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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혈액중에 포함되어 있는 혈당 농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 1회용 혈당 측정용 센서 및 

그 센서를 이용한 혈당 측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통상의 혈당 측정용 센서에 있어서, 보조전극과 작동전극

으로 이루어진 전극부에 샘플유입 검사용 검사전극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형성하여 혈액 샘플 주입 후 보조전극과 

검사전극과의 통전여부 또는 검사전극간의 통전여부를 통해 충분한 양의 혈액이 유입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으로서 혈당 측정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혈당측정용 센서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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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종래의 샘플 적하식 혈당 측정용 센서의 부분 결합 사시도.

도 2는 종래의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혈당 측정용 센서의 부분 결합 사시도.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혈당 측정용 센서의 부분 결합 사시도.

도 4는 도3에 나타낸 혈당 측정용 센서의 단면도.

도 5는 도3에 나타낸 혈당 측정용 센서의 사시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혈당 측정용 센서에서의 전극 배치 구성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혈당 측정용 센서에서의 또 다른 전극 배치 구성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혈당 측정용 센서를 이용한 글루코스 농도에 따른 시그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기판

20 : 리드부

21 : 리드선 22 : 리드단자

30 : 전극부

31 : 작동전극 32 : 보조전극 33 : 검사전극

40 : 절연층

50 : 반응층

60 : 수지판

61 : 샘플 주입구 62 : 유출구 63 : 내부 공간

70 : 커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혈액중에 포함되어 있는 혈당 농도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 1회용 혈당 측정용 센서 및 

그 센서를 이용한 혈당 측정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혈액 중의 혈당농도 측정은 당뇨병 환자의 당흡수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

라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과정에 있어 필수적이다. 그에 따라 간편한 방법으로 혈당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

법이 제시되었다.

종래의 혈당 측정방법은 당 산화효소와 과산화효소에 의한 당의 산화반응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으며, 지시약인 색원

체로서 오르소톨리딘과 벤디딘 혼합체를 사용하고, 상기 반응된 지시약의 색소변화를 관찰하여 혈당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기 기술의 일예로 미국특허 제 3,061,523 및 일본특허 제 50-39558호에 효 소제로 포도당 산화효소와 과산화효

소를 사용하고, 완충제로 구연산용액으로 pH 6.0으로 하고, 안정제로 제라틴, 알긴산, 폴리비닐피로리돈, 및 폴리비

닐알콜, 색원체로 오르소톨리딘, 벤디딘, 3-아미노-9-아미노푸로필칼바종 및 2,7-디아미후루오렌등을 사용하여 혼

합조성액을 만들고, 여기에 침전 용액의 담체로 일정 두께와 크기의 셀루로스 종이에 흡수시켜 건조한 조성물로 된 

혈당 측정용 시험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특허공개번호 제 85-1297호에서는 포도당 산화효소와 과산화효

소를 사용하여 효소적 측정방법의 기본 원리를 응용한 혈당 측정용 시험지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혈당 측정용 시험지를 이용하여 혈당농도를 측정할 경우 색의 변색정도를 가지고 혈당농도를 측정하므로 정확한 혈

당 농도의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따라 전기화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혈당 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 다양한 기술이 공지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혈당 농도를 측정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혈당농도의 측정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측정시간

이 단축되고 조작이 간편하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 그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기화학적 방식에 의한 혈당 측정용 센서의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혈액 샘플이 반응층에 도입되면 혈액

중의 혈당이 혈당산화효소에 의하여 산화되고, 혈당산화효소는 환원된다. 전자수용체는 혈당산화효소를 산화시키고 

자신은 환원된다. 환원된 전자수용체는 일정 전압이 가해진 전극 표면에서 전자를 잃고 전기화학적으로 다시 산화된

다. 혈액샘플 내의 글루코스 농도는 전자 수용체가 산화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류량에 비례하므로, 상기 전류량을

측정함으로서 혈당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상기 혈당 측정용 센서에 관하여 일본국 특허 제 61-294351호에서는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탄소 등으로 이루어진

작동전극 및 보조전극이 절연체(115) 기판(111) 상면에 스크린 프린트 방식으로 형성되고, 전극 위에 혈당산화효소

와 전자수용체와 같은 반응물을 함유하는 다공성 반응층(117)이 형성되며, 이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 프레임(116) 및 

커버(118)로 구성된 혈당 측정용 센서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된 도면에서의 미설명 부호 112,112',113,113',114,114

'은 작동전극과 보조전극을 포함하는 전극시스템을 나타낸다. 상기한 구조의 혈당 측정용 센서는 혈액을 상기 다공성 

반응층(117)에 떨어뜨려서 혈당을 검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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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 혈당 측정용 센서의 경우는 적하되는 혈액의 양에 따라 반응층(117)에 도입되는 혈액 샘플의 양이 변화

하게 되므로 혈당 검사 시에 혈액의 양에 따른 측정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상기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미국특허 제 5,120,420호에서는 도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같은 비전도성 기판(211) 위에 스크린 인쇄방법으로 은을 인쇄하여 리드(212, 213)를 형성하고, 그 상단으로 수지 바

인더를 함유한 전도성 카본을 인쇄하여 작동 전극(214)과 보조 전극(215)을 형성한 다음, 전극의 일정부분만을 노출

하기 위하여 절연체(216)를 인쇄한 후, 작동 전극(214)과 보조 전극(215)에 0.5% 카르복시메틸 셀룰로스(carboxym

ethyl cellulose; 이하 CMC이라 함) 수용액으로 코팅하고 다시 포스페이트(phosphate) 버퍼 용액내에서 효소 로서 

글루코스 산화제(glucose oxidase: 이하 GOD라 함)를 포함하는 용액을 코팅하여 주 반응층인 CMC-GOD층을 형성

하고, 그 상단으로 내부 공간(218)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지판(217)과 커버(219)가 형성된 바이오센서를 개시하고 있

다. 상기 도면에서 미설명 부호 220은 샘플 주입구이며, 221은 유출구이다.

상기와 같은 구조의 바이오 센서는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샘플용액을 주입구(220)에 접촉시키면 샘플용액이 내부 공

간(218)에 채워지는 동시에 내부 공간(218)에 존재하는 공기가 샘플주입구(220)의 반대편 또는 커버(219)면에 형성

된 유출구(221)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나 상기한 구조를 갖는 혈당 측정센서에 있어서 유출구(221)가 혈당 측정 센서의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 혈당센

서의 사용시 유출구(221) 부분과의 접촉에 의한 측정오차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루는데 불편한 단점이 있다. 또한 

내부에 샘플용액이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채워질 때, 충분한 양의 샘플이 유입되었는지는 투명한 커버를 통하여 육안

으로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며 충분한 양의 샘플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측정이 시작될 수 있고 이는 실제 혈당

량 보다 낮은 값을 표시하게 되어 측정오차의 원인이 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혈당 측정용 센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출된 것으로 샘플 주입구를 전극의 앞

면으로 하고 유출구를 측면에 배치함으로써 조작이 간편하게 하고, 샘플의 충분한 유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

전극을 추가하거나 보조전극을 샘플의 유입여부 확인에 이용함으로써 측정치의 정확도를 높 일 수 있도록 한 혈당측

정용 센서 및 그 센서를 이용한 혈당 측정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비전도성의 기판과; 상기 기판 상면에 리드선과 리드단자로 구성되는 리드부와; 상기 전극부 상면에 반응층을 갖는 

작동전극 및 보조 전극으로 구성되는 전극부와; 상기 전극부 상단으로 내부 공간을 형성하기 위한 수지판과; 커버; 및

샘플 주입구와 유출구로 이루어지는 혈당 측정용 센서에 있어서,

상기 전극부가 샘플유입 검사용 검사전극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하고, 이에 상응하는 리드선과 리드단자가 형성

됨을 특징으로 하는 혈당 측정용 센서를 제공함으로서 달성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샘플주입구가 센서 정면에 형성되고, 유출구가 센서 양측면에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혈당 측정용 센

서를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전극부에 형성된 검사전극과 보조전극 사이 또는 검사전극사이의 통전여부를 확인하여 센서 내

부에 충분한 혈액샘플이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혈당 측정시에는 상기 검사전극을 보조전극과 연결하여

사용함을 특징으로 하는 혈당 측정 방법을 제공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혈당 측정용 센서 및 그 센서를 이용하여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

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나 이는 본 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시된 것일 뿐 본 발명이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 다.

도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혈당 측정용 센서의 부분 결합 사시도이고, 도4는 도3에 나타낸 혈당 측정용 센서

의 단면도이며, 도5는 도3에 나타낸 혈당 측정용 센서의 사시도이다.

도시된 도3 내지 도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혈당 측정용 센서는 비전도성 기판(10)과; 상기 기판(10) 상

면에 은 또는 은과 염화은의 혼합잉크를 코팅하여 형성된 리드선(21) 및 리드단자(22)로 구성되는 리드부(20)와; 상

기 리드부(20) 상면으로 작동전극(31), 보조전극(32) 및 검사전극(33)이 형성된 전극부(30)와; 상기 리드부(20)와 전

극부(30)의 부분적인 노출을 위해 절연체를 부분적으로 코팅하여 형성된 절연층(40)과; 상기 노출된 전극부(30) 상면

에 형성된 반응층(50)과; 그 상단으로 내부 공간(63)을 형성함과 동시에 샘플 주입구(61)와 유출구(62)를 갖는 수지

판(60); 및 커버(70)로 구성된다. 이때 상기 샘플 주입구(61)는 혈당 측정용 센서 정면에 형성되며, 유출구(62)는 센

서 양측면에 형성된다.

즉, 본 발명은 종래 혈당 측정용 센서에 있어서, 작동전극(31)과 보조전극(32)에 추가적으로 샘플유입 검사용 검사전

극(33)을 형성하고, 샘플 주입구(61)를 혈당 측정용 센서 정면에 형성하고 유출구(62)는 센서 양 측면에 형성한 것이 

특징이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갖는 혈당 측정용 센서의 형성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기에서 기판(10)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비롯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비전도성을 갖는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된 폴리머 기판을 사용하여 형성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로 구성된 기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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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10) 상면에는 리드부(20)가 형성되는데, 상기 리드부(20)는 리드선(21)과 리드단자(22)로 구성된다. 상기 리드

부(20)는 통상적인 스크린 프린트와 같은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은 또는 은과 염화은의 혼합잉크

를 스크린 프린트하여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리드부(20)가 형성되면, 그 상면에 전극부(30)가 형성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상기 전극부(30)는 작동전극(

31)과 보조전극(32)이외에 별도의 검사전극(33)을 포함한다. 상기 검사전극(33)은 적어도 하나 이상 형성할 수 있다.

상기 검사전극(33)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형성될 경우 혈당 측정시 혈액샘플이 센서내부에 채워진 상태에서 보

조전극(32)과의 통전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함으로서 즉, 보조전극(32)과 검사전극(33)의 통전여부를 측정

하여 센서 내부에 혈액샘플이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측정된 혈당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배열을 갖는 검사전극(33)을 이용하여 센서 내부에 혈액이 충분한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상기 검사

전극(33)은 혈당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상기 보조전극(32)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보조전극의 

용적을 높이게 되면 보조전극과 작동전극간의 전류량 측정시 보다 높은 감도의 혈당측정 신호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상기 전극부(30)를 구성하는 보조전극(32)과 작동전극(31)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이때 검사전극(3

3)은 보조전극(32)과 동일한 방법으로 형성하면 된다. 본 발명에서는 전도성 카본 잉크를 사용하여 스크린 프린트 방

법으로 전극부(30)를 형성하였다.

전극부(30)의 형성이 완료되면, 상기 리드부(20)의 절연과 전극부(30)의 일정부분만이 노출될 수 있도록 절연체를 스

크린 프린팅하여 절연층(40)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절연체로는 비전도성 스크린 프린팅 잉크 또는 절연용 잉크를 사

용할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는 절연용 스크린 프린팅 잉크를 사용하여 절연층(40)을 형성하였다. 상기와 같이 부분적

으로 절연체를 인쇄하고 남은 부분 중 노출된 전극의 상면에는 반응층(50)이 형성된다. 상기 반응층(50)은 하이드로

겔과 글루코스 산화제(GOD)를 주제로 하여 형성된다. 좀더 상세하게는 상기 주 반응층(50)은 버퍼용액 내에 Hydrog

el 과 GOD 및 안정제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제조하고, 이를 전극 표면에 일정량씩 디스펜싱하고 인큐베이

터에서 건조하여 형성한다.

상기와 같이 하이드로겔과 GOD를 주제로 하는 반응층(50)을 형성한 다음, 그 상면으로 센서 내부의 공간(63)을 확보

하기 위하여 수지판(60)을 배치하게 된다. 본 발명에서는 상기 수지판(60)의 정면과 측면에 각각 샘플주입구(61)와 

유출구(62)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수지판(60)의 정면과 측면에 각각 샘플주입구(61)와 유출구(62)를 형성

하게 되면 종래 유출구가 센서 상면에 형성되었을 때 보다 센서의 윗면과 하면을 사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센서의 조

작이 간편해지게 된다.

수지판(60)을 배치한 후 그 상면에 통상의 방법으로 제조된 커버(70)를 배치하면 본 발명에 의한 혈당 측정용 센서가

완료된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갖는 혈당 측정용 센서의 경우 검사전극(33)을 형성함으로서 혈당농도 측정시 혈액 샘플이 센서 

내부에 채워진 상태에서 상기 검사전극(33)과 보조전극(32)과의 통전여부를 측정하여 센서 내부에 혈액 샘플이 충분

히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측정된 혈당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혈당

측정시 검사전극(33)과 보조전극(32)을 통전 가능한 연결수단으로 연결한 다음 보조전극(32)과 작동전극(31)간의 전

류량을 측정하게 되면 보다 높은 감도의 혈당 측정 신호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센서의 정면에 샘플

주입구(61)를 형성하고 센서의 측면에 유출구(62)를 형성함으로서 센서의 조작이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때 상기 전극부(30)에서의 보조전극(32)과 작동전극(31) 및 검사전극(33)은 첨부한 도3에서와 같이 작동전극(31) 

위와 아래에 배치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배치될 수 있다.

일예로 첨부된 도 6에서와 같이 보조전극(32)을 샘플주입구(61) 근처에 형성하고 검사전극(33)을 유출구(62) 근처에

위치하도록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다 넓은 센서의 내부 공간(63)에 대한 통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

게 센서 내부에 혈액샘플이 충분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 7에서와 같이 검사전극(33)을 샘플주입구(61) 근처에 형성하고, 보조전극(32)은 작동전극(31) 아래쪽에 형

성할 수 있다.

상기한 도6 내지 7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배열을 갖는 검사전극을 이용하여 센서 내부에 혈액이 충분한 유입되었는지

를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측정치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다음에는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에 따른 혈당 측정용 센서의 작용관계를 상세히 설명한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갖는 혈당측정센서의 샘플주입구(61)에 혈액샘플을 접촉시키면,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샘플용액이 센서의 내부 공간

(63)에 채워짐과 동시에 내부 공간(63)에 존재하는 공기가 센서의 양측면에 형성된 유출구(62)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

가게 된다. 이때 상기와 같이 혈액샘플이 센서의 내부 공간(63)에 채워지면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양의 혈액이

유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전극(32)과 검사전극(33)사이의 통전성 여부를 측정한다.

센서의 내부 공간에 채워진 혈액샘플은 반응층(50)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며, 이때 샘플용액 내의 함유되어 있는 글루

코스는 GOD와의 효소반응에 의하여 산화되고 GOD는 환원된다. 환원된 GOD는 전자수용체와 반응을 통하여 다시 

산화되고, 산화된 GOD는 다른 글루코스와 반응한다. 이와 함께 환원된 전자수용체는 약 0.6 V로 전압이 가해진 전극

표면으로 이동하여 전자를 잃고 전기화학적으로 다시 산화되어 상기 반응에 계속 참여하게 된다. 전자수용체의 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류는 혈액내의 글루코스 농도와 비례하게 되므로, 작동전극(31)과 보조전극(32) 사이의 전류량

을 측정하면 혈액 내의 글루코스 농도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혈당 측정 센서로 측정한 혈당 농도와 전자동 글루코스 분석기에서 측정한 혈당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 였다.

먼저 샘플용액으로는 버퍼 용액에 글루코스를 일정량 녹인 후 전자동 글루코스 분석기( Automatic Glucose Analyze

r, YSI Inc., Model YSI 2300 STAT PLUS)를 사용하여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본 발명에 의하여 제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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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 센서로 상기 글루코스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농도에서의 시그날 크기를 측정하고, 그 상관관계를 도 8에 나

타내었다. 각각의 농도에 대한 측정은 6회 반복 측정하였다.

상기 도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상학적으로 중요한 혈당 농도 구간(50 ~ 600 mg/dL)에서 측정결과가 서로 상관관

계가 잘 성립함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혈당 측정용 센서의 전극부에 검사전극을 형성하여 혈당농도 측정시 혈액 샘플

이 센서 내부에 채워진 상태에서 보조전극과의 통전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센서 내부에 충분한 혈액 샘플

의 유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측정된 혈당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전극을 보조 전

극에 통전 가능한 연결수단으로 연결한 다음 보조전극과 작동전극간의 전류량을 측정하게 되면 보다 높은 감도의 혈

당 측정 신호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본 발명은 센서의 정면에 샘플 주입구를 형성하고 센서의 측면에 유출구를 형성함으로서 센서를 간편하게 조작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전도성의 기판(10)과; 상기 기판(10) 상면에 리드선(21)과 리드단자(22)로 구성되는 리드부(20)와; 상기 리드부(2

0) 상면에 반응층(50)을 갖는 작동전극(31) 및 보조전극(32)으로 구성되는 전극부(30)와; 상기 전극부(30) 상단으로 

내부 공간(63)을 형성하기 위한 수지판(60)과; 커버(70); 및 샘플 주입구(61)와 유출구(62)로 이루어지는 혈당 측정

용 센서에 있어서,

상기 전극부(30)가 샘플유입 검사용 검사전극(33)을 적어도 하나 이상 더 포함하고, 이에 상응하는 리드선(21)과 리

드단자(22)가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혈당 측정용 센서.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샘플 주입구(61)가 센서 정면에 형성되고, 유출구(62)가 센서 양측면에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혈당 측정용 센서.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보조전극(32)이 샘플 주입구(61) 근처에 형성되고 검사전극(33)이 작동전극(31) 아래쪽에

형성되거나, 또는 검사전극(33)이 샘플 주입구(61) 근처에 형성되고 보조전극(32)이 작동전극(31) 아래쪽에 형성됨

을 특징으로 하는 혈당 측정용 센서.

청구항 4.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보조전극(32)이 샘플 주입구(61)에 형성되고 검 사전극(33)이 일측의 유출구(62)에 형성

되거나, 또는 보조전극(33)이 일측의 유출구(62)에 형성되고 검사전극(32)이 샘플 주입구(61)에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혈당 측정용 센서.

청구항 5.
상기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와 같은 구조를 갖는 혈당 측정용 센서에서 혈액 샘플 주입 후 보조전극과 검사전극과의 

통전여부 또는 검사전극간의 통전여부를 통해 충분한 양의 혈액이 유입되었는지 확인하고 혈당을 측정함을 특징으로

하는 혈당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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