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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이식형 압력센서 동향

1. 서 론

압력센서란 두 물체 간의 상호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적 양을 측정하는 디바이

스로서 힘의 전달 크기, 힘의 방향 등을 측정하는 

데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센서이다. 사

용하는 분야는 의료, 자동차, 항공, 공업계측, 가

전, 환경제어분야 등의 모든 산업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측정원리는 힘의 변화에 따른 재료의 변

위, 변형, 진동수 변화, 열전도율 변화 등을 이용

하는 것으로 종전의 기계식 감지방법에서 현재는 

센서장치의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 반도체소자 제

작기술과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MEMS)기술을 이용하

는 초소형, 저전력형 센

서개발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1]. 그 중에서도 생

체 신호 측정을 위한 의

료용 압력센서의 개발

은 진료 양상을 혁신시킬 

가장 뜨거운 임상 기술

적 이슈이다. 의료용 압

력센서의 연구는 유헬스

(U-health)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0

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스마트 디바이

스 열풍과 함께 현재까지 정부의 주도아래 유헬

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기술적 발전과 사

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었지만 처음 기대와는 달

리 아쉽게도 본격적인 시장은 아직도 열리 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는 의료기관 중

심의 제한적 시장 등 환경적 요인과 법·제도 미

비 및 이해관계자 간 마찰로 인해 활성화에 제약

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현행 법제도

의 틀 안에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의 제한에서 벗

어나 개인의 적극적인 건강 지향이라는 관점에

서의 웰니스(Wellness)가 주목받고 있다. 웰니스

그림 1. 의료기기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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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건강, 원기’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웰빙

(wellbeing)과 피트니스(fitness)를 결합한 원

격 건강관리 시스템으로도 확대 정의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IT를 이용해 더욱 효율적이고 편

리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웰니스의 핵

심기술 영역은 크게 다양한 생체신호를 모니터

링하기 위한 ‘센서 기술’, 센서의 통신 및 데이터 

중계를 위한 ‘게이트웨이 기술’, 웰니스 데이터

를 구조화하고 처리하기 위한 ‘개인 웰니스 데이

터 구조화 기술’, 로 나눌 수 있으며[2] 생체 신

호 측정 센서는 여러 분야의 융합을 거쳐 이식형

(implantable) 장치로의 변화가 예상된다[3]. 따

라서 본 고에서는 생체 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이

식형 압력센서의 현황과 활용분야 및 기술개발 

내용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1은 의료기

기의 발전방향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최근 이식

형 압력센서는 wireless 기술이 접목되어 환자

에게 활동의 자유를 주며 체외 측정 장치보다 높

은 정확도 및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 

 

2.인체 이식형 압력센서의 필요성

인체는 모든 기관에서 압력이 발생하며 그 범

위는 매우 넓다. 심장에서 혈액이 내뿜어져 흐를 

때 혈관 벽에 가해지는 혈압, 안구 내부에서 발생

하는 안압, 뇌의 두개강과 뇌 사이에서 발생하는 

뇌압 등이 대표적이며 신체를 구성하는 이러한 

기관들은 항상성(homeostasis)으로 인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다[4]. 항상성이란 인체 자율

신경계에 의해 제어되는 특성 중 하나로 체온, 호

흡, 맥박뿐만 아니라 혈관 수축, 이완에 따른 혈

압변화, 동공확장과 안구돌출에 따른 안압변화등

과 같은 인체 압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항상성의 저하로 인한 인체의 압력변

화는 신체이상 징후의 지표가 되고 잘못된 식습

관 (과식, 소금량, 음주), 통증, 스트레스, 기분, 

몸의 상태, 외적변화 및 라이프 스케줄은 이러

한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생

활습관이 지속되면 만성 질환과 같은 중장기적

으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만성

질환은 발병하는 기간이 길고 뚜렷한 증상이 나

타나지 않아 예방 및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

다. 따라서 신체이상 징후 지표인 인체에서 발생

하는 압력변화에 대한 측정은 매우 중요하며 질

병에 대한 예방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생체 

이식형 압력센서 개발은 필수조건이 된다. 

3. 이식형 압력센서의 원리 및 종류

인체 이식형 압력센서는 크게 압력을 측정하

고자하는 신체 부위에 따라 나뉘며, 같은 신체 

부위의 압력을 측정하더라도 측정방법이나 구

동원리에 따라 세분화되어 나뉜다. 인체 이식형 

압력센서는 크게 IC 회로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원을 갖는 능동형 센서와 에너지원을 포

함하지 않는 수동형 센서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측정부위에 따른 압력센서의 종류, 역

할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자한다. 현재 개발된 

이식형 압력센서는 두개골 내 뇌압을 측정하는 

뇌압센서, 안구의 압력을 측정하여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안압센서, 각종 심혈

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혈압센서가 있으며 이

에 대한 원리 및 종류에 대해 고찰한다.

3.1 뇌압센서

 발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두개골봉합선

(cranial suture)의 결합이 완료되면 뇌는 단단

한 두개골로 완전히 둘러싸이게 된다. 이렇게 한

정된 두개골 공간은 신체가 성장하며 용적이 증

가하게 되는데 하나의 부분이 증가시 다른 부분

의 부피가 감소하여 압력의 증가를 보상하게 된

다(Mon-ro-Kelli hypothesis)[5].

 하지만 보상작용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뇌

압의 상승되고, 이러한 뇌압 상승은 심각한 뇌 

손상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두개골의 압력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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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독일의 Campus 

Micro Technologies는 Healthy Aims 라는 EU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이식형 압력센서를 개

발하였다. 이 센서는 MEMS 기술로 제작된 정전

형(capacitance type) 압력센서로써, 전력은 마

이크로 코일을 통해 외부에서 공급되고, RF 통

신을 통해 측정된 신호가 외부 스캐너에 전달된

다. 인체 내에 이식이 용이하도록 유연성 있는 

폴리이미드 기판위에 패키징 되었으며 외부 패

키징을 생체 적합 재료로 코팅하였다.

3.2 안압센서

 

안압이란 눈의 압력을 뜻한다. 정상 안압은 15

∼25mmHg이며, 30mmHg 이상은 고안압으로 

간주하여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 된다. 이러한 안

압의 상승은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장

애가 생기는 시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녹내장과 

그림 2. Campus Micro Technologies의 압력 센서.

그림 3.  Tampere University of Technology의 압력 
센서.

그림 4. 안압센서의 모델링 모습.

그림 5. 안압센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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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환이 발병되어지기 때문에 이식형 압력

센서를 통한 안압측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인체압력은 일상생활 중에 실시간 

변화하여 병원에서의 압력측정은 백의성(white 

gown syndrome)으로 정확한 압력측정이 불가

능하다. 이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신체 신호 중 하나인 압력측정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안압측정 센서는 일

상 중에 수시로 압력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환자

의 상태 진단에 있어서 신뢰적이며 정확한 진단

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안압 측정 센서는 기본적

으로 끝에는 작은 튜브의 개방된 부분이 안구 내 

유체에 노출된다. 유체에 노출된 튜브의 부분은 

기체와 액체 사이에서 계면장력을 형성하며 이

를 촬영한다.

3.3 혈압센서

 

혈압의 이상은 단순히 혈액의 압력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 혈압의 관리는 심근경

색(myocardial infarction), 뇌졸중 (strokes), 

심부전 (heart failure), 신장 부전증 (renal 

failure)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장소, 시간, 행동 환경 

등에 의해 그 값은 높은 변위를 갖는다. 따라서 

위의 고찰로부터 정확한 실시간 혈압 측정 방법

은 환자의 혈관 내 직접적인 압력을 (24시간/7

일) 지속적으로 측정 하는 것이다. 혈압 및 맥박

의 측정은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등 다양한 심혈

관질환을 기본적으로 예방하는 목적을 지닌다. 

그림 6은 통계청 자료에 따른 심혈관 질환에 대

한 사망 원인 그래프로 이러한 심혈관 질환은 암

에 이어 사망률 2위와 3위에 나란히 위치했다. 

따라서 혈압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3.3.1 능동형 혈압센서(음향충전식 혈압센서)

인체 이식형 혈압 센서는 부착하는 장소에 따

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 Purdue 대학의 

Ziaie 교수 연구진은 동맥류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인체 내에 이식하여 혈압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체내 이식형 압력센서

를 개발하였다. 체내 이식형 압력센서의 이식은 

수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한번 이식하면 재

수술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체내 이식

그림 7. 음향 충전식 체내 이식형 압력센서.

그림 6.  사망 원인 순위 (2012 사망 원인 통계, 통
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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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센서는 반영구적인 배터리 혹은 외부에서 전

원공급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이 이루어 져야 한

다. 미국 Purdue 대학의 연구진은 다이빙대처

럼 한쪽만 벽에 붙어 있는 얇은 판 모양을 캔틸

레버 (cantilever)라고 하는데, 특정 주파수의 음

향이 가해졌을 때 진동하기 시작한다. 이 운동에

너지를 전기로 전환해 축전지에 저장하는 것이

다. 캔틸레버는 압전물질 중 하나인 PZT(Lead 

Zirconate Titanate)로 제작되었으며, 200~500 

Hz 사이의 주파수에 반응하여 전기를 생성한다.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에너지는 정류장치를 거

쳐 축전지에 저장되며 가해주는 음파가 적정 범

위를 벗어나면 센서는 혈관의 압력을 측정하여 

RF신호의 형태로 혈압 값에 대한 데이터를 송신

한다[6]. 

 

3.3.2  수동형 혈압센서(심부전증 진단을 위한 

혈압센서)

수동형 센서는 LC 공진을 이용한 telemetry

방식을 주로 사용하며 능동형 센서에 비해 전체 

시스템이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갖기 때문에 시스

템 구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7]. 

그림 8은 미국 CardioMEMS사가 만성 심부

전증을 진단하기 위해 15 mm × 3.2 mm × 

2mm의 크기로 개발한 LC 공진형 수동 압력센

서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 센서는 MEMS 기술

로 제작되었으며 그림 9과 같이 좌심방의 혈압

과 일정한 비를 갖는 폐동맥의 혈압을 측정하

기 위해 센서를 폐동맥 말단에 삽입된다. 시스템

은 혈압을 측정하는 센서, 센서를 장기에 설치하

는 센서 전달 장치, 그리고 센서와 자계유도결합 

(inductive coupling)을 발생하는 안테나부로 

구성되며 2014년 5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실제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8].

이 이식형 혈압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심부전

증 진단 및 혈압, 혈류 속도 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3.3  수동형 혈압센서(실시간 혈압측정을 위한 

혈압센서)

한밭대학교 전자제어공학과 MSL연구실은 혈

관 동맥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압 측정이 가

능한 이식형 압력센서를 개발하여 동물실험을 

통해 실시간 혈압 변화를 측정하는 데 성공하였

다. 센서는 반도체 공정(MEMS)을 이용한 LC공

진 초소형 압력 센서로, 인체의 혈압을 실시간

으로 측정하기 위한 생체 이식형 수동형 소자로

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센서는 상/하부 기판

에 형성된 인덕터(L)와 두 인덕터 사이 간격에 

그림 8.  CardioMEMS사의 Heart Failure (HF)진단
을 위한 이식형 혈압센서 모습.

그림 9.  폐동맥 말단에 삽입된 이식형 HF 혈압센서 모
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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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형성되는 커패시터(C)로 구성되고 전기적

으로 LC공진 회로를 갖는다. 따라서 센서는 그

림 10과 같이 공진주파수를 형성하고 압력 인

가 시 발생하는 기판의 기계적 변형에 의해 인

덕턴스와 커패시턴스가 변하게 된다. 이러한 변

화는 공진 주파수의 변화로 이어지며 생체 호환

성을 고려한 기판(Quartz)을 사용하여 접합 물

질을 사용하지 않는 웨이퍼 간 직접 접합(Direct 

Bonding)을 통해 생체 적합성을 높였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그림 11과 같이 펨토초 레이저

를 이용한 미세 가공에 의해 초소형(3 mm × 

15 mm × 0.5 mm)으로 제작되었다. 최종적으

로 제작된 센서는 그림 12와 같이 토끼를 이용

한 동물실험을 통해 3일간 마취농도, 실험동물

의 상태로 인한 미세한 혈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림 13은 실험군(sensor)과 대

조군(cuff 혈압계)을 이용하여 혈압 측정을 비교

한 그래프이다. 

3.3.4 대장압 센서(실시간 생체 압력측정)

대장은 배변활동 시 그림 14와 같은 메커니즘

으로 운동한다. 그림에서 우측 부위 (근위부)와 

항문방향으로 대변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좌측 부위 (원위부)는 각각 수축과 이완을 반복

하여 대변을 배변하는데 이 운동이 원활하지 않

을 경우 변비로 진단된다[9].

이러한 변비의 원인 및 치료법을 확인하기 위

해 한밭대학교 전자제어공학과 MSL연구실과 

서울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단기

간 체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Polyimide 기판에 

제작된 능동형 압력센서를 개발, 기니피그의 절

그림 10. 센서 공진주파수 형성 모습.

그림 11. 이식형 압력센서 모델링 모습과 완성 모습. 

그림 12. 이식형 혈압센서를 이용한 동물실험.

그림 13.  실험군(sensor)과 대조군(cuff 혈압계)을 이
용한 혈압 측정 비교 그래프. 

201602학회지-1.indd‥‥‥20 2016-02-18‥‥‥오전‥11:49:34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2호 (2016년 2월)   21

테마기획  _ 차세대 생체전자소자 기술동향
S p e c i a l 
T h e m a

취된 대장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데 성

공하였다. 개발된 압력센서는 두 개의 전극이 마

주보는 air-gap capacitor의 원리를 이용해 제

작하였으며, 두 전극 간 간격변화에 따른 커패

시턴스의 변화로 압력을 측정한다. 또한 실험대

상인 기니피그의 대변과 같은 크기 및 모양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artificial pellet을 

제작, 이를 압력센서 상하부에 부착하여 대장이 

대변에 가하는 압력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15는 설계된 압력센서의 모식도와 이를 통

해 제작된 압력센서의 모습이다.

실험은 기니피그에서 절취한 대장을 산소

가 포화된 Ca2+-free Hank's 용액 [NaCl 

125, KCl 5.36, NaHCO3 15.5, Na2 HPO4 

0.336, KH2PO4 0.44, glucose 10, sucrose 

2,9, HEPES 11 (mM), pH 7.4]을 담고 있

는 t issue bath 내부에 담즙산의 일종인 

CDCA (chenodeoxycholic acid) 와 DCA 

(deoxycholic acid)를 각각 투여하여 진행하였

으며, 이에 따른 대장의 압력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그림 16은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모

습이며, 그림 17은 실시간 대장압력 측정 그래

프이다. 센서 개발 및 동물실험에서 생체삽입을 

성공하였으며, 추후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프로

토콜을 개발하여, 환자의 거부감 없이 대장 압력

의 변화에 따른 신호 측정방법을 개발할 예정이

다 [10].

4. 인체 이식형 압력센서 기술 및 개발 동향

이식형 디바이스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본

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기술

의 융합으로 발전이 촉진되었다. 국내 수입 업

그림 14. 대장의 배변활동 메커니즘.

그림 15. 압력센서 모식도와 제작된 압력센서의 모습.

그림 16. 동물실험 진행모습.

그림 17. 실시간 대장압력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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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제품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제품의 소형화 

기술과 배터리 수명 관련 기술이 주도적으로 개

발되고 있으며, 제품 사용의 오작동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세계 각국의 

이식형 디바이스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미국FDA의 경우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Class III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에서 고도관리 의료기기 Class 

IV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

은 제조사에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등급은 

미국과 같은 Class III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

다.

그림 18은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는 미국

의 이식형 장치에 대한 시장 규모를 그래프로 나

타내고 있다. 이식형 의료장치는 꾸준한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심장 관련 이식형 장치의 발전이 

돋보였다. 하지만 그림 19와 같이 미국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의료기술의 혁신을 가져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체외 의료기에 비해 철저한 생체 적합

성 연구조사 활동과 고난도 기술개발이 요구되

므로 연구 개발 및 시장 형성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식형 센서를 이용한 시스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와 연구소에 의해 주도적

으로 수행되고 있어 실제 제품화 및 상용화의 한

계가 있어 시장규모 및 정확한 기술 동향 추정이 

불가능하다. 

5. 결 론

본고는 차세대 의료시스템의 구성요소인 생체 

이식형 압력센서에 대한 동향 분석으로 현재 개

발된 이식형 압력센서의 원리와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내에서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 중 이식형 센서 개발

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술

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이식형 센서 

개발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신체이상 징후의 가장 첫 번째 

지표이며 인체내 압력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

템의 개발은 인체 삽입형 의료시스템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인체 이식형 압력센서의 발전은 효율

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발판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가정에서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다양한 건강상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격의료 시스템 시대가 올 것을 기대해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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