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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2 학기 의용계측 기말고사
문제지 양면에 총 5 문제, 각 문제 20 점,

(1)

(2)

아날로그 심전도 증폭기, ADC, microprocessor, 키패드, LCD 모니터, 프린
터 및 전원으로 구성되는 심전도 모니터가 있다.
(a) 아날로그 심전도 증폭기 만을 절연하는 경우의 전체 구성도를 그리시
오.
(b) 아날로그 심전도 증폭기, ADC 및 microprocessor 를 절연하는 경우의
전체 구성도를 그리시오. 단, 이 경우에는 키패드, LCD 모니터 및 프
린터의 구동을 위해서 별도의 microprocessor 를 사용하며, 두 개의
microprocessor 들 사이의 데이터 교환은 직렬통신을 사용한다고 가정하
시오.
(c) 심전도 모니터의 모든 부분이 절연되며, 절연되지 않은 일반 PC 와의
직렬 데이터 통신기능을 가지는 경우의 전체 구성도를 그리시오.

다음의 혈압측정 용 센서에 대하여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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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센서의 압력전달 특성을 나타내는 RLC 등가회로를 그리고, R, L, C
가 각각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시오.
(b) R, L, C 를 압력(P), 유속(F), 유량(V)로 정의하시오.
(c) 입력압력 Pi 를 입력전압 vi 로 대치하고, 출력압력 Po 를 출력전압 vo 로
대치한 후,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미분방정식을 유도하시오.
(d) Catheter 내에 기포가 있는 경우, 등가회로는 어떻게 변하며, 주파수 특
성의 변화는 어떠한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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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2)의 압력센서에서 diaphragm 에는 gage factor 가 +100 인 p-type Si
strain gage 2 개와 -100 인 n-type Si strain gage 2 개가 장착되어 있다.
Diaphragm 에 압력이 인가되었을 때, 각 strain gage 에는 동일한 strain 이
발생하며, 그 민감도는 10-5 %/mmHg 이고, 압력이 인가되지 않을 때의
strain gage 의 저항은 50Ω이다. 압력과 strain 의 관계는 선형적이라 가정
하시오.
(a) 압력이 0 – 500mmHg 에서 변할 때, p-type 및 n-type Si strain gage 의 저
항값은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b) 네 개의 strain gage 로 구성되는 브리지 회로를 그리고, 각각의 strain
gage 가 브리지 회로의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표기하시오.
(c) 브리지의 구동 전원을 dc 1V 로 하고, 최종 출력이 0 – 1V 에서 변하
도록 계측용 증폭기를 추가하고, 그 이득을 정하시오.

(4)

수축기 혈압이 120mmHg 이고 이완기 혈압이 80mmHg 이며, 심박수는
60bpm 이며 동맥압의 파형은 정현파라 가정하시오.
(a) 20 초 동안의 동맥압 파형을 그리시오.
(b) 시간 0 에서 NIBP 측정기는 140mmHg 까지 초기 가압을 실시한 상태
이며, 이후 감압은 -4mmHg/s 로 60mmHg 까지 한다. 위 (a)의 그림에
cuff 압력의 변화 파형을 추가하시오. 단, 수축기 압력과 이완기 압력
사이에서 만 동맥압이 cuff 압력에 영향을 미친다 가정하시오.
(c) Cuff 압력파형을 고역통과필터 한 후의 파형을 그리시오.
(d) 위 (c)의 파형으로부터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결정하는 방법을 기
술하시오.

(5)

신호 x(t ) = X 0 sin(2π × 10t ) 와 c(t ) = sin(2π × 50t ) 에 대하여 답하시오.
(a) 두 신호의 곱인 x(t )c(t ) 를 t = 0 부터 0.3 초 사이의 구간에서 자세히
도시하시오. 이때 시간축의 눈금을 0.02 초 간격으로 표시하시오.
(b) 이상적인 곱셈기 및 저역통과필터를 이용하여 x(t )c(t ) 에서 신호
x(t ) 를 추출하는 위상감응복조기의 구성도를 그리고, 동작원리를 설
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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