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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개의 광파장에 대한 상대적 흡광 특성을 이용한 글루코스 농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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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복수 개의 측정 광파장 대역에서의 글루코스 수용액의 상대적인 흡광 특성을 이용한 글루코스 농도 예측 방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각 측정 파장에서의 상대적인 흡광도는 기준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기준하여 얻어진다. 선정된 기준 파장(1310 
nm)과 네 개의 측정 파장(1064, 1550, 1685, 1798 nm) 대역에서는 글루코스에 대한 흡광도가 서로 반대의 부호를 갖도록 하였으며, 
이 특성은 측정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최종적인 글루코스 수용액의 예측 농도는 각 측정 파장에서 얻어진 예측 값의 평균으

로 결정된다. 5 mm의 광경로와 0~1000 mg/dL 농도 범위에서 실제로 측정된 글루코스의 흡광도를 살펴보면, 기준 파장 1310 nm에

서는 -1.42×10-6 AU/(mg/dL), 측정 파장 1685 nm에서는 +8.12×10-6 AU/(mg/dL)로 최대였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글루

코스 용액의 농도를 예측할 경우 얻어진 표준예측오차(SEP: standard error of prediction)는 ~28 mg/dL였다.
또한, 온도와 지방층이 글루코스 농도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먼저 26~40℃ 온도 범위에서 측정된 흡수량 변화율은 

기준 파장 1310 nm에서 -9.1×10-5 AU/℃였고, 측정 파장 1550 nm에서 -2.08×10-2 AU/℃였다. 그리고 글루코스 수용액에 존재하는 

지방층 두께에 따른 흡수량 변화율은 1685 nm 파장 대역에서 +1.093 AU/mm로 측정되었다.
주제어: Glucose sensor, Absorption, Absorbance, Spectroscopy, Optical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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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에 서구화된 식생활, 운동 부족,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당뇨병 발병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1] 당뇨병 여부를 판

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당 수치를 결

정하는 혈액 속의 글루코스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채혈 방식의 글루코스 농도 측정은 고통, 감염의 위

험, 스트립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다. 반면에 

무채혈 또는 체액을 이용한 방식의 농도 측정은 채혈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활발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패치를 이용한 인체 수용액 내의 글루코스 추출, 센서

의 인체 이식, 광전달 특성 분석 등의 방법이 있다.[2-4] 이 중

에서 혈액의 광투과 및 광반사 특성을 이용한 글루코스 농도 

측정은 완전한 의미의 무채혈 방법이다.[5] 한편, 가장 널리 

연구되어 온 연속적인 일정 스펙트럼을 이용한 분광법 기반

의 농도 측정 방법은 분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크기가 커서 

휴대용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가격이 높고, 연속적인 넓은 

광파장 대역을 이용하기 때문에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분광법에서 도입된 연속적인 광파장 

대역 대신에 복수 개의 특정 광파장만을 사용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한 개의 

기준 파장(reference wavelength)과 여러 개의 측정 파장(probe 
wavelength)을 선택하고, 기준 파장 대비 각 측정 파장의 상

대적인 글루코스 흡광도(absorbance: 글루코스 농도 변화에 

따른 흡수량 변화율)를 이용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예측한다. 
특히, 각 측정 파장 간의 흡광도 차이가 클수록 농도 예측 

정확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위해 기준 파장은 글루코스 흡광

도가 음인 광파장을 선택하고 측정 파장은 흡광도가 양인 광

파장을 선택하였다. 여기서 흡광도가 음이라는 것은 글루코

스 농도가 0 mg/dL일 때의 흡수량을 기준으로 글루코스 농

도가 늘어날수록 흡수량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

상은 물 대체 효과(water displacement effect) 때문이다. 즉, 
일부 적외선 파장 대역에서 용액인 물의 흡수도가 용질인 글

루코스의 흡수도보다 크기 때문에 글루코스 농도가 증가할

수록 물이 글루코스로 대체되어 전체적으로 흡수량이 감소

하게 된다. 한편, 특정 광파장에 대한 절대적인 흡수량을 기

반으로 농도를 예측할 경우, 광원 자체의 광파워 변화가 측

정 오차를 유발한다.[6] 반면에 제안된 방법의 경우에는 광대

역 램프에 특정 광파장 대역의 필터가 결합된 광원을 도입함

으로써 광파워의 변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농도 예측 시 오

차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변 온도와 

인체 구성 대표 물질 중의 하나인 지방층이 글루코스 수용액

의 광투과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이들로 

인한 농도 측정 시 오차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

였다.

II. 제안된 글루코스 농도 예측 방법

제안된 글루코스 농도 예측 방법은 각 광파장마다 글루코

스 흡광도가 다른 특성을 이용한다.[7] 글루코스를 포함한 용

액의 흡광도는 글루코스 농도에 따른 흡수량 변화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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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된 글루코스 농도 예측 방법.

그림 2. 글루코스 수용액의 광흡수 스펙트럼.

그림 3. 글루코스 광흡수 측정 장치도.

다. 즉, 글루코스 용액의 흡수량 A는 Beer’s law에 따라 A = 

log =o

i

I LC
I

α− 로 주어진다. 여기서 Ii는 입력 광파워, Io는 출력
 

광파워, L은 광경로 길이(용액 두께), C는 글루코스 농도, 그
리고 L은 흡광도이다. 특히, 흡광계수(absortivity) 는 광파

장 λ에 의존한다. 한편, 글루코스 농도가 충분히 낮은 경우에 

흡수량은 농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다.[8]

그림 1은 네 개의 광파장 λ0, λ1, λ2, λ3에 대한 글루코스 

농도에 따른 흡수량의 관계를 나타낸다. 글루코스 농도를 측

정함에 있어 단일 파장만의 특성을 이용할 경우, 글루코스 

농도 변화에 대한 흡수량 변화는 그 파장만의 특성에 한정되

므로 미세한 글루코스 농도 측정에 한계를 가진다. 이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글루코스 농도 변화에 따른 흡수량 변화를 

최대한 크게 해주는 것이 측정에 유리하다. 단일 파장의 글

루코스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2개 파장의 

특성을 사용하여 흡수량 변화를 최대화 시키는 방법을 이용

한다. 글루코스 농도 변화에 대한 각 파장의 흡수량 변화는 

동일하게 증가하는 파장도 있지만, 오히려 감소하는 파장도 

존재한다. 여기서, 흡광도가 음인 λ0는 기준 파장, 흡광도가 

양인 나머지 광파장 λ1, λ2, λ3은 측정 파장으로 선택하여 이

들 간의 상대적인 흡광도 차이를 증가시킴으로써 농도 측정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서로 반대되는 흡광도를 가지

는 파장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수량의 차이가 파장간의 

흡광도를 더한 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흡수량 변화를 최대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특정 농도에 대한 기준 파

장과 각 측정 파장 간의 흡수량 차이로부터 글루코스 농도 

예측이 가능하다. 글루코스 농도 측정에 사용된 측정 파장은 

항상 동일한 오차를 가지고 측정되지 않는다. 각 측정 파장

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

수의 측정 파장으로부터 얻어진 농도 예측 결과를 평균하여 

최종 예측 농도로 결정하였다.

III. 글루코스 용액의 광투과 특성 측정 및 결과

먼저 글루코스 농도 예측에 사용될 기준 파장과 측정 파장

을 선정하기 위하여 글루코스 용액의 광투과 스펙트럼을 조

사하였다. 그림 2는 분광기(Shimadzu사 UV-3101PC)로 측정

된 300~3200 nm 파장 대역에서의 글루코스 농도에 따른 흡

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9,10] 여기서 글루코스 용액의 농도는 

증류수(DI water)에 글루코스를 첨가하여 0~50 g/dL 범위에

서 변화시켰다. 그림 2의 결과로부터 1100~1400 nm 광파장 

대역에서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수량이 감소(흡광도가 

음)하고 이외의 대역에서는 증가(흡광도가 양)함을 알 수 있

었다. 이로부터 단일 파장으로 사용이 용이하고 인체에 대한 

투과도가 높다고 알려진 1310 nm를 기준 파장으로 결정하였

으며,[11] 측정 파장은 비교적 큰 흡광도를 나타내는 1550 nm, 
1685 nm, 1798 nm를 선정하였다. 추가로 글루코스 흡광도가 

매우 작고 물에 대한 흡수도 적기 때문에 글루코스 농도 측

정 시 다른 요인들의 변화를 확인하여 보정하기에 용이할 것

으로 사료되는 1064 nm 파장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3에 나타난 장치를 이용하여 기준 및 측정 

파장 대역에서 글루코스 농도에 따른 광투과 특성을 조사하

였다. 사용된 광원은 300~2400 nm 파장 대역을 갖는 텅스텐 

할로겐 램프이고, 글루코스 용액을 투과한 광은 InGaAs 광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램프 다음에 각 광파

장만을 투과시키는 약 20 nm 대역폭을 갖는 필터가 사용되

었다. 글루코스 용액 농도는 증류수에 글루코스를 첨가하여 

0~1000 mg/dL 농도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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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 파장별 글루코스 수용액의 광흡수 특성 측정 결과 (a) 글루코스 농도에 따른 흡수량 (b) 글루코스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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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각 측정 파장에서 예측된 글루코스 농도와 실제 농도 비교.
(b) 각 측정 파장별 글루코스 농도 예측 시 SEP와 제안된 글루코스 농도 예측 시 SEP.

4(a)는 선택된 각 광파장에서의 글루코스 농도에 따른 흡수

량 변화를 보여주고, 그림 4(b)는 각 광파장별 흡광도를 나타

낸다. 기준 파장 1310 nm는 -1.42×10-6 AU/(mg/dL)로 흡광도

가 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 파장 중에 1685 nm에 대

한 흡광도는 +8.12×10-6 AU/(mg/dL)로 최대였으며, 1064 nm 
파장 대역에서는 흡광도가 +7.19×10-8 AU/(mg/dL)로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준 파장인 1310 nm의 

흡광도를 적용할 경우, 각 측정 파장의 흡광도가 +1.42× 10-6 
AU/(mg/dL)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위의 흡광도를 기준으로 제안된 글루코스 농도 

예측 방법을 적용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5(a)는 각 측정 

파장에 기준 파장의 흡광도를 적용한 상대적 흡광도를 이용

하여 글루코스 용액 농도를 예측한 결과이다. 즉, 각 측정 파

장의 상대적 흡광도를 통해 흡수량의 선형적인 변화를 기준

값으로 결정하고, 임의의 글루코스 용액에 대해 기준 파장과 

측정 파장에 대한 흡수량의 차이 값을 구한 후 이를 앞에서 

얻어진 기준값에 적용하여 농도를 예측하였다. 그림 5(a)는 실

제 농도 대비 각 측정 파장에서 예측된 글루코스 농도를 보

여주며, 여기서 실선은 실제 농도와 예측 농도가 일치하는 경

우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5(b)에는 각각의 측정 파장을 이

용한 예측에 대한 SEP와 제안된 방법을 적용한 전체 측정 

파장에 대한 평균 농도 예측 값을 이용하여 농도를 예측한 

경우에 대한 SEP가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개의 측정 파장만을 이용할 경우에 SEP는 31~47 mg/dL였으

며, 각 측정 파장의 평균 농도 예측 값을 이용한 경우에는 

SEP가 약 28 mg/dL로 감소하였다. 한편, 1064 nm 측정 파

장에 대한 글루코스 흡광도는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에 글루

코스 이외의 다른 요인의 영향을 감지하는데 효과적으로 사

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온도 변화가 글루코스 용액의 광투과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에 사용된 각 광파장의 온

도 변화에 따른 흡수량 변화를 측정하였다.[12] 온도 변화를 위

해 글루코스 용액을 담고 있는 큐벳을 핫플레이트(hot plate)
를 이용하여 가열하였다. 온도 변화는 상온 부근(26~40℃)에
서 2℃씩 변화시켰다. 이 때 용액의 온도 측정을 위하여 써

모커플(thermo-couple)형 온도계를 용액에 삽입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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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선택 파장별 온도 변화에 따른 (a) 글루코스 흡수량 

(b) 글루코스 흡수량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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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온도변화 보정 전후의 글루코스 농도 예측 비교.

6(a)는 일정한 농도(100 mg/dL)를 갖는 글루코스 용액을 이

용하여 각 측정 파장의 온도 변화에 따른 흡수량 측정 결과

를 보여준다. 모든 측정 파장에서 흡수량이 온도 변화에 따

라 선형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b)는 각 광파장

에 대한 온도 흡수량 변화를 보여준다. 기준 파장 1310 nm
와 측정 파장 1064 nm의 온도 흡수량 변화는 각각 -9.1×10-4 
AU/℃와 -9.19×10-5 AU/℃로 가장 작았으며, 측정 파장 1550 
nm의 경우에 -2.08×10-2 AU/℃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냈다. 
한편, 측정 파장 1064, 1550, 1685 nm에 대해서는 흡수량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1798 nm의 경우에는 위

와 반대로 흡수량이 증가하였다. 위의 결과로부터 알 수 있

듯이 각 광파장에 대한 온도 흡수량 변화가 서로 다르기 때

문에, 실제 고정된 글루코스 농도의 경우에도 온도가 변함에 

따라 각 광파장에 대한 흡수량이 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

도 예측 시 오차가 유발된다. 1550 nm와 1685 nm 파장에서 

글루코스 흡광도를 기준으로 온도 변화를 적용할 경우, 0.1℃ 
변화에 대해 위의 두 광파장은 각각 389, 139 mg/dL의 오차

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측정 파장에 대한 온도 흡수

량 변화가 큰 오차를 야기하므로 온도를 측정한 후, 보정하

여 글루코스 측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온도변화 보정이 글루코스 농도 예측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다. 먼저 1685 nm 파장 대역에서, 0~5 g/dL 범
위의 글루코스 농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온도 변화는 기

준 온도인 상온 25℃에서 각 농도에 대하여 용액 온도를 약 

15℃ 정도 범위에서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용액 온도와 

글루코스 흡수량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글루코스 농도 0 g/dL
에 대한 온도는 26℃로 측정되었고, 이를 기준 온도로 설정

하였다. 각 농도에서 온도 변화에 의해 기준 온도보다 2~7℃ 
정도 온도가 증가하였다. 그림 7은 온도변화 보정을 하기 전

과 한 후의 글루코스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온도 보정을 함으로써 농도 예측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수행된 온도 측정의 

정확도(~0.5℃)가 충분히 높지 못하여 온도 보정 후에도 예

측 오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온도 측정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글루코스 농도 예측 방법을 실제 혈당 

측정에 사용할 경우, 인체 조직의 영향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층 변화는 흡수량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된다.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 지방층 변화에 따른 흡수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온도 실험과 동일한 글루코스 용액(100 
mg/dL)을 이용하여 지방층 두께를 0~2.2 mm 범위까지 변화

시키며 흡수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8(a)는 각 측정 파장에 대

한 지방층 변화에 따른 흡수량 측정 결과이다. 그림 8(b)는 

각 광파장에 대한 지방층 흡수량 변화이다. 기준 파장 1310 
nm의 지방층 흡수량 변화는 +0.637 AU/mm였다. 측정 파장 

1685 nm의 지방층 흡수량 변화는 +1.093 AU/mm로 가장 컸

고, 1798 nm 파장의 경우에는 +3.89×10-1 AU/mm로 가장 작

게 측정 되었다. 지방층 변화는 모든 광파장에서 흡수량이 

증가하였다. 1685 nm 파장의 경우, 0.1 mm가 변할 때, 약 13 
g/dL의 농도 오차를 야기한다. 지방층의 변화는 글루코스 농

도 측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보정을 통해 오

차를 줄여주어야 한다. 이외에 지방층은 투과와 반사, 산란

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추가 실험을 통해 복합적인 적용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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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선택 파장별 지방층 두께에 따른 (a) 글루코스 흡수량 

(b) 글루코스 흡수량 변화율.

구된다. 한편, 위의 실험을 통해 온도와 지방층 변화처럼 실

제 고정된 글루코스 농도의 경우에도 각 광파장에 대한 흡수

량 변화가 유발되어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보다 정

확한 농도 예측을 위해서는 측정의 오차를 유발하는 각 요인

들의 흡수량 변화를 측정하여 보정해주어야 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복수 개의 광파장에 대한 상대적 흡광도를 

이용한 글루코스 농도 예측 방법의 제안과 구현, 온도와 지

방층 변화에 따른 각 광파장별 흡수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글루코스 농도 예측 방법은 기준 파장과 측정 파장을 선택하

여 글루코스 농도에 따라 각 광파장간의 흡광도가 다름을 이

용하였다. 각 광파장별 흡광도에 온도와 지방층 변화의 영향

으로 생기는 흡수량 변화를 적용하여 더 정확한 혈당 측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측정 방법은 단일 파장들을 측정 

광원으로 사용하여 소형 집적화가 가능하고, 휴대폰과 다른 

기기에 접목이 가능하다. 이 장점들을 통해 유비쿼터스 시대

에 많은 활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특정 광파장을 기반으로 

하는 제안된 센서를 실제 인체에 적용할 경우에는 글루코스 

이외의 혈액 구성 물질(헤모글로빈 등), 피부, 습도 등의 요

인으로 인하여 글루코스 만을 선택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능

력이 아직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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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on of the Glucose Concentration Based on Its Optical Absorbance at Multiple Discrete Wavel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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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e for predicting the concentration of a glucose solution based on its relative optical absorbance at multiple probe 
wavelengths was proposed and verified. The relative absorbance at each of the probe wavelength was obtained with respect to 
the absorbance at a reference wavelength. The single reference wavelength (1310 nm) and a group of four different probe 
wavelengths (1064, 1550, 1685, 1798 nm) were selected to exhibit the glucose absorbance with opposite signs, thereby enhancing 
the accuracy of the prediction. The final glucose concentration was estimated by taking the average of the predicted values 
provided by the four probe wavelengths. The absorbance of the glucose solution for the path length of 5 mm was -1.42×10-6 
AU/(mg/dL) at the reference wavelength of 1310 nm and peaked at +8.12×10-6 AU/(mg/dL) at 1685 nm. The concentration of 
the glucose solution was decently predicted by means of the proposed scheme with the standard error of prediction of ~28 mg/dL.

In addition, the influence of the ambient temperature and the fat thickness upon the prediction of the glucose concentration 
was examined. The absorption change with the temperature was -9.1×10-5 AU/℃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6~40℃ at the 
reference wavelength, and -2.08×10-2 AU/℃ at 1550 nm. And the absorption change with respect to the fat thickness was +1.093 
AU/mm at the probe wavelength of 1685 nm.

OCIS codes: (170.0170) Medical optics and biotechnology; (170.3890) Medical optics instrumentation; (170.4580) Optical 
diagnostics for medicine; (300.0300) Spectroscopy; (300.1030)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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