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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기기는 다학제적 융합기술 분야이자 고 부가가치 산업으

로 IT 기술의 발전과 초고령화 사회의 본격화로 높은 성장 가능

성이 전망된다. 이 중 피부 부착형 (웨어러블) 및 인체 삽입형 

(임플랜터블) 소형 의료기기는 포화된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체삽입

형 및 부착형 소형 의료기기 중 생체삽입형 전극 어레이, 스마

트 콘택트 렌즈, 피부부착형 헬스 모니터링 디바이스의 개발 사

례를 알아보고, 궁극적 소형 의료기기로 손꼽히는 복용형 디바

이스에 대한 전망을 알아본다. 또한 각 유형별로 현재 극복해야 

할 기술적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Ⅰ. 서 론 

본고에서는 피부 부착형 (웨어러블) 및 인체 삽입형 (임플랜터

블) 소형 스마트 의료 기기에 대해서 알아본다. 

소형 스마트 의료기기는 의학과 공학의 첫 융합분야로 1970년

대 실리콘 공정의 성장을 토대로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의료기기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과 생체적합

한 소재의 부재로 투자 대비 발전이 부진했다. 2000년 이후, 고

령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웰빙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이 스마

트폰의 보편화와 맞물리면서 생체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는 스마트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손

목시계보다 한 단계 발전한 패치, 패브릭 소재 기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포화된 현 스마트 단말 시장에 새로운 성장 원동력

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불어 웨어러블 기술 기반의 새

로운 소형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웨어러

블 디바이스 시장의 경우 2012년 약 9억 달러로 연 평균 53.7 % 

이상 성장하여 2018년에는 약 1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

고 있으며[1] 이 중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은 2019년 5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6.4 %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2].

소형 스마트 의료기기는 구동 환경에 따라 크게 비침습형과 

생체삽입형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1>. 비침습형 기기는 생체

삽입형 기기에 비해 크기, 전력소모, 생체적합도, 구동 환경 측

면에서 설계가 자유롭지만 감지할 수 있는 생체신호가 제한적

이다. 즉, 심전도, 뇌파, 혈압, 온도 등의 기본적인 생체신호 측

정만이 가능하여 정밀한 질병 진단 보다는 건강 모니터링 용도

로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U-health 제품 중 하나인 실

시간 건강 모니터링 제품으로 FitBit Flex, Mi Band, Jawbone 

Up 등의 밴드 타입의 휘트니스 트랙커가 있다. 

반면 생체삽입형 의료기기의 경우 제한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열악한 구동환경에서도 생체신호를 안정적이고 고신뢰도로 감

그림 1. 소형 스마트 의료기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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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야 하며 재시술 방지를 위하여 생체적합도 및 내구성도 뛰

어나야 한다. 생체삽입형 기기의 경우 단순 모니터링이 아닌 치

료 및 질병 개입 (intervention)이 목적이기 때문에 식약청 승

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시장 진입장벽 또한 높다. 하지

만 약물의 내성 또는 부작용으로 인해 물리적 제어가 필요한 질

병의 경우 생체삽입형 보조 의료기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생

체삽입형 기기는 간질, 관상동맥질환, 사지마비, 중증 요실금 

등의 치명적 질환 치료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생체삽

입형 의료기기는 메드트로닉사의 주력 제품인 인공심장박동기 

(pacemaker)와 간질환자 또는 사지마비환자 치료목적의 임플

랜터블 (implantable) 전극이 있다. 인공심장박동기는 약 30그

램의 작은 장치로 심박상태를 감지하고 전기자극을 통해 제어

함으로 심장마비 등의 치명적인 상황으로부터 심장질환 환자를 

보호해준다. 국내에서만 매년 약 3000건 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00만 명의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소형 스마트 의료기기는 유형, 형태, 목적 등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4가지 종류의 의료기기 즉, 생체삽입형 전

극 어레이, 스마트 콘택트 렌즈, 피부부착형 헬스 모니터링 디

바이스 및 복용형 디바이스의 기술 개발 사례를 알아본다.

Ⅱ. 본 론

생체삽입형 의료기기로  뇌 신호 측정과 자극을 동시에 인가

할 수 있는 전극 어레이 유형 및 설계에 대해 알아보고 중증환

자에게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본다. 또한, 생체삽입형과 비침습

형 중간 단계인 스마트 콘택즈 렌즈의 개발 사례를 알아보고 마

지막으로 피부 부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현 연구사례

와 웨어러블 의료기기의 궁극적인 단계인 복용형 디바이스에 

대한 전망을 알아본다. 또한 각 유형별로 현재 극복해야 할 기

술적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1. 생체삽입형 전극 어레이

생체삽입형 전극 어레이는 뇌파 측정 및 신경에 전기 자극을 

인가해주는 디바이스이다. 주로 중증 신경질환자나 신경 손상 

환자의 운동 기능을 복원해주는 뇌-기계 접속 (Brain Machine 

Interface, BMI) 시스템과 간질, 파킨슨병 등의 중증 뇌질환 치

료에 사용된다. 간질 (epilepsy) 또는 뇌전증은 만성적인 신경 

장애로 특별한 원인인자가 없음에도 신체에 반복, 만성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간질 유병률은 약 0.5 에서 1 %이며 

미국 인구의 3 %가 75세 이전에 간질 증상을 보인다. 국내에

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2013년 뇌전증 진료환자수가 

13만명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간질 치료방법은 약물적 치료

와 수술적 치료가 있다. 간질환자의 약 30 %는 약물 난치성 환

자로 간질 수술 대상자가 되며, 간질 발생 이후 2년간 최소 두

가지 이상의 간질 치료제 투여에도 간질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림 2. 생체삽입형 전극 어레이 유형별 위치

그림 3. 생체삽입형 전극 어레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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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약물 난치성이라고 한다. 즉, 국내 약 7만의 환자가 간질 수

술 치료 대상이다. 간질 수술은 두개강 내 전극을 삽입하여 뇌

파 측정 및 기능 매핑을 하여 병변 부위를 찾고 병변 부위를 제

거하거나 다른 영역과의 연결을 절단하는 것으로 병변 영역 매

핑을 위해서 정밀한 뇌파 측정이 요구된다. 

뇌파측정용 전극 어레이는 침습도에 따라 EEG (Electro-

encelphalograms), ECoG (Electrocorti-cography), 테트로

드 또는 뉴럴프로브 (Tetrode / Neural Probe) 3가지로 분류된

다<그림 2>. EEG는 두피 외부에 전극을 배치하여 뇌파를 측정

하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임상에서는 간질 진단 및 예측, 예방

을 위해 주로 사용되며 동물에서는 행동실험에 사용되기도 한

다. 공간 해상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수의 전극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전선 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선 EEG 기기도 개

발되고 있다. ECoG는 반침습적 (minimally invasive)인 방법

으로 대뇌피질에 직접 전극을 부착하여 뇌파를 측정한다. EEG

보다는 공간적 분해능이 뛰어나며 반침습적이기 때문에 수술이 

비교적 용이하다<그림 3>.

하지만 뇌 영역간의 구조적, 기능적 뇌지도 작성 또는 뇌질병

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되는 경우 뇌 국소부위의 신호 측정 

및 제어가 필요하고 파킨슨병 치료의 경우 심부영역 자극이 필

요하다. 비침습적 EEG 또는 반침습적 ECoG 시스템으로는 심

부자극 및 단일 신경세포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침습적 미세

전극 어레이가 활용된다. 뇌심부 자극 (Deep Brain Stimula-

tion, DBS) 수술은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난치성 떨림증과 근

긴장 이상증과 같은 난치성 질환에 적절하다. 수술방법은 먼저 

CT, MRI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고 두개골에 직

경 1 cm 정도의 구멍을 뚫고 80 μm 지름의 4개의 절연된 플래

티넘 전선 (tetrode)을 뇌에 삽입한 후, 전원 발생 장치 및 연장

선을 피부 아래에 이식한다. 손 떨림, 근육 발작 등의 현상이 있

을 시 이식된 자극 발생기의 주파수, 전압 등을 외부에서 조절

하여 비정상적 운동증상을 호전시킨다. 생체삽입형 미세 전극 

어레이는 간질 제어 외에도 교통사교 등의 불의의 사고 또는 척

수소뇌변성증 등의 희소 질환으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의 운동 

기능을 복원해주는 BMI 시스템의 핵심 소자이다. BMI 시스템

은 미세 전극 어레이로 뇌신호를 기록 및 분석하여 데이터를 외

부기기에 입력하여 로봇 팔 등을 작동시키고 제어하는 시스템

이다. 

미세 전극 어레이는 반도체, 광소자 등의 전자소자에 비해 설

계 및 제작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이식 후 장기간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내구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적절한 소재와 구조 선택이 

필수적이다. 생체 이식시 발생하는 조직의 면역거부반응과 이

로 인한 유기적 신경결합의 파괴로 인하여 전극 절연 현상이 발

생한다. 또한 뇌의 미세움직임 (micromotion) 에 의한 전극 어

레이와 세포간의 지속적인 마찰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여 전극 

절연 현상이 심해진다. 따라서 미세 전극 어레이는 삽입시 주변 

조직의 물리적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삽입이 가능한 최소

한의 크기로 제작되어야 하며, 또한 장기적 뇌손상을 줄이기 위

하여 뇌 조직의 물리적 성질과 비슷한 탄성계수를 가진 플렉시

블한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단일 신경세포의 전위는 

수백 μV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신호 대 잡음비가 요

구된다. 즉, 어레이 설계면에서는 전극과 생체 인터페이스를 이

루고 있는 전기 이중층 (electric double layer)의 임피던스를 

낮춰야 한다. 

BMI, 파킨슨병 치료 외에도 미세 전극 어레이는 뇌 연구에 핵

심적인 요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세 전

극 어레이는 동물 행동 실험 및 동물 질환 모델에서의 뇌질환 

규명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광유전학 (optogenetics) 의 

발전으로 기존의 전기 및 약물 자극에서 더 나아가 광자극을 이

용하여 고 공간해상도로 뇌의 극소부위를 자극하여 뇌신경망 

매핑을 시도하고 있다. 정밀한 뇌 기능적 매핑을 위해서 기존의 

4개의 전극만으로 이루어진 테트로드 구조에서 벗어나 현재는 

MEMS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전극을 얇은 탐침에 집적시킨 

뉴럴프로브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3]. 뇌신호 측정뿐만 아니라 

동시 자극을 인가할 수 있는 다기능 뉴럴프로브 및 장기간의 행

동 실험을 위한 플렉시블 뉴럴프로브도 개발되고 있다. 

2. 스마트 콘택트 렌즈

고령화 사회의 본격화로 암, 뇌질환, 당뇨, 고혈압 등 질병의 

유병률이 증가하며 따라서 조기 진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 내원 또는 MRI, CT 등과 같은 의료영상기기

의 도움 없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질병의 조기진

단을 위해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비침습형 스마트 의료기기

의 경우 측정할 수 있는 생체신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기 질

병 진단이 어렵다. 현재 영상기기의 도움 없이 가장 많이 이용

되는 조기진단 방법은 혈액검사이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약 120,000 km로 46초마다 혈액이 몸 전체를 한번씩 순환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혈액 채취는 침습적이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다. 혈

액 채취를 통한 실시간 질병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가 

당뇨병 치료이다. 당뇨병의 경우 혈당치를 정상에 가깝게 조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보통 매일 혈당을 측

정한다. 혈당은 24시간 수시로 또 매일 변하기 때문에 자가혈

당측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가혈당측정

기는 손가락에서 극소량의 피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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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모니터링은 불가하다. 

따라서 질병 모니터링 또는 조기진단을 위해서 비침습적으

로 채취할 수 있는 인체 분비물 (땀, 눈물, 오줌 등)을 이용하

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생체 분비물 내에도 소량의 바이오마

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기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극소량의 바이오마커를 검출하는 센서를 개발하고 활용하

면 콘택트 렌즈 등의 비침습적 플랫폼을 이용하여 눈물에서 헬

스 모니터링 또는 조기진단을 할 수 있다.  2014년 상반기에 구

글 (Google)은 소형 센서와 무선 칩이 탑재된 스마트 콘택트 렌

즈 시제품을 선보였다<그림 4>. 본 시제품은 두장의 렌즈 사이

에 미소 혈당 측정 센서, 안테나, LED 및 무선 칩이 장착되어있

다. 이 스마트 콘택트 렌즈는 눈물 내의 소량의 혈당 변화를 측

정하여 착용자 근처에 있는 스마트 기기로 전송되어 기록된다. 

나아가 구글은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와 협력하여 노안이나 

노화에 따른 원시를 보정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 렌즈 시제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6년 임상시험을 계획 중에 있다. 

구글 이외에도 다수의 회사와 연구소에서 스마트 콘택트 렌

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 의료기기 회사인 센

시메드 (Sensimed) 사는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관리하는 트

리거퓌시라는 렌즈를 개발하여 현재 판매하고 있으며 2016

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았다. 본 스마트 콘

택트 렌즈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안압의 변화를 모니터

링해서 무선으로 전달해준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

신경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국내 환자가 80만

명에 육박할 만큼 유병률이 높지만 천천히 진행되어 조기진

단이 어렵다. 모니터링 기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안약 투여

를 돕는 콘택트 렌즈 개발도 미국 MIT와 하버드 의대에서 진

행 중에 있다.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이 테라고노시

스 (theragnosis) 시스템은 녹내장 치료 물질을 지속적 또

는 적시에 공급해 줄 수 있게 플렉시블 약물 저장소가 렌즈

에 탑재되어 있으며 전극을 통해 약물의 투여를 제어한다.  

센서와 구동 시스템의 초소형화에 비해 배터리의 소형화는 매

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있다. 웨어러

그림 4. 구글 스마트 콘택트 렌즈

그림 5. 웨어러블 디바이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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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과 임플랜터블 디바이스는 기기의 크기와 무게가 중요하며, 

특히 임플랜터블 디바이스 경우 충전이 어렵기 때문에 전력 공

급이 가장 큰 이슈로 손꼽히고 있다. 스마트 콘택트 렌즈의 경

우에도 배터리 집적이 불가하여 passive 하게 설계 되었으며 센

서를 구동시기키 위해서는 항시 배터리가 사용자와 가까운 곳

에 배치 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KIST계면제어연구센터와 삼

성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눈꺼풀의 움직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KIST에서 개발된 스마트 콘택트 렌

즈의 경우 눈 깜박임으로 전력을 발생하는 소형 발전기와 박막 

배터리가 집적되어 있어 외부의 추가 장치 없이도 센서 출력을 

지속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또한 배터리 대신 환경광 (ambi-

ent light)을 활용한 광소자를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3. 피부부착형와 복용형 스마트 생체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유형에 따라 휴대형과 부착형, 복용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 휴대형의 경우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작동하

는 제품으로 구글 글래스, 갤러시 기어, 애플 워치 등이 있으며 

스마트 의류도 휴대형 디바이스로 구분된다<그림 5>. 전세계 

헬스케어 스마트 의류시장 규모는 2012년 11.29억 달러로 선진

국을 중심으로 섬유소재 기술과 의료기기 융합 연구를 통해 꾸

준히 증가할 것을 예측된다. 부착형은 패치 형태로 피부에 부착

하는 형태로  3-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전망이다. 

Corventis사에서 개발한 NUVANT MCT는 밴드 형태에 무선

센서가 내장된 제품으로 심장부위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심전

도 및 심박동수를 수집한다. 본 제품은 2010년 FDA승인을 받

아 환자를 대상을 상용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존 로

저스 (John Rogers) 교수 연구팀은 epidermal electronics라

는 얇은 피부 부착형 센서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4]. 본 연구팀

에서 선보인 센서는 얇은 고신축성 소재로 제작되어 추가적인 

접착제 없이 피부 표면에 균일 (conformal)하게 밀착된다<그림 

6>. 뿐만 아니라 움직임이나 외부 충격에도 떨어지지 않아 부

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해준다. 안테나, 트랜지스터, 온도센서, 

코일 등이 얇은 센서에 탑재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등의 외부기

기를 이용하여 센서 출력을 읽어낼 수 있다. 

복용형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최종단계로 전망되는 형태

로 인체에 일정 시간 머물다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없어지는 형

태로 현재 활발하게 연구/개발되고 있다.  Proteus Digital 

Health는 환자의 약에 부착하는 모래알 크기의 센서와 패치 형

태의 센서감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소화기능 모니터링이라는 새

로운 응용 분야를 개척하였다<그림 7>. 환자의 약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가 위장관을 통과하면 패치에서 이를 감지하여 스마

트폰에 기록되어 환자의 처방약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지속적

으로 약을 복용해야하는 정신분열증, 울혈성 심부전증 등의 만

성질환자나 기억력이 감퇴된 고령자들에게 유용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필립스사는 지난 2008년 iPill이라는 

지능형 알약 프로토타입을 공개하였다. 본 알약은 정확한 질환 

위치 추적 및 타겟 위치에 약물을 방출해주어 효과적인 소화계 

질환 치료를 꾀한다. 

4.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전망 및 시사점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소형 스마트 의료기기는 포스트 스마트

폰 시대에 고부가가치의 신흥시장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

다. 전세계 웨어러블 의료기기 시장은 이미 2012년에 20억 달

러 규모였으며 연평균 16.4 %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AI

와 빅 테이터와의 융합을 통해 급속히 보급화 될 것으로 예상된

다[5]. 

하지만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본격적인 대중화전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개인 정보 보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

시 되어야 하며 효용성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2].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 건강상태의 모든 순간이 저장되

고 기록된다면 데이터양이 방대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빅 데이터

를 저장하고 서버에 전달 및 분석하는 과정은 개인 정보 유출

에 취약하다.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 규제의 강화 및 데이터 보

안 분야의 발전이 시급하다. 또한 단순 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진

단 등의 의료결정권한이 부여된다면 안전 가이드라인 및 엄격

한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휘트니스 밴드와 연동된 단순

그림 6. 일리노이대학 로저스 연구실 타투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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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중 모니터링 앱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체중 감량을 유도하

여 사용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웨어

러블 디바이스 경우 새제품에 대한 단순 호기심 기반의 소비자 

수요가 강하며 대다수가 단순 생체 신호와 신체활동을 모니터

링해주는 제품으로 당뇨와 같은 특정 질환을 제외하고는 시장

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저변을 확대

하려면 의료진과 협력하여 의료현장 및 퇴원 후 환자 케어 영역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본고에서는 소형 스마트 의료기기에 대해 알아봤다. 특히 4가

지 종류의 의료기기 즉, 생체삽입형 마이크로 전극 어레이, 스

마트 콘택트 렌즈, 피부 부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복용형 디

바이스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전력 전달, 개인 정보 보호, 의학

적 객관성의 부족 등의 기술적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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