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년도 2 학기 의용계측 중간고사
각 문제 10 점

(1)

정확도가 ±0.05% of Full Scale 이고, 측정 범위가 0 ~ 100°C 인 디지털 온
도계에서, ADC 입력단의 전압의 크기가 0 ~ 5V 이다. 즉, 0V 는 0°C 에,
그리고 5V 는 100°C 에 해당된다. ADC 는 최소 몇 bit 짜리를 사용하며,
잡음 전압의 크기는 얼마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또, 최종 출력을 숫자
로 표기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단, 온도와 전압의 관계
는 선형적이라 가정하시오.

(2)

주파수 범위가 10 ~ 1000Hz 인 전위신호를 측정하고자 한다. 출력신호의
왜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측시스템의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와 위
상을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계측시스템의 전압이득은 40dB 로 하
시오.

(3)

흥분성 세포에서 “안정상태->활성상태->안정상태”의 과정을 세포막 내외
에서의 이온들의 농도와 막의 투과율의 변화로 설명하고, 이에 따른 활
동전위의 전형적인 파형을 그려서 설명하시오.

(4)

뇌파로부터 시각자극과 청각자극에 대한 유발전위를 측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전극부착 방법을 각각 기술하시오. 각각의 경우 3 개의 전
극을 사용한다고 가정하시오.

(5)

전극-전해질 인터페이스의 등가회로를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해 기술하시
오. 또, 생체전위 신호를 측정할 때, motion artifact 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
명하시오.

(6)

12-lead 심전도를 동시에 모두 출력하고자 할 때, 최소의 전극 개수 및

부착 방법과 증폭기는 몇 채널이 필요한지 기술하시오. 단, 모든 신호는
컴퓨터에 입력하고, 각 신호 사이의 연산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시오.
(7)

전형적인 심전도 파형을 그리고, 각 부분의 명칭과 해당 시간에서의 심
장의 전기생리학적인 상태에 대해 기술하시오.

(8)

비정상적인 심전도 파형을 3 가지 기술하고 원인을 설명하시오.

(9)

다음의 그림에서 ib = 0.4µA, ZG = 200kΩ, Zin = 5MΩ, Z1 = 100kΩ, Z2 = 130kΩ
이고 증폭기의 differential mode gain 은 1000이다. 심전도 증폭기 입력에서
의 60Hz 차동성분잡음 vdm = vA - vB 와 출력에서의 60Hz 잡음의 크기를
구하고, 이러한 잡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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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사양을 만족시키는 EMG 증폭기를 설계하고 각 소자의 값을 명
기하시오. 사용할 op amp 의 입력 dc offset 전압이 최대 ±10mV 이고, 최
종출력에서의 dc offset 전압은 최대 ±10mV 이내가 되도록 하시오. 입력
신호범위는 ±500µV, 전원은 ±12V, 이득은 10000, 대역폭은 10 ~ 1000Hz,
전극의 최대 dc offset 차동 입력전압은 ±300mV, op amp 의 포화전압은
±10V, op amp 의 이득대역폭적은 10MHz 로 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