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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효소와 전자전달 물질을 포함하는 반응계를 이용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에서는，효소로서 시토크롬 C가 결합된 글루코스 탈수소효소 또는 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에서 유래한 글

루코스 탈수소효소를 사용하고，전자전달 물질로서 Ru 화합물을 사용하는 글루코스 농도 측정방법이 제공된다．본 발명

에서는 또한，효소로서 시토크롬 C가 결합된 글루코스 탈수소효소 또는 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에서 유래한 글

루코스 탈수소효소를 사용하고，전자전달 물질로서 Ru 화합물을 사용하는 글루코스 센서가 제공된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효소 및 전자전달 물질을 포함하는 반응계를 이용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효소로서 시토크롬 C(cytochrome C)가 결합된 글루코스 탈수소효소를 사용하고，

　　상기 전자전달 물질로서 Ru 화합물을 사용하는, 글루코스 탈수소효소를 이용한 글루코스 농도 측정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시토크롬 C는，버크홀데리아(Burkholderia) 속에 속하는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인 글루코스 농도 측정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계에 대하여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자극을 주는 한편으로，이 자극에 대한 응답 전류값을 검출하고，이 응답 전

류값의 검출량에 근거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연산하는, 글루코스 농도 측정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Ru 화합물은，하기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착체인, 글루코스 농도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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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화학식에서 X는, NH3，할로겐 이온，CN，피리딘，니코틴아미드 또는 H2O이고, ｎ＋는， X의 종류에 따라 결정

되는 Ru 착체의 가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8.

효소 및 전자전달 물질을 포함하는 반응계를 이용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효소로서 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에서 유래한 글루코스 탈수소효소를 사용하고，

상기 전자전달 물질로서 Ru 화합물을 사용하는, 글루코스 탈수소효소를 이용한 글루코스 농도 측정방법．

청구항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계에 대하여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자극을 주는 한편으로，이 자극에 대한 응답 전류값을 검출하고，이 응답 전

류값의 검출량에 근거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연산하는, 글루코스 농도 측정방법．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Ru 화합물은，하기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착체인，글루코스 농도 측정방법．

(상기 화학식에서 X는, NH3，할로겐 이온，CN，피리딘，니코틴아미드 또는 H2O이고, ｎ＋는， X의 종류에 따라 결정

되는 Ru 착체의 가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13.

제 1 항에 의한 글루코스 농도측정방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 １ 및 제 ２ 전극과，효소 및 전자전달 물질을 포함하는 시

약층을 구비하고，상기 시약층에 대하여 글루코스 용액을 공급하여 반응계를 구축함과 동시에，이 반응계에 대하여 상기

제 １ 및 제 ２ 전극을 이용하여 자극을 주도록 구성되는 글루코스 센서에 있어서，

상기 효소로서 시토크롬 C가 결합된 글루코스 탈수소효소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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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자전달 물질로서 Ru 화합물을 사용하는, 글루코스 센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시토크롬 C는，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인, 글루코스 센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Ru 화합물은，하기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착체인 글루코스 센서．

(상기 화학식에서 X는, NH3，할로겐 이온，CN，피리딘，니코틴아미드 또는 H2O이고, ｎ＋는， X의 종류에 따라 결정

되는 Ru 착체의 가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19.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시약층이 설치되고，또 시료액을 유지하기 위한 액 유지공간을 더 구비하고，

상기 시약층은，고층(固層)으로 구성됨과 동시에，상기 액 유지공간에서 시료액을 유지한 상태에서는，상기 산화환원효

소 및 전자전달 물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기 시료액에 용해되도록 구성되는, 글루코스 센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액 유지공간의 용량은， 0.1~ 0.5 μL인 글루코스 센서．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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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시약층에서 효소의 함유량은，글루코스 탈수소효소 활성 1.0~10.0U에 상당하는 양인，글루코스 센서．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시약층에서 전자전달 물질의 함유량은，상기 액 유지공간이 시료액으로 가득 찬 때의 전자전달 물질의 농도로 환산

하여 1.0~5.0wt％에 상당하는 양인, 글루코스 센서．

청구항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액 유지공간은，모세관력에 의하여 시료액을 이동시키도록 구성되는 글루코스 센서．

청구항 24.

제 8 항에 의한 글루코스 농도측정방법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 １ 및 제 ２ 전극과，효소 및 전자전달 물질을 포함하는 시

약층을 구비하고，상기 시약층에 대하여 글루코스 용액을 공급하여 반응계를 구축함과 동시에，이 반응계에 대하여 상기

제 １ 및 제 ２ 전극을 이용하여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자극을 주도록 구성되는 글루코스 센서에 있어서，

상기 효소로서 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에서 유래한 글루코스 탈수소효소를 사용하고，

상기 전자전달 물질로서 Ru 화합물을 사용하는, 글루코스 센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청구항 27.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Ru 화합물은，하기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착체인 글루코스 센서．

(상기 화학식에서 X는, NH3，할로겐 이온，CN，피리딘，니코틴아미드 또는 H2O이고, ｎ＋는，X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

는 Ru 착체의 가수를 나타낸다.)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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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시약층이 설치되고，또 시료액을 유지하기 위한 액 유지공간을 더 구비하고，

상기 시약층은，고층(固層)으로 구성됨과 동시에，상기 액 유지공간에서 시료액을 유지한 상태에서는，상기 산화환원효

소 및 전자전달 물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기 시료액에 용해되도록 구성되는, 글루코스 센서．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액 유지공간의 용량은，0.1~0.5μL인 글루코스 센서．

청구항 30.

제 28 항에 있어서,

상기 시약층에서 효소의 함유량은，글루코스 탈수소효소 활성 1.0~10.0U에 상당하는 양인 글루코스 센서．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상기 시약층에서 전자전달 물질의 함유량은，상기 액 유지공간이 시료액으로 가득 찬 때의 전자전달 물질의 농도로 환산

하여 1.0~5.0wt％에 상당하는 양인，글루코스 센서．

청구항 32.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액 유지공간은，모세관력에 의하여 시료액을 이동시키도록 구성되는 글루코스 센서．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시료액(예를 들면 혈액 등의 생화학적 시료 또는 이것의 조정액) 의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에 관

한 것이다．

배경기술

당뇨병 환자로서는，혈당값을 관리하기 위해 평소부터 자기의 혈당값을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한편，빈번하게 의

료기관에 가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환자 자신이 간이하게 혈당값의 측정을 행할 수 있고，게다가 행선지 등에서도 혈

당값의 측정을 간단하게 행할 수 있도록，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의 휴대형 간이 혈당값 측정장치가 이용되고 있

다．

휴대형의 간이 혈당값 측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효소 반응장을 제공하는 글루코스 센서(glucose sensor)를 혈당값

측정 장치에 장착하고，글루코스 센서에 대하여 혈액(검체)을 공급함으로써 혈당값의 측정이 행해진다．이 경우，측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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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부를 절개하여 혈액을 채취하고，이 혈액을 시료액으로서 글루코스 센서에 공급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

다．이 방법에서는，혈액 채취에 대한 측정자에의 부담을 작게 하는 관점에서는，채취해야 할 혈액량이 적은 쪽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적은 혈액(검체)으로 혈당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량이 검토되고 있다．

글루코스 센서는，예를 들면 기판 상에 전극 및 시약층을 형성함과 동시에，이 시약층을 내부에 수용한 모양에서 캐필러

리(capillary)를 설치한 구성으로 된다(도 ２ 및 도 ３ 참조)．시약층은，산화환원효소와 전자전달 물질을 포함하는 것으

로 구성되지만，산화환원효소로서는 GOD나 PQQGDH가，전자전달 물질로서는 페리시안화 칼륨이 범용되고 있다(예를

들면 일본국 특개 2000-65778호 공보)．이 글루코스 센서에서는，캐필러리를 이용하여 시약층에 검체가 공급된 때에，

캐필러리의 내부에 액상(液相)의 반응계가 구축된다．이 때，산화환원효소에 의하여，예를 들면 글루코스의 산화 반응이

촉매되는 한편으로，전자전달 물질의 환원반응이 촉매된다．

이에 대하여，간이 혈당값 측정장치에 있어서는，글루코스 센서의 전극을 이용하여，반응계에 대하여 전압을 인가함으로

써 응답 전류값이 측정된다．이 응답 전류값은，예를 들면 환원형의 전자전달 물질의 양(글루코스 농도에 상관하는 양)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글루코스 농도를 연산할 때의 기초로 되는 것이다．글루코스 농도를 연산하는 경우에는，쿨로메트리

(coulometry)법 또는 암페로메트리(amperometry)법이 채용된다．쿨로메트리법은，검체 중의 거의 대부분의 글루코스

를 반응시키고 나서，연산용의 응답전류값의 적산값을 취득하고，적산값(전량(電量))에 근거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연산

하는 방법이다．한편，암페로메트리법은，반응 개시로부터 일정 시간 후에 응답전류값을 취득하고，이 응답 전류값에 근

거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연산하는 방법이다．

GOD는，글루코스와의 반응 속도가 작기(Km(미카엘리스 정수)이 크다)때문에, 검체 중의 대부분의 글루코스를 반응시켜

서 연산용의 전량(電量)을 취득하는 쿨로메트리법에서는 측정 시간이 현저하게 길어져 버린다．그 때문에, 산화환원 효소

로서 GOD를 사용하여 단시간에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암페로메트리법이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암페로메트리법에서는，글루코스 농도가 작은 경우에는，응답 전류값을 취득하는 단계에 있어 효소 반응이 대

부분 종료해 버리고，얻어지는 응답 전류값이 작아져서，저농도 영역에서의 측정 정밀도가 나빠져 버린다．미량 검체에

서는，글루코스의 절대량이 적기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이와 같은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사용하는 효

소량을 적게 하면 좋다．그렇지만，효소량이 적은 경우에는，글루코스의 반응 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일정 이상의 글

루코스 농도의 검체에 있어서는，글루코스 농도의 차이가 글루코스의 반응량의 차이로서 우위에 나타나지 않는다．그 결

과，효소량을 적게 하면，고농도 영역에서는，글루코스 농도의 차이를 응답 전류값의 차이로서 유의하게 얻을 수 없고，

분해능이 악화되어 버린다．따라서, 암페로메트리법은，측정 레인지(range)가 작아，미량 검체의 측정에는 부적합한 방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GOD는，전자전달 물질과의 반응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그 때문에, 측정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전자전달 물

질을 다량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그 결과，글루코스 센서(정확하게는 시약층이나 캐필러리(capillary))의 소형화가 곤

란해지고，이에 따라 필요한 검체량도 많아진다．이 점에서도，GOD를 사용하는 방법은 미량 검체를 측정하는데도 부적

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보면，GOD를 사용하는 암페로메트리법에서는，정밀도 좋게 글루코스를 측정할 수 있는 검체량은，최

소 0.6μL，측정 시간으로 최소 15초，측정 레인지로 글루코스 농도가 10~600mg/dL의 범위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 한편으로，산화환원효소로서 PQQGDH를 채용한 경우에는，쿨로메트리법을 채용하면，0.3μL의 미량 검체라도 혈당

값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쿨로메트리법은，상술한 바와 같이 검체 중의 거의 대부분

의 글루코스를 이용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연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암페로메트리법과 비교하여，글루코스 고농도 영역

에서는 상대적으로 측정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예를 들면，실용상 필요로 되는 최저한의 측정 레인지

(10~600mg/dL)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측정 시간을 15~30초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측정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시약층에서 효소나 전자전달 물질의 함유량을 많게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이 경우

에는，시약층의 용해성이 악화된다．그 때문에, 캐필러리(capillary)에 검체를 공급한 때에，캐필러리에서 균일한 액상의

반응계를 구축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그 결과，글루코스 센서마다(측정 마다)의 용해 정도의 차이에 기인하여 재현성이

악화되거나, 혈액 중의 혈구 성분의 영향을 받기 쉬워지는 등으로 해서，측정 정밀도가 악화된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페리시안화칼륨은 혈액에 대한 용해성이 작기때문에，전자전달 물질로서 페리시안화칼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 정밀도의 악화가 현저해진다．또，페리시안화 칼륨은，보존안정성이 나쁘고，용이하게 환원체로 이행하기 때문

에，함유량이 많아지면 백그라운드(background)의 증대와 관련하여，이번에는 글루코스 저농도 영역의 측정 정밀도가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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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측정 레인지를 크게 확보하면서도，단시간에 정밀도 좋게，미량 검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발명의 제 １의 측면에 있어서는，효소 및 전자전달 물질을 포함하는 반응계를 이용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

법에 있어서，상기 효소로서 시토크롬 C(cytochrome C)가 결합된 글루코스 탈수소효소를 사용하고，상기 전자전달 물

질로서 Ru 화합물을 사용하는, 글루코스 농도 측정방법이 제공된다．

시토크롬 C로서는, 버크홀데리아(Burkholderia) 속에 속하는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토크

롬 C로서는, 환원 조건화에서의 SDS-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에 있어 분자량이 약 43kDa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２의 측면에 있어서는，효소 및 전자전달 물질을 포함하는 반응계를 이용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하는 방

법에 있어서，상기 효소로서 버크홀데리아속 유래의 글루코스 탈수소효소를 사용하고，상기 전자전달 물질로서 Ru 화합

물을 사용하는, 글루코스 탈수소효소를 이용한 글루코스 농도 측정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에 관계된 글루코스 농도 측정방법에서는，예를 들면 반응계에 대하여 자극을 주는 한편으로，이 자극에 대한 응

답을 검출하고，이 응답의 검출량에 근거하여 글루코스 농도가 연산된다．이 경우，자극은，예를 들면 전압으로 부여되

고，응답은，전류 또는 광학적 특성으로 얻어진다．

본 발명의 제 ３의 측면에 있어서는，제 １ 및 제 ２ 전극과，효소 및 전자전달 물질을 포함하는 시약층을 구비하고，상기

시약층에 대하여 글루코스 용액을 공급하여 반응계를 구축함과 동시에，이 반응계에 대하여 상기 제 １ 및 제 ２ 전극을

이용하여 자극을 주도록 구성되는 글루코스 센서에 있어서，상기 효소로서 시토크롬 C가 결합된 글루코스 탈수소효소를

사용하고，상기 전자전달 물질로서，Ru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글루코스 센서가 제공된다．

시토크롬 C로서는, 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에서 유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토크롬 C로서는, 환

원 조건화에서의 SDS-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에 있어 분자량이 약 43kDa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４의 측면에 있어서는，제 １ 및 제 ２ 전극과，효소 및 전자 전달물질을 포함하는 시약층을 구비하고，상기

시약층에 대하여 글루코스 용액을 공급하여 반응계를 구축함과 동시에，이 반응계에 대하여 상기 제 １ 및 제 ２ 전극을

이용하여 자극을 주도록 구성되는 글루코스 센서에 있어서，상기 효소로서 버크홀데리아속 유래의 글루코스 탈수소효소

를 사용하고，상기 전자전달 물질로서 Ru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글루코스 센서가 제공된다．

본 발명에서는, 글루코스 탈수소효소로서，글루코스 탈수소효소 활성을 가지고，또 환원조건화에서의 SDS-폴리아크릴

아미드 겔 전기영동에 있어，분자량이 약 60kDa인 α서브유닛(subunit)을 가지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글루코스 탈수소

효소는，환원조건화에서의 SDS-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에 있어，분자량이 약 14kDa인 γ서브유닛을 가지는 것이

어도 좋다．

본 발명에서는，Ru 화합물로서，예를 들면 하기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착체를 사용할 수 있다．

상기 화학식에서 X로는, NH3，할로겐 이온，CN，피리딘(pyridine), 니코틴아미드, 또는 H2O를 들 수 있다．예시한 것

중， X는 NH3 또는 할로겐 이온인 Ru착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화학식에 있어서 ｎ＋는，X의 종류에 따

라 결정되는 Ru 착체의 가수를 나타낸다．

Ru 착체는，환원형(II)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통상은 산화형(III)으로서 존재한다．그 때문에, 예를 들면 글루코스 센서의

시약층에 산화형의 Ru 착체를 혼재시킨 상태에서 빛이나 물에 노출되었다고 해도，용이하게는 환원되지 않는다．또，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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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체는 결정화되기 어렵고，미분말 상태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이 점에서는，Ru 착체

는 용해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따라서, 노출 내성이나 보존안정성 등을 고려한 경우，시약층에 대해서는，산화형으로

서 Ru 착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글루코스 센서는，예를 들면 시약층이 설치되고，또 시료액을 유지하기 위한 액 유지공간을 더 구비하는 것으

로 구성된다．이 경우，시약층은 ，고층(固層)으로 구성됨과 동시에，액 유지공간에서 시료액을 유지한 상태에서는，산

화환원효소 및 전자전달 물질의 적어도 일부가 시료액에 용해되도록 구성된다．즉，글루코스 센서는，시료 공급후에 있

어서는，액 유지공간내에서，글루코스, 산화환원효소 및 전자전달 물질에 의하여 액상으로 반응계가 구축되도록 구성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 유지공간의 용량은，미량시료액을 측정할 수 있도록，예를 들면 0.1~0.5 μL로 설정된다．이 경우，시약층에서 산화

환원효소의 함유량은，예를 들면 글루코스 탈수소효소 활성 1.0~10.0U에 상당하는 양으로 된다．효소 １단위(U)는，표

준검정조건(pH6.0, 37 ℃) 하에서 DCIP(2,6-디클로로페놀 인도페놀)의 환원에 기인하는 퇴색을， DCIP의 흡수파장인

600nm에서 경시적으로 계측한 때에，1 분마다 1μM 글루코스를 산화하는 양(몰 흡광계수는 4.76×1000μM /cm)으로 정

의했다．한편，시약층에서 전자전달 물질의 함유량은，예를 들면 액 유지공간이 시료액으로 가득 찬 때의 전자전달 물질

의 농도로 환산하여 1.0~5.0wt％에 상당하는 양으로 된다．

액 유지공간은，예를 들면 모세관력에 의하여 시료액을 이동시키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에서 말하는 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은，글루코스 탈수소효소 활성을 가지는 α서브유닛, 또는 시토크롬

C(β서브유닛)를 포함하는 효소(이하，간단히「GDH」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를 산출할 수 있는 것이면 특히 한정되지 않

지만，그 중에서도 버크홀데리아·세파시아, 특히 버크홀데리아·세파시아 KS1주(이하，간단히「KS1주」라고 하는 경우

가 있다)가 바람직하다．KS1주는，온천 부근의 토양에서 분리한 신규 균주이지만，그 균학적 성질로부터 버크홀데리아·

세파시아라고 고정되어 있고，평성 12년９월 25일에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 종합연구소 특허생물기탁센터( 305-8566

　일본 이바라키현 츠쿠바 시토우１가 １번지１중앙 제 ６)에 미생물 수탁번호 제 FERM BP-7306으로 기탁되어 있다．

KS1주는，α 서브유닛(분자량 약 60kDa)，β 서브유닛(시토크롬 C에 상당)(분자량 약 43kDa) 및 γ 서브유닛(분자량 약

14kDa)을 포함하는 GDH를 산출할 수 있다．단, 분자량은，환원 조건하에서의 SDS-폴리아크릴아미드 겔 전기영동에서

측정한 것이다．

시토크롬 C(β 서브유닛을 포함한다)는，전자전달 단백질이고，전자전달 속도를 향상시키는 관점에서는，글루코스 탈수

소효소 활성을 가지는 서브유닛(α 서브유닛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시토크롬 C를 결합시킨 형태로, GDH(이하，간단히

「CyGDH」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시토크롬 C는, 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에

서 유래하는 것(β 서브유닛)에 한하지 않고，글루코스 탈수소효소 활성을 가지는 서브유닛에 결합하고，전자전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다른 미생물이나 생체 세포에서 유래하는 것이어도 좋다．

α 서브유닛은，기술한 바와 같이 글루코스 탈수소효소 활성을 가지는 것이다．α 서브유닛과 γ서브유닛으로 이루어진

GDH(이하，간단히「αGDH」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γ 서브유닛을 가지지 않는 GDH와 비교하여，글루코스와의 반

응 속도가 크다(Vmax/Km이 크다)．이 점에 관해서는，본 발명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어 있다．따라서, 글루코스와의 반

응 속도를 크게 하는 관점에서는, α 서브유닛을 사용하는 경우에는，α 서브유닛에 대하여 γ 서브유닛을 결합시킨 형태로,

GDH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본원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있어서는，유래균에 의하여 α 서브유닛，시토크롬 C(β 서브유닛) 또는 γ 서브유닛을 특

정하는 것이 있지만，이것은 각 서브유닛을 특정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즉，목적으로 하는 서브유닛의 발현 코

드를 포함하는 벡터를 숙주에 이입하고，이 숙주로부터 산출되는 GDH를 글루코스 탈수소효소로 사용하는 경우라도，차

이점이 GDH(서브유닛)의 기원밖에 없는 때에는，본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에서 확인해 둔

다．

실시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

이하，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형태에 관하여，도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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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１에 나타난 농도측정장치(１)는，본 발명에 관계된 글루코스 센서(２)를 이용하여，혈액 등의 글루코스를 포함하는

시료액 중의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이 농도측정장치(１)는，전압인가부(３)，전류값 측정부(４)，검지

부(５)，제어부(６)，연산부(７) 및 표시부(８)를 구비하여 대략 구성되어 있다．

글루코스 센서(２)는，일회용으로 구성된 것이고, 도 ２ 및 도３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커버판(20)，스페이서

(spacer)(21) 및 기판(22)을 가지고 있다．

커버판(20)에는 혈부(穴部)(23)가 설치되어 있고，스페이서(21)에는 혈부(23)에 연통함과 동시에 선단부(24ａ)가 개방된

세폭(細幅) 슬릿(slit)(24)이 설치되어 있다．커버판(20) 및 스페이서(21)가 기판(22)의 윗면(22ａ)에 적층된 상태에서

는，슬릿(24)에 의하여 캐필러리(25)가 규정되어 있다．이 캐필러리(25)는，그 용량이，예를 들면 0.1~ 0.5μL로 설정되

어 있고，슬릿(24)의 선단 개구부(24ａ) 및 혈부(23)를 개재하여 외부와 연통(連通)하고 있다．선단 개구부(24ａ)는 시료

액 도입구(25ａ)를 구성하고 있고，이 시료액 도입구(25ａ)로부터 공급된 시료액은，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혈부(23)를

향하여 캐필러리(25)내를 진행한다．

기판(22)의 윗면(22ａ)에는，제 １ 전극(26)，제 ２ 전극(27)，및 시약층(28)이 설치되어 있다．

제 １ 및 제 ２ 전극(26, 27)은，전체로서 기판(22)의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고，이들의 단부(26ａ, 27ａ)가 기판(22)

의 폭 방향으로 연장되어 있다．기판(22)의 윗면(22ａ)은，제 １ 및 제 ２ 전극(26, 27)의 단부(26ａ, 26ｂ, 27ａ, 27ｂ)

가 노출되도록 하여 절연막(29)에 의하여 덮혀 있다．

시약층(28)은，예를 들면 고(固)형상이고，제 １ 및 제 ２ 전극(26, 27)의 단부(26ａ, 27ａ)사이를 다리놓도록 해서 설치

되어 있다．이 시약층(28)은，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다량의 산화형의 Ru 화합물(전자전달 물질) 및 상대적으로 소량의

GDH(글루코스 탈수소효소)를 포함하고 있다．시약층에 있어서 GDH의 함유량은，예를 들면 글루코스 탈수소효소 활성

1.0~10.0U에 상당하는 양으로 되고，시약층에 있어서 Ru화합물의 함유량은，예를 들면 캐필러리(25)가 시료액으로 가

득 찬 때의 Ru 화합물의 농도로 환산하여 1.0~5.0wt％에 상당하는 양으로 된다．

산화형의 Ru 화합물은，전자전달체로서 기능하면 좋지만，예를 들면 하기 화학식으로 표시되는 Ru 착체를 사용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상기 화학식에서 X로는, NH3，할로겐 이온, CN, 피리딘，니코틴아미드 또는 H2O를 들 수 있다．예시한 것 중, X는 NH3

또는 할로겐 이온인 Ru착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화학식에서 ｎ＋는, X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Ru 착체

의 가수를 나타낸다．

시약층(28)에서는, GDH에 대하여, Ru 화합물의 비율이 크게 되어 있고, Ru 화합물이 시약층(28)의 용해성에 주는 영향은

크다．그 한편으로，Ru 화합물로서 화학식으로 나타난 Ru 착체는，결정화하기 어렵고，미분말의 상태를 적절하게 유지

할 수 있으며，용해성이 높은 것이다．따라서 시약층(28)은, 전체로서 용해성이 높고，혈액의 공급에 의하여 용이하게 용

해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 때문에, 글루코스 센서(２)에서는，캐필러리(25)의 용적을 상술한 범위와 같이 작게 설정했

다고 해도，혈액이 공급된 때에，캐필러리(25) 내에서 거의 균일한 액상(液相)의 반응계를 적절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된

다．

한편，GDH로서는, 글루코스 탈수소효소 활성을 가지는 서브유닛에 대하여 전자전달 단백질인 시토크롬 C를 결합시킨 것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글루코스 탈수소효소 활성을 가지는 서브유닛이나 시토크롬 C는，예를 들면 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예를 들면 버크홀데리아·세파시아 KS1주에서 유래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물론，글루

코스 탈수소효소 활성을 가지는 서브유닛이나 시토크롬 C는，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에 한하지 않고，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른 미생물이나 생체 세포에서 유래하는 것이어도 좋고，목적으로 하는 서브유닛

의 발현 코드를 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로부터 취득함과 동시에，이 발현 코드를 포함하는 벡터를 숙주에 이입

하여，이 숙주로부터 산출시킨 것이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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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로서 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KS1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글루코스 탈수소효소 활성을 가지는 서브유닛은 분자

량 약 60kDa인 α서브유닛으로 얻어지고，시토크롬 C는 분자량 약 43kDa인 β 서브유닛으로 얻어진다．이 KS1주에서는,

α 서브유닛 및 β 서브유닛에 대하여，분자량 약 14kDa인 γ 서브유닛이 결합한 GDH가 산출된다．단, 분자량은，환원 조

건하에서의 SDS-폴리아크릴 아미드 겔 전기영동에서 측정한 것이다．이 경우，글루코스와의 반응 속도를 크게 하는 관

점에서는，α서브유닛에 대하여 γ서브유닛을 결합시킨 αGDH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전자전달속도를 향상

시키는 관점에서는，αGDH에 대하여 β서브유닛(시토크롬 C)을 결합시킨 CyGDH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１에 나타난 전압인가부(３)는，제 １ 전극(26)의 단부(26ｂ)와 제 ２ 전극(27)의 단부(27ｂ)와의 사이에 정전압을 인

가하는 것이다．전압인가부(３)는，글루코스 센서(2)를 글루코스 농도 측정장치(１)에 설치된 장착부(도시 생략)에 장착

함으로써，제 １ 및 제 ２ 접촉자(３a, ３ｂ)를 개재하여，글루코스 센서(２)의 단부(26ｂ, 27ｂ)와 도통하게 되어 있다．

전압인가부(３)로서는, 예를 들면 건전지나 충전지 등의 직류 전원이 사용된다．

전류값 측정부(４)는，반응계에 대한 전압 인가시에，예를 들면 환원형의 Ru 화합물로부터 방출된 전자의 양에 상관하는

응답전류값을 측정하는 것이다．

검지부(５)는，글루코스 농도 측정장치(１)에 글루코스 센서(２)가 장착된 후에 있어，시약층(28)에 시료액이 공급되고，

글루코스 농도의 측정이 가능해지는지 아닌지를 검지하는 것이다．

제어부(６)는，전압인가부(３)를 제어하고，제 １ 및 제 ２ 전극(26, 27)의 사이에 전압이 인가되는 상태(폐회로)와 인가

되지 않는 상태(개회로)를 선택하는 것이다．

연산부(７)는，전류값 측정부(４)에 의하여 측정된 응답 전류값에 따라，시료액 중의 글루코스 농도의 연산을 행하는 것

이다．

또한，검지부(５)，제어부(６) 및 연산부(７)의 각각은，예를 들면 CPU 및 ROM이나 RAM 등의 메모리에 의하여 구성되

지만，검지부(５)，제어부(６) 및 연산부(７)의 전부를，１개의 CPU에 대하여 복수의 메모리를 접속함으로써 구성할 수

도 있다．또，연산부(７)에 의한 연산 결과는，표시부(８)에 의하여 표시된다．표시부(８)는，예를 들면 LCD 등에 의하

여 구성된다．

다음으로，시료액 중의 글루코스 농도 측정의 절차를 도 １ 내지 도 ３에 더하여，도 ４ 및 도 ５도 참조하면서 설명한

다．

도 １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먼저 글루코스 농도 측정장치(１)에 글루코스 센서(２)를 세트(set)한다．그러면，글루

코스 센서(２)의 제 １ 전극(26) 의 단부(26ｂ)가 농도측정장치(１)의 제 １ 접촉자(３ａ)와 접촉하고，제 ２ 전극( 27)의

단부(27ｂ)가 제 ２ 접촉자(３ｂ)와 접촉한다．앞에서도 접촉된 것처럼，이 상태에서는 제 １ 및 제 ２ 전극(26, 27)이 전

압인가부(３)에 도통 가능하게 되어 있다．실제의 측정에 있어서는，글루코스 센서(２)에 시료액을 공급하기 이전부터，

제어부(６)의 제어에 근거하여，전압인가부(３)에 의하여 제 １ 및 제 ２ 전극(26, 27) 사이에 정전압이 인가되어 있다．

인가 전압값은，예를 들면 100~500mV의 범위로 설정된다．

이어서，글루코스 센서(２)의 시료액 도입구(25ａ)를 이용하여 혈액 등의 시료액을 공급한다．시료액은，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글루코스 센서(２)의 캐필러리( 25) 내를 진행한다．그 과정에 있어，시료액에 의하여 시약층(28)이 용해되고，액

상의 반응계가 구축된다．반응계에 있어서는，예를 들면 GDH에 의하여 글루코스가 산화됨과 동시에 Ru 화합물이 환원

형으로 된다．

２개의 단부(26ｂ, 27ｂ)를 개재하여 제 １ 및 제 ２ 전극(26, 27) 사이에 정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는，시약층(28)에 존

재하는 환원형의 Ru 화합물이 제 １ 전극(26)의 단부(26ａ)측으로 이동하고，이 단부(26ａ)에 전자를 방출하여 산화형의

Ru 화합물로 된다．따라서, 전압인가부(３)에 의하여 제 １ 및 제 ２ 전극(26, 27) 사이에 정전압을 공급한 상태에서는，

환원형의 Ru 화합물로부터 부여된 전자의 양이 제 １ 전극(26) 및 제 １ 접촉자(３ａ)를 개재하여 전류값 측정부(4)에 있

어 응답 전류로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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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전류값 측정부(４)에 있어 측정된 응답 전류값은，검지부(５)에서 모니터링(monitoring)되고，도４에 나타난 것처

럼，응답 전류값이 역치Ｉ1 (예를 들면 0.1~ 3.0μA)를 초과한 시점 t0 에서，검지부(５)는 시약층(28)으로 시료액이 공급

되어，시약층(28)이 용해된 것을 검지한다．

검지부(５)에서 시료액이 공급된 것이 검지된 경우에는，전류값 측정부(４)는，이 검지로부터 일정 시간(예를 들면 ｔ2 －

ｔ0 가 10초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５초 이하)의 경과 시점 ｔ2 에 있어서 연산용의 응답 전류값 Ｉ2를 측정한다．

또，도５에 나타난 것처럼，검지부(５)에서 시료액이 공급된 것이 검지되고 나서 일정 시간(예를 들면 ｔ1 －ｔ0 가 10 초

이하, 더욱 바람직하게는 ３초 이하)이 경과한 시점 ｔ1 까지 전압의 인가를 일단 중지해도 좋다．게다가，시점 ｔ1 으로부

터 전압을 재인가하는 한편으로，이 재인가로부터 일정시간(예를 들면 ｔ2 －ｔ1 이 ３초 이상, 더욱 바람직하게는３초~

５초)이 경과하는 시점 ｔ2 에 있어서 응답전류값을 연산용의 응답 전류값 Ｉ2 로서 채용해도 좋다．

한편，연산부(７)에서는，연산용의 응답 전류 Ｉ2 에 근거하여，시료액 중의 글루코스 농도를 연산한다．글루코스 농도

의 연산은，응답 전류값을 전압값으로 환산한 후에，이 전압값을，미리 작성해 둔 전압값과 글루코스 농도와의 관계를 나

타내는 검량선에 적용시킴으로써 연산된다．검량선은，예를 들면 데이터화되어 연산을 실행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ROM

에 격납되어 있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Ru 화합물과，특정한 GDH(αGDH나 CyGDH 등)를 조합시켜 시약층(28)이 구성되어 있다．이와 같

은 시약층(28)에서는，시료액을 공급한 때의 반응 속도(효소 반응 속도 및 전자전달속도(Vmax/Km)의 쌍방을 포함한다.)

가 크고，예를 들면 CyGDH에서는 Vmax/Km이 약 2100mM이다．그 때문에, 글루코스 농도가 작은 경우라도，최대 속

도로 글루코스 반응이 진행되고，단위시간당에 생성되는 반응 생성물의 양은 글루코스 농도의 대소에 관계없이 동일해진

다．또，글루코스 농도가 1000mg/dL 정도이어도，１초 미만에서 모든 글루코스와의 반응이 종료되고，검체량이 적어

져도 많은 반응 생성물이 얻어지기 때문에，글루코스 농도의 크기에 관계없이，단시간에 엔드포인트에 이를 수 있다．그

결과，후술하는 실시례로부터 명확하게 되지만，측정 대상으로 되는 시료액(예를 들면 혈액)의 양을 적게 하면서도，측

정 시간(도４ 및 도 ５의 ｔ2 －ｔ0 )을 짧게 설정할 수 있다．게다가，글루코스 농도가 큰 미량 검체를 측정하는 경우라

도，동일 농도의 글루코스 농도를 여러 차례 측정한 경우에 있어서 응답전류값의 불규칙함이 적고，측정 레인지의 폭도

크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상술한 것처럼，시약층(28)이 용해성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미량 시료를 측정하기 위해 캐필러리 사이즈가 작

게 되어 있는 경우라도，시료액의 공급시에 캐필러리(25)에서，거의 균일한 액상의 반응계를 구축할 수 있다．그 때문에,

시료액으로서의 혈액(검체)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혈구 성분의 영향을 그다지 받는 일 없이，재현성 좋게 응답 전

류값을 측정할 수 있다．

Ru 착체 등의 Ru 화합물은 산화형이 안정하기 때문에 환원형으로는 이행하기 어려워, Ru 화합물을 이용한 바이오 센서는

보존 안정성이 높고，백그라운드가 적다．그 때문에, 글루코스 농도가 적은 시료나 미량 시료를 이용하여 글루코스 농도

를 측정하는 경우라도，측정 정밀도가 악화되는 경우도 없다．

본 실시 형태에서는，글루코스 센서와 농도측정장치와의 조합에 있어，글루코스 농도의 측정방법을 설명했지만，본 발명

에 관계된 글루코스 농도의 측정방법은，효소 고정화 전극을 구비한 미터를 이용하여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시예

이하에서는，효소 반응을 이용한 글루코스 농도의 측정에 있어，Ru 착체와 αGDH 또는 CyGDH를 조합하여 시약층을 구

성한 글루코스 센서는，미량 검체라도，반응 속도가 크고(측정 시간이 짧고)，측정 레인지가 넓으며, 재현성에서 우수하

고，헤마토크리트(hematocrit)(Hct)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실증한다．

〈글루코스 센서의 작성〉

글루코스 센서로서는, 기판상에 ，제 １ 전극，제 ２ 전극，시약층 및 캐필러리가 형성된 것(도 ２ 및 도 ３ 참조)을 사용

했다．제 １ 및 제 ２ 전극은，기판상에 카본 잉크를 스크린 인쇄한 후에 건조시킴으로써 형성했다．캐필러리의 용적은，

등록특허 10-0729307

- 12 -



기본적으로는 0.3μL로 설정했다．단, 검체 중의 Hct의 영향에 관해서는，후술하는 바와 같이 캐필러리의 용적을 0.4μL

및 0.5μL로 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했다．시약층은，전자전달층 및 효소 함유층으로 이루어진 ２층 구조로 했다．전자전

달층은，기판상에 전자전달 물질을 포함하는 제 １ 재료액 0.4μL를 도포한 후에 제 １ 재료액을 송풍 건조(30℃, 10％

Rh)함으로써 형성했다．효소함유층은，전자전달층 상에，산화환원효소를 포함하는 제 ２ 재료액 0.3μL를 도포한 후에

제 ２ 재료액을 송풍 건조(30℃, 10％ Rh)함으로써 형성했다．

제 １ 재료액은，하기 표 １의 ①~④를 번호 대로의 순서로 혼합한 혼합액을 １~３일 방치한 후，이 혼합액에 전자전달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조제했다．제 ２ 재료액은，산화환원효소를 0.1％ CHAPS에 용해시킴으로써 조제했다．

전자전달 물질로서는, [Ru(NH3)6]Cl3(Aldrich 제)(이하，간단히 「Ru」또는 「Ru 착체」라 한다) 또는 K3[Fe(III)(CN)

6 ]( 나카라이테스크(주)제「28637-75」)(이하，간단히 「Ferri」라 한다)를 사용하고，산화환원효소로서는,

CyGDH，αGDH 또는 PQQGDH를 사용했다．상술한 것처럼, CyGDH는，α서브유닛，β서브유닛 및 γ서브유닛으로 이루

어지고，αGDH는，α서브유닛 및 γ서브유닛으로 이루어진 것이다．PQQGDH는 PQQ(피롤로퀴놀린퀴논)를 보효소로 하

는 것이다．

[표 1]

제 1 재료액의 조성(전자전달 물질을 제외한다)

①SWN 용액 ②CHAPS 용액
③증류수

④ACES 용액

농도 용량 농도 용량 농도 용량

1.2% 250μL 10% 25μL 225μL 200mM 500μL

표 １ 등에 있어서， SWN은 루센트타이트 SWN의 약호이고， CHAPS는 3-[(3-cholamidopropyl)dimethylammonio]

propanesulfonic acid의 약호이고, ACES는 N-(2-acetamido)-2-aminoetanesulfonic acid의 약호이다. SWN으로서는

컵케미칼(주)제「3150」을 사용하고, CHAPS로서는 동인화학 연구소(同仁化學硏究所제「KC062」를 사용하고, ACES

로서는 동인화학연구소제「ED067」을 사용했다. 또한, ACES 용액은 pH가 7.5로 되도록 조제했다．

<글루코스 용액의 조제>

글루코스 용액으로서는, 글루코스 농도 및 Hct 값이 목적 농도로 조제된 전혈(全血)(검체)을 이용했다. Hct 값은，특별한

한정이 없는 한은 42%로 조정되어 있다．글루코스 농도는，시험 목적에 따라, 0, 101, 412, 624, 820 또는 1034mg/dL

로 조정했다．

<응답 전류값의 측정>

응답 전류값은，글루코스 센서의 제 １ 및 제 ２ 전극의 사이에 정전위 (200mV)를 인가한 상태에서，시약층에 캐필러리

용적에 따른 양(0.3μL，0.4μL， 0.5μL)의 검체를 공급하고，이 검체 공급으로부터 특정시간(５초 또는 10초)의 경과후

에 측정했다．

[측정 레인지의 평가]

측정 레인지는，여러 가지의 글루코스 농도의 검체를 이용하여 응답 전류값을 측정한 다음，글루코스 농도를 횡축으로，

응답 전류값을 종축으로 설정한 때의 플롯(plot) 점의 직선성으로부터 평가했다．검체의 공급으로부터 ５초후의 응답 전

류값에 관한 결과를 도 ６Ａ~도 ６Ｄ 및 도 ７Ａ~도 ７Ｄ에，검체의 공급으로부터 10초후의 응답 전류값에 관한 결과를

도 ８Ａ~도 ８Ｄ 및 도 ９Ａ~도 ９Ｄ에 각각 나타냈다．이러한 도면에 있어서는，각 플롯 점은，동일 구성으로 된 10개

의 글루코스 센서에 관하여 응답 전류값을 측정한 다음，그 평균치로서 나타내었다．본 평가에서 사용한 글루코스 센서에

있어，산화환원효소 및 전자전달 물질에 관해서는 하기 표２에 나타낸 대로 했다．표 ２에 있어서는，센서 번호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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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이 본안의 글루코스 센서이고，그 외는 비교를 위한 글루코스 센서이다．표 ２에 있어서 산화환원효소의 활성은，

캐필러리에 검체를 공급하여 액상 반응계를 구성한 경우에 있어서 상기 액상 반응계에서의 활성을 나타내고 있고，전자전

달 물질의 함유량은，상기 액상 반응계에 있어서 전자전달 물질의 중량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센서의 구성

센서 번호
산화환원효소 전자전달 물질

종류 활성(U) 종류 함유량(wt%)

A-1 또는 2 또는 3 CyGDH 2 Ru 2 또는 4 또는 8

B-1 또는 2 또는 3 αGDH 2 Ru 2 또는 4 또는 8

C-1 또는 2 또는 3 PQQGDH 2 Ru 2 또는 4 또는 8

D-1 또는 2 또는 3 PQQGDH 20 Ru 2 또는 4 또는 8

E-1 또는 2 또는 3 CyGDH 2 Ferri 2 또는 4 또는 8

F-1 또는 2 또는 3 αGDH 2 Ferri 2 또는 4 또는 8

G-1 또는 2 또는 3 PQQGDH 2 Ferri 2 또는 4 또는 8

H-1 또는 2 또는 3 PQQGDH 20 Ferri 2 또는 4 또는 8

[재현성의 평가]

재현성은，동일 조건하(글루코스 센서의 구성 및 검체의 농도가 동일)에서의 측정값의 불규칙함에 의하여 평가했다．불

규칙함은，상대표준편차(C.V.)에 의하여 평가했다. C.V.는，도 ６~도９에 있어서 각 플롯 점을 계산할 때의 기초로 되는

10 개의 측정 데이터에 근거하여 계산했다．５초값에 관한 결과를 표 ３ 내지 표 ５에, 10초값에 관한 결과를 표 ６ 내지

표 ８에 각각 나타냈다．

[표 3]

[ 재현성] C.V.(％): (전자전달 물질 ８wt％，응답전류 ５초값)

센서 번호 시약층의 조성
글루코스 농도(mg/dL)

0 101 412 624 820 1034

A-3 Ru8%-Cy2U 6.7 1.2 1.4 3.6 0.7 3.5

B-3 Ru8%-α2U 9.4 3.5 1.5 1.3 2.5 1.8

C-3 Ru8%-PQQ2U 6.1 11.1 11.9 13.2 8.0 8.8

D-3 Ru8%-PQQ20U 18.1 2.1 0.9 5.0 13.8 7.6

E-3 Ferri8%-Cy2U 5.0 6.7 4.4 2.1 5.3 2.3

F-3 Ferri8%-α2U 11.1 5.7 4.3 3.3 7.1 3.6

G-3 Ferri8%-PQQ2U 6.0 3.0 7.7 10.6 3.7 9.6

H-3 Ferri8%-PQQ20U 12.9 7.2 2.3 1.9 1.3 2.9

[표 4]

[재현성] C.V.(％):(전자전달 물질 ４wt％，응답 전류 ５초값)

센서 번호 시약층의 조성
글루코스 농도(mg/dL)

0 101 412 624 8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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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Ru4%-Cy2U 8.9 2.2 1.0 1.9 2.9 3.8

B-2 Ru4%-α2U 8.9 1.5 3.1 2.3 2.4 6.8

C-2 Ru4%-PQQ2U 12.4 9.2 5.3 14.5 23.1 11.2

D-2 Ru4%-PQQ20U 10.5 1.4 2.8 5.1 6.0 6.1

E-2 Ferri4%-Cy2U 11.0 2.9 1.8 2.2 1.6 2.7

F-2 Ferri4%-α2U 11.0 10.5 5.4 6.0 28.0 6.3

G-2 Ferri4%-PQQ2U 6.5 6.0 12.5 4.4 8.2 3.9

H-2 Ferri4%-PQQ20U 4.9 8.0 5.8 5.4 9.5 22.9

[표 5]

[재현성] C.V.(％): (전자전달 물질 2wt％，응답전류 ５초값)

센서 번호 시약층의 조성
글루코스 농도(mg/dL)

0 101 412 624 820 1034

A-1 Ru2%-Cy2U 17.2 2.0 1.0 1.0 2.2 3.7

B-1 Ru2%-α2U 22.4 1.6 1.8 9.3 7.1 13.0

C-1 Ru2%-PQQ2U 11.1 7.6 23.5 15.8 8.1 32.1

D-1 Ru2%-PQQ20U 8.6 1.8 2.2 6.1 9.0 4.7

E-1 Ferri2%-Cy2U 10.4 2.3 2.0 22.8 37.6 39.1

F-1 Ferri2%-α2U 15.8 4.7 33.8 36.0 41.4 16.6

G-1 Ferri2%-PQQ2U 5.0 6.9 5.3 10.2 12.7 6.9

H-1 Ferri2%-PQQ20U 6.5 6.4 11.9 8.7 39.2 28.4

[표 6]

[재현성] C.V.(％): (전자전달 물질 8wt％，응답전류 10초값)

센서 번호 시약층의 조성
글루코스 농도(mg/dL)

0 101 412 624 820 1034

A-3 Ru8%-Cy2U 6.4 2.2 5.1 4.4 3.0 2.6

B-3 Ru8%-α2U 10.0 3.2 2.9 3.7 3.5 3.3

C-3 Ru8%-PQQ2U 6.9 7.5 9.4 12.4 6.8 10.6

D-3 Ru8%-PQQ20U 16.0 4.0 2.0 2.5 7.2 3.4

E-3 Ferri8%-Cy2U 4.2 5.9 4.5 3.8 5.7 3.1

F-3 Ferri8%-α2U 7.4 6.1 6.3 2.4 7.5 4.6

G-3 Ferri8%-PQQ2U 4.5 2.4 6.2 10.5 3.5 9.5

H-3 Ferri8%-PQQ20U 9.7 6.5 1.4 1.9 2.5 3.3

[표 7]

[재현성] C.V.(％): (전자전달 물질 4wt％，응답전류 10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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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번호 시약층의 조성
글루코스 농도(mg/dL)

0 101 412 624 820 1034

A-2 Ru4%-Cy2U 10.6 2.0 2.6 2.1 2.1 2.1

B-2 Ru4%-α2U 10.4 1.5 3.4 2.4 3.0 3.2

C-2 Ru4%-PQQ2U 13.5 5.2 5.1 14.5 21.8 10.7

D-2 Ru4%-PQQ20U 10.4 2.6 2.8 2.6 5.4 4.5

E-2 Ferri4%-Cy2U 7.0 2.9 2.9 2.1 2.0 2.2

F-2 Ferri4%-α2U 6.6 5.5 5.1 6.1 35.8 21.0

G-2 Ferri4%-PQQ2U 4.1 3.7 9.8 3.7 7.7 4.7

H-2 Ferri4%-PQQ20U 2.8 3.6 2.1 5.1 4.9 31.2

[표 8]

[재현성] C.V.(％): (전자전달 물질 2wt％，응답전류 10초값)

센서 번호 시약층의 조성
글루코스 농도(mg/dL)

0 101 412 624 820 1034

A-1 Ru2%-Cy2U 18.7 3.6 1.5 1.0 1.8 1.7

B-1 Ru2%-α2U 21.4 2.2 0.9 3.2 28.0 31.8

C-1 Ru2%-PQQ2U 13.0 7.0 22.5 16.7 8.6 30.3

D-1 Ru2%-PQQ20U 12.8 1.3 1.5 2.7 3.9 2.3

E-1 Ferri2%-Cy2U 6.9 0.9 2.0 27.8 48.3 44.6

F-1 Ferri2%-α2U 10.5 3.2 18.8 19.1 39.9 22.9

G-1 Ferri2%-PQQ2U 3.8 4.2 5.4 8.7 11.9 7.8

H-1 Ferri2%-PQQ20U 8.4 13.3 14.6 16.5 38.5 30.6

[검체 중의 Hct의 영향의 검토]

Hct의 영향은，시약층의 조성이 동일한 복수의 글루코스에 관하여，글루코스 농도가 동일하고 Hct 값이 다른 복수의 검

체를 이용하여，검체 공급으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후의 응답 전류값을 측정함으로써 행했다．글루코스 센서로서는, 본안

센서(１~３) 및 비교 센서를 사용했다．본안 센서(1)에서는，스페이서의 두께를 58 μm로 해서 캐필러리 용적(검체량)을

0.5μL로 설정하고，본안 센서(２)에서는，스페이서의 두께를 44μm로 해서 캐필러리 용적(검체량)을 0.4 μL로 설정하

고，본안 센서(３)는，스페이서의 두께를 33μm로 해서 캐필러리 용적(검체량)을 0.3 μL로 설정했다．본안 센서(１~３)

에서는，시약층에서 CyGDH의 함유량을 2.0U 상당량, [Ru(NH3)6 ]Cl3 의 함유량을 ４wt％(전자전달 물질의 농도로 환

산하여)로 했다. 한편，비교 센서로서는, 아크래이(주)제의 간이혈당값 측정기 글루코카드 전용 센서를 이용했다．이 센

서는，산화환원효소로서 GOD를，전자전달 물질로서 Ferri를 이용한 것이다．

본안 센서(１~３)를 이용한 때의 결과는 도 10 Ａ~도 10 Ｃ에，비교 센서를 이용한 때의 결과는 도 10Ｄ에 나타냈다．도

10Ａ~도 10Ｄ에 있어서는, Hct 값이 42％의 때의 응답 전류값을 기준으로 하여, 이 측정값에 대한 차이량(Bias)을 종축으

로 나타내고 있다．도 10Ａ~도 10Ｃ에 있어서는 횡축을 시간，도 10Ｄ에 있어서는 횡축을 Hct 값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

한, 각 도면에 있어서 각 플롯 점은，５ 회의 측정 평균값으로서 나타내고 있고, 도 10Ｄ에 있어서 플롯 점은，검체의 공급

으로부터 30초후의 값에 근거하여 계산한 것이다．

[평가 결과의 고찰]

효소로서 CyGDH，전자전달 물질로서 Ru 착체를 사용한 글루코스 센서(A-1 ~ 3)는，도 ６Ａ 및 도 ８Ａ로부터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Ru착체의 함유량을 작게 해도 높은 직선성을 얻을 수 있다．이와 같은 결과는，５초 값인지 10초 값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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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하고，또 글루코스 농도가 높은 농도영역(600~1000mg/dL)에 있어서도 얻어지기 때문에，CyGDH와 Ru 착체를 조

합한 계는，반응 속도가 크다(Km이 작다)라고 말할 수 있다．표 ３~표８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CyGDH와 Ru 착체

를 조합한 계는， C.V.가 작고，재현성이 뛰어나다．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CyGDH와 Ru 착체를 조합한 계는，５초값

과 10초값의 쌍방에 있어 Ru의 농도를 변화시켜도，직선성，재현성에서 큰 변화는 없고，５초만에 충분 반응이 종료되

고，글루코스를 정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αGDH와 Ru 착체를 조합한 글루코스 센서(B-１~3)에서는, 도 ６Ｂ 및 도 ８Ｂ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Ru 착체의 함

유량을 작게(２wt％)한 경우에는 ，글루코스 농도가 높은 농도 영역(600~1000mg/dL)에서 직선성이 약간 흐트러지지지

만，기본적으로는, CyGDH와 Ru 착체를 조합한 계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그 때문에, αGDH와 Ru착체를 조합한

계에 대해서도，반응 속도가 크다고 말할 수 있고, 또 표 ３~ 표 ８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기본적으로는 재현성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따라서, αGDH와 Ru 착체를 조합한 계에 대해서도，５초만에 충분 반응이 종료되고，글루코스

를 정량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Ru와 PQQGDH를 조합한 글루코스 센서(C-1~3, D-1~3)에서는，도 ６Ｃ，도 ６Ｄ 및 도 ８Ｃ，도 ８Ｄ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직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u 착체 및 산화환원효소의 함유량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이

경우，시약층의 총량이 커지기 때문에，미량 검체(0.3 μL)를 측정하기 위해 캐필러리 사이즈를 작게 하는 방향성에는 익

숙해지지 않아，실용적이지 않다．

전자전달 물질로서 Ferri를 이용한 글루코스 센서(E-1~3, F-1~3, G-1~3, H-1~3)는，도 ７Ａ~도 ７Ｄ 및 도 ９Ａ~도

９Ｄ로부터 명확한 것처럼，직선성이 나쁘다．게다가，도 ７Ｃ, 도 ７Ｄ 및 도 ９Ｃ, 도 ９Ｄ로 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산화환원효소로서 PQQGDH를 사용한 글루코스 센서(G-1~3, H-1~3)에서는，효소량을 많게(20U)해도，Ru와

CyGDH를 조합한 계에서는，반응 속도에서 미흡하여，실용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또，표 ３~표 ８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Ferri 자체의 용해성이 나쁘기 때문인지，전체적으로 재현성이 나쁘고，이 점에서도 실용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도 10Ａ~도 10Ｃ에 나타난 것처럼，본안 센서(１~３)에서는，측정 시간을 길게 설정함으로써, Hct의 영향이 작아지고，

검체의 공급개시로부터 10 초후에는 대부분에서 Hct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한편，캐필러리 용적이 적고，스페이서

의 두께가 작은 본안 센서 만큼， Hct의 영향이 작아지고 있다．이것으로부터， Hct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스페

이서의 두께를 작게 하여，센서의 전극 표면에서의 글루코스 반응을 재빠르게 일으키는 것이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비교 센서에서는，검체의 공급개시로부터 30초후에 있어서도， Hct 값이 큰 경우에는， Hct의 영향을 크

게 받고 있고，그 Bias 값은，본안 센서의 ５초값에 동등한 정도이다．따라서, Ru 착체와 CyGDH를 조합한 본안 센서(１

~３)는，검체량을 적게 해도 짧은 시간에 측정 가능하고，게다가 Hct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그 때문에, Ru 착체와

CyGDH를 조합한 경우에는，검체량의 감량 및 측정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고， Hct의 영향을 받기 어려운 글루코스 센서

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미량 검체(예를 들면 0.3 μL)로서 단시간에 혈당을 측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Ru와 CyGDH를

조합한 것은，측정 레인지，재현성，측정 시간，Hct의 영향을 회피하는 점에 있어，우위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Ru 착체와 특정한 글루코스 탈수소효소(시토크롬 C가 결합된 것，또는 버크홀데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

에서 유래한 것)를 조합한 반응계를 구축함으로써，측정 레인지를 크게 확보하면서，단시간에 정밀도 좋게，헤마토크리

트의 영향을 그다지 받는 일 없이，미량의 글루코스 용액을 측정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１은，농도측정장치에 대하여 본 발명에 관계된 글루코스 센서를 장착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농도측정장치에 관

해서는 블록도로，글루코스 센서에 관해서는 평면도로 나타낸 것이다．

도 ２는，글루코스 센서의 일례를 나타내는 전체 사시도이다．

도 ３은，도 ２의 글루코스 센서의 분해 사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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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４는，글루코스 농도의 측정에 있어，제 １ 및 제 ２ 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값 및 응답 전류값의 경시적 변화의 일례

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５는，글루코스 농도의 측정에 있어，제 １ 및 제 ２ 전극간에 인가하는 전압값，및 응답 전류값의 경시적 변화의 다른

예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６Ａ~도 6Ｄ는，Ru 착체를 사용하여 시약층을 구성한 경우에 있어，글루코스 농도와 반응 개시 ５초후의 응답 전류값

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７Ａ~도 ７Ｄ는，철착체(鐵錯體)를 이용하여 시약층을 구성한 경우에 있어，글루코스 농도와 반응 개시 ５초후의 응

답 전류값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８Ａ~도 ８Ｄ는，Ru 착체를 이용하여 시약층을 구성한 경우에 있어，글루코스 농도와 반응 개시 10 초 후의 응답 전류

값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９Ａ~도 ９Ｄ는，철착체를 이용하여 시약층을 구성한 경우에 있어，글루코스 농도와 반응 개시 10초 후의 응답 전류

값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10 Ａ~도 10 Ｄ는，헤마토크리트(hematocrit)(Hct)의 영향을，반응 개시로부터 특정 시간 경과후의 Bias(Hct 42％

기준)로 평가한 그래프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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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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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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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c

도면6d

도면7a

도면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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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c

도면7d

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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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8c

도면8d

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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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도면9c

도면9d

도면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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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b

도면10c

도면1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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