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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view paper briefly mentions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impedance spectroscopy. Also,
this paper describes impedance testing methods for thin films, ceramics, crystals, liquids, and living bodies. I have categorized examples of impedance measurements and analyses of thin films
(SrBi2 Ta2 O9 , SBTO), crystals (KH2 PO4 , KDP), ceramics (Pbx La1−x Zry Ti1−y O3 , PLZT), emulsions, and the living body and introduc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particular, impedance
measurement of a living body has proposed a needle-shaped sample cell in which a sample cell can
measure the tissue of a living body. This suggests that the change in blood glucose level and the
permittivity is related to each other in a living body. Impedance spectroscopy is a long-standing
experimental method, so wider applications and developments in the industrial and the academic
fields are expect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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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총설 논문은 다양한 재료의 임피던스 특성에 대한 임피던스 측정 방법과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였다.
본 저자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잘 알려진 박막, 결정, 세라믹, 액체와 생체, 인체 피부의 임피던스 측정
실험방법과 측정된 각 물질의 임피던스 데이터의 이론적 적용과 해석적 방법들을 몇가지로 범주화 하여
소개하였다. 소개한 연구결과는 결정인 KH2 PO4 결정, 세라믹인 Pbx La1−x Zry Ti1−y O3 (PLZT), 박막인
SrBi2 Ta2 O9 (SBTO) 의 임피던스 특성과 해석을 정리 기술하였다. 또한 에멀젼 (emulsion), 생체의
임피던스 측정방법과 해석의 예를 기술하였다. 특히, 생체의 임피던스 측정은 시료 셀이 생체의 조직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서 바늘 모양의 시료 셀을 제시하고 혈당과 유전율의 관계성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임피던스 분광은 역사가 오래된 실험방법으로서 앞으로 산업적, 학문적 부분에서 더욱 폭넓은 적용과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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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임피던스, 유전체, 박막, 에멀젼, 세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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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는 물질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기 물질들
이 가지는 전기적, 자기적 성질 등을 응용하여 생활의 생산
수단과 방식을 바꾸어 가고 있다. 이는 1950년대에 물질의
혁명과도 같은 반도체의 발견 이래로 급속도로 현대문명의
생산수단이 바뀌었으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 공유의 시대인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런
세계의 흐름을 주도한 것은 기술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센서
및 전자기 소자의 개발을 들 수 있다. 소자는 물질의 개발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다.
전자기적 물질 이용의 증가는 반도체 물질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반도체와 다른 성격을 띄는 물질의 개발로 이어
져 유전체, 초전도체, 자성체 등의 물질을 개발하고 전기적,
자기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 개발에 주력하였다.
지금은 더욱 더 많은 물질과 물질의 성형을 요구하고 있다.
즉, 물질의 개발 뿐 만 아니라 물질의 쓰임을 용이하게 하는
설계와 집적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질의 변형에 대한
기하학적 측면에서 보면 3차원의 벌크 (bulk) 로 시작하여
소형화, 집적화를 위하여 2차원의 박막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 또한 반도체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초전도체, 유전체,
자성체 등 모든 물질의 박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C60 의 발
견으로 1차원의 선 (wire), 자성체에서 자성반도체 (dilute
magnetic semiconductor, DMS), 퀀텀닷 (quantum dot)
과 같은 0차원의 닷 (dot) 를 연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실험기구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작은 세계인 나노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더욱이 중요한 문제는 물질
의 개발보다는 물질의 기하학적 형태 (크기와 차원의 변화)
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그 형태를 바꾸었을 때 전기적
자기적 성질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벌크와 같은 물리량들을
가질 수 있는가 이며, 기하학적 배치나 기하학적 문제를 가
지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하학적 배치의
문제는 복합체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제는 산업적 이용에 있어서 단일의 시료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물질 이상의 복합물질에 대해서 그 이용에
기초연구와 산업적 응용을 하고 있다. 복합체는 단순한
계가 아니고 복잡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복합재료의 효용성은 서로 다른 재료들을 혼합하여 서
로의 단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이들 각각이 가지고 있던
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킬 뿐 만 아니라, 각각의 재료들이 가
지고 있지 않았던 특성이 서로 복합되어 새롭게 나타나는데
있다. 오래전부터 구조재료분야에서는 섬유강화 플라스틱,
단결정 섬유강화 복합재료 등의 복합재료가 활발히 연구되
어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용화가 되어 있다 [1–54].

최근 들어서는 유전성, 반도성, 자성재료와 같은 전자재료
분야에서도 복합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들 들면 n형 반도성 물질과 p형 반도성 물질의 혼합, 고
유전상수 값을 갖는 물질과 전도성 세라믹의 혼합 등, 복합
체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
전기 복합재료의 경우에 이온의 확산계수, 온도 분위기에
따른 전기전도도 등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해석이 비교적
이론적인 바탕 위에 진행되는 단결정 세라믹에 비하여 전
기전도도, 광투과율, 탄성력, 저화율 유전율과 같은 물리적
성질에 대한 연구가 이론적인 해석이 따르지 못한 채 단순한
실험 결과의 보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32].
일반적인 세라믹 제조방법인 소결공정을 거치는 경우에,
단일체의 경우에는 시료의 조성과 기초분말의 특성 (크기,
모양, 활성도 등) 그리고 소결조건 (온도, 분위기, 시간) 이
결정되면 제조 공정상의 오차가 없는 한 동일한 성질을 가
지는 소결체를 얻는다는 것이 소결체를 연구하는 입장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다. 따라서 실험결과 보고서에는 반
드시, 조성과 기초분말의 특성 그리고 소결 조건이 포함된
다 [1–12]. 그런데 복합체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본 가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복합체를 이루는
각 구성상들의 기하학적 배치에 대한 고려를 해 주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하학적인 배치 라는 것은 복합체를 구
성하는 두 물질들이 2, 3차원에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단일체에서는 중요하지 않던 기하학적 배치
문제가 복합체 있어서는 중요하게 된다.
복합재료의 기초 물성 실험과 재료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광범위하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임피던스
분광이다. 현재에는 임피던스 분광은 특히 전기재료 (세라
믹) 에서 정전용량의 특성 평가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현재 임피던스 분광의 적용은 생체 조직에까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32].
생체 임피던스란 생체 조직이 갖는 전기적 특성을 의미한
다. 전기적 특성은 조직 세포의 분자단위 특성에 의해 발생
하며, 조직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44–53]. 지금까지
의 생체 임피던스 특성을 이용한 조직 판별 연구는 허혈과
같은 질병에 대하여 변성조직과 정상조직을 구분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치과, 내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44–53].
따라서 임피던스 분광의 적용 영역이 매우 넓고 역사가
오래된 연구이고 이를 다루는 총설 논문이나 잘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그간 무수히 출판되었다. 그러므로 본 총설
논문에서는 임피던스 분광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언급하고 임피던스 측정 실험방법의 소개에 있어서는 잘
알려진 박막, 결정, 세라믹과 비교적 고체물리 전공자에게는
덜 알려진 액체와 인체 피부의 임피던스 측정 실험방법과
박막, 결정, 세라믹, 액체, 피부의 임피던스 측정과 해석의
예를 범주화 하여 본 저자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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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임피던스 분광
1.

임피던스 (Impedance), 어드미턴스 (Admit-

tance), 전기용량 (Capacitance) 의 관계 [54]
임의의 모양을 한 축전기의 전기용량은 두 전극 사이에
걸리는 전압 V와 유도되는 전하 Q의 비로 정의된다.
C = dQ/dV

(1)

전기용량이 위 Eq. (1) 과 같이 정의될 때 축전기의 기하학
적 모양과 측정하고자 하는 유전물질의 균질성에 관계없이
아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유전율을 측정하
고자 할 경우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전극의
면적이 각각 A 이고 전극사이의 간극이 d 라면, 면적 A 가
전극사이의 거리 d 보다 충분히 크면 전극의 가장자리 효과
를 무시할 수 있다. 두 전극 사이의 유전물질이 균일하고
전극에 걸리는 전압이 크기에 대해 그 관계가 선형적이라면,

Fig. 1. (a) The phasor diagram of a current I which
is leading the voltage V , (b) parallel combination of an
ideal capacitance C and conductance G, (c) The phasor
diagram of a V which is leading the I, (d) series combination of an ideal capacitor C and resistor R [54].

전기장은 E = V /d 이다. 전극에 대전되는 총전하 Q = Aσ
(σ 는 판의 면전하밀도이다). 또 전기변위 D 는 전기장 E
에 의해서 전극에 유도되는 전하밀도를 나타내므로, 다음과

기하학적 모양이지만 유전물질 대신 자유공간으로 되어
있는 전기용량을 정의하면 편리하다.

같이 쓰여진다.
C0 = ε0 A/d
Q = Aσ = AD = AεE = εAV /d

(2)

Eq. (1) 과 (2) 를 이용하여 전기용량에 관한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C = εA/d

(3)

축전기의 전극에 전압, V 를 걸 때 전극에 대전되는 전하 Q
를 구하여 전기용량을 측정하면 Eq. (3) 에서 유전율을 구할
수 있다. 전극에 인가하는 전압이 주파수, ω 인 교류라면
측정되는 전기용량은 복소수이며, 실수부와 허수부는 복소
유전율의 실수부와 허수부에 해당한다. 즉,
C(ω) = C ′ (ω) − iC ′′ (ω) = (A/d)(ε′ (ω)–iε′′ (ω))

(4)

C(ω) 는 축전기가 담을 수 있는 전기량을 의미하는 반면 허
수부 C ′′ (ω) 는 유전 손실을 나타낸다. 이때 유전손실각은
δ 는 전기변위 D(ω) 의 위상이 구동전압 E(ω) 에 뒤처지는
위상각을 나타내며, 이 손실각의 tangent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tan δ = C ′′ (ω)/C ′ (ω) = ε′′ (ω)/ε′ (ω)

(5)

tan δ 의 실제적 의미는 유전체에 공급한 에너지에 대한 소
모된 에너지의 비를 나타낸다. 응용면에서 축전기의 같은

(6)

자유공간에 대한 전기용량과 유전물질에 의한 전기용량의
비는 자유공간의 유전율에 대한 유전체의 복소 유전율의
비를 나타내며, 이 비가 상대 유전율이다.
εr(ω) = C(ω)/C0 = ε(ω)/ε0

(7)

교류전압에 대한 전류응답을 복소평면에서 위상과 회전벡
터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전압에 대한 전류의 비가
어드미턴스이다.
Y (ω) = I(ω)/V (ω)

(8)

어드미턴스는 일반적으로 복소량이며, 전압의 최대치에
비례하는 전압 위상자와 전류의 최대치에 비례하는 전류
위상차의 사이각이 위상차 Φ 이다. 물리적으로 이 비는
계에 흐르는 전류를 인가한 전압에 평행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분해하여 나타낸다.
Fig. 1(a) 에서 I ′ 성분은 V 와 평행이고 I ′′ 은 V 와 수직
이다. 회로에 인가한 전압 V 에 의해서 I ′ 성분과 I ′′ 성분이
형성되는 등가회로는 Fig. 1(b) 로 나타내며, 전기전도율
(conductance) G 와 전기용량 C 가 병렬로 연결된 경우이
다.
I(ω) = [G(ω) + iωC(ω)] = Y (ω)/V (ω)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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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he locus of the tip of admittance vector Y
for the parallel circuit and (b) impedance vector Z for
the series circuit [54].
전기전도율과 전기용량이 인가한 주파수에 무관하며 순실수
값을 갖는 이상적인 경우로 가정하면 축전기에서 나타내는
어떠한 유전손실도 전기전도율에 의해 나타낼 수 있기 때
문에 C0 에 관련된 유전손실은 없다. 그러므로 이상적 축전
기는 직각인 어드미턴스 벡터를 갖고, 전류는 구동전압에
항상 수직이다. 거의 이상적인 축전기에 대해서 손실전류는
변위전류보다 훨씬 작다. 즉, G0 ≪ ωC0 이다. δ = π/2 − Φ
이다. 그리고 어드미턴스의 역수가 임피던스이며 다음과
같다.
Z(ω) = 1/Y (ω) = V (ω)/I(ω)

(10)

Fig. 1(c) 은 구동전압 V 를 응답전류 I 에 평행한 성분과 수
직인 성분 분해하여 나타낸 것이며 응답전류 I 에 평행한 전
압성분 V ′ 와 수직인 V ′′ 로 나타나는 등가회로는 Fig. 1(d)
같이 R-C 직렬회로로 표현된다. 이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V (ω) = [R0 + 1/iωC0 ]I(ω) = Z(ω)/I(ω)

(11)

여기서 R0 와 C0 는 주파수에 무관한 이상적인 저항과 전기
용량이다. 그러므로 어드미턴스 표현은 두 회로요소가 병렬
로 존재하고 있어서 구동전압은 같으나 전류는 두 성분으로
나누어지는 반면, 임피던스 표현은 두개의 다른 요소가 서로
직렬로 되어 있어서 흐르는 전류는 같으나 두 회로요소에
걸리는 전압은 다르다. 그리고 임피던스 표현은 전기도체와
접촉해 있는 반도체 영역이 있을 경우에 적절하다. 기하학적
구조에서 접촉면이 축전기의 역할을 한다.

Fig. 3. Schematic representations of properties simple
circuit combination, and impedance Z, admittance Y ,
complex capacitance C∗ plot [54].
Z(ω) 는 Y (ω) 의 역수이므로 하나를 다른 것으로 변환시
키는 방법은 역수 법칙에 따라 해석적으로나 기하학적으로
얻을 수 있다. Fig. 2(a) 에 있는 바와 같이 복소 Y 평면에서
직선으로 그려지고 이것의 역수는 복소 Z 평면에서 직경이
1/G 인 반원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표현되는 직렬회로는
Fig. 2(b) 에 있는 복소 Z 평면에서 직선에 해당하고 이것을
Y 평면으로 바꾸면 직경이 1/R 인 반원이 된다. 이에 대응
하는 해석적 표현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Y = iωC0 [(1 − iωτ )/(1 + ω 2 τ 2 )]
τ = R0 C0

직렬 R-C 회로

(12)

Z = (1/G0 )[(1 − iωτ )/(1ω 2 τ 2 )]
τ = C0 /G0

병렬 G-C 회로

(13)

복소전기용량 C ∗ (ω) = C ′ (ω) − iC ′′ (ω) 로 정의하면 전류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ω) = iωC ∗ (ω)V (ω)

(14)

Eq. (9) 정의에 의하여 복소전기용량은 다음과 같이 주어
진다.
C ∗ (ω) = Y (ω)/iω = (A/d)[ε′ (ω)–iε′′ (ω)]

(15)

따라서 전기용량, 임피던스, 어드미턴스는 관련이 있으며,
어드미턴스, 임피던스, 전기용량은 어떤 값을 측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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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Parallel plate capacitor of (a) ceramic, crystal and (b) thin film [54].
많은 문헌에 소개되었으며 전자공학적 측면이 관계되어 본
총설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주제와 벗어나서 다루지 않겠다.
전기전자재료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측정장비에서 얻어 질 수 있는 데이터 획득을 위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측정장비와 연결할 수 있는
시료 셀의 변형과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측정하고자 하는
Fig. 4. Schematic representations of the impedance measuring device.

시료들은 항상 규격화되어 있지는 않다. 규격화 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는 측정장비와 연결하기 위해서 시료 셀을
잘 제작하여 노이즈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시료가

해도 관계하므로 구할 수 있다. 물질의 임피던스를 측정하

고체와 같은 물질은 평행판 축전기로 만들어서 쉽게 임피

면 어드미턴스, 전기전도율, 전기용량 등의 관계를 지어서

던스을 측정할 수 있지만 액체나 기체 그리고 규격화 할 수

표현한다.
Fig. 3은 가능한 회로에 대한 어드미턴스, 전기전도율,
임피던스 등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없는 물질과 시료는 시료 셀을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시료 셀의 평행판 축전기의 제작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응용하여 평행판 축전기로 만들 수 없는 물질의 시료 셀을
소개하였다.

2. 임피던스 분광 장비의 구성
1) 임피던스 분광 측정장비
Fig. 4와 같이 임피던스 측정은 그 인가 주파수의 범위가
수 HZ에서 수 MHz 대 까지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온도
와 압력 같은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료의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다. 임피던스 분광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는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첫번째, 시료에 주파
수 변화를 주면서 미세 전류, 전압을 인가하여 임피던스의

2) 물질의 임피던스 측정을 위한 시료 셀
물질의 임피던스, 전기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질의
역학적 성질에 따라서 시료 셀이 달라 질 수 있다. 물질의
임피던스를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역학적 성질에 따라서
시료 셀의 형태를 알아보자
(1) 고체물질의 임피던스, 전기용량, 어드미턴스 측정을
위한 시료 셀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임피던스 분석기와 두번째 측정을

Fig. 5는 사각의 평행 금속 전극 사이에 유전물질을 밀

위한 시료의 축전기 형태의 시료 셀 (sample cell) 부분과

착하여 넣고 양 전극에 전압, 전류를 인가하여 임피던스,

세번째 각종 시료에 환경 변화를 줄 수 있는 저온로, 고온로,

전기용량, 어드미턴스, 전기전도율을 측정한다. 이런 형태

고압로 등을 붙여서 시료의 온도, 압력에 따른 임피던스의

의 측정은 단결정, 세라믹, 박막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값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 네번째 인가되는 전압, 전류의

특히 전극과 물질 사이에 공기나 다른 이물질의 접촉을

주파수를 변화하고 온도와 압력을 제어하여 전체를 총괄하

막기 위하여 은, 금 풀로 전극을 만들거나 금속을 물질에

는 제어부로 나눌 수 있다.

증착하여 전극을 사용하고 있다. 이 평행판 축전기는 두

임피던스 분광은 역사가 오래되어 측정장비는 우수한 회

개의 도체판으로 구성된 축전기. 이 축전기에 전하를 모으

사들에 의해서 잘 만들어져 있고 그 측정 원리에 대한 것은

기 위해서는 전위차를 주는 전지나 전원 장치의 양단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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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electric constants of the standard samples at
20 ◦ C.
Medium
Air
Carbon tetrachloride
Chloroform
1,2-Dichloroethane
Monochlorobenzene
n-Heptane

Fig. 6. (Color online) (a) Cylindrical and (b) parallel
plate-shape sample cell for liquid materials. Here, 1 is the
inner conductor rod, 2 is the outer conductor cylinder, 3
is the overlay, and 4 is the insulator [38,39].

ε
1.0005 ± 0.0002
2.238 ± 0.002
4.82 ± 0.02
10.65 ± 0.05
5.699 ± 0.008
1.924 ± 0.01

Refs.
55
56
57
58
58, 59
58, 59

담가서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시료 셀이다. 이 평행판은 기하
학적인 모양을 고려했을 때 고체시료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원통형은 저주파수 및 고주파수 범위에서
원통형 측정 셀의 전기용량, 전기전도율이 측정될 때 복소
유전 상수 ε0 ε∗ = ε0 (ε′ − iε′′ ) 로 채워진 셀의 어드미턴스

두 극 판에 연결한다. 이때 극 판에 +Q 의 전하가 모이면

Y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4].

다른 극 판은 같은 양의 전하를 잃어버려 −Q 의 전하를 띤
Y = iωC + G

다. 축전기의 이와 같은 상태를 Q 의 전하량이 모여 있다고
말한다. 축전되는 전하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전위차, 극

= iωε∗ C0

판 사이의 간격, 극 판의 마주 보는 면적, 극판을 둘러싸고

= iωε C0 + ωε C0

′

′′

(16)

있는 절연체의 유전율 등이다. 면적이 A 이고, 간격이 d,
극 판 사이의 유전율이 ε 인 평행판 축전기의 한 극판에는

여기서 C: 전기용량, G: 전기전도율, C0 는 기하학적 전기

+Q 의 전하가, 다른 극판에는 −Q 의 전하가 있을 때 두 극
σ
Q
판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E = =
이 된다. 따라서
ε
Aε
쉽게 면적과 두께를 구할 수 있어서 측정된 물리적 양들을

용량이며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여기서 le 은 측정 시료 셀의 전기적 길이이다. b 는 외부

(2) 액체물질의 임피던스 측정을 위한 시료 셀
고체 시료와는 달리 액체 시료의 경우 여러 역학적 요인에
의해서 고체물질과 같이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다.
주변의 진동 등에 또한 불순물 효과에 의한 것이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실린더나 평행판의 전기용량을 계산하
여 전기용량과, 임피던스를 구하면 실험에서 오는 오차 등을
극복하기 힘들다. 따라서 원통형, 평행판 형태는 유전상수
값이 잘 알려져 있는 시료를 표준 시료로 하고 회귀분석을

C0 =

(17)

도체의 내부 직경과 a 는 내부 도체의 반경이다. 셀 끝에
있는 기존의 부유 용량으로 인해 전기적 길이 le 는 기계적
길이 lm 과 같지 않다. 전기 길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C0 를 수치로 결정해야한다.
따라서 원통형 시료 셀은 사실 측정 셀에 대한 정확한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기에 측정된 전기용량 Cmeas. (F )
과 액체복합 유전 상수의 실수 부분 사이의 관계를 수치적
으로 교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통하여 전기용량의 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

′

Cmeas. = Cp + C0 ε

서 액체의 정기 용량의 실험적 오차 등을 극복하고 물질의
유전상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2πε0 lc
ln(b/a)

(18)

이 모델에서 파라미터 (parameter) Cp (F ) 와 C0 (F ) 는 알

Fig. 6(a) 와 (b) 는 액체의 전기용량, 어드미턴스, 임피던

려진 유전 상수의 액체에 대한 선형 회귀에 의해 결정된다.

스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 셀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6(a)

여기서 Cp 는 부유 용량을 나타내고 C0 는 측정 셀의 기하

는 지름이 a 인 안쪽의 금속 봉과 바깥쪽의 내경의 지름이 b

학적 전기용량이다. 교정 절차에 사용된 유체는 Table 1에

인 금속으로 이루어진 원통형 축전기이다. 그리고 Fig. 6(b)

정리하였다.

는 위의 고체재료의 평행판 축전기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Fig. 7은 Cmeas. 를 잘 알려진 표준 시료의 유전상수 실

두 개의 쓰임이 다른데 원통형은 시료를 원통에 담아서 임

수부 ε′ 와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유전 Eq. (18) 에 표현한

피던스를 측정하는 것이며, 평행판 축전기 형태는 액체에

것과 같이 ε′ 는 Cmeas. 와 우수한 선형성을 보여준다. 즉,

≪ Review Article ≫ A Study on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Impedance of · · · – Jong-Ho Park

7

Fig. 7. The relationship between Cmeas. at 10 kHz and
ε′ of standard samples. Solid line fitted by Eq. (17). The
slope of the straight line corresponds to C0 . Cp is the
intercept value.
Fig. 8. Enlarged view of the needle-type sample cell for
measurements of dielectric properties [49].
임피던스 실험장비를 통하여 10 kHz에서 표준 시료의 측
정된 전기용량은 선형 관계를 잘 만족한다.
따라서 복잡한 유전 상수의 실수 부분은 식 (18) 를 사
용하여 측정된 전기용량 Cmeas. 로부터 결정된다. 저손실
액체의 복소유전 상수의 허수부에 관한 값들은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르므로 정확한 선형 회귀 모델을 얻는 것은
어렵다. 유전 손실의 추정은 Eq. (18) 을 기초하여
′′

ε = Gmeas. /(ωC0 )

(19)

여기서 Gmeas.(S) 는 액체 전기전도율과 유전 손실 모두에서
기여한다. 이 모델링 절차는 전극 극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3) 임의의 모양을 갖는 시료 임피던스 측정을 위한 셀
임의의 일정하지 않는 모양을 갖는 시료의 임피던스 측
정은 Fig. 8 과 같이 극한적이지만 침 핀으로 두 침 핀에
교류 전압과 전류를 인가하여 시료의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생체의 피부 등을 관찰하기에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이 시료 셀의 기하학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액체에서 사용한 측정 시료 셀의 보정 방법과 같이
실험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와 기하학적 요소가 들어가는
유전상수를 구해 낼 수 있다.

III. 임피던스 분광을 이용한 응집물질 연구
1. 결정, 세라믹, 박막에서의 임피던스 특성
전자전기 부품의 수요가 급증하기 전까지 결정과 세라믹
형태의 유전체는 온도, 압력에 따른 임피던스, 전기용량,

어드미턴스의 측정 값들의 변화를 통하여 결정의 구조, 유
리 상전이 등이 연구되어졌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결정
은 XH2 YO4 (X: K, Rb, Cs; Y: P, As) 결정 [60–68]과
페로브스카이트 (Perovskite) 구조 [1–12]를 갖는 물질이
유전체 역사에 매우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구적 자극을 준
물질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비휘발성 메모리 (nonvolatile
ferroelectric random access memory, NVFRAM) 소자의
전자기적 응용성 때문에 비스므스 층상구조 [13–32]를 갖
는 물질이 연구와 산업적 응용성에 깊은 인상을 남긴 물질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임피던스 분광의
예로서 대표적인 KH2 PO4 결정과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인 (Pb0.98 La0.02 )(Zr0.95 Ti0.05 )O3 (PLZT-2/95/5) 세라믹
그리고 층상구조 강유전체 Sr2 Bi2 Ta2 O9 (SBTO) 박막의
임피던스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KH2 PO4 (KDP) 결정에 대한 임피던스
먼저 KDP 결정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이 구조 상전이
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Park 등 [60–68]에
의해서 KDP 고온 (Tp ) 에서의 상전이는 구조적 상전이 라
기보다는 결정의 표면에서부터 일어 나는 열적 분해 현상이
라는 것이 밝혀 졌다. 이 열적 분해 현상을 임피던스 분광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Fig. 9에서 보이듯이 KDP 결정은 상온
이상의 Tp 부근에서 유전 이상현상이 나타났으며 이 온도가
다른 연구자들은 구조 상전이라고 보고 했으나 임피던스
측정 결과 약 120 ◦ C 이상의 온도에서부터 결정 표면의 저
주파수에서 임피던스 완화 현상을 관찰하여 이 완화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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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hase sequence of KH2 PO4 crytals.

KH2 PO4
(KDP)

III
Ferroelectric
Ferroelastic
Orthorhombic
mm2 − C2l
19
F dd2 − C2v

II′

II
Paraelectric
Paraelastic
Tetragonal
4̄2m − D2d
12
I 4̄2d − D2d
-151
(Tc )

I

Liquid

Monoclinic
2 − C2 or 2/m − C2h
2
P 21 − C22 or P 21 /m − C2h
110-230
(Tp )

233
(Tp′ )

259
(Tm )

Fig. 10. Phase sequence of PLZT crystal.
2) Pbx La1−x Zry Ti1−y O3 (PLZT) 세라믹에 대한 임
피던스
Pb(Zr,Ti)O3 (PZT) 결정의 경우 물리적 성질이 많이
연구 되었으며, Zr/Ti 의 비에 따라 상전이 온도와 상에
대한 상태도가 많이 알려져 있다. 한편 PZT에 La를 첨
가한 PLZT 결정 또한 가능한 상태도는 Fig. 10 과 같이
알려져 있다. Pb/Ti의 비가 95/5인 경우에 La를 첨가한
경우 즉 PLZT-x/95/5 결정에 대해서는 최근에 Xu 등에
Fig. 9. (a) Real dielectric constant and (b) impedance
nyquist plot of KH2 PO4 crystals.

[3] 의해서 Fig. 10과 같이 PLZT의 상태가 가능하다고 보고
하고 있다. La atomic%가 약 10%일 때 최대값을 가진다.
PLZTx/65/35 조성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유전상수

KDP 결정내부의 구조적 변화 보다는 표면에서부터 일어

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때 최대값은 강유전

나는 열적 분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른 현미경 관

체가 상유전체로 변하는 경계영역에서 나타난다. La 조성이

찰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증명하였다 [60–68]. 임피던스

8%까지 증가함에 따라 Tc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더

분광은 여러가지 점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용이할 수

높은 La 조성에서는 Tc 의 변화는 크지 않고 Peaks가 broad

있으나 물리적 원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점이

해진다. 또한 PLZTx/95/5 (0.5 < x < 5%) 인 결정의

있다. 따라서 임피던스 분광은 어떤 물질을 어떤 현상을

Harrard 등 [5]은 낮은 온도의 영역 TL 아래의 영역에서는

관찰할 것이냐에 따라 보조적 실험이 병행되어야 큰 힘을

반강유전상이며, TL 와 TU 온도의 중간 영역인 상태는 강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유전상이며 TU 이상의 온도의 영역에서는 상유전상이라고

≪ Review Article ≫ A Study on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Impedance of · · · – Jong-Ho Park

9

Fig. 12. (a), (b), (c) when conduction along the grain
boundaries is negligible, the series circuit model is generally used to separate grain interior and grain boundary
part in a.c. impedance spectrum of the polycrystalline
materials and (d) nyquist plot [54].
Fig. 11.
(a) Real capacitance and (b) imaginary
impedance of PLZT ceramics.
보고하고 있다. Handerek 등 [5]에 의하면 x > 4% 이 될 경
우 TU 온도 근방에서 두 개의 유전 이상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 Park 등에 [4] 의해서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은 영역 5%이상의 조성에 대해서 유전율의 온도
의존성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TL 의 온도가 La첨가 양의
증가에 따라 낮은 온도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하였으
며, 높은 온도의 상전이 점 (TU ) 에서 두 개의 유전 변화를
보고하였다. 이 TU 에서의 변화는 1차 상전이 한다고 보고
했으며, TL 에서의 상전이는 2차 상전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저자는 PLZT 결정의 상도를 완성하였다 [8–12].
이 PLZT 세라믹의 연구 또한 임피던스 특성을 기초로
하여 완성하였다. Fig. 11은 PLZT 세라믹의 복소 전기용량
실수부와 임피던스 허수부의 온도, 주파수 의존성을 나타낸
것이며, 전기용량이 Tu이상의 온도에서부터 강한 분산을
보였다. 이 분산을 임피던스의 주파수 의존성으로서 설명
하였다.
전자 세라믹의 경우에는 입자의 성질과 입계의 성질에
따라 물질의 성질이 크게 좌우되는데 이러한 전자 세라믹의
미세구조와 성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편내부에 존재하는
상이한 부분들이 끼치는 각각 다른 영향들에 대한 분리가
필수적이다. 최근 들어 전기계측장비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어 임피던스 분광법이라는 시편의 전기적 성질을 측
정하는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임피던스 분광법은 계면의

구조와 계면에서의 전기 화학적 반응에 대한 연구에 폭넓게
쓰이고 있으며 유전 분광법 등의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여러
상이 존재하는 실험계에 폭넓게 주파수 범위 (10−5 - 109
Hz) 에서 작은 진폭의 교류신호를 가하여 나타나는 전기적
신호를 전기 등가 회로를 구성하여 해석하여 대상계의 전
기화학적인 성질을 분석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여러 상들이 존재하는 계에서 이온 전도성 물질이 끼치는
전기전도성 또는 유전 특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반도성
물질에 있어서 물질 이동과 화학반응에 끼치는 결합구조의
영향에 대한 연구와 같은 분야이다.
최근에는 발전된 기자재로 인하여 많은 시료들에 대하여
정해진 경로에 따라 짧은 시간 만으로 손쉽게 자동으로 임피
던스 분광을 얻을 수 있어 신소재 개발 및 개선에 필수적인
기술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임피던스 분광법은 고상 시
료의 분석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료전지와 화학센서와 같은
물질에서 액상 전해질 속에 있는 고상 전극의 반응, 또는
부도성 액체 속에 있는 전도성 물질의 분포에 대해 해석등
액상계, 생화학 막, 등의 해석에 널리 쓰이고 있다. 다결정
재료에 대한 임피던스 분광법 적용의 한 예가 Fig. 12 같이
주어지며 KDP와 PLZT 세라믹의 임피던스 해석을 적용한
모델이다.
두 개 상으로 구성된 복합체에 교류신호를 가하게 되면
옴법칙에 따라 임피던스 Z 는 다음과 같다.
Z=

VP
= Z1 + Z2
IP

여기서 V 는 전압이며, I 는 전류 가르킨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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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피던스 분광으로부터 모든 복합체 구성성분의
전기 성분이 결정된다. 이론적으로 시간상수 τi (τi = Ri Ci )
가 충분히 차이가 나서 임피던스 분광에서 서로 구분되는
반원으로 나타나기만 하면 좀더 복잡한 회로로 구성되는
시편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

3) 박막에 대한 임피던스

Fig. 13. (a) Z ′ , (b) Z ′′ and (c) nyquist plot of SBTO.
저항성분, R 의 양단에 걸리는 임피던스 ZR 은 ZR =
VP /VI = R 로 주어지고 축전기 C 의 양단에 걸리는 임피
던스 ZC 는 ZC = 1/(iωC) 로 표시된다. 따라서 임피던스
Z는
R1 R2
ωR12 C1 ωR22 C2
+
]−i[
+
] = Z+iZ ′′
A1 A)2
A1
A2
(21)
여기서, Ai = 1 + ω 2 Ri2 Ci2 이다.
Z ′ 축에서 R1 /2 와 (R1 + R2 )/2 값에 해당하는 점을 중
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크기가 각각 R1 /2, R2 /2 를 가지는
두 원으로 나타내는 것을 나이퀴스트 플롯 (Nyquist plot)
이라고 한다. 이때 나타나는 반원의 정점에서의 주파수는

Z = Z1 +Z2 = [

ω=

1
,
C1 R1

ω=

1
C2 R2

(22)

다음으로 기술한 것은 SrBi2 Ta2 O9 (SBTO) 박막의 임피
던스 특성으로써 이 박막은 분극 피로도가 거의 없는 물질
로 알려져 있으며 비휘발성 메모리소자로의 응용에 많은
연구가 되었다. 반도체 소자로의 이용은 큰 기억용량과
잔류분극 값과 작은 항전기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자의
고집적화와 박막화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SBTO와 같은 박막이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로
응용되기 위해서는 항전기장 근처에서 전기전도 기구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전기전도 기구를 이해하는 실험적 접근
방법은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것이다.
Fig. 13에 나타낸 SBTO 박막의 항전기장 부근에서의
바이어스 (Bias) 전압에 따른 임피던스 특성을 나타낸 그
림이다. 또한 SBTO 박막이 바이어스 전압에 의해 이동한
전하가 전극과 박막의 표면에 몰려간다면 박막의 내부와
박막표면의 효과가 임피던스 측정으로 부터 반영되어진다.
항전압 Vc 이하에서 고주파 영역의 Z ′ 는 100 Hz에서 103
Hz까지 천천히 감소하고 103 Hz보다 높은 주파수 영역에
서는 약 1/ω 증가하는 주파수에서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모든 측정 주파수 영역에서의 허수부 임피던스는 Z ′′ ∼ 1/ω
의 주파수 의존성을 갖는다. 고주파 영역의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의 값은 단일에 매우 가깝고 바이어스 전압에 의
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저주파 영역에서의 임피던스
기울기는 고주파수 기울기보다 낮은 값을 가지며 강하게
바이어스 전압에 의존한다. 바이어스 전압에 따른 SBTO
박막의 임피던스 의존성은 두 가지 경향의 분산 메커니즘이
관련되어 있다.
SBTO 박막의 나이퀴스트 플롯에서 바이어스 전압이
미치는 영향을 Fig. 13(b) 에 나타냈다. SBTO 박막의 복소
임피던스는 인가된 바이어스 전압에 따라 두 개의 뚜렷한
영역으로 구분된다. 고주파수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0인 부
분과 저주파 영역에서 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기울
기가 45◦ 에 가까운 두 번째 직선 경사 구간으로 이와 유사한
임피던스 특성은 이온 확산 (O-vacancy) 으로서 양극에서
성장된 산화막을 포함하는 상이한 전기 화학 시스템에서
관찰된다. 이 거동은 전도성 고분자 전극과 일부 열처리된
산화막에서도 관찰된다 [20]. 저주파수에서 관찰된 임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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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24) 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Z ∗ (ω) ∼

1
B(iω)∗

(25)

여기서 n 는 프랙탈 차원과 관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df = dE − n

(26)

여기서 d: 프랙탈 차원, dE : 프랙탈 모양에 따른 유클리드
차원이며 1, 2, 3차원을 가질 수 있다

2. 액체의 임피던스 특성

Fig. 14. Comparison with fractal electrode determined
by cantor set (b) Diffusive -type electrical circuit.
스 거동은 금속 박막 계면에 기인할 수 있지만 기울기가 0
인 고주파수 영역에서 관찰되는 일정한 거동은 고유한 벌크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SBTO 박막의 임피던
스는 CPE(Constant Phase Element) 에 의해 파라미터 B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19,20].
ZCP E =

1
B(iω)α

(23)

이러한 임피던스 특성은 Fig. 14와 같이 프랙탈 (Fractal) 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프랙탈 구조를 갖는 임의의 기하학적
인 것과 전기회로의 상태를 같게 만들어서 전기회로적으로
매질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Fig. 14(b) 의 회로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입력 끝과 회로그물의 접지사이의 임피던스
연분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1
2
1
+
+
+ 2 ···
Z(ω) = R +
iωC
aR iωC
a R

실제 액체의 임피던스 측정은 에멀젼 (emulsion) 시스템
에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 또한 물질의 임피던스
값이나 유전율 값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산업적 응용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은 액체, 폴리머 물질
중에서 에멀젼 상태의 물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이는 학문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형태와 재결합하는 형태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이 매우 변화무쌍하다는 것이다. 에멀젼의 경우
유지화된 물질로서 특히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상태이며
이들 움직임은 무질서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학문적
유행에서 무질서계로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인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폴리머 (polymer) 이며 그들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며, 이런 물질 속에
있는 전도 전하의 신호 전달 기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멀젼 상태의 물질 연구에 있어서는
산업적 응용에 있어서 흡착 연구와 이와 관련한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3–43].
본 총설에서 관심의 대상은 에멀젼이며, 에멀젼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물질로 구성되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무극성
(non-polar, non-conducting material) 인 오일 (oil), 극성
(polar) 인 물분자, 전도성 이온으로 구성된 에멀젼계이다.
이런 에멀젼에 대하여 임피던스 분광 실험을 통하여 각각의
물질의 구성 즉 용적분율 (volume fraction) 을 규격화하고,
정량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에멀젼에 대해 임피던스 특성을 하나의 예로서
살펴보며 Fig. 15 와 같다. 이 에멀젼은 소금/물/크루드
오일 (crude oil) 로 구성된 계이다. Fig. 15(a) 와 (b) 와 같이
이 에멀젼이 복소 유전율의 실수부 허수부의 주파수 변화를
Fig. 15(b) 와 같이 모델링할 수 있다. 이 모델을 통하여
우리는 주파수에 따른 유전 분산을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표현하고 각각의 유전완화를 설명할 수 있다 [38,39].
ε∗ (ω) = ε∞ +

(24)

εP − εS
iσ
εS − ε∞
+
−
1 + (iωτ )1−α
1 + (iετP )1−αP
ε0 ω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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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lor online) (a) ε and (b) ε vs.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salt-water /crude oil emulsion. (c)
Schematic diagram of continuous and disperse phases
in salt-water/crude-oil emulsion system. S means salt,
white circles are water drops, and small black circles are
impurities.
이 Eq. (27) 의 고려점은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무
극성인 오일 두 번째 물분자의 기여가 생기는 지역 그리고
이온 (ion) 이 전도에 기여하는 지역으로 나눈 것이다. 3
가지의 효과가 고려되기 때문에 디바이 형태 (Debye-type)
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 콜-콜 형태 (Cole-Cole
type) 로 나타내어진다 [54].

3. 생체에 임피던스 특성
생명체 조직의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임피던스의 값은 측정 주파수, 온도, 수분 및 혈액 함량과
같이 대상체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포유류 동물과
사람의 조직 임피던스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인체의 임피던스 측정을 위해서는 임피
던스 측정을 위한 측정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체의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시료 셀의 변형과 적용이 매우
중요하다 [49].

Fig. 16. (a) Time dependence of ε′ at 10 kHz in hamster
tail using an impedance analyzer (b) time dependence of
blood glucose in hamster using a glucose meter (SuperGlucoCard). Solid lines are guides line. Open circles are
experimental data. Dots are average values.
한편 현재 인류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당뇨병 환자가 급
증하고 있다. 과체중, 비만, 운동부족을 초래하는 현대인의
생활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며, 유전적 원인으로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합쳐져 혈당을 올린다. 당뇨병은 심뇌혈관 발병
위험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눈, 신장, 신경을 침범하는 합병
증을 일으킨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적절한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혈당 측정이 중요하다. 체내 당검사를 하
는 방법으로 크게 혈당검사, 포도당 부하검사 그리고 요당
검사가 있다. 혈당검사는 채취된 혈액에서 반응생성물질
이 특정 파장의 빛에서 변색하는 것을 이용하는 광학적인
방법과 반응에서 전자를 측정하는 전기화학적인 방법이
있다. 표준 포도당 부하검사는 공복상태에서 포도당을 섭
취하여 주기적인 시간대별로 혈당을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임산부와 같이 당뇨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혈당검사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요당 검사에는
수집된 사람의 소변의 침전상태와 색의 혼탁도를 확인하는
물리적인 방법과 다이아그노스틱 (diagnostic) 를 이용하여
변색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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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검사 방법에는 몇 가지 제한 점이 있다. 혈액을
이용한 혈당검사에는 현재 많이 상용화된 자가혈당측정기로
손끝의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자가혈당측정기
는 빛의 파장을 흡수하는 방식의 적외선 측정법과 당의 양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량을 측정하는 전기화학적 측정법을 사
용하고 있다. 채혈을 통한 측정 방식은 환자가 채혈시 고통
과 불편함을 주는 단점이 있다 [49]. 이는 환자가 혈당측정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채혈을 하지 않고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입김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과
표피에 전류를 흘려 표피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 뇨당검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실제 혈당검사에 비해
측정값의 오차 범위가 크고 비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채혈과 비채혈 방식의 혈당검사로는 혈당조절에 실
패하는 경우가 많아 쇼크 (shock), 케토시스 (ketosis), 시력
감퇴, 당뇨발 등의 합병증 유발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비채혈방식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과 다른 측정방법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비채혈방식으로서 반침습적 방
법으로 혈당과 임피던스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때
임피던스를 측정을 위한 시료 셀은 Fig. 8에 제시한 것을
사용하였다. 생체의 대상은 햄스터 (hamster) 를 대상으로
하여 햄스터에 당을 계속 주입하면서 시간에 따라 햄스터의
혈당과 복소 유전율의 실수부의 값을 비교하였다. Fig. 16
과 같이 햄스터의 혈당의 증가와 감소는 복소 유전율의 실
수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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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부가 혈당과 밀접한 관계를 하는 것을 보였다. 임피
던스 측정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재료에 전기적 성질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실험 방법이 될 수 있다. 좀더
정교한 시료 셀을 제작하여 정량적으로 시료의 임피던스
값과 연관된 물리적 양을 찾는 것이 앞으로 연구의 주제와
산업현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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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교수는 부산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박
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진주교육대학교 과
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KH2 PO4 결
정과 다양한 응집 물질에 대한 임피던스 분광
연구를 하였다. 또한 물리교육 분야의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