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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respiration)의 비침습  측정에는 비강(nasal cavity) 입구에서 호흡기류(air flow)를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호흡기류 측정법에는 호기(exhalation)와 흡기(inhalation)의 온도차를 검출

하는 방법, 폐활량 검사(spirometry) 그리고 외선 원  센서를 이용하여 특정 외선 장이 호기

에 따른 이산화탄소에 흡수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1)

. 하지만 기존의 자식 센서는 자

기 를 차폐시켜야하는 자기공명 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촬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는 단 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해서는 유연성, 자기 에 한 무간섭 그리고 신호의 장거리 달

능력 등의 특성을 가지는 섬유(optical fiber)가 필요하다
(2)

. 본 연구는 MRI를 이용한 진단  치료 시, 

호흡측정이 가능한 섬유 호흡센서의 개발을 한 기 연구로서 외선 투과 섬유를 이용한 비강 부

착형 섬유 호흡센서를 개발하여 실제 호흡운동에 따른 외선 센서의 출력신호 변화를 측정하 고, 

타 계측기와 비교, 분석하 다.

비강 부착형 섬유 호흡센서는 크게 외선 투과 섬유와 외선 센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외선 투과 섬유는 실버 핼라이드 섬유(PIR 900/1000, JT Ingram Co.)로서 코어(core)의 직경은 

0.9 mm이고 클래딩(cladding)의 두께는 0.05 mm이다. 한, 코어의 굴 률은 2.15이고, 개구수(numerical 

aperture, NA)는 0.25이며 섬유의 녹는 은 415℃이다. 코어와 클래딩은 AgCl:AgBr 혼합물질이고, 자켓

(jacket)은 폴리에테르에테르 톤(polyetheretherketone, PEEK)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연한 기계  

성질을 갖는다. 외선 송 장범 는 인체에서 방출되는 외선 최  복사에 지의 장 9.35 ㎛를 포함

하는 외선 역인 4∼18 ㎛이다. 외선 센서로는 실온에서 사용가능한 써모 일(thermopile, A2TPMI 

334OAA060, Perkin Elmer Inc.) 센서를 사용하 고 주 온도 25 ± 1℃, 측정물체의 방사율(emissivity) 

 온도가 각각 99 % 이상, 60 ± 0.3℃ 일 때의 교정 (calibration point)에서 ± 1.5 K의 정확도를 가진다. 

그림 1은 실버 핼라이드 섬유와 써모 일 센서로 구성되는 비강 부착형 섬유 호흡센서의 구조를 

보여주며 호흡센서의 섬유 끝단을 비강 내에 치시켜 호흡을 측정한다. 호흡운동에 의해 호흡기류가 

형성되면 흡기와 호기의 온도차에 의해 비강 내의 온도가 변하고, 이에 따라 비강 내부의 피부 표면에서 

방출되는 외선의 장이 바 면 써모 일 센서의 출력 압이 변하게 된다. 

그림 2는 호흡운동에 따른 출력신호를 비교하기 해 섬유 호흡센서와 바이오팩 시스템(BIOPACⓇ 

system, BIOPAC Systems, Inc.)을 이용한 실험구성을 보여 다. 호흡기류를 측정하기 해 바이오팩 시

스템의 온도 트랜스듀서(temperature transducer, SS6L)를 사용하 고, 섬유 호흡센서와 동일하게 트랜

스듀서의 센서부(sensing part)를 비강 내에 치시켜 실험을 수행하 다. 한, 복부의 용  변화를 이

용하여 호흡운동을 측정하는 바이오팩 시스템의 호흡 트랜스듀서(respiratory transducer, SS5LB)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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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호흡운동에 따른 호흡기류와 복부의 용  변화를 비교  분석하 다. 

그림 3은 섬유 호흡센서와 바이오팩 시스템의 출력신호를 비교한 그래 이다. 호기 시에는 호흡기류

의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 트랜스듀서  섬유 호흡센서의 출력신호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복부

의 용 이 감소하여 호흡 트랜스듀서의 출력신호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로 흡기 시에는 

호흡기류의 온도가 낮아져 온도 트랜스듀서와 섬유 호흡센서의 출력신호가 작아지고, 호흡 트랜스듀서

의 출력신호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림을 통해 호흡운동에 따른 섬유 호흡센서와 바이오팩 시

스템의 출력신호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 로 하여 MRI를 이용한 진단  치료 시, 호흡측정이 가능한 섬유 호흡센서의 

개발이 기 되며, 더 수행해야할 연구 방향은 MRI 촬 실 내에서 호흡측정을 하는 것이다.

              

  그림 1. 섬유 호흡센서의 구조                       그림 2. 섬유 호흡센서와 바이오팩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구성

그림 3. 섬유 호흡센서와 바이오팩 시스템의 출력신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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