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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Sensor

다양한 물리, 화학, 생리학적 인자를 계
측하여 우리가 읽고 기록하며 해석할
수 있는 수치로 변환해주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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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 internet of things = IOT

• 수많은 사람들의 물리적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

하여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

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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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장치 (wearable device) 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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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 (smart ca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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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 (smart car) 3



10

최근 산업 trend

• 핵심기술 = 초소형/저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는 스마트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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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목표

• 센서의 기본지식

 최신 산업 트렌드에 발빠르게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

 최신 센서 기술의 이해를 통한 의학/의료 장비들에 대한 이해

 최신 센서 기술의 이해를 통한 임상 연구의 확장

• 센서 기술의 기본 원리 및 응응 사례

 센서 기술의 개요

 센서의 성능지표

 센서의 물리적 원리

 바이오센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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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센서의 표기방법

sensor
센서 センサー

мэдрэгч

сенсор

czujnik

capteur

sentsorea

cảm biến

sensore

skynjari

sensoriأجهزة االستشعار санҷанда
傳感器

सेन्सर



13

Definition of sensor from USA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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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Sensor?

• Sensors are devices which convert physical or chemical or 

biological state into an electrical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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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Sensor?

• 임의의 물리량 (화학, 바이오)  e (전기신호 약어)

Temperature sensor Proximity sensor Infrared sensor (IR) Ultrasonic sensor 

Alcohol sensor Light sensor Pressure sensor Rai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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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requirements for ideal sensor

• High sensitivity and selectivity

• Fast and predictable response

• Reversible behavior

• High signal to noise ratio

• Compact 

• Inexpensive 

• Immune to environment

• Easy to calibrate 

• Stable 

• Continuous operation w/o affecting origi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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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종류 : 에너지의 형태

에너지 형태 센서에 이용되는 특성

mechanical
position, velocity, acceleration, force, torque, pressure, 
stress, strain, flow rate, mass, density, moment, 
displacement, shape, orientation, viscosity

optical
radiant intensity, energy, wavelength, amplitude, phase, 
transmittance, polarization

thermal heat, temperature (numeric), heat flux (flow)

radiation α-ray, β-ray, γ-ray, X-ray

electromagnetic
voltage, current, power, charge,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 strength, magnetic moment, permeability, 
magnetic flux density

chemical
H2O, O2/O3, Ch, H2S/SO2, concentration, reaction rate, 
redox potential, biolog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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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종류 : biosensor (chemical energy)

에너지 형태 센서에 이용되는 특성

biological

biomolecules
protein, DNA, carbohydrate, lipid, 
vitamin, inorganic salt, antibiotic 
material

cells
cell membrane, intracellular organelle, 
virus, bacteria

biofunction
enzyme, digestion, excretion, respiration, 
circulation, hormone,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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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ilot system in aircrafts

• An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consists of several sensors 

for various tasks like speed control, height, position, doors, 

obstacle, fuel, maneuvering and many more. 

• A computer takes data from all these sensors and processes 

them by comparing them with pre-design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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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obiles

• Car sensors are intelligent systems that control different aspects 

such as temperature, coolant levels, oil pressure, emission levels

and so much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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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 sensor from Bo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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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sensor from Bo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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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roscope sensor from Bo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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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Transfer function (gain)

• Sensitivity 

• Span 

• Accuracy (uncertainty)

• Precision 

• Resolution 

• Offset  

• Hysteresis 

• Nonlinearity

• Response time 

• Noise 

• Bandwidth

• Stability & reliability

•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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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transfer function (전달함수)

•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input signals and electrical 

output signal   gain & phase

glucose 250 mM 100 mM 50 mM

25 mM 10 mM 5 mM

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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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sensitivity (민감도)

• Ration between a small change in electrical output signal to a 

small change in physical signal.

• Derivative of the transfer function with respect to physical 

signal.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i4n4Ldj7TkAhXhLqYKHWkZAe0QjRx6BAgBEAQ&url=https://www.researchgate.net/figure/The-biosensor-transfer-function-and-design-a-The-transfer-function-of-a-biosensor_fig3_320131484&psig=AOvVaw1ALrnanRTkFIWOWisS-qYg&ust=1567581216889835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i4n4Ldj7TkAhXhLqYKHWkZAe0QjRx6BAgBEAQ&url=https://www.researchgate.net/figure/The-biosensor-transfer-function-and-design-a-The-transfer-function-of-a-biosensor_fig3_320131484&psig=AOvVaw1ALrnanRTkFIWOWisS-qYg&ust=1567581216889835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i4n4Ldj7TkAhXhLqYKHWkZAe0QjRx6BAgBEAQ&url=https://www.researchgate.net/figure/The-biosensor-transfer-function-and-design-a-The-transfer-function-of-a-biosensor_fig3_320131484&psig=AOvVaw1ALrnanRTkFIWOWisS-qYg&ust=1567581216889835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i4n4Ldj7TkAhXhLqYKHWkZAe0QjRx6BAgBEAQ&url=https://www.researchgate.net/figure/The-biosensor-transfer-function-and-design-a-The-transfer-function-of-a-biosensor_fig3_320131484&psig=AOvVaw1ALrnanRTkFIWOWisS-qYg&ust=156758121688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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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span

• Span : dynamic range or full-scale input

• The range if input signals that 

may be converter to electrical 

signal by the sensor.

• Signals outside of this range are 

expected to cause unacceptably 

large inaccuracy.



28

센서의 성능지표 : accuracy (uncertainty)

• Uncertainty is the largest expected error between actual and 

ideal output signals. (must be measured by a primary standard)

• The accuracy can be expressed either as a percentage of full 

scale in absolute terms.

large inaccuracy when 
using ideal transfer function

small inaccuracy when 
using calibration curve

calibration curve
supplied by the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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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precision (정밀도)

• Degree of reproducibility of a measurement. (by single sensor)

• If the same value measured a number of times, an ideal sensor 

would output exactly the same value every time. However, real 

sensors output a range of values distributed in some manner 

relative to the actual correct value.

p
ro

b
ab

ili
ty
 d

en
si
ty

eye tra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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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resolution (분해능)

• A reference to the smallest interval that can be measured.

printer resolution

accuracy vs.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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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uracy vs. precision vs. resolution

• 지표의 차이를 반드시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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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offset

•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output value and the 

specified output value under some particular set of conditions. 

(ex, operation temperature)

pH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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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hysteresis

• The width of expected error in terms of the measured quantity 

during the cycling up/down of input stimulus.

• Possible causes : friction or structural changes in the sensor 

materials

B-H curve (자화곡선)

hysteresis loss

pressure vs.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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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nonlinearity 

• The maximum deviation from a linear transfer function over 

specified dynamic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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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ity - curve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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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ity - curve fitting

• Linear regression (선형 회귀분석) : to find "the Best fit" linear 

curve or straight line from the dataset 

*선형회귀분석
least mean square (LMS, 최소자승법):
데이터와 err (or residual)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값을 구하는 방법

오차의합은좋은방법이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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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linearity - curve fitting

• Polynomial regression (다항식 회귀분석) : to find "the Best fit" 

polynomial curve from the dataset 

2차다항식

Exponential model regression
(지수형태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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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response time 

• The time required for a sensor output to change from its 

previous state to a final settled value within a tolerance band of 

the correct new value.

• Rise-time and fall-time are not necessarily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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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noise

• A random error that can be produc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sensor which causes uncertainty of the sensor signal. 

• Many common noise sources produce a white noise distribution. 

(spectral density is the same at all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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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 SNR

• 신호 대 잡음비 (dB)

• Signal-to-noise ratio i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power of a 

signal (meaningful information) to the power of background 

noise (unwanted signal).

• An alternative definition of SNR is as the reciprocal of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i.e., the ratio of mean to standard 

deviation of a signal or measurement.                                   

(μ is the signal and σ is standard deviation of th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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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bandwidth

• All sensors have finite response times to an instantaneous 

change physical signal. Also, many sensors have finite decay 

times.

• e.g., BW of sensor = 1 Hz, 1 Hz의 변화를 갖는 물리량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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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stability

• Short-time : changes in the sensor’s performance within 

minutes, hours, or days.

• Long-time : irreversible change due to the aging of the sensor 

materials (i.e., permanent change in the material’s electrical, 

mechanical, chemical or therm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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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성능지표 : reliability (내구성)

• Probability that the device will function without failure over a 

specified time or number of users under certain conditions.

• MTBF : mean time between failure



44

센서의 성능지표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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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encephalography (EEG)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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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 BOD : 미생물이 유기물 분해에 필요한 산소 소모량

• COD : 수중의 물질을 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산소 소모량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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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Bio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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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I company 

• WPI offers a range of biosensors for monitoring nitric oxide 

(NO), hydrogen peroxide (H2O2), oxygen (O2) and hydrogen 

sulfide (H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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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센서의 물리적 원리

생활 주변 센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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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transducer and how are sensors different?

• The terms sensor and transducer are frequently used 

interchangeabl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 Going strictly by definition, a transducer is a device that 

translates primarily nonelectrical quantities into electric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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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tendo Wii

센서

stimulus transducer

a device that responds to a physical stimulus 
& transmits a resulting impulse 

controller

제어기

Wii 리모컨 센서바 Wii 본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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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tendo Wii의 혁신성 = 센서의 적절한 활용

• Accelerometer  움직임의 속도

• IR  현재 위치

• Gyro  움직임의 방향

ADXL330 

Wii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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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ngulation 

Wii 본체
위치

센서
초기위치

센서 이동

삼각측량법(三角測量法)의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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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ball
boxing

tennis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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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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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s = a variety of physical stimul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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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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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ometer

• 가속도 센서는 스마트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보통 자이로 센서와 함

께 사용

• X, Y, Z로 좌표를 만들고 이 좌표의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할 때 사용

하는 모션 센서 중 하나로, 주로 움직이는 물체 또는 스마트폰의 속도

를 측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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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ro 센서

• 자이로 센서는 가속 센서와 함께 대표적인 모션 센서

• X, Y, Z 좌표에서 움직이는 방향을 측정할 때 사용하고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바닥에 놓고 있다 집어 올렸을 때 특정한 앱을 실

행하거나 기능을 동작시킬 수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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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5가지 운동(motion)의 종류

• 가속(acceleration)과 감속(deceleration)

- 속도의 시간적 변화

• 진동(vibration)

- 가속과 감속이 빠르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 충격(shock)

-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가속 (1회 발생하는 비주기적 함수)

• 경사(tilt or inclination)

- 물체가 기울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동시 (중력에 대한 위치 변화, slow)

• 회전(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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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운동(motion)의 측정

• 가속, 진동, 충격, 경사

- 이러한 운동은 중력 가속도(g-force, 중력이 지상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

는 힘의 단위)에 의해서 측정. 

• 회전(rotation)

- 회전은 가속도의 변화 없이 발생

- 이 회전운동은 자이로스코프(gyroscope)를 사용해서 측정

y

x

z

xy평면은 지구표면에 평행.

z축은 1g를 측정, x,y축은 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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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가속도 정의

• 물체가 직선을 따라 움직일 때, 순간 속도와 순간 가속도는, 

𝒗 =
𝒅𝑺

𝒅𝒕
=  𝐒

𝒂 =
𝒅𝒗

𝒅𝒕
=  𝐯 =  𝐒

• 물체가 원운동을 하는 경우, 각 변위(θ)라고 하면 각속도와 각 가속도

는,

𝝎 =
𝒅𝜽

𝒅𝒕
=  𝜽

𝒂 =
𝒅𝝎

𝒅𝒕
=  𝛚 =  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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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변위, 속도, 가속도 상호관계

• 변위, 속도, 가속도의 측정이 가능한 센서를 사용하면 진동 측정이 가

능하지만, 변위 센서는 진동의 추종성 등에 문제가 있고, 속도 센서는

고정점을 필요로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진

동측정에도 가속도 센서가 많이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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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가속도계의 기본 동작이론

• 대부분의 가속도, 진동 측정기술에서는 질량-스프링-댐퍼 시스템

(mass-springdamper system)을 이용함. 

• 그림과 같이 질량 m을 스프링 k와 댐퍼 c로 지지대에 고정시킨 구조를

생각해 보자. 이 시스템에 가속도 a가 그림과 인가되었다고 가정하며, 

이때 질량 m의 변위를 ym, 지지대의 변위를 yh 라고 하면, 질량의 지지대

에 대한 상대적 변위 yr

𝒚𝒓 = 𝒚𝒎 − 𝒚𝒉

질량-스프링-댐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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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가속도계의 종류

• 압전형 가속도계

• 정전용량형 가속도 센서

• 마이크로 가속도 센서

• 열식 가속도 센서

• 3축 가속도 센서

압전형

정전용량형

마이크로

열식

3축 가속도

http://www.google.com/url?sa=i&rct=j&q=mems+accelerometer&source=images&cd=&cad=rja&docid=uaILsqgiXv5FzM&tbnid=FR3ltesMcWtrzM:&ved=0CAUQjRw&url=http://www.evaluationengineering.com/articles/200609/measuring-motion.php&ei=Lw-gUavqOqKsiAfi3ICACA&bvm=bv.47008514,d.aGc&psig=AFQjCNFezvRzw1FOX4yoDd5qaFFS80Rw4Q&ust=1369530364100565
http://www.google.com/url?sa=i&rct=j&q=mems+accelerometer&source=images&cd=&cad=rja&docid=uaILsqgiXv5FzM&tbnid=FR3ltesMcWtrzM:&ved=0CAUQjRw&url=http://www.evaluationengineering.com/articles/200609/measuring-motion.php&ei=Lw-gUavqOqKsiAfi3ICACA&bvm=bv.47008514,d.aGc&psig=AFQjCNFezvRzw1FOX4yoDd5qaFFS80Rw4Q&ust=136953036410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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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가속도계의 종류

• 압전형 가속도계

• 정전용량형 가속도 센서

• 마이크로 가속도 센서

• 열식 가속도 센서

• 3축 가속도 센서

압전형

정전용량형

마이크로

열식

3축 가속도

http://www.google.com/url?sa=i&rct=j&q=mems+accelerometer&source=images&cd=&cad=rja&docid=uaILsqgiXv5FzM&tbnid=FR3ltesMcWtrzM:&ved=0CAUQjRw&url=http://www.evaluationengineering.com/articles/200609/measuring-motion.php&ei=Lw-gUavqOqKsiAfi3ICACA&bvm=bv.47008514,d.aGc&psig=AFQjCNFezvRzw1FOX4yoDd5qaFFS80Rw4Q&ust=1369530364100565
http://www.google.com/url?sa=i&rct=j&q=mems+accelerometer&source=images&cd=&cad=rja&docid=uaILsqgiXv5FzM&tbnid=FR3ltesMcWtrzM:&ved=0CAUQjRw&url=http://www.evaluationengineering.com/articles/200609/measuring-motion.php&ei=Lw-gUavqOqKsiAfi3ICACA&bvm=bv.47008514,d.aGc&psig=AFQjCNFezvRzw1FOX4yoDd5qaFFS80Rw4Q&ust=136953036410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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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가속도계의 응용

• 가속도계는 일반 목적의 가속도 뿐만 아니라 충격, 진동 측정 등에 광

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또한,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경사각을 측정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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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경사각 측정 원리

• Angle =0
• Output = 0 

1 g

1 g

1g sin𝜃

• Angle = θ
• Output = a 1g sin θ

𝜽 = 𝒔𝒊𝒏−𝟏(
𝒐𝒖𝒕𝒑𝒖𝒕

𝒂
)

Earth’s surface

𝜃

a :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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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경사각 센서의 응용

• MEMS 가속도계를 이용한 경사각 측정은 최근에 모바일 기기, 가전

제품, 게임기 등을 중심으로 활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음, 

- 핸드 폰 또는 다른 모바일 기기 : 메뉴 선택 제어, e-콤파스 보상, 

이미지 회전 등등. 

- 의료 분야 : 혈압계를 더 정확하게 해줌. 병원에서 침대를 기울일

때 귀환신호로 사용. 경사 제어기에 이용.

- 기타 : 게임 제어기, 가상현실 입력 장치, 컴퓨터 마우스, 세탁기, 

개인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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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selecting portrait & landscape modes

• The first high volume use of accelerometers in consumer 

products was to switch a display between landscape and 

portrait orientations. A tablet PC, shown in Figure 8, has four 

possible display orientations labeled here as Bottom, Top, Right 

and Left,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the lower edge of the 

displayed text or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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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iPhone’s PCB



72

Acc - 기타 가속도계의 응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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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 기타 가속도계의 응용2

For the Wii Remote, Analog Devices' ADXL330 
senses the gamer's motions in three dimensions 
of freedom: forward-backward, left-right, and 
up-down. 

Wii Remote

Analog Devices' ADXL330 

Blutooth

http://wiibrew.org/images/9/9e/Wiimote_axis2.png
http://wiibrew.org/images/9/9e/Wiimote_axis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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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ity 센서

• 근접 센서는 어떤 물체가 센서에 근접했는지 알 수 있음

• 보통 스마트폰의 앞면에 있으며 통화용 스피커 옆에 있고 이 센서가 있

어야 통화 중일 때 스마트폰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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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센서

• 조도 센서라고도 하며 주변 빛의 밝기를 감지

•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때 사용하며, 보통 근접 센서 옆

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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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센서

• 자기장의 세기를 감지할 때 사용하는 센서

• 홀 센서를 이용해 플립 커버의 닫힘 유무를 확인

hall effect

전류

자기장

홀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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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센서

• 압력(pressure)의 정의

-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서로 수직으로 미는 힘

- 물체 내에서 서로 미는 힘

• 대기압(atmosphere pressure)

- 표면 위에 있는 공기의 무게에 의해서 표면에 수

직으로 작용하는 단위면적당 힘. 

- 우리 몸의 표면은 대기로부터 그 표면에 수직 방

향의 힘을 받고 있다. 

• 수압(water pressure or hydraulic pressure)

- 물 속에 있는 물체의 표면은 물로부터 그 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𝑷 =
𝑭 수직으로미는힘

𝑨(그힘을받는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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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유체(기체, 액체)의 압력

• 유체의 압력이란 유체에 의해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의미함.

• 계측분야에서는 유체 압력을 단순히 압력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음. 

• 정압(靜壓力;static pressure)

- 유체가 정지 상태일 때 나타나는 (유체가 원래 갖고 있는)                

압력

• 동압(動壓力; dynamic pressure)

- 유체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

- 그림과 같이 흐르는 유체를 막았을 때, 물체의 B점에는 그 유체의 정지압

력(A점의 압력)과 속도 v에 의한 동압력이 작용

𝒑𝒔 =
𝒅𝑭

𝒅𝑨

𝒑 = 𝒑𝒔 +
𝟏

𝟐
𝝆𝒗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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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국제 압력 단위

• SI 단위

• 유럽

• 북미

• 아시아

𝟏 𝐏𝐚 𝐩𝐚𝐬𝐜𝐚𝐥 = 𝟏
𝐍

𝐦𝟐
= 𝟏𝟎−𝟓 𝐛𝐚𝐫

<참고 > 𝟏 𝐡𝐏𝐚 𝐡𝐞𝐜𝐭𝐨𝐩𝐚𝐬𝐜𝐚𝐥 = 𝟏𝟎𝟎 𝐏𝐚
= 𝟏𝐦𝐛𝐚𝐫

𝟏 𝐛𝐚𝐫 = 𝟏
𝟏𝟎𝟎𝟎𝟎𝟎𝐍

𝐦𝟐
= 𝟏𝟎𝟓 𝐏𝐚

𝟏 𝐩𝐬𝐢 = 𝟏
𝐩𝐨𝐮𝐧𝐝

𝐢𝐧𝐜𝐡𝟐

𝟏 𝐌𝐏𝐚

𝟏
𝐤𝐠

𝐜𝐦𝟐

압력단위 변환(conversion)

1 bar 105 Pa 1000 mbar

1 psi 6895 Pa 68.95 mbar

1 Mpa 106 Pa 10 bar

1 kg/cm2 0.0981 Mpa 0.981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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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압력센서의 구성 요소 (pressure sensing)

• 부르동 관(bourdon tube)

- 관 내부로 입력을 도입하면 관의 곡율반경이 변하고 자유단이 직선으

로 움직임

• 벨로우즈(bellows)

- 주름을 가진 bellows을 이용하여 외부 혹은 내부에 인력을 가함

• 다이어프램(diaphragm)

- 측정대상의 유체가 부식성 유체, 고점도 유체, slurry 등에 주로 사용

bourdon tube bellows diaphra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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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압전 효과(piezoelectric effect)

• 수정과 같은 압전 결정의 상하부에 전극을 설치하고 압력을 가하면, 

압전결정의 두께는 변형을 일으키고, 그 변형에 비례하여 전극에는

정(正)·부(負)의 전하가 발생

• 결정표면에 나타나는 전하 q와 출력전압 Vo의 관계는

𝒒 = 𝑪𝑽𝟎 =
𝜺𝑨

𝒉
𝑽𝟎

= 𝑺𝒒𝑨 𝒑

𝑽𝟎 =
𝑺𝒒

𝜺
𝒉 𝒑

= 𝑺𝑬𝑨 𝒑

𝑪:압전결정정전용량
𝑺𝒒:전하감도

𝑺𝑬:전압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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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압저항 효과(piezoresistivity effect)

• 압저항 효과란 반도체에 압력이 인가되면 저항 값이 변하는 현상

• 축방향 응력(longitudinal stress)만이 작용한다고 가정하면, 이 응

력에 의한 저항 변화율은 변형율(strain) εl 에 비례함. 즉, 

• GF는 gauge factor로, GF는 p형 실리콘에 대해서는 (+), n형에 대

해서는 (-)임.

𝑹 = 𝝆
𝒍

𝑨

∆𝑹

𝑹
= 𝑮𝑭 𝜺𝒍 = 𝑮𝑭

∆𝑳

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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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gauge factor  MEMS 센서

• Silicon은 metal 보다 gauge factor 매우 큼

- 반도체물질: 에너지 밴드의 변형에 따라 자유전자 양이 크게 변하게 됨.

- 마이크로 제조기술(microfabrication)을 이용해 반도체 실리콘으로 만

든 센서  실리콘 마이크로 센서 혹은 MEMS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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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strain gauge

Wheatstone bridge

Rectifier circuit (AC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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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Wheatstone bridge

Half bridge Full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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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센서

To detect 생물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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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ensor?

• 관찰하는 요소가 물리화학적인 요소와 생물적인 요소가 결합된 형태

로 되어있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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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생물적 센서의 기본적 원리

• Analyte : 기본적으로 외부의 분석할 물질

• Receptor : 처음으로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 Transducer : 수용한 정보를 전기적 신호 등 쉽게 판단 가능한 정보로

변화해주는 변환체

• 전자기기 : 전기적 신호를 직접 측정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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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분석할 물질 : 글루코오스 센서, 요소 센서 등

• 수용체의 종류 : 효소 센서, 면역 센서, 미생물 센

서 등

• 변환 방법 : 전기화학, 열 감지, 광학 바이오센서

등

• 바이오센서에서 수용체와 분석물질은

자물쇠와 열쇠처럼 서로에게 알맞은

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간섭

요소들 사이에서도 수용체는 원하는

분석물질과만 반응을 하게 됨

 high selectivity (높은 선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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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field effect transistor) 바이오센서

• 구성 : 소스(source, S), 드레인(drain, D), 게이트(gate, G)

• 구동방식 : 입력 전압에 의해 트랜지스터의 두 단자 사이에 흐르는 전

류가 조절

호르몬센서 전자코센서HIV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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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자(nanoparticle) 바이오센서

• 금속이나 반도체 나노입자는 단백질(효소, 항원, 항체) 또는 DNA같은

생체 분자와 유사한 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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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 바이오센서

• 반도체의 미세 가공 기술을 응용하여 만든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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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