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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계측

2003 년 2 학기 의용계측 중간고사
문제지 양면에 총 10 문제, 각 문제 10 점,
(1)

RC 고역통과필터에서, 동작 전달함수와 주파수 전달함수를 구하시오.
주파수 전달함수의 크기와 위상을 도시하시오. 계단 반응함수(unit step
response)를 구하고, 도시하시오. 고주파 입력에 대한 출력의 크기에 비
해 출력이 70.7%가 되는 주파수를 구하고, 그때의 위상각을 구하시오.
단, R = 1592Ω, C = 1µF.

(2)

정확도가 ±0.1% of Full Scale 이고, 측정 범위가 0 – 500mmHg 인 디지털
압력계에서, ADC 입력단의 전압의 크기가 0 – 5V 이다. 즉, 0mmHg 는 0V
에, 그리고 500mmHg 는 5V 에 해당된다. ADC 는 최소 몇 bit 짜리를 사
용하며, 잡음 전압의 크기는 얼마 이내로 하여야 하는가? 또, 최종 출력
을 숫자로 표기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단, 압력과 전압
의 관계는 선형적이라 가정하시오.

(3)

1M NaCl 용액과 0.1M NaCl 용액이 Na+ 이온 만을 투과하는 반투막으로
분리되어 있다. 반투막 양쪽의 이온 분포를 개략적으로 도시하고, 동적
평형 상태에서 Na+이온이 반투막을 통하여 양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원인들을 기술하시오.

(4)

팔의 표면에서 운동신경에 의한 ENG 를 측정하여 신경전도속도를 측정
하는 방법을 기술하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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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심전도를 측정할 때, 60Hz 전원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기술하시
오.

(7)

XYZ 리이드를 이용하는 심전계에서 각 리이드의 신호를 360Hz 의 표본
화 주파수로 A/D 변환한다. 각 리이드의 데이터가 x_data, y-data 및 zdata 로 주어지며, 각 데이터의 값은 0 – 255 사이의 자연수이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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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1 초간의 vectorcardiogram 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단, 다음과 같은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제공된다고 가정하시오.
void MoveTo(int x, int y)
/* move the pen to (x, y) */
void DrawPoint(int scale)
/* draw a point using the pen with grey scale */
(8)

다음의 사양을 만족시키는 EEG 증폭기를 설계하고 각 소자의 값을 명
기하시오. 입력신호의 범위는 ±10µV, 전원은 ±6V, 이득은 5×105, 대역폭
은 0.5 ~ 100Hz, 전극의 최대 dc offset 차동 입력전압은 ±450mV, op amp
의 포화전압은 ±5V 로 하시오. Op amp 의 이득대역폭적은 1MHz 라 가정
하시오.

(9)

맥박계에 사용되는 디지털 저역통과필터의 전달함수가 H ( z ) =

1 − z −8
이
1 − z −1

라 가정하고, 이 디지털 필터를 C-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하시오.
(10) 신호평균법을 사용하여 SNR 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기술하시오. 또, 신호평균법의 적용이
가능한 예를 한가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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