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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인체 삽입형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료용 통신 기술

을 사용한 생체신호의 송수신 및 제어가 가능하며,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통해 반영구적 사

용을 가능하게 하는 IT융합형 인체 삽압형 시스템 플랫폼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생리기능

(혈당, 혈압, 심장박동 등) 감시가 가능한 이식형 융복합 시스템 기술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인체삽입형 생리기능 자동감시 시스템은 사후진단 및 치료에서 능동적인 조기진단과 예방

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신기술 및 융합 기술이 의료기기의 응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

으로 가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국내개발 성공

시 수입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기술적 격차 극복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도 가능하다. 이 분

야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내 IT 산업과의 강한 시너지를 통하여 복합 기술형 첨단 의

료기기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미래 첨단산업 시장 진출에 의한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장수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및 고위험군 질환(당

뇨,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에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인체

삽입형 생리기능 자동감시 시스템은 기술적/의학적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서, 기술개발의 신뢰가 우선되지 않으

면 진입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평가를 통한 신

뢰성과 규격화 표준화된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생체신호를 감지하는 이식형 센서 모

듈과 이식형 장비의 수명과 직결되는 고집적 무선전력공

급 모듈, 이식형 의료기기의 정보 교환을 위한 이식형 저

전력 의료용 무선 통신 기술, 인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

체 적합형 Packaging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식형 생리기능 센싱/액츄에이터

이식형 저전력 의료용 무선통신기술 생체 적합형 Packaging 기술

고효율 무선전력전송기술

< 인체삽입형 생리기능 자동감시 시스템 요소 기술 >

이식형 심전도 감시 장치(ICM: Insertable Cardiac Monitor)는

부정맥 환자들에 대해 이식형 심박동기(Implantable pacemaker)

나 ICD(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시술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심혈관 질환 감시 장치이다.

[이식형 심전도 모니터(ICM: Insertable Cardiac Monitor)]

이식형 혈당측정 장치는 혈당 수치를 인체를 통한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외부에서 모니터링 하며, 간헐적인 혈당

보정 프로세스도 보정된 혈당 값을 무선 통신으로 인체에

이식된 센서부에 송부하고, 또한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정확도의 감소 없이 사용

할 수 있는 인체 이식 장치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식형 혈당측정 센서 ]



2012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1호

- 346 -

2. 기술 동향

■ 국외 동향

o 인체무선 네트워크 기술인 WBAN(Wireless Body

Area Network)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IEEE 802.15.6

WPAN의 BAN 과제그룹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유럽의 Zarlink와 IMEC/MedWin 연합이 WBAN

표준규격을 제시하고 있음.

o 메디컬 텔레메트리 서비스를 위한 PHY/MAC 및 개발

킷이 Zarlink, Verichip등의 업체에서 개발되어 판매되

고 있으나 아직은 가축이나 야생 조류 등에 사용되고

있는 단계이며, IEEE802.15.6 표준을 만족하는

PHY/MAC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음.

o 국제 ITU-R SA 1346 문서에 따라 인체 이식형

MICS 대역, 출력전압, 채널당 대역폭, 간섭회피기술,

관련 규정을 제정함.

o 인체삽입형 혈당 센싱 기술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연

구되는 동향으로는 콘택트렌즈에 형광 물질을 넣어서

혈당에 따라 색깔이 변화하는 방법(Chris Geddes,

University of Maryland)이나 fluorescent hydrogel

fiber를 이용한 물질을 삽입하는 방식(Heo et al,

Long-term in vivo glucose monitoring using

fluorescent hydrogel fibers, PNAS, 108:33:

13399-13403, 2011)이 있으나 형광 물질이 체내에서의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연구 단계에 있음.

o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에서는 환자의 혈

관 속에 직접 이식할 수 있는 초소형 무선 혈압 센서

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임상 실험을 진행 중임. 이 시

스템은 센서부와 트랜스폰더(무선 전송장치)로 구성되

어 있는데, 센서부는 동맥에 삽입되면 마이크로 와이

어를 통해 10~15cm 떨어져 있는 트랜스폰더에 연결됨.

트랜스폰더는 환자의 피부 아래에 이식되며, 디지털화

를 할 수 있는 장치와 전처리기 및 데이터 전송 부분

을 갖추고 있음. 마이크로 센서부의 지름은 약 1mm

크기이며, 환자의 혈압을 초당 30회 정확하게 측정함.

<프라운 호퍼 연구소의 초소형 무선혈압 센서>

o 미국 Georgia Tech.의 Mark Allen 그룹에서는 복부

대동맥류 액낭 내부에 센서를 이식하여 혈압을 실시간

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EndoSensor’라는 장치를 개

발하여 벤처기업인 CardioMems 사를 통해 상용화 기

술을 개발하였음. 이 장치는 캐퍼시턴스 기반의

MEMS 압력센서와 라디오파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력 측정기는 캐퍼시턴스가 캐퍼시터에 가해지는 압

력에 따라 변화하는 유도-캐퍼시티브 공진 회로를 이

용하고 있음.

<CardioMEMS 사의 EndoSensor 센서모듈(좌),

삽입기(중), 송수신 기(우)>

■ 국내 동향

o 미국, 일본 등은 MICS용 무선통신 표준화를 위해

IEEE802.15.6의 BAN(Body Area Network) WG을 중

심으로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

에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PG317을 통

해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음

o Impedance spectroscopy : 수십에서 MHz 파장의 전자

기파를 조사하여 conductivity permittivity 등 물질의

dielectric property의 변화에 의하여 글루코즈 양을 측

정하는 연구임. 경북대 (19:635-647,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2003)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6:2347-2353,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2011)에

서 진행하였으나 in vivo 수준에서는 진행하지 않았음.

o 삼성종합기술원은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Chip

Embedded Flexible Packaging(CEEP) 기술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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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이식형 플렉시블 무선 혈압센서 모듈을 개발하였

음. 이 기술은 캐퍼시턴스 기반의 센싱부와 안테나를

포함하는 초박형 실리콘 칩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유연 고분자 소재에 장착된 상태로 혈관 외부에

부착되어 혈압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음. 외부로의 데

이터 전송은 LC 공진 시스템을 이용하며, 외부 인덕터

코일을 통해 센서 동작에 필요한 전력을 무선 공급함.

3. 시장 동향

o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는 혈당, 혈압, 심장질환 등 만

성 질환의 증가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도성장이 예상

되며, 시장조사기관인 The Freedonia Group의

"Implantable Medical Device(US Industry Forecast for

2014 & 2019)에 따르면 미국시장을 기준으로 2009년

15.9억 달러 가량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평균

8.3%가량의 성장세를 전망함.

< 미국의 이식형 의료기기산업 시장 동향 >

o 생리기능 자동 감시 시스템과 의료용 Telemetry 부품

및 환자 맟춤형 실시간 관리제어 시스템 기술들은 각각

의 독립적인 분야로써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체삽

입형 생리기능 자동 감시 시스템은 IT-BT-NT가 결합

됨으로써 의료기기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서비스 창출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단위 : 억원, 억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CAGR

국

내

생리기능 자동

감시 시스템
9,625 14,009 21,062 32,781 52,938 50.8%

의료용

Telemetry

부품기술

4,367 7,928 15,003 29,504 60,090 87.6%

환자 맞춤형

실시간 관리제어

시스템

22,642 39,144 67,961 122,704 229,774 76.1%

국

외

생리기능 자동

감시 시스템
$372 $532 $793 $1,237 $2,001 49.5%

의료용

Telemetry

부품기술

$1,224 $1,808 $2,681 $4,125 $6,630 50.9%

환자 맞춤형

실시간 관리제어

시스템

$884 $1,176 $1,609 $2,276 $3,352 37.7%

4. 표준화 동향

■ 국외 표준화 동향

o 2006년 MICS 대역에서의 의료용 무선통신기술 표준을

추진하기 위해 IEEE 802.15.6 IG 표준화 그룹을 구성

하여, 2007년 TG로 승격 후 2008년 PHY/MAC 계층

에 대한 표준화를 위한 기고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2011년에는 Sponsor Recirculation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 2월에 표준화를 완료함.

o 표준화 대상항목으로는 PHY에서는 변복조, 채널 할당

및 선택, 채널 모델링, 초저전력통신 기술이며, MAC

에서는 액세스 제어, 무선 링크 제어 및 QoS, 초저전

력 프로토콜 스택,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토폴로지 지

원, 데이터 서비스와 관리 서비스 기술이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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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Wireless Power Consortium (WPC)

- 무선전력컨소시엄(WPC, Wireless power consortium)

은 2008년 10월 홍콩에서 처음 회의를 가졌으며, 자기

유도방식 표준화를 이끌고 있음. 글로벌 시장에서 다

양한 제품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무선으로 전력을 전

송하기 위한 기술적인 솔루션을 표준화하고, 이러한

표준에 대한 로고를 채택하여 홍보하는 역할 및 개발

된 제품에 대한 검증, 시험, 인증 서비스를 구성하며

이 후 2010년 4월에 전자기 유도 방식 기반의 소출력

(5와트 미만) 무선전력전송 방식에 대한 WPC 단체

표준을 발표하였음. 현재 WPC의 정규회원은 18개 기

관이며, 전체 회원사 수는 100여개에 달함.

- 아래 그림은 WPC의 무선전력전송 표준 문서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무선전력전송 구성을 나

타냄. 전력을 전송하는 송신부인 베이스 스테이션

(Base station)은 전력 변환부, 통신 및 제어부, 시스템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신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는

전력 픽업부, 부하, 통신 및 제어부로 구성됨.

■ 국내 표준화 동향

o 2008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전파통신 기술

위원회 PG 317을 신설하여 의료용 무선통신 핵심기술

중 QoS보장, 다양한 채널 특성, 의료/비의료 응용 서

비스 등을 고려한 PHY, MAC, 네트워크 및 응용 인터

페이스와 응용 프로파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

함.

o TTA 산하에 세 개의 프로젝트 그룹에서 근거리 무선

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수행 중이며, 전

파자원 프로젝트 그룹으로 PG309는 인체 보호, EMC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 이동단말 충전기

표준화 그룹인 PG709는 휴대폰, 노트북등의 이동단말

충전 표준을 개발 중. 마지막으로 PG417 SOC프로젝

트 그룹은 온라인 전기 자동차 등 이동 단말 충전 외

의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함.

5. 결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연구 개

발이 주로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경쟁력 확보가 쉽고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비교적 낮

은 기술수준의 전략품목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IT융합기술을 접목하여 차세대 의료기기 산업을 주도해나

갈 핵심 역량을 갖춘 산업기술로 전략적 육성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인체 이식형 시스

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의료용 통신 기술을 사용한 생체신

호의 송수신 및 제어가 가능하며, 무선전력전송 기술을 통

해 반영구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IT융합형 인체 이식형

시스템 플랫폼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생리기능(혈당, 혈압,

심장박동 등) 감시가 가능한 이식형 융복합 시스템 기술

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인체 삽입형 생리기능 자동감시 시스템은 신기술 및 융

합 기술이 의료기기의 응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

로 가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내 IT 산업과의

강한 시너지를 통하여 복합 기술형 첨단 의료기기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미래 첨단산업 시장

진출에 의한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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