖추고 있는 정확성(Accuracy),
정밀도(Precision), 선택성(Selectivity),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 LoD), 방해종
영향 관용성(Tolerance of Interference effect)을 가지면서 사용성(Usability)을
높인 소자화 기술의 집적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성능 특징은 바이오마
커의 종류와 센싱 방법에 따라 전기 화학적, 전자 기계적, 형광 누적 광학 기반
바이오센서 및 유전 공학,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바이오센서 중 일부는 질병 진단 및 의학 분야에서 엄청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용 및 효율성을 갖춘 신속한 분석을 위해 바이오센서를 사용
하기 위한 수요와 필요성으로 인해 단일 분자 단위에서 높은 정확도의 검출 한
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조공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이유로 표2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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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바이오센서의 유형, 분석대상의 탐지능력, 분석시간, 이동성, 비용 및 맟춤
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비용적 효율성이 높은 IT 공정을 이용한 나노
소재와 폴리머가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센서와 결합하여 앞서 언급 한 응용 분
야에서 더 나은 사용을 위한 하이브리드 소자가 제공되어야한다.

표 2. 바이오센서의 종류에 따른 응용 및 특징
Characteristics
Analyte Real-time
Type of Applications detection:
biosensor
(***) & Portability
single (S) sensitivity
(yes/no)
or multiple (***)
(M)
Electrochemical Disease
No & *
No
(traditional/old) diagnosis S
Electrochemi
cal Didiasgnosi
eases and
wi
t
h
S & M *** & **
Yes
bio(modern)
fabrification envi
r
onmental
monitoring
Opti
cal/visual/
S
*** & *** No
fluorescence
Drug
devel
opment,
bi
o
i
m
agi
ng
Opti
c
al
/
vi
s
ual
/
and
fluorescence
*** & *** No
biosensing M
wi
t
h
biofabrification
Energy
on S
Microbial producti
and
* & **
Yes
envi
r
onmental
sensing
Electromagnetic Protei
biologyn

S

** & **

No

Cost ($$$$)
&
customizati
on (***)
$&*
$$ & ***
$$$ & ***
$$$$ & ***
$$ & **
$&*

출처: Front Bioeng Biotechno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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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바이오센서 기술개발 동향

현재 진행되는 차세대 바이오센서의 주요 연구 성과 및 응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최근에는 다양한 착용식 전기화학적 바이오센서가 착용자의 건강 상태의
지표로서 체액 중의 전해질과 대사 물질의 실시간 비침습적 스크리닝에 대해
자세히 검토되고 있으며, 다중 측정 조건하에서 작동하도록 표적화되어 개발되
고 있다 (그림 6, 7).

그림 6. 금박막 전극을 이용한 전기화학 웨어러블 바이오센서
출처: Natur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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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극 문신의 Iontophoresis를 이용한 웨어러블 알코올 바이오센서
출처: ACS sensers, 2016
아래와 같은 미세유체(Microfluidic) 디바이스들은 아주 작아서 질병 생체 지
표를 탐지할 수 있었던 반면에, 결과를 판독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광학현미경
이 반드시 필요해서 크기의 유리한 점을 살리지 못해 왔다. 이를 극복하고자 조
지아 공대의 연구팀들이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통신망의 수학적 원리를 사
용한 특별한 디지털 코드 설정으로, 동시에 미세유체(Microfluidic) 디바이스의
여러 채널을 통해 흐르는 암세포를 검출할 수 있는 전자 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전기장으로 덮여 있는 채널을 통해 지나가는 세포의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며, 세포의 크기를 식별할 뿐만 아니라 센서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팀은 프로토타입을 사용
해서 최소 90%의 정확성으로 난소암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100%에 근접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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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통신망의 수학적 원리를 사용한 디지털
코드설정 방식으로 암세포를 식별할 수 있는 미세 유체 (Microfluidic) 소자 센서
출처: Lab on a Chip, 2016
식물이 땅 속의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착안한 센서가 네덜란드 아이트호벤
대학의 연구팀들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환자의 땀을 통해 유용한 판독을 수행
하도록 의료적으로 설계된 이 센서는 어떠한 외부 전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땀의 산도 수치는 피부 질환에 관련한 핵심 정보를 줄 수 있고, 염분 농도는 낭
포성 섬유증 증상을 가리킬 수 있다. 휘어지는 플라스틱 박편으로 만들어진 이
센서는 한 편에는 종이, 다른 편에는 다공성 구조로 된 미세 통로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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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종이가 땀을 흡수하면 미세 통로를 통해 빨아들이고 다공성 구조체 바깥쪽
으로 배출한다. 이러한 설계는 단 하나의 가동 부품 없이 식물이나 나무의 경우
처럼 일정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며, 외부 전원 없이 계속적으로 구동한다. 그리
고 연구팀은 센서의 미세 통로에 전극을 삽입하고 마이크로 칩을 추가했다. 땀
이 통로를 통해 흐르게 되면 센서는 계속해서 땀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림 9. 식물이 땅 속의 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환자의 땀에서 유용한 판독을

수행하도록 의료적으로 설계된 웨어러블 땀 분석 센서
출처: Lab on a Chip, 2016

다음은 호흡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바이오센서가 개
발된 사례이다. 일반 종이의 습기를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하버드 대학 연
구팀들은 들숨 날숨에 의한 습기의 주기적인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전기적 센
서를 개발했다. 저널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호흡 데이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전송․수집된 뒤 처리․저장되거나, 실제적인 치료 전문가에게 전송
될 수도 있다. 사람의 호흡수는 종종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신체 조건을 반영
한다. 자면서 몇 분간 숨을 쉬지 않는 수면 무호흡증과 평상시 숨을 너무 빨리
쉬는 증상은 심장 마비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다. 연구팀은 어떻게 사용자 친화
적이며 안전하고 값싼 방법으로 센서를 개발할 수 있을지를 연구한 끝에 이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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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개발하게 되었다. 숨을 내쉴 때 여분의 습기가 셀룰로오스 섬유 위의 물방
울 층을 증가시키고, 들이 쉴 때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에 착안한 것이
이 센서를 개발하게 된 아이디어로, 종이 센서는 ‘본질적으로’ 인접 환경의
습기 레벨 변동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다고 연구팀은 말하고 있다.

그림 10. 일반 종이의 습기를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들숨 날숨에 의한
습기의 주기적인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전기적인 종이 센서
출처: Angewandte Chemie, 2016
영국의 사우스햄튼 대학과 일본의 JAIST(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공동으로 아주 적은 전력으로 집안의 해로운 공기오염을 탐지할
수 있는 그래핀 기반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는 우리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
치는 건축 내장재, 가구와 가재도구에서 발산하는 CO2 분자와 VOC(휘발성 유
기 화합물) 가스 분자를 탐지한다. ppb 레벨의 적은 농도를 가지는 이들 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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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가스들은 ppm 농도 정도만을 탐지해 내는 현재의 환경 센서 기술로는 탐
지하기가 극히 어렵다. 이 센서의 동작 원리는 그래핀 결정 구조에 전기장을 인
가함으로써 차례대로 그래핀 상에 흡착되는 CO2 분자를 탐지한다.
연구팀들은 일반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환경 센서 장비들에 비해, 극도의 감지
기술이 사용된 이 센서가 소형화, 무게, 가격 등에 있어서 월등할 것이라고 밝
히고 있다.

그림 11. 아주 적은 전력으로 PPB 단위의 농도까지도 집안의 공기 오염을
감지할 수 있는 얇은 센서
출처: University of Southampton, 2016
바이오 센서 분야는 매년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생명 보
호와 예방의 혁신적인 센서 기술은 집과 병원 등에서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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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션으로 크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개최중인 헬스케어 IT관련 전
시회인 '2016 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2016년 2월 29일~3월 4일)에서 모바일 및 클라우드 기반기술과 결합
된 의료용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분야의 선두 주자인 미국의 Vital Connect사는
웨어러블 생체 센서의 신제품으로 일회용 타입의 "VitalPatch”를 발표했다. 가
슴에 붙이는 것만으로 심전도나 심장박동, 심장의 움직임, 호흡상태, 체온 등이
수집되어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일회용이어서 사용후에는 통째로 버리면
된다. VitalPatch는 소형 경량으로 환자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는 유연한 유선형
의 모양을 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VitalCore"라는 반도체 칩(SoC)에 의해 완전
히 일회용을 실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사용되고 있는 센서로
는 심장박동수를 검출하기 위한 CG전극, 동작을 검출하기 위한 3축 MEMS 가속
도계, 그리고 피부온도 검출을 위한 서미스터가 사용되고 있다. 통합 센서모듈
을 포함한 접착 패치는 11g이고, 크기는 115×36×8mm이다.

그림 12. 일회용 타입의 "VitalPatch“

출처: Vital Connect社,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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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제언
바이오센서는 여러 요소기술(IT, NT, BT)이 융합된 소자화 기술이며, 그 응용
성과 시장성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하다. Ameri Research Inc.의 바이
오센서 시장조사에 의하면, 2016년 약 154억 달러 시장으로 연평균 9,2% 성장하
여 2024년에는 약 31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그 근거로 바이오센
서의 광대한 응용분야(POC, Home Diagnostics, Research Labs, Biodefense,
Environmental Monitoring, Food & Beverages Industry, Wearable and
Non-Wearable)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및 빅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의료 및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선진국(미국, 독일, 일본)의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13. 글로벌 바이오센서 시장 트렌드
출처: Ameri Research Inc., 2017
반면에 국내의 바이오센서 개발 정책은 그동안 요소 기술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만 집중하여 정말 중요한 사업화 가치를 갖는 소자화 및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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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기술에 미흡하였고, 쉽게 시장창출이 가능한 농․식품, 환경 분야의 바이오센
서 연구 개발은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보건 분야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연구개
발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내 바이오센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각 분야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산업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단계별 융합 연구
성과관리와 산업적 인프라를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체외진단의료기
기의 정책적 투자는 높은 반면 그 사업화는 상당히 부진하다. 그 예로 20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의 보건산업통계집에 의하면, 국내 체외진단의료기
기의 생산액은 2014년 대비 2015년 21% 감소하였으며, 유헬스케어의료기기 역
시 2.8% 감소한 반면 체외진단용 시약의 생산은 21% 증가하였다. 이는 신규 바
이오센서 기기의 적용보다는 기존의 전기화학 혈당측정 바이오센서와 면역 간
이측정 바이오센서의 사업체의 증가로 인한 내부경쟁이 심화되었음을 반증한
다(표 3).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업체의 정책 불만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허가와 기업금융투자에 국한되어있다. 물론 제도적
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해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체외진단 시장 규모
의 점유율이 매년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국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음에 변
명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내 신규 바이오센서 시스템 산업화의 확장이 절실
히 필요하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정책의 투자가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기
술 및 산업적 파급효과는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농식품, 환경 및 전장사업 등으로 그 성과가 확대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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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내 의료기기 유형균별 생산액

주: 16개 유형군 외에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등)를 별도 유형군으로 분류하여, 전체
17개 유형군으로 통계정보를 제공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수입실적 보고 자료, 각 연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가공

출처: KHIDI 보건산업통계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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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분야나 주제를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발 간 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R&D기획단
▶ 연 락 처 : 043-713-8934, rndanalysis@khidi.or.kr
▶ 홈 페 이 지

: http://www.khidi.or.kr, https://www.htdrea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