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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없음

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알콜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및 바이오센서 제조방법과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음주 측정기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 제조시의 스크린 프린팅 공정을 나타낸 도면.

제 2 도는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의 평면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 3 도는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 단면도(제 2 도의 A - A선 단면도).

제 4 도는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 평가를 위한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제 5 도는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의 특성에서, 에탄올 가스 : 크로노암페로메트릭 응답을 나타낸 그래프.

제  6  도는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의  특성에서,  에탄올  농도  :  지시  전극  -  전극의  전류를  나타낸 
그래프.

제 7 도는 본 발명의 휴 용 음주 측정기의 회로 구성을 나타낸 블록도.

제 8 도는 본 발명의 휴 용 음주 측정기에서 센서 및 증폭회로의 상세도.

제 9 도는 본 발명의 휴 용 음주 측정기의 사시도.

제 10 도는 본 발명의 음주 측정기의 덮개를 열어본 사시도.

제 11 도는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 실시예의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한 부호의 설명

1 : 절연성 기판                                 2 : 연결 패드

3 : 지시전극                                     4 : 전극

5 : 비교전극                                     6 : 절연층

7 : 효소 고정화층                             8 : 외부막

9 : 바이오센서                                 10 : 측정 셀

11 : 3방변                                       12 : 3방변

13 : 포스페이트 완충용액                  14 : 에탄올 표준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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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항온조                                      16 : 컴퓨터

17 : 포텐시오스탯                             18 : 센서 회로 및 증폭회로

19 :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              20 : 정전압 회로

21 : 마이크로 프로세서                     22 : 표시부

23 : 측정기 본체                               24 : 측정기 덮개

25 : 시료 가스 흡입구                        26 : 시료 가스 배출구

27 : 바이오센서 거치부                      28 : 바이오센서 접속 패드

29 : 바이오센서 접속패드                   30 : 시료 가스 통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기체 상태의 알콜과 반응하여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와, 인
간의 호흡시에 발생하는 기상의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스트립(strip)형태의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
오센서 제조방법과, 이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음주 측정기에 관한 것이다.

알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종래의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 화학적 측정법을 이용한 바이오센서(biosensor)의 경우 효소(enzyme)나 미생물 등의 생체물질을 전
극 표면에 막(membrane)형태로 고정화(immobilization) 시켜 단일 효소나 다단계 효소 반응 결과로 생성

되는 전극 활성화 물질을 H2O2전극, 산소전극, 암모니움(NH4
+
) 이온 선택성 전극, 이온 선택성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ISFET) 등의 소자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한편, 미국 특허 제 4,655,880 호에서는 전극 활성화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후막형 전기 화학 소자위에 
여러 종류의 옥시데이즈(oxidase)를 고정화시킨 바이오센서에 하여 기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전기 화학적 측정법을 이용한 바이오센서의 경우 생체 반응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즉, 액상에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본 발명에 앞서 출원한 바 있는 가스 측정용 바이오센서 및 그 제
조방법( 한 민국 특허출원 제 93 - 13482 호)에서는 기체 상태의 유기 화학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바이
오센서의 제조방법을 제공한 바 있다.

이 기술은 후막형 전기 화학 소자의 전극부상에 기상의 유기 화학 물질과 반응하는 효소가 고정화된 수분 
흡습성 겔층을 구비하여 이루어진 감응막으로 구성된 바이오센서의 제조방법이다.

그런데, 음주 측정기는 부분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한 가스센서(주로, 일본 휘가로(FIGARO)사의 TGS 822 
센서)를 사용한 형태로 제품화 되어있다.

예를 들면, 알콜 체커(일본 휘가로), BREATH ALERT(Breath Alert MFG, 미국) 등이다.

이러한 음주 측정기술은 인간의 호흡시에 발생되는 가스중에 함유된 알콜 농도를 0.1㎎/1 - 0.8㎎/1의 범
위내에서 측정하여 음주 정도로 단계별로 LED로 표시해주는 기술인데, 음주도가 일정한 농도 이상으로 높
은 경우는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기술도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음주 측정 기술의 근거는, 혈액 1ml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 농도는 호기중 약 2000ml중에 포함
되어 있는 알콜 농도와 같다는 실험 보고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호기중 알콜 농도와 혈중 알콜 농도와의 
상관 관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후 호흡 기체중으로 발생되는 알콜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혈중 알콜 농도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음주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민국 현행법상 실제 형사 입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이 되는 음주 운전(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20 내지 500ppm의 호기중 알콜 농도 범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요망된다.

효소 반응을 이용해서 음주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본 특허 공보 60 - 196198 호와, 60-172298호
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술을 살펴보면 수용액상(또는 인간의 침)에 함유되어 있는 알콜을 측정하기 위한 
스트립 형태의 시험지를 이용한 음주도 측정기술과, WO 88/01299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술(인간의 호흡시 
발생되는 가스중에 함유된 알콜 농도를 색의 변화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기술)등이 있지만 아직까지 바이
오센서를 이용해서 음주도를 측정하는 기술은 제시된 바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알콜 농도 측정 기술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먼저, SnO2 , 

TiO2, RuO2와 같은 알콜 반응성 금속 산화물을 이용한 산화물 반도체 가스센서를 이용한 기존의 음주 측정

기는 에탄올(ethanol)에 한 선택성이 없다. 

즉,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LPG, 담배연기, 신나 등의 가연성 가스에 의한 영향이 크며, 앞서 측정
한 사람의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경우 다음 순번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정확성이 결여된다. 

또한 온도의 영향이 크고, 측정 방법에 따라서 오차가 심하며, 실제 2 내지 3개월마다 재보정
(calibration)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부분의 음주 측정기는 음주도 측정시엔 센서 흡입구에 강한 호흡을 적어도 3초 이상 불어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센서 자체에 타액이 혼입될 우려가 크며, 타액이 혼입될 경우 음주 측정도에 신뢰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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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경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도 있고, 기존의 음주 측정기와 관련된 문헌 및 특허에서
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효소 반응을 이용하여 음주도를 평가하는 기존의 기술은 2,6-다이클로로인도페놀(2,6-
dichloroindophenol)등을 사용하여 색의 변화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하는 사람의 개인차에 따라 그
측정 정도가 천차 만별로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객관성이 결여되며, 보다 정확한 정량을 위해서는 또 
다시 흡광도를 측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본 발명에 앞서 출원된 바 있는 가스 측정용 바이오센서 및 그 제조방법( 한민국 특허출원 제 
93-13482 호)에서는 기체 상태의 유기 화학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센서에 한 것이며, 본 발명에
서는 가스 측정용 바이오센서를 이용해서 휴 용 음주 측정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 과
제를 해결하므로서 음주 측정을 위한 바이오센서와, 그 제조방법 및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음주 측정기를 
구현하고자 한다. 

첫째, 전기 화학적 원리를 이용한 바이오센서의 경우 기체 상태의 시료 측정을 위해서는 바이오센서의 감
응막이 전극계(electrode system)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상기 출원한 바 있는 가스 측정용 바이오센서 및 그 제조방법은 이를 위하여 수분 흡습성 겔을 사용한바 
있었다. 

둘째, 기체 상태의 시료와 반응시 충분한 전기적 신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센서 상부에 고정화된 효소 감
응막과 전극간에 전자 전달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극의 제작기술과 효소 고정화 기술, 
그리고 이들의 접목 기술이 구현되어야 한다. 

셋째, 일회용 바이오센서를 사용한 음주 측정기에서는 센서 개개의 개체 특성이 좋아야 측정치의 객관성
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상기 출원한 바 있는 바이오센서 및 제조방법에서는 후막 기술을 이용한 전기 화학적 소자를 
제작한 바 있으나, 효소 고정화층을 구비하기 위하여 일일이 센서 개개의 상부에 효소액을 일정량씩 떨어
뜨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량 생산의 어려움과 함께 우수한 개체 특성을 기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넷째, 음주 측정기와 별도로 바이오센서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바이오센서의 유통 기간
을 고려하여 센서의 저장성이 충분해야 한다. 

다섯째, 휴 용 음주 측정기와 바이오센서를 이용해서 음주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용이해서 그 사용방법의 
간편함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에탄올에 한 선택성을 갖고, 호흡 가스중에 포함된 기체 상태의 알콜과 전기적으로 
반응하여 음주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전기 화학적 원리를 이용한 음주 측정용 바이오센서의 그 센서의 제조
방법 및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음주 측정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앞서 측정한 사람의 알콜 농도 측정이 후에 측정하는 사람의 측정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타액이나 주변 온도 변화에 따라 그 측정 정도의 정밀도가 결여되지 않는 음주 측정용 바이오센서와 그 
센서의 제조 방법 및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음주 측정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음주도를 평가하여 정량적으로 표시해주고, 바이오센서를 우수한 개체 특성을 기 한 상
태에서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음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음주 측정용 바이오센서와 센서 제조방법 및 바이
오센서를 이용한 음주 측정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전극 활성화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후막형 전기 화학 소자를 제조한 후 지시 전극상에 
효소 고정화층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점도를 갖는 효소 페이스트를 제조하여 이를 프린팅하는 방법
으로 바이오센서를 제조하므로서 량 생산할 수 있고, 개체의 특성을 우수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바
이오센서와 그 제조방법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간편한 조작과 취급방법으로 음주도를 측정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표시해 줌으로써 음주
도 측정에 객관성을 부여하며, 음주도 측정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음주 측정용 바이오센서와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및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음주 측정기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기 화학적 측정법을 이용한 바이오센서의 경우 기체 상태의 유기화학 물질을 측정하
기 위해서는 전해질이 존재해야 하는데, 혈액등과 같이 액상의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료 용액내에 
존재하는 염이온이 전해질 역할을 하게 되므로 전극계 형성에 문제가 없지만 기상의 시료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거나 전해질층이 액상으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르코니아(zirconia)와 같은 고체 전해질은 효소와 같이 사용될 수 없으며, 전해질을 액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고정화 효소막 위에 이를 구성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 발명에 앞서 출원된 바 있는 가스 측정용 바이오센서 및 그 제조방법에서는 상기한 점을 감
안하여 효소의 당체 기능과 동시에 전해질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수분흡습성 겔을 사용하여 효소 감응막
을 구성한 바 있으나, 이 기술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효소 고정화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일일이 센서 
개개의 상부에 효소액을 일정량씩 떨어뜨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량 생산의 어려움과 함께 
우수한 개체 특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탄소  페이스트(carbon  paste)  등을  사용하여  NADH(1,4-  dihydro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와 같은 전극 활성화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후막형 전기화학 소자를 제작한 후, 
지시 전극상에 효소 고정화층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일정한 점도를 갖는 효소 페이스트를 제조하여 프린
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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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은 외부막(outer membrane)으로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즈(hydroxyethyl cellulose)가 함유
된  페이스트를  제조,  프린팅하여  센서의  사용할  때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가스중의  수분에  한 흡습
(wetting)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기체 상태의 알콜을 측정할 때 시료 가스에 함유된 수분만으로도 전극계 형성이 용이하
게 이루어지고, 효소막이 건조된 상태로 바이오센서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센서의 보관시 효소
막의 역가가 감소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즉, 인간의 호흡시 배출되는 호흡 가스중에는 약 80mg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인간의 호흡 기체를 
이용해서 알콜 농도를 측정할 때 상기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시료 가스에 함유된 수분만으로도 전극계 
형성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오센서를 건조 포장한 후, 측정시에만 기상의 시료와 반응시킴으로써 열에 한 안정성 및 수
명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용액상에서 사용되는 다른 바이오센서와 달리 신호 잡음이 적고, 기상의 유기 
화학 물질에 한 효소의 높은 기질 친화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액상에서 측정하기 힘든 낮은 농도
의 시료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시 전극으로는 탄소(carbon)를 사용하여 효소의 전극 흡착력이 우수하며, 탄소 분말, 고분자 효소 
등으로 이루어진 효소 페이스트를 스크린 프린팅하여 효소 고정화층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소 고
정화 과정을 포함하여 바이오센서를 제조하는 전 프로세스를 후막형 전기 화학 소자를 만드는 프로세스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양산에 유리해진다. 

그리고, 절연성 기판으로 알루미나 기판 신 PVC(polyvinyl chloride),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폴리에스테르(polyester) 등의 고분자 재료를 사용할 경우, 단위 센서 소자를 보다 값싸게 제작할 수 있
는데, 본 발명에서는 전극 제조용 페이스트의 접착성 및 인쇄효과가 가장 우수한 폴리에스테르 기판을 사
용한다. 

단, 고분자 재료 특성상 섭씨 850도 정도의 고온의 소결 조건을 요구하는 페이스트는 사용할 수 없고, 섭
씨 약 150 도 미만의 소결만으로도 전극 특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고분자 후막 잉크를 사용한다. 

이하 제 1 도 및 제 2 도, 제 3 도를 참조하여 상기한 본 발명의 음주 측정용 바이오센서와 그 제조방법
을 한 실시예를 들어 설명한다. 

먼저, 제 1 도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 제조 방법은 절연성 기판(1)위에 전도성 라인 및 연결 
패드(2)를 스크린 프린팅으로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전도성 라인 및 연결 패드(2)위에 호흡 기체의 알콜
에 반응할 때 전류가 흐르는 전극부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전극부를 제외한 부분 전면에 절연층(6)을 
형성하는 단계를 거쳐 후막형 전기 화학 소자를 구성하고, 이 전기 화학소자의 전극상에 효소 페이스트를 
인쇄한 효소 고정화층(7)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효소 고정화층(7)을 포함하는 전극부 전면에 걸쳐 외
부막(8)을 프린팅하여 형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음주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 방법은 크게 나
누어 1. 효소 페이스트 제조, 2. 스크린 프린팅, 3. 에탄올 바이오센서 포장(packing)의 단계를 거쳐 제
조한다. 

1. 효소 페이스트 제조

효소 페이스트 제조를 위해 탄소 분말을 사용하며, 탄소 분말의 직경은 5미크론(micron)이하, 순도 99.9%
인 것을 사용한다. 

효소로는 역가 400U/mg protein인 효모(yeast)알콜 디하이드로게네이즈(alcohol dehydrogenase)를 사용한
다. 

조효소로는 NAD
+
(β-nicotinamide-adenine dinucleotide)를 사용한다. 

막자 사발에 NAD
+
45mg과 알콜 디하이드로게네이드 150mg을 6%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을 함유하는 

2%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즈 4.29ml와 함께 넣은 다음 충분히 섞어 균질의 효소 용액을 만든다. 

다음, 1.29g의 탄소 분말을 섞고 막자를 이용, 효소 용액과 완전히 섞이도록 하여 효소 페이스트를 얻은 
후 냉장 보관하면서 스크린 프린팅시에 일정량씩 사용한다. 

2. 스크린 프린팅

제  1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막형  전기  화학  소자는  절연성  기판(1)위에서  지시  전극(working 
electrode)(3),  전극(counter  electrode)(4),  비교전극(reference  electrode)(5)으로  구성하며,  모든 
스크린 인쇄는 250mesh의 금속 스크린을 사용한다. 

즉, 먼저 두께 0.3mm인 폴리에스테르 절연성 기판(1)을 86mm×84mm의 크기로 준비하고, 온(Ag)페이스트를 
스크린 프린팅한 후 섭씨 110도에서 10분간 건조시켜 각 전극용 전도성 라인 및 연결패드(2)를 형성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기 탄소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상기한 바와 같이 지시 전극(3)과 전극(4)을 완성하
고, 또한 AgCl이 함유되어 있는 은(Ag)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비교 전극(5)을 완성한다. 

이어서 다음 단계로, 유전체(dielectric)페이스트를 프린팅하여 80W/cm 용량의 UV를 9m/min 의 속도로 조
사시켜 절연층(6)을 형성시키면서 후막형 전기화학 소자가 완성된다. 

이렇게 하면 한 기판위에는 20개씩의 후막형 전기 화학 소자가 얻어진다. 

다음으로, 앞서 제조한 바 있는 효소 페이스트를 프린팅하여 효소 고정화층(7)을 형성하고, 최종 단계로 
6%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즈 페이스트를 프린팅하여 외부막(8)을 형성함으로써 바이오센서가 제작된다. 

제 2 도는 상기한 바와 같이 모든 인쇄 패턴이 겹쳤을때의 바이오센서의 평면적인 구성을 나타내며,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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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상기 제 2 도의 A-A'선을 단면 처리한 도면이다. 

제 3 도에서 보면 바이오센서의 감응부분을 특히 단면 처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바이오센서의 감응부분은 지시 전극(3),  전극(4),  비교전극(5),  효소 고정화층(7)의 프린팅 부분임을 
알수 있고, 이 부분에 차후에 설명될 호흡 가스가 반응하여 발생된 전자에 상응하는 전류가 전극간에 흘
러 음주도를 측정 가능하게 해준다. 

3. 에탄올 바이오센서 포장

상기한 바와 같이 스크린 인쇄된 각각의 센서를 절단한 후 실온 건조 또는 냉동 건조시켜 기밀 포장함으
로써 바이오센서가 포장 완성된다. 

개개의 바이오센서는 음주 측정시에 제공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음주 측정용 바이오센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절연성 기판(1)
위에 전도성 라인 및 연결패드(2)가 형성되고, 상기 전도성 라인 및 연결 패드(2)위에 호흡 기체의 알콜
에 반응할 때 전류가 흐르는 전극부가 형성되고, 이 전극부는 각각 지시전극(3)과 전극(4) 및 비교전극
(5)으로 형성되며, 이와 같이 기판(1)-전도성 라인 및 연결패드(2)-전극부로 후막형 전기 화학 소자가 구
성된 것이며, 이 전기 화학 소자의 전극상에 효소 페이스트를 인쇄한 효소 고정화층(7)을 형성하여 가스 
상태의 알콜에 반응하게 하고, 상기 효소 고정화층(7)이 형성된 전극부에 전면에 전극계 형성을 돕기 위
한 외부막(8)을 형성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음주 측정용 바이오센서는 상기한 바와 같은 스크린 프린팅을 순차로 수행하는 일련의 단계
를 거쳐 제조된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제조된 음수 측정용 바이오센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제 4 도는 바이오센서 특성
평가를 위한 시료 채취 장치로 특성을 평가하는 장치를 나타낸다. 

바이오센서(9)는 24ml 측정 셀(10)속에 담겨 있고, 질소 가스의 공급 경로를 제어하기 위한 2개의 3방변
(3way valve)(11)(12)이 구비되며, 0.1M 포스페이트 완충 용액(phosphat huffer)(13)과 에탄올 표준 용액
(14)이 각 용기에 담겨 있고, 3방변(11)(12)과 측정셀(10), 완충용액(13), 에탈올 표준용액(14)은 테프론
관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상기 측정셀(10), 3방변(11)(12), 완충용액(13), 에탄올 표준 용액(14)은 항온조(15)속에 구비된
다. 

그리고, 측정셀(10)에서 바이오센서(9)의 비교 전극 비 지시 전극의 전위차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지
시 전극에서 전극으로 흐르는 전류를 검출하는 포텐시오스탯(17)과, 포텐시오스탯(17)의 동작 조건을 
설정하고, 검출된 값을 정보 처리하여 바이오센서의 각종 특성을 알아내는 컴퓨터(16)가 구비된다. 

즉,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 특성 평가를 위한 제 4 도의 장치에서는, 바이오센서(9)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한 모든 전기 화학적 측정에는 포텐시오스탯(EG ＆ G Princeton Applied Research Corp., Potentiostat 
273)을 사용하였고, 제 4 도의 장치에 의한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센서(9)를 24ml  측정 셀(Cell)(10)내에 장착하고, 항온조(15)내의 온도를 조절한 후 3방변(11)(1
2)을 이용해서 0.1M포스테이트 완충 용액(phosphate buffer)(13)이 들어 있는 용기내로 질소 가스를 테프
론관을 통해 일정 속도로 흘려주면서 측정 셀(10)내의 바이오센서(9)를 활성화(activation)시킨다. 

다음으로, 컴퓨터(16)와 연결된 포텐시오스탯(17)을 이용해서 바이오센서(9)내의 지시전극의 전위차를 비
교 전극(Ag/AgCl) 비 650mV로 해준다. 

다음으로, 3방변(11)(12)을 이용해서 질소 가스를 농도를 알고 있는 에탄올 표준 용액(14)이 일정량 들어 
있는 용기내로 통과시켜 기화된 에탄올 가스가 바이오센서(9)와 반응하게 한다. 

이 실험에서 바이오센서(9)가  장착된 측정 셀(10)내에 에탄올 가스의 농도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방법에 의해 보정하였다. 

실험 결과 섭씨 25도에서 기화시킨 에탄올 가스에 한 크로노암페로메트릭(chronoamperometeric)응답은 
제 5 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되었다. 

즉, 전위차가 650mV일 때 에탄올 분자가 효소 고정화층(7)에 흡수되면 고정화되어 있는 효소 작용에 의하

여 전극 활성화 물질인 NADH가 생성되고, 생성된 NADH는 지시 전극상(3)에서 NAD
+
로 산화되면서 지시 전극

(3)에서 전극(4)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러한 전류는 에탄올 농도에 비례하게 된다. 

에탄올 농도는 포화상태에 도달한 전류값(steady  state  current)을  이용하거나 초기 반응속도(initial 
rate)를 측정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데, 제 6 도는 포화상태에 도달한 전류값을 이용하여 구한 표준 정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제 6 도에서 살펴보면 에탄올 가스 3 내지 600ppm까지 좋은 응답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바이오센
서의 측정 모듈(module)을 디바이스(device)화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신호(0 내지 20μA), 감도 및 선
형 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특성 평가를 마친 우수한 특성의 바이오센서를 이용해서 휴 용 음주 측정기를 제작하였다. 

제 7 도는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음주 측정기의 블록 구성도를, 제 8 도는 센서회로 및 증촉회
로의 상세 회로 구성을, 제 9 도는 기구적인 외관 구성의 사시도를, 제 10 도는 기구적인 외관 구성의 덮
개를 열어본 사시도를 각각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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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음주측정기는, 기상의 알콜가스와 반응하는 
바이오센서(9)와, 상기 바이오센서(9)에서 알콜가스와 반응시 생성된 전류를 감지하여 증폭하는 센서회로 
및 증폭회로(18)와, 상기 센서회로 및 증폭회로(18)에서 출력된 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19)와, 상기 센서회로 및 증폭회로(18)를 통해 바이오센서(9)상의 비교적인 비 지시 전
극의 전위차를 일정한 값으로 조절해 주는 정전압회로(20)와, 상기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19)에서 출력
된 디지탈 신호를 신호 처리하여 음주도로 환산 출력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21)와, 상기 마이크로프로세
서(21)에서 출력된 음주도가 표시되는 표시부(22)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음주 측정기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정전압 회로(20)에서 센서회로 및 증폭회로(18)에 바이오센서(9)의 비교 전극(5) 비지시 전극(3)의 전
위차를 650mV가 되도록 조절해주고, 이렇게 하면 바이오센서(9)가 에탄올과 반응하여 생성된 NADH가 지시

전극(3)에서 NAD
+
로 산화되면서 지시전극(3)에서 전극(4)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러한 전류는 센서회로 및 증폭회로(18)에서 감지 및 증폭되고, 증폭된 신호는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
(19)에 공급된다.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19)는 입력된 음주측정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여 마이크로 프로세서(21)에 
공급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21)는  입력된 디지탈 음주 측정값을 신호 처리하여 에탄올 농도를 표시부
(22)로 표시해 주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에탄올 반응 전류의 감지와 증폭동작을 제 8 도의 상세회로도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정
전압 회로(20)에서 정전압 전원(VCC)을 저항(R1)(R2)을 통해 연산 증폭기(A2)에 공급하고, 연산 증폭기
(A2)의 출력은 바이오센서(9)와 연산 증폭기(A1)를 통해 연산증폭기(A2)로 피이드백 제어되어 바이오센서
(9)상의 비교전극(5) 비 지시 전극(3)의 전위차를 650mV가 되도록 조절해준다. 

이렇게 하여 조절된 전위차가 인가되는 상태에서 바이오센서(9)가 인간의 호흡 가스에 함유되는 에탄올 

가스와 반응하고, 반응하여 생성된 NADH가 지시 전극(3)에서 NAD
+
로 산화되면서 지시 전극(3)에서 전극

(4)으로 전류(I)가 흐르게 되며, 이 전류(I)는 연산 증폭기(A3)에서 저항(R3)으로 정해지는 이득으로 전
압 증폭된 후, 출력되는 것이다. 

증폭 출력된 전류값은 에탄올의 농도, 즉 음주도를 측정한 신호이고, 이 신호는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
(19)에 공급되어 위와 같이 표시부(22)에 그 음주도가 표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음주 측정기를 기구적으로 구현한 실시예를 제 9 도 및 제 10 도에 나타내었다. 

제 9 도에서 살펴보면, 본 발명의 음주 측정기는 측정기 본체(23)상에 표시부(22)가 구비되고, 이 표시부
(22)는 음주도 인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7세그먼트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구성한다. 

그리고, 측정기 본체(23)에는 본체(23)와 경첩으로 연결되어 열리고 닫히는 덮개(24)가 구비되고, 이 덮
개(24)의 전면에는 외부로 노출되는 시료 가스 흡입구(25)가 형성되어 인간의 호흡 가스가 불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시료 가스 흡입구(25)로 불어 넣어진 호흡기체는 측정기 본체(23)내의 바이오센서와 반응한 후 잔류가스
가 배출될 수 있는 시료 가스 배출구(26)가 덮개(24)의 측면으로 형성된 구조이다. 

제 10 도는 덮개(24)를 열어서 본 그림이다. 

덮개(24)를 열면 측정기 본체(23)의 덮개(24)로 덮여있던 자리에 바이오센서(9)를 거치기 위한 바이오센
서 거치부(27)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바이오센서 거치부(270)의 한쪽에는 바이오센서(9)와의 전기적인 
연결을 위한 바이오센서 접속 패드(28)가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덮개(24) 안쪽으로도 상기 바이오센서 접속 패드(28)와 맞닿게 되는 또 다른 바이오센서 접속 패
드(29)가 형성되어 덮개(24)를 덮었을 때 두 패드가 서로 접촉되어 측정기의 전원이 스위치 온 되도록 되
어 있다. 

덮개(24)의 안쪽에는 시료 가스 흡입구(25)로 불어 넣어진 인간의 호흡 기체가 시료 가스 배출구(26)로 
배출되는 시료 가스 통로(30)가 형성되는데, 이 시료 가스 통로(30)의 중간쯤에 바이오센서(9)의 감응부
위(9A)가 위치하여 시료 가스중의 에탄올과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음주 측정기로 음주도를 측정할 때에는, 먼저 포장된 바이오센서를 개봉하고, 덮개(24)를 
열어서 바이오센서(9)를 바이오센서 거치부(27)에 감응부위(9A)가 시료 가스통로(30)쪽으로 놓이게 거치
시킨 후 덮개(24)를 덮는다. 

덮개(24)가 덮이면 덮개(24)에 장착된 바이오센서 접속패드(29)가 본체(23)측의 바이오센서 접속패드(2
8)와 접촉됨과 동시에 음주 측정기의 전원이 스위치 온 된다. 

즉, 상기 제 7 도에서 정전압 회로(20)에 의한 전원이 공급되어 바이오센서(9)의 에탄올 반응 전류를 감
지할 수 있는 상태로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료 가스 흡입구(25)로 호흡 기체를 불어넣어주면, 호흡 기체는 시료 가스 통로(30)를 
경유하면서 바이오센서(9)의 감응부위(9A)와 반응하고, 남은 가스는 시료 가스 배출구(26)를 통해 배출된
다. 

감응부위(9A)의 반응은 상기 제 7 도 및 제 8 도를 참조로 설명한 바와 같이 바이오센서(9)의 전극간상에
서 에탄올 농도에 비례하는 전류를 유발시키고, 이는 상기한 바와 같은 제반 신호처리를 거쳐 그 음주도
가 표시부(22)로 표시되며, 표시부(22)로 표시된 음주도를 인식하므로 피측정자의 알콜 농도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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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도는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 제 2 실시예를 나타낸다. 

이 실시예는 두 개의 지시전극(3A)(3B)을 형성하여 차동증폭회로를 이용, 효소 반응 이외의 온도 변화등 
다른 응답 저해 효과를 배제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상기 제 1 도에서 설명한 제 1 실시예의 바이오센서는 지시전극(3)과 전극(4)의 크기가 동일하므로 
지시 전극(3)을 두 개의 지시전극(3A)(3B)으로 나누어지고, 각 전극에서 나타나는 에탄올 반응 전류값을 
차동증폭회로를 이용해서 검출함으로써 효소 반응 이외의 온도 변화등 다른 응답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출력 신호의 감도를 높여준 것이다. 

이때, 효소 고정화층(7)은 한쪽의 지시전극(3A)에만 형성시키고, 효소의 활성을 제거시킨 층(7A)을 다른
쪽 지시 전극(3B)에 프린팅하면 되며, 그밖의 제조 프로세스는 상기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로서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는 수용액상(인간의 힘, 혈액 등)에 함유되어 있는 
알콜 농도도 측정할 수 있다. 

단, 이때 음주후 혈중 알콜 농도를 분석하는 경우, 혈액내에 존재하는 아스코브산(ascorbic acid)등 NADH
이외의 전극 활성물질에 의한 응답 저해 효과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NADH의 산화반응에 필요한 전위차가 650mV인데 이러한 전위차에서 아스코브산 등이 함께 산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NAD
+
의  전기화학적  재생성(regeneration)이  용이하도록  전자 전달체

(mediator)를 탄소 지시 전극상에 흡착시키거나 수용성 고분자에 결합시켜 효소 고정화층 프린팅시 사용
하게 되면 보다 낮은 전위차에서 전극을 동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액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전극 활성
화 물질에 의한 응답 저해 효과를 배제시킬 수 있고, 소비 전력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인간의 호흡시 발생되는 기체 상태의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스트립 형태의 바이오센서 제조방법과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음주측정기를 제공한다. 

또한 바이오센서를 사용한 음주 측정기는 음주후 음주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기존의 가스 센서를 
이용한 음주 측정기에 비하여 음주도 측정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바이오센서는 효소 고정화층을 포함하여 바이오센서를 제조하는 선공정을 후막형 전기 
화학 소자를 만드는 공정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센서의 량 생산에 유리하다. 

또한 본 발명은 가스 측정시 시료 가스에 함유된 수분만으로도 전극계 형성에 지장이 없고, 바이오센서를 
건조 포장한 후 측정시에만 기상의 시료와 반응하게 함으로써 열에 한 안정성 및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고, 수용액상에서 사용되는 다른 바이오센서와 비교할 때 신호 잡음이 작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기상의 유기화학 물질에 한 효소의 높은 기질 친화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액상에서 측정
하기 힘든 낮은 농도의 시료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극 제조용 페이스트가 스크린 프린팅되며 단위 센서 소자를 구성해 주기 위한 절연성 기판(1)과, 상기 
절연성 기판(1)위에 프린팅되며 전극부의 전기적인 신호 전달 통로가 되는 전도성 라인 및 
연결패드(2)와, 알콜과 반응시에 반응 전류가 흐르며 전도성 라인 및 연결패드(2)위에 프린팅되는 전극부
와, 상기 전극부를 제외한 전면을 절연처리해 주는 절연층(6)으로 구성된 전기 화학 소자와; 상기 전기 
화학 소자의 전극부 위에 효소 페이스트를 인쇄하여 알콜과 반응하게 되는 효소 고정화층(7)과; 상기 효
소 고정화층(7)이 형성된 전극부의 전면에 전극계 형성을 돕기 위해 프린팅되는 외부막(8)으로 구성되어 
기체상의 알콜 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성 기판(1)은 고분자(High Polyer)물질로 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
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성 기판(1) PVC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
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4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성 기판(1)은 폴리카보네이트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
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5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성 기판(1)은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부는 지시전극(3)과 전극(4), 비교전극(5)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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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부는 2개의 지시전극(3A)(3B)과 비교전극(5)으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전극(4)은 탄소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프린팅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전극(3A)(3B)중 한쪽의 지시 전극(3A)에만 효소고정화층(7)을 형성하고, 다
른쪽의 지시전극(3B)에는 효소의 활성화층을 제거시킨 층(7A)을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
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10 

제 6 항 또는 제 7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 전극(3)(3A)(3B)은 탕소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프린팅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11 

제 6 항 또는 제 7 항 또는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전극(5)은 은(Ag)페이스트를 이용해서 프린팅 구
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층(6)은 액상의 유전체 물질을 전극부를 제외한 전면에 프린팅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효소 고정화층(7)은 고분자, 효소, 조효소로 이루어진 효소 페이스트를 프린팅하
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는 탄소분말,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즈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15 

제 13 항 또는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효소는 알콜 디하이드로게네이즈로 구성되고, 상기 조효소는 NAD
+

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막(8)은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즈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17 

절연성 기판(1)위에 전도성 라인 및 연결패드(2)를 스크린 프린팅으로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스크린 프린팅된 전도성 라인 및 연결패드(2)상에 지시전극(3), 전극(4), 비교전극(5)을 프린팅하여 전
극을 구성하는 단계와, 상기 단계에서 구성된 전극위에 절연층(6)을 전극을 제외한 전면에 프린팅하여 형
성하는 단계와, 상기 절연층(6)위에 전극부위에 효소 페이스트를 프린팅하여 효소 고정화층(7)을 형성하
는 단계와, 상기 고정화층(7)이 형성된 전극부분을 외부막(8) 프린팅으로 감싸는 단계로 이루어진 기체상
의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성  기판(1)은  PVC,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스테르  등의  고분자(High 
Polymer)물질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19 

제 17 항 또는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 물질은 섭씨 150도 미만의 소결 조건을 갖는 고분자 후막 
잉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20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전도성 라인 및 연결패드(2)는 은(Ag)페이스트를 스크린 프린팅하여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2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지시전극(2) 및 전극(4)은 탄소 페이스트를 프린팅하여 형성하고, 상기 비교
전극(5)은 은(Ag)페이스트를 프린팅하여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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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비교전극(5)은 염화은(AgCl)이 함유되어 있는 은(Ag)페이스트를 프린팅하여 형
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23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층(6)은 액상의 유전체 물질을 전극을 제외한 전면에 프린팅하여 형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효소 고정화층(7)을 구성하기 위한 효소 페이스트는 고분자, 효소, 조효소로 이
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청구항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는 탄소분말,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즈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분말은 직경 5미크론 이하이고 순도 99.9%인 분말을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
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효소는 알콜 디하이드로게네이즈로 조성되고, 상기 조 효소는 NAD
+
로 조성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 24 항 또는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효소는 역가 400U/mg인 알콜 디하이드로게네이즈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 25 항에 있어서,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즈는 에틸렌 글리콜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
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글리콜과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즈는 6% 에틸렌 글리콜을 함유하는 2%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1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막(8)은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즈로 페이스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2 

제 31 항에 있어서, 상기 하이드록시에틸 셀롤로오즈는 6%의 하이드록시에틸 셀룰로오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 제조방법.

청구항 33 

기상의 알콜 가스와 반응하는 바이오센서(9)와, 상기 바이오센서(9)에서 알콜 가스와 반응시 생성된 전위
치를 전류로 감지하여 증폭하는 센서회로 및 증폭회로(18)와, 상기 센서회로 및 증폭회로(18)에서 출력된 
신호를 디지탈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19)와, 상기 센서 회로 및 증폭회로(18)를 통해 
바이오센서(9)상의 비교전극 비 지시 전극의 전위차를 일정한 값으로 조절해주는 정전압 회로(20)와, 
상기 아날로그 디지탈 변환기(19)에서 출력된 디지탈 신호를 신호 처리하여 음주도로 환산 출력하는 마이
크로 프로세서(21)와, 상기 마이크로 프로세서(21)에서 출력된 음주도가 표시되는 표시부(22)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음주 측정기.

청구항 34 

기상의 알콜 가스와 반응하는 바이오센서(9)와, 상기 바이오센서(9)로 감지된 전류를 신호 처리하여 알콜 
농도로 환산 처리하는 프로세서와, 상기 프로세서의 알콜 농도값이 표시되는 표시부(22)와, 상기 표와 표
시부  및 바이오센서가 기구적으로 장착되는 측정기 본체(23) 및 이 본체에서 개폐되는 덮개(24)와, 상기 
덮개(24)와 향된 본체 안쪽면에 바이오센서(9)를 거치시켜 주는 바이오센서 거치부(27)와, 상기 덮개
(24)에 구성되며 피측정자의 호흡기체를 불어넣는 시료 가스 흡입구(25)와, 상기 시료 가스 흡입구(25)로 
흡입된 가스가 상기 바이오센서(9)의 감응부분을 경유하게 안내하는 시료 가스 통로(30)와, 상기 시료 가
스 통로(30)를 지난 잔류 가스가 배출되는 시료 가스 배출구(26)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음주 측정기.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24)의 안쪽에 바이오센서 접속 패드(29)를 구성하고, 이 패드(29)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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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측정기 본체(23)측에도 바이오센서 접속 패드(28)를 구성하여 덮개(23)을 닫으면 측정기 전원이 인
가되는 스위치 온 작동이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알콜 농도 측정용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음주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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