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섬유 맥파센서

Optical Fiber Arterial Pulse Wav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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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옛날부터 한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진맥을 통해 맥파를 측정했다. 오늘날

에는 보다 효율적인 진단을 위해 Doppler Microwave, LED, 초음파, Cuff형 압력기, PZT 압력센서 등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맥파 진단 센서(1)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센서들은 오랜 시간 맥파를 모니

터링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감도가 낮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높은 감도를 가지고,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연한 광섬유 바이오센서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in-line Michelson 간섭계(2)를 이용한 광섬유 맥파 센서를 개발하여 특성을 조사하였다. 광섬유 맥파 센

서는 in-line Michelson 간섭계와 보강 스틸이 내재된 열 수축 튜브로 구성되어 있다.

In-line Michelson 간섭계는 일반 통신용 단일모드광섬유(Single Mode Fiber, SMF)에 붙어 있고, 다

른 끝 단면이 수직으로 절단된 중앙에 공기구멍을 가진 중공광섬유(Hollow Optical Fiber, HOF)(3)로 구

성되어 있다. 광섬유 간섭계의 부분 반사 거울은 SMF와 HOF가 붙어 있는 중앙의 광섬유-공기 경계면

에서 만들어지며 두 번째 부분 반사 거울은 중공광섬유의 끝 단면의 광섬유-공기 경계면에서 형성된다.

간섭신호와 위상변화는 아래식과 같다.

      (1)

 


(2)

은 간섭계의 반사광, 는 간섭계 입력광, 은 접속 면에서의 반사율, 는 중공 광섬유 끝 단면

에서의 반사율, 은 광섬유 굴절률, 은 간섭계의 길이, 는 빛의 파장이다. 수식(1)과 수식(2)에서 반

사광은 광섬유 간섭계의 굴절율과 길이의 코사인 함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광섬유 맥파 센서(그림 1)는 in-line Michelson 간섭계를 보강 스틸과 같이 열 수축 튜브에 삽입을

하고 튜브를 히팅 함으로써 제작되어졌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HOFI는 4 um의 공기구멍을 가진 중공

광섬유를 사용하여 제작되어 졌으며 간섭계의 길이는 약 10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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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섬유 맥파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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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센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5세 학생의 평상시와 가벼운 운동 후의 맥파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광섬유 맥파 센서를 학생의 손목에 elsatic 밴드를 사용하여 고정시킨 후 측정하였다. 그림 2(a)

는 평상시 맥파이고 그림 2(b)는 운동 후 맥파이다. 평상시 맥파신호의 평균 크기는 약 250 mV 이고

맥파는 1초당 약 1.163번 뛰었다. 운동 후 맥파 신호는 평균크기 약 340 mV 이고 1초당 약 1.54번 뛰었

다. 이는 운동 후 맥박 속도와 혈압이 증가한다는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변 환경 노이즈

및 간섭계 동작점 drift로 인한 크기의 신호의 크기 변화가 야기 되었으며, polarization fading 현상도

발생하였다. 보다 성능이 우수한 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제거시키는 기술들을

개발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맥파 센서의 SNR은 20 dB 이상 이였다.

(a) 평상시 (b) 가벼운 운동 후

그림 2. 맥파 신호

본 연구에서 광섬유 맥파 센서는 중공 광섬유를 사용한 in-line Michelson 간섭계 센서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맥파 센서는 간섭계와 보강 steel이 내재된 열 수축 튜브로 구성되어졌으며 25세 학생의 손

목에 밴드를 사용하여 센서를 고정하였을 때 성공적으로 맥파 신호에 반응 하는 간섭계 출력 신호를 얻

을 수 있었다. 간섭계 출력 신호의 SNR은 20 dB 이상 이였으며 보다 성능이 우수한 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실험 중 발생 했던 동작점 이동현상, 주변 환경 노이즈, polarization fading 현상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까운 미래에 개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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