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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미세한 광신호 추출을 위한 소형 Lock-in 증폭기 개발

   본 논문에서는 미세한 광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소형 Lock-in 증폭기를 개발

하고 간단한 광학계를 구성하여 제작한 Lock-in 증폭기를 평가하 다. Lock-in 증

폭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검출해야 하는 광 신호의 세기가 매우 미약할 때 광원을 

일정 주파수의 펄스로 변조시켜서 이 신호를 적절히 신호 처리하여 해당주파수 

신호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해 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Lock-in 증폭기는 크게 Signal channel과 Reference 

channel, Phase sensitive detector 그리고  주파수를 제어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다. Signal channel은 노이즈가 섞인 신호에 적절히 필터를 취하여주

고 증폭하여서 Lock-in 증폭기로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Reference 

channel에서는 Lock-in 증폭기의 기준신호를 만들어주고 이 신호를 기준으로 

Phase sensitive detector는 연산을 수행하여 노이즈가 섞인 신호에서 노이즈를 제

거한 직류 전압값을 얻게 된다. 제작한 Lock-in 증폭기의 Dynamic reserve는 추

정치 86dB이상으로 일반 사용 Lock-in 증폭기와 비슷한 감도 특성을 나타내었다. 

제작한 Lock-in 증폭기의 성능을 평가 및 적용하기 위해서 혈류량 측정을 위한 

광학계를 구성하고 인체에 적용해 보았다. 혈류량 측정방법은 반도체 레이저로부

터 발생된 빔을 낮은 주파수로 펄스 변조시켜 광섬유로 전달하고 생체조직을 투

과하 을 때 혈류량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투과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하 다.

 개발된 Lock-in 증폭기는 상용 Lock-in 증폭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크기가 

작아서 여러 의료기기에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이 되는 말 : Lock-in 증폭기, 디지털 주파수 발생기, 광학 혈류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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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Lock-in 증폭기는 검출해야 하는 광 신호의 세기가 매우 미약할 때 광원을 일

정 주파수의 펄스로 변조시켜서 이 신호를 적절히 신호 처리하여 해당 주파수 신

호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계측기이다.

그림 1.1 광학에서 Lock-in 증폭기의 사용

그림 1.1는 Lock-in 증폭기의 측정예를 보여준다. 포토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빛을 

측정할 때는 주변 반사광인 외란광의 향을 받으므로 검출하려는 광신호를 추

출하기가 어렵다. 노이즈에 해당하는 이러한 외란광을 제거하기 위해서 Lock-in 

증폭기를 사용한다[1][2]. 즉 Lock-in 증폭기에서 생성시켜 기준주파수로 광원을 

펄스 변조시켜주고 검출기로부터 기준주파수에 해당하는 신호만을 검출한다. 

Lock-in 증폭기는 검출기로부터 받은 신호를 증폭하고 필터를 취해주는 Signal 

channel과 기준신호에 따라 광원을 펄스 변조시켜주는 Reference channel, 그리

고 연산기가 내장된 Phase sensitive detector(PSD)로 구성되어 있다.

 제작된 Lock-in 증폭기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침습적으로 혈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광학계를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으며 그 결과 혈류량 측정에 유용하게 적

용될 수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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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Lock-in 증폭기

2.1. Lock-in 증폭기 원리와 대역통과필터

2.1.1. lock-in 증폭기의 원리

   미소 신호를 측정할 때 여러 가지 노이즈에 의해 필요한 정 도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노이즈의 향을 받지 않고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이 Lock-in 증폭기이다. 일종의 전압계로써 입력된 교류전압을 측정하고, 그에 비례

하는 직류전압을 출력한다. 그리고 출력 직류전압의 값이 입력값 보다 항상 크게 나

타나기 때문에 증폭기라고 한다.  LOCK-IN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입력 신호 

중 특정한 주파수 신호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잡음으로부터 원하는 신호

만을 선택적으로 측정시 사용한다[3][4][5]. 

그림 2.1 단순화한 Lock-in 증폭기 모듈

   그림 2.1는 Lock-in 증폭기의 원리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림이다. 입력단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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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현파 신호와 함께 많은 노이즈가 들어가게 된다. 그림 2.1의 스위치는 이미 

존재하는 기준신호에 의해서 동기화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준신호는 측정하고

자 하는 신호와 같은 주파수를 지닌 사각파형을 발생시킨다. 그림 2.1을 통해 측

정하고자 하는 신호, 기준신호, 그리고 출력신호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첫 번째의 1/2주기 동안에 기준 신호는 +극성을 지닌다. 이 경우 그림

5의 스위치는 비반전 증폭기의 출력에 위치하고, 이로 인해 스위치의 출력부분에 

나타나는 신호는 입력신호와 같다. 나머지 1/2동안 기준신호는 -극성을 나타내어 

이 경우 그림 2.1의 스위치는 반전 증폭기의 출력단에 연결되고 이 주기 동안 측

정을 원하는 신호 역시 -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스위치가 반전 증폭기로 위치되

어 출력은 그 극성이 +가 된다. 이렇게 기준신호로 선택해주고 필터링해주는 부분

을 PSD(Phase sensitive detector)가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Lock-in 증폭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PSD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신

호와 백그라운드 잡음을 분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준 신호에 

선택된 신호는 저역통과필터를 지나서 얻어진 평균값이다. 최종 출력값은 PSD를 

지나면서 직류 전압값을 얻는다. 최종 출력값인 직류 전압값의 크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세기를 나타낸다.  

2.1.2. Lock-in 증폭기와 대역통과필터의 비교

   노이즈를 포함한 신호와 기준 신호를 곱셈하면, 그림2.2와 같이 합의 주파수 성

분과 차의 주파수 성분으로 변환된다. 합의 주파수 성분은 저역통과필터로 제거되

기 때문에 차의 주파수 성분만이 남고, 동일한 주파수인 측정 신호는 직류로 기준

신호 주파수 부근의 노이즈는 낮은 주파수 성분으로 이동한다. 대역통과필터는 통

과 대역 내의 측정 신호와 노이즈가 출력되는 반면, Lock-in 증폭기는 신호가 그 

크기에 비례한 직류 전압으로 되어, 낮은 주파수로 변환되고 저역통과필터를 통과

한 노이즈와 합의 주파수 성분을 제거 하여 추출하고자하는 신호만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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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대역통과필터와 Lock-in 증폭기의 비교

 대역통과필터의 경우는 선택도 크기에 한계가 있어, 대역 내의 노이즈는 모든 오

차의 원인이 된다. 가령 높은 선택도의 밴드 패스 필터를 실현한 경우라도 그 중

심 주파수와 신호 주파수에 차이가 있으면 신호의 증폭과 위상이 모두 변하게 된

다. Lock-in 증폭기는 저역통과필터가 통과하는 노이즈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저

역통과필터의 통과 대역을 좁게 하여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기준 신호

는 측정 신호로 동기 되어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변동해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대역통과필터와 크게 다른 점은 Lock-in 증폭기는 주파수 이동을 하여 

신호를 추출한다는 것이다. Lock-in 증폭기의 동기화된 주파수에 관해서는 2.2절

에서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수식으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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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Lock-in 증폭기 구성과 구조에 따른 분류

2.2.1. Lock-in 증폭기 구성

Lock-in 증폭기를 구성하는 것은 Signal channel, Reference channel, Phase 

sensitive detector(PSD)로 구성되어있다. 각 부분별로 하는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4][5][6].

그림 2.3 Lock-in 증폭기의 블록도

Signal channel

   노이즈가 섞인 신호가 연산기로 입력되기 전에, 이 Signal channel에서 적절히 

필터링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하여 Signal channel에서는 여

러 종류의 필터를 지니고 있는데 그 종류를 보면, 대역통과필터, 대역저지필터, 저

역통과필터, 고역통과필터등이다. Signal channel에서 이러한 필터를 통하여 일차

적으로 노이즈가 감소된 신호를 Mixer로 입력하여 기준신호와 비교 하게 되는데, 

이때 보다 쉽고 정확한 비교작업을 위하여 필터링 작업을 선행한다.

Reference channel

  Reference channel은 기준신호에 의해서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회로와 연

산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의 Reference input은 이 값에 의해서 주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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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기 때문에 기준신호라고도 표현한다. 기준신호는 주로 주파수발생기에 의해

서 만들어진다. 고급 Lock-in 증폭기에는 기준신호를 만들어주는 주파수 발생기가 

내장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작한 Lock-in 증폭기 또한 기준신호를 발생시켜주

는 회로가 내장 되어 있다. 

Phase sensitive detector

  Lock-in 증폭기의 직류 출력은 분석하고자하는 신호를 기준신호와 비교한 후 

얻어지는 두 신호의 위상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비교작업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Mixer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기준 신호의 위상은 0˚에서 360˚로 변화가 가

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신호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

다. Signal channel은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Signal channel은 

PSD를 거치면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 하게 된다[5][6][7].

2.2.2.  Lock-in 증폭기 구조에 따른 분류

1위상 Lock-in 증폭기

그림 2.4 1위상 Lock-in 증폭기

   

그림 2.4는 1위상 Lock-in 증폭기를 간단히 표현한 그림이다. 진폭 A인 입력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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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s (wt + θ )에  기준 신호 cos (wt )를 곱하면 그 결과 (2.1)수식과 같다.

Acos (wt + θ ) cos (wt ) =
A
2

cosθ+ cos (2wt + θ ) ····································· (2.1)

 저역통과필터로 이 신호의 교류 성분을 제거하면 나머지는 
A
2

cosθ가 되어 기준 

신호로 같은 주파수 성분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 기준 신호의 위상을 

조절하여 θ만을 변화시키면 (2.2)식이 되며,

Acos (wt + θ ) cos (wt + θ ) =  
A
2

1 + cos (2wt + 2θ ) ································· (2.2)

 측정 중에 신호의 위상이 변하지 않으면 진폭을 계속해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 기준 신호를 − sin(wt )로 바꿔 쓰면(위상을 90°로 진전시키면) (2.3)수식

이 되어서 위상에 비례한 직류 전압으로 된다.

Acos (wt + θ ) − sin(wt ) =
A
2

sinθ− sin(2wt + θ ) ······························· (2.3)

  즉 측정 중에 진폭 A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전압에 의해 위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2.3) 수식에서 진폭이 고정되어 있다면 위상 변화를 측정할 수 있고, 위

상이 고정되어 있다면 진폭을 측정할 수 있다. 1위상 Lock-in 증폭기는 회로가 간

단해 지는 장점이 있지만 노이즈가 섞인 원신호에 위상 동기화 된 신호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신호들은 측정 중에 진폭과 위상이 변하여 위상 변화량이

나 진폭을 측정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1위상 Lock-in 증폭기로 진폭을 측정하려면 위상을 신호에 맞추어 줘야하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2위상 Lock-in 증폭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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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상 Lock-in 증폭기

   1위상 Lock-in 증폭기는 진폭이나 위상을 측정하는 데에 위상 조정이 필요한 

반면, 90°위상이 변화된 기준신호를 만들고 직교한 Cosine성분과 Sine성분을 측정

하여, 각각을 X, Y로서 (2.4)과 (2.5)식을 통해 위상을 조정하지 않고도 진폭, 위상

을 측정할 수 있다[8].

A = X 2 + Y 2 ·················································································································· (2.4)

θ = tan − 1 (X/Y ) ············································································································ (2.5)

그림 2.5가 2위상 Lock-in 증폭기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Lock-in 증폭기는 위

상을 조절하지 않아도 진폭과 위상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2위상 

Lock-in 증폭기로 제작하 다.

그림 2.5  2위상 Lock-in 증폭기

 곱셈기의 출력 중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직류 성분인데, 아날로그 곱셈기를 사

용하면 오프셋 전압이 발생하고, 곱셈 결과에 가산되어 측정에 오차를 일으킨다. 

이로 인해 실제 Lock-in 증폭기는 반전 앰프와 아날로그 스위치의 조합을 이용하

고, 기준신호에 정현파가 아닌 방형파를 사용해 곱셈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홀수차 고주파가 생기게 됨을 수식을 통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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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방형파를 진폭 1로 하고, 퓨리에 급수로 나타내면 (2.6) 식과 같다.

A
π

sin(wt ) +
1
3

sin(3wt ) +
1
5

sin(5wt ) + ... ·················································· (2.6)

이 기준 신호에는 홀수차 고주파가 포함되어 있다. 측정 신호에 홀수차 고주파가 

없으면 향이 없으나, 고주파가 포함되어 있으면 기준 신호와 동일한 차수의 항

끼리의 곱셈은 기준파의 곱셈과 마찬가지로 직류성분이 되어 오차가 생긴다. 또한 

위상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 오차의 크기도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 Lock-in 증폭기는 오차가 생기지 않을 정도까지 고주파를 감쇠시

킬 목적으로 필터가 내장되어 있다. 2.3절에서는 Lock-in 증폭기의 구조에 따른 

수식을 통해 주파수 개념을 고찰해보고 특징 및 성능을 분석함으로써 감도 좋은 

Lock-in 증폭기의 설계를 언급하고자 한다.

2.3. Lock-in 증폭기의 성능 및 특성

2.3.1. 주파수 이동

   2.2.2.절의  Lock-in 증폭기 구조에 따른 분류의 식을 고찰해 보면 Lock-in 증

폭기는 노이즈를 포함한 신호와 기준 신호를 곱셈하여 나온 저주파 성분과 고주

파 성분 중 고주파 성분을  저역통과필터를 통해 제거함으로써 직류 성분만을 추

출해내는 반면 대역통과필터는 통과 대역 내의 측정 신호와 노이즈가 출력된다. 

그에 반해 Lock-in 증폭기는 신호가 그 크기에 비례한 직류 전압으로 되어, 낮은 

주파수로 변환되고 저역통과필터를 통과한 노이즈는 그 직류에 중첩되어 서서히 

변동하게 되므로 고감도의 주파수를 추출할 수 있다. 반면 대역통과필터의 경우는 

선택도 크기에 한계가 있어, 대역 내의 노이즈는 모든 오차의 원인이 되는 단점이 

있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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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응답 시간 

   Lock-in 증폭기는 신호처리 과정 중 필터가 내장되어 신호가 추출되어지기까

지의 응답시간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대역통과필터도 마찬가지로 필터차수를 크게 

하면, 측정 신호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응답시간이란 Signal channel에서의 필터링과정 중의 응답시간

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PSD내에 존재하는 필터에의한 응답시간를 말한다. 여기

에서 필터의 특성을 의논하는 이유는 PSD내에 존재하는 필터에 의해서 백그라운

드 노이즈가 제거되고 주파수 응답이 바뀌며, 진폭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Lock-in 

증폭기의 PSD내에 존재하는 저역통과필터의 시정수(Time constant)로 응답 시간

이 정해지고, 시정수의 수배나 되는 시간 동안 출력이 정상 상태로 된다. 대역을 

좁게 하면 노이즈의 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것은 평균화 시간을 길게 하는 

것으로, 응답 시간과는 상반된다. 그러므로 원하는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적절한 

시정수 조절이 필요하다.

2.3.3. Dynamic reserve

   미소 신호 측정의 감도를 높이기위해서는 증폭하는 것이 좋은데, 어디까지 증

폭 가능한지는 증폭기의 최대 출력으로 결정된다. 노이즈의 피크치에 의해 최대 

출력이 제한될 때에는 증폭 도중에 대역통과필터를 넣어 노이즈의 피크치를 감소

시켜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Lock-in 증폭기는 대역통과필터보다 훨씬 대역을 좁

게 할 수 있으므로, 통과하는 것은 기준 신호 부근의 한정된 주파수 노이즈이며, 

증폭기의 직류 안정도가 출력에 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까지 증폭할 수 있게 된

다. 최초로 포함된 노이즈의 크기와 측정 감도의 비율을 Dynamic reserve라고 하

며, Lock-in 증폭기의 경우는 최고 감도 100nV, Dynamic reserve 1000배정도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1000배의 노이즈가 포함된 경우에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

게 된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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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Lock-in 증폭기의 설계 및 제작

3.1. 전원회로의 설계

   Lock-in 증폭기의 설계 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신호원과 측정기 측 그라운

드 전위의 차이 또는 신호선의 그라운드를 흐르는 전위에 의해 발생하는 코먼 모

드 전압이다. 신호를 피측정물에 입력하고 미소한 응답을 측정할 때에는 최초의 

신호원에 의해 발생하는 코먼 모드 전압이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와 동일한 주파

수가 되어 측정신호와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코먼 모드 전

압의 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배선을 짧게 설계하 고 그라운드 패턴을 넓게 

하여 임피던스차이를 감소시켰다. 또한 신호선마다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

절한 필터링을 해주었고, 전원단으로부터 노이즈를 방지하기 위해 1차적인 전원단

에 필터링을 해주었으며, 비드를 사용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전원을 분리하 다. 

사용한 비드는 주로 직접 주파수 합성기의 클럭 주파수인 50Mhz 성분과 연산부

의 스위칭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10Mhz∼100Mhz의 대역제

한을 갖는 비드를 사용하여 노이즈를 감소시켰다[6][7].

그림 3.1 전원 노이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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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사용한 비드특성

3.2. Signal channel 제작

 노이즈가 섞인 신호는 Signal channel에서 적절히 필터링하고 증폭을 해주어야한

다.  최적의 감도를 얻으려면 Lock-in 증폭기로 들어가기 전에 PSD내의 연산 및 

증폭과정에서 신호가 포화되지 않을 만큼 증폭 및 필터를 취해주어야 좋은 감도

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3 제작한 Signal channel의 신호처리 과정

 그림 3.3과 같이 제작한 Signal channel에서는 크게 증폭, 필터, 그리고 옵셋제거

하는 회로로 구성이 되어있다. 제작한 Signal channel의 증폭하는 과정은 Mixer에 

의해서 최대값이 선택되어 감도가 좋게 하기 위함이고, 필터를 취해주는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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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고자하는 이외의 주파수신호를 제거하여 최종출력값에 리플을 제거해준다. 

또한 옵셋을 제거하는 이유는 Mixer로 들어가기전에 교류신호가 Mixer에 의해서 

스위칭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3.4은 실제 제작한 Lock-in 증폭기내의 Signal channel의 블록도이다. PSD내

부에 존재하는 Mixer에서 정확한 연산이 되기 위해서는 증폭과 필터를 취해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옵셋이 제거되어야만 고주파노이즈가 감소되고 미세한 신호를 

검출해 낼 수 있다. 제작한 Signal channel에서는 아날로그 앰프 특성상 미세한 

옵셋의 변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증폭과정과 필터를 취해주는 과정마다 옵셋을 제

거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옵셋제거 과정에서 응답시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

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정확한 신호를 검출해 낼 수 있다. 

그림 3.4  제작한 Signal channel 모듈 

3.3.  Reference channel의 제작

3.3.1. 직접 디지털 주파수 합성기 개념

  Reference channel에서는 기준주파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기준주

파수를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노이즈가 섞인 미세한 신호중에 검출하려는 신호만을 

추출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Lock-in 증폭기에서 Reference channel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Lock-in 증폭기의 기준주파수는 DDS(direct digital 

synthesizer)에서 만들어 주는 데 주파수의 변동 폭이 적은 PLL(phase locked loop, 

간접주파수 합성기)방식과 DDS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주파수 변화폭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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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L과 DDS를 사용하는 이유는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Lock-in 증폭기의 성능이 크

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먼저 주파수 합성기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제작한 

Lock-in 증폭기에 DDS를 사용한 이유를 기술하 다. 

주파수 합성기는 근래의 디지털 통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광학시스템에서 또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광학 시스템에서 RF 출력단에서 주파수 합성기를 구현하는 방

법으로는 PLL을 이용한 주파수 합성기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PLL을 이용

한 주파수 합성기는 본질적으로 피드백(feedback) 루프를 가지고 있어서 빠른 주파

수 변환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이 등장한 개념이 DDS이다. DDS는 

Direct Digital Frequency Synthesizer(DDFS), Digital Signal Synthesis(DSS), 

NUmerically Controlled Oscillator(NCO)등으로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다. DDS는 피

드백 루프가 없기 때문에 고속으로 주파수 변환을 하는데 적합한 구조이고 마이크

로프로세서 등으로 쉽게 위상과 주파수를 가변할 수 있어 제작한 Lock-in 증폭기에

는 DDS를 사용하 다. 3.1.1에서는 PLL 방식과 DDS방식에 대하여 비교해 봄으로

써 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

주파수 합성기의 주파수 합성방법에 따른 분류

   주파수 합성기는 새로운 주파수의 합성방법에 따라 간접 주파수 합성기(indirect 

synthesizer) 또는 PLL(Phase Locked Loop), 그리고 직접 디지털 합성기(DDS : 

direct digital synthesizer)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5 (a)에 표현되어 있는 PLL은 

Feedback loop에 의해 기준주파수에 출력 주파수를 고정시킴으로써 출력 주파수를 

얻어내는 방법으로써 구조가 간단하고 경제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

는 방법이다

 PLL 주파수 합성기에는 VCO(voltage controlled oscillator)가 필요하지만, DDS에

서는 VCO가 필요 없기 때문에 VCO로 인한 위상잡음이 DDS에서는 더 작으며, 

DDS의 출력 파형의 주파수 해상도가 PLL 주파수 합성기보다 더 높다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Lock-in 증폭기의 기준신호를 만들어주는 주파수 발생기로 DDS

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DDS는 DAC(Digital Analog Converter)를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이 디지털 회로로 구현되기 때문에, VLSI의 집적도가 증가함에 따라 P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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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합성기 보다 DDS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DDS의 기본적인 구조에

서는 Sine값을 저장하기 위한 Look-up table로써 큰 ROM이 필요한데, ROM에서 

소모되는 전력 소비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광학 시스템에서는 높은 주

파수 해상도(frequency resolution), 빠른 Lock time, 낮은 위상잡음(phase noise)등

의 특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PLL이 DDS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a) 간접주파수 합성 방식

(Phase Locked Loop, PLL)

(b) 직접 디지털 주파수 합성 방식

(Direct digital synthesizer, DDS)

그림 3.5 주파수 합성기의 분류 

직접 디지털 주파수 합성기(DDS) 원리

    DDS의 개념은 위상값을 그에 해당하는 정현파의 진폭값으로 매핑시키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위상값을 일정한 단위로 계속 증가시키면서 그에 해당하는 

정현파의 진폭값을 내보내게 되어 시간 축 상에서는 정현파의 출력을 얻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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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여기서 출력 신호의 주파수는 회로에 공급되는 기준 주파수와 위상의 증가분

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13].

 본 논문에서 사용한 DDS는 그림 3.6과 같이 Digital-domain으로부터 누산기, 

PROM등의 디지털 회로를 이용해 아날로그 정현파 신호를 얻어내는 방법이다. 

그림 3.6 위상과 정현파 진폭과의 관계

 DDS는 기준 클럭으로부터 디지털 회로를 이용해 신호를 얻어내고, 최종적으로 

DAC를 이용해 아날로그 신호를 얻어내는 주파수 합성기이다. DDS는 어드레스 

카운터와 Sine look-up table, DAC, 저역통과 필터로 구성이 된다. 이와 같은 구

성요소가 몇 비트의 용량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출력주파수의 해상도, Spurious

등의 특성이 달라진다. DDS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DDS의 구조를 먼저 

잘 파악하여 DDS 특성상 유발할 수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여 주어야하고, 주파수 

설정 및 위상의 변화를 조절하여 개발하려는 시스템에 맞게 적절히 제어함으로써 

DDS를 사용할 수 있다.

3.3.2. 직접 디지털 주파수 합성기의 구조

  위상값을 일정한 단위로 계속 증가 혹은 감소시키면서 그에 해당하는 정현파의 

진폭값을 보내게 되면, 시간 축 상에서 정현파의 출력을 얻게 되는 것이 DDS이

다. 여기서 출력 신호의 주파수는 회로에 공급되는 기준 클럭와 위상의 증가된 값

에 의해서 결정된다. DDS는 크게 디지털 회로부와 아날로그 회로부로 나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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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현파를 생성시켜주는 부분은 디지털 회로부이고 이를 아날로그 응용 부분

에 쓸 수 있도록 DAC를 거쳐 아날로그 출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날로그 회로부분

이다. DDS의 내부 블록도는 그림 3.7과 같다. 그림의 Sine look-up table은 정현

파 모양의 데이터 값들을 배열 형태로 PROM에 저장되어 있다[14][15].

그림 3.7 직접 디지털 주파수 합성기의 구성

  어드레스 카운터는 기준 클럭이 증가할 때마다 Look-up table의 다음 어드레스

를 지시하게 된다. 카운터의 한 주기만큼 증가하게 되면 Look-up table에서 한 주

기에 해당하는 정현파 데이터 값이 출력되어 이 출력된 값을 DAC 변환함으로써 

정형파를 출력되게 된다. 어드레스 카운터와 Sine look-up table의 출력은 정해진 

비트 수를 가진 디지털 신호이다. 이 디지털 신호로 아날로그 정현파 신호를 얻기 

위해 Look-up table의 출력에 DAC를 연결하여 그림 3.6와 같이 DAC의 출력은 

Sample-and-hold된 정현파를 출력하게 된다. 이와 같이 DAC에서 

Sample-and-hold된 신호는 Alias에 의해 주파수 축에서 고주파 신호로써 나타난

다. 최종적으로 저역통과 필터를 취해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최종적인 아

날로그 정현파 신호를 얻을 수 있다. 그림 3.8은 4비트 Sine look-up table의 동작

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어드레스 카운터는 0000에서 1111까지 4비트의 한 주기 

출력을 갖고, 0000에서 시작해 기준 클럭에 따라 L만큼 어드레스가 증가 했을 때

의 파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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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튜닝 워드 L을 갖는 DDS의 출력

이 어드레스 카운터의 출력은 Look-up table의 어드레스를 지시하게 된다. 

Look-up table은 0000에서 1111까지 16개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각각의 어드레스

는 출력이 정현파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현파의 크기가 저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Look-up table이 0000에서 1111까지 진행된다면 정현파의 한 주기가 출력되게 된

다. DDS의 출력 주파수는 기준 클럭과 PROM의 어드레스를 증가시키는 스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 스텝의 크기는 튜닝 워드, 또는 컨트롤 워드라고 말한

다. 어드레스 카운터의 기능은 한 주기를 위상이 0°에서 360°까지 증가되는 위상 

누산기로 수행되는 데 위상 누산기는 위상정보의 레지스터와 가산기를 연결한 회

로로써, 그림 3.9과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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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출력 주파수 조정을 위한 Phase accumulator 구성

  

 그림 3.9에서 위상 누산기의 회로를 보면, 현재의 위상값에서 FCW(Frequency 

control word, Frequency tuning word)가 L만큼 위상 누산기에 더해짐을 알 수 

있다. 어드레스 카운터로 생각한다면 Look-up table의 어드레스를 L만큼씩 점프하

는 것과 같다. L이 작을수록 출력신호와 이상적인 정현파 사이의 오차가 작아 정

현파에 가까운 파형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주파수 축 상에서는 DDS의 파형에 

관련이 되어 있는 Spurious 특성에 향을 준다[16].

3.3.3. 출력주파수

   DDS의 출력 주파수는 회로에 공급되는 기준 신호 즉 입력되는 기준 클럭과 

위상 누산기의 데이터 폭 그리고 위상 증가분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 출력 주파

수를 f o u t , 기준 주파수를 f c l k , 위상 증가분을 M  그리고 위상 누산기의 데이터 

폭을 N이라고 할 때 출력 주파수는 

f OUT　=　M
f CLK

2
N ································································································· (3.1)

과 같다. 위상 누산기가 0에서 최대값까지 위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정현파의 한 

주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기준 주파수에 따라 정현파 한 샘플이 생성되어, 위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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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은 샘플을 몇 개나 건너뛰는가를 의미하므로 (3.1)식을 얻을 수 있다.  여기

서,  fCLK/2N은 M은 십진수의 정수 형태를 가지므로 최소 1씩 변경이 가능하고, 

따라서 출력주파수는 최소 fCLK/2N의 크기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DDS의 주파

수 해상도라 한다.  DDS의 주파수 해상도는 DDS 출력 주파수의 채널 스텝 사이

즈를 의미하며, 이 해상도가 작을수록 더 정 한 출력 주파수 조정이 가능하다

[17][18][19].

 본 논문에서 사용한 DDS는 32비트 Sine look-up table을 내장하고 있는 AD9835

이다. 여기에 50MHz의 기준 클럭을 주어 출력 주파수를 0.0116415322Hz단위로 조

정할 수 있다. 이것은 보통 수 KHz에서 수 백 KHz의 채널 스텝 사이즈를 갖는 

PLL 주파수 합성법에 비해 DDS의 가장 큰 장점이 된다. 상용화 되어 있는 DDS

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위상 증가분을 조절하고 이것에 의한 출력 주

파수가 결정된다. 즉 위상 증가분을 변화시킴으로써 출력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

다. 지금까지 DDS의 구조를 알아보았으며 3.3.4 절에서는 이와 같은 구조에서 발

생하는 노이즈에 대하여 알아본다. DDS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Lock-in 증폭기

의 출력감도와 직결되므로 DDS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20][21].

3.3.4. 직접 디지털 주파수 합성기의 성능 및 특성

잡 음

   DDS를 동작시키는데 발생하는 대표적인 잡음은 DDS의 동작 중 표본화 과정

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성분인 이미지 주파수 성분들과 Alias, DAC와 Phase 

truncation에 의해 발생하는 Spurious등이 있는 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잡음들의 

발생원인을 고찰해본다.

Alias

   순수한 정형 파형은 주파수축 상에서 0Hz를 중심으로 임펄스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정형파형을 이상적인 임펄스 형태로 표본화를 취하게 되면 표본화 

주파수를 중심으로 정현파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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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임펄스 형태의 표본화 파형은 존재할 수 없고, 폭을 가지는 펄스형태가 

Sample-and-hold 형태로 주어지게 됨으로 펄스 파형에 해당되는 Sine 함수의 꼴

로 표본 펄스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발생된 합성주파수의 

스펙트럼이 표본주파수를 중심으로 대칭적 분포를 갖게 된다.  따라서 표본화 과

정에서 발생된 상위주파수대는 고조파 성분들이 아닌 표본화 클럭 주파수에 관련

된 Alias image 주파수라 할 수 있다. 

그림 3.10 정현파의 출력 스펙트럼

 어떠한 신호가 가지는 최고 주파수 f MAX의 2배 이상으로 표본화하면 원래신호

를 재생할 수 있다는 이론을 표본화 정리한다. 이 원리에 따라 원신호를 복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1/2× f MAX이상의 표본화 주파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1/2× f MAX  을 Nyquist 주파수라고 한다. DDS의 출력 신호는 Loo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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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의 정해진 정현파를 구형파로 표본화한 것이므로 그림 3.10에서 

Sample-and-hold 된 파형과 같다. 따라서 DDS의 출력 스펙트럼은 표본화 정리에 

의한 스펙트럼과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 출력 주파수 10MHz를 얻기 위해 50MHz

의 기준 클럭으로 동작 시켰을 때의 표본화 출력을 나타낸 스펙트럼을 보면 

50-10MHz=40MHz, 50+10MHz=60MHz, 100-10MHz=90MHz, 

100+10MHz=110MHz,……등에 Alias image가 나타나게 된다. 출력 스펙트럼에서

는 기준 클럭 주파수마다 Null 점이 나타나고, 기본 주파수인 10MHz신호 이외에 

주파수가  nf CLK±f o(단, n=1, 2, 3,……, 정수)인 Alias image 주파수 성분들이 무

한히 존재한다. 이러한 Alias image 주파수 성분들의 크기는 표본화 하는 파형이 

구형파이기 때문에 구형파를 퓨리에 변환했을 때 나타나는 ( sin x )/x  형태의 

sin c(x)  함수에 의존하다. 또한, Nyquist 주파수 이상의 표본화 주파수를 사용하

여야 원신호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DDS에서는 원하는 출력 신호 주파수의 두 

배 이상의 기준 클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클럭이 정해져 

있다면, 출력 주파수는 f CLK/ 2이하로 제한이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응용의 경

우에 출력 주파수는 f CLK/ 3이하로 제한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출력 신호의 

크기가 기본 주파수 신호보다 -3dB 작은 지점이 f CLK/ 3이기 때문이다. 실제적

으로 사용가능한 대역은 출력주파수의 대역이 f CLK/ 3으로 제한된다.

  또 다른 중요한 DDS의 잡음은 기본 주파수 신호의 하모닉 주파수 성분들이 기

준 클럭의 주파수로 표본화 되어 사용 대역 안에서 발생되는 Alias에 의한 것이

다.  표본화 주파수가 Nyquist 주파수보다 작은 경우에 나타나는 오차를 Aliasing 

오차라 하는데, 이 Aliasing 오차는 주파수 대역에서는 원하는 출력 대역 안에 성

분이 존재하므로 필터링을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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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DDS 출력에서의 Alias image

   제작한 주파수 발생기의 Alias image는 Analog Device사의 AD9835를 사용하

으므로 출력 신호 주파수 10MHz를 50MHz로 표본화 한 경우의 스펙트럼을 그

림 3.11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30MHz의 Alias image 주파수는 

50-12MHz=38MHz와 50+12MHz=62MHz에 나타나고, 12MHz의 하모닉 주파수 성

분인 24MHz, 36MHz, 48MHz,……의 성분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하모닉 성분

들이 50MHz 기준 클럭으로 표본화 되어 사용 대역 안에 50-24MHz=26MHz, 

50-36MHz=14MHz, 50-48MHz=2MHz,……등의 주파수를 가지는 Alias를 발생시킨

다. 그림 2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해 Alias image 주파수

는 제거가 가능하지만, 2MHz의 Alias는 필터의 통과 대역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제거할 수 없으므로, 출력 신호의 오차의 원인이 된다.  

Spurious

   일반적으로 신호의 하모닉 성분은 기본 주파수가 f o이라고 할 때, 비선형 시

스템에서 발생하는 nf o(여기서, n = 정수) 성분의 신호를 말하고, 그 이외에 발생

하는 Spectral line을 형성하는 잡음 신호를 Spurious라고 말한다. Spurious는 광

대역 Spurious 특성과 협대역 Spurious로 분류되는데 통상적으로 Spurious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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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광대역 Spurious와 협대역 Spurious를 포함하여 말한다. 광대역 Spurious 특

성은 DDS의 Nyquist 대역에서의 Spurious 특성을 말하며, 출력의 하모닉 성분들

과 DAC에 의해 발생하는 Spurious가 지배적이다. 협대역 Spurious는 기준 클럭의 

1%안의 대역에 존재하는 Spurious를 말하는 것으로 기준 클럭의 자체 특성과 

Phase tuncation에 의한 Spurious 특성에 향을 받는다[22][23].

 DDS의 낮은 출력주파수와 더불어 DDS에서 발생하는 Spurious는 대부분 필터로

써 제거하기 힘든 기본 신호의 주변에 발생하기 때문에 DDS의 성능을 제한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 DDS에서의 Spurious는 발생 원인으로는 DAC의해 발생하

는 양자화 오차, Phase truncation, 그리고 Clock feedthrough를 들 수 있다.

 

광대역 Spurious

DAC에 의한 Spurious

   무한한 해상도를 가지는 이상적인 DAC를 사용하여 이 정현파를 복원한다면 

복원한 신호와 정현파는 일치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인 DAC는 무한한 해상도를 

가질 수 없으므로 두선 간에서 발생하는 반올림오차는 항상 존재한다. 이 오차는 

DAC의 해상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오차를 양자화 오차

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 신호에 대한 왜곡을 양자화 왜곡이라 한다. DAC

의한 파형의 직각부분이 양자화 왜곡을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높은 주파수 성분

이기 때문에 주파수 스펙트럼에서는 고주파성분으로 나타난다. 이 주파수 성분이 

DDS에서의 Spurious 특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DDS의 DAC 해상도에 의한 

Spurious는 DAC의 해상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DAC의 해

상도가 높을 수록 Spurious 성분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DAC의 해상도에 따른 신

호전력과 양자화 잡음 전력의 비를 SQR(Ratio of Sinal power to Quantization 

noise power ratio)이라하는데, (3.2) 식으로 주어진다.

SQR = 1.76 + 6.02B  [dBc]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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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식의 B는 비트 단위의 DAC 해상도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AD9835는 10비

트 DAC로 61.96dBc를 갖는다. DAC에 의한 Spurious 특성에 향을 주는 또 하

나의 요소는 Over-sampling 효과에 의한 것이다. 원하는 출력 주파수를 얻기 위

해 얼마의 기준 클럭을 사용하 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에 따른 Spurious의 변

화를 그림 3.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같은 해상도를 가지는 DAC를 사용되고, 

다른 기준 클럭을 사용하 다고 가정하면, 표시된 부분은 정해진 DAC의 해상도에 

의해 정해지는 전체 양자화 잡음이므로 전체 면적은 같다. 하지만 이 잡음은 전체 

표본화 대역에 걸쳐 존재하므로, Nyquist 표본화 주파수로 표본화한 경우보다 

Over-sampling한 경우의 양자화 잡음이 더 낮아진 분포를 나타낸다. 기본 주파수

의 신호크기는 두 경우가 같지만, 상대적으로 양자화 잡음의 크기가 작아져 결국 

SQR의 증가, 즉 Spurious 특성의 개선을 가져온다. 이러한 Over-sampling에 대한 

향을 양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 10 log (
fs OS

f S
) [dBc] ··························································································· (3.3)

여기서, C는 Over-sampling에 의한 SQR의 증가분, fs OS는 Over-sampling 주파

수이고, DDS를 실제 동작시킬 때는 사용하는 기준 클럭의 주파수( f CLK)를  말하

며, f S는 Nyquist 표본화 주파수로써 DDS를 동작시킬 때는 원하는 출력 주파수

의 2배( 2f out)를 말한다. 즉 원하는 출력 주파수가 정해져 있고, DDS를 통해 그 

주파수를 얻고자 한다면 Nyquist 표본화 주파수만큼만 표본화를 하면 원신호를 

얻을 수 있지만, Nyquist 주파수보다 큰 주파수로 표본화를 함으로써 Spurious특

성을 개선 할 수 있다.



- 26 -

그림 3.12 Over-sampling에 의한 Spurious 향

.

  DAC에 의한 전체 spurious 특성은 DAC 해상도에 의한 SQR특성과 

Over-Sampling에 의한 향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3.2)식과 (3.3.)식

으로부터 다음 식과 같이 DAC에 의한 Spurious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SQR = 1.76 + 6.02B+ 10 log (
fs OS
fs
)  [dBc] ······················································ (3.4)

  예를 들어, 10비트 DAC가 집적되어있는 DDS에서 100MHz 기준 클럭을 사용해 

10MHz 출력 주파수를 얻어낸다면 최소한 71.96dBc의 Spurious 특성을 얻을 수 

있다. (3.4)식에 의해 DDS의 spurious 특성은 DAC의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그리

고 높은 기준 클럭 주파수를 사용할수록 개선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논문에서 

사용한 AD9835의 최대 기준 주파수인 50Mhz를 사용하여 Spurious 특성을 개선

하 다.

협대역 Spurious

Phase truncation에 의한 Sp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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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Phase truncation의 원리

   그림 3.13는 Phase truncation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으로 위상 누산기

와 Sine look-up table부분을 표현하 다. 실질적인 위상 누산기는 N비트로 이루

어져 있고, Look-up table을 구동 하는 것은 N비트 중 상위 P비트이고, 뒷단의 

DAC를 구동하는 것은 B비트이다. 여기에서 (N-P)비트를 Phase truncation이라 

한다. 위상 누산기의 출력은  N비트로 이루어져있고, 다음 스텝의 표본화를 위해 

튜닝워드와 더해진다. 여기에서  어큐뮬레이터의 출력 데이터를 모두 Look-up 

table에 사용한다면, Look-up table의 메모리는 2
N개가 필요하다. 하지만, N이 32

비트만 되어도 Look-up table의 크기는 4,294,967,296개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ROM으로 구현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으며, 구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Phase truncation을 사용한다. Phase truncation

이란 어큐뮬레이터의 출력인 위상 비트의 최상위 몇 비트만을 Look-up table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논문에서 사용하는 DDS는 Analog devices사의 AD9835로 32

비트 중에 상위 12비트만을 사용한다. 12비트만을 사용할 경우 2
12
= 4096개의 

Look-up table 메모리가 필요하므로 32비트를 모두 사용하는 것보다 메모리 사용

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버려진 하위비트로 인해 Phase truncation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시간 축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오차

는 주파수 축에서는 Spectral line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Phase truncation에 

의한 Spurious이다. Phase truncation에 의한 Spurious의 크기는 다음 식으로 주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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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 of Phase Trun. spurs= -6.02P  [dBc] ··············································· (2.1)

여기서,  P는 그림 3.13에서의 어큐뮬레이터의 출력 N비트 중 Look-up table을 구

동하는데 실제 사용되는 상위 비트 P이고, 이를 Phase word라 한다. Analog 

Devices 사의 AD9835의 경우 Phase word가 12비트 이므로 Phase truncation에 

의해 발생하는 Spurious의 크기는 -6.02×12 = -72.24dBc이다. 이것은 기본 주파수 

신호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값이다. 이 값은 DDS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값이므

로 제작하고자하는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선정해주어야 하거나 DDS 제작시 고려

해야한다.

Clock feedthrough

   그림 3.10에서와 같이 이상적인 DDS의 출력에는 기준 클럭의 주파수에서 

NULL 점이 형성되므로 클럭 신호가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회로상의 인

덕터 또는 콘덴서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클럭 신호가 DDS의 출력에 나타나게 된

다. Lock-in 증폭기 제작시 아날로그 회로부와 디지털 회로부가 분리 되어있지 않

다면 Clock feedthrough에 의한 커먼 모드 노이즈로 인하여 Lock-in 증폭기의 감

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준 클럭 주파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회로부와 디지털 회로부를 분리해 주었으며 전원단의 

신호패턴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주었다. 또한 기준 클럭 주파수에 해당하는 비드

를 사용하여 Clock feedthrough를 최소화하 다.

SFDR(Spurious Free Dynamic Range)

   DDS의 성능을 언급할 때, Spurious의 정도를 흔히 SFDR로 표현된다. SFDR

은 원하는 출력신호 또는 기본주파수 신호의 크기와 그 외에 발생하는 Spurious

의 크기의 상대적 비로 정의되며, 단위는 dBc를 사용한다. SFDR이 클수록 

Spurious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능이 우수한 Spurious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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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잡음

   DDS의 위상잡음은 DDS를 동작시키는 기준 클럭의 위상잡음에 의해 나타난

다. 클럭 신호의 중요한 특성인 주파수 안정성, 위상잡음, Edge Jitter등은 DDS 출

력에 반 된다. 그 중 위상잡음은 DDS가 주파수 분주를 하는 특성에 의해 

20 log ( f OUT/ f CLK )으로 감소한다. 즉, 100MHz 기준 클럭을 사용해 10MHz의 출

력 신호를 얻는다면 20dB 감소된 위상잡음을 갖는다. 주기에 대한 Jitter의 비율로

써 표현되는 위상잡음은 DDS의 출력에서 기준 클럭의 위상잡음보다 줄어드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Edge jitter는 절대적인 양이므로 주파수나 주기의 변화에 

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DDS의 출력위상잡음이 기준 클럭의 특

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DDS의 전체 출력 위상잡음은 다음의 수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PN DDS= [PN CLK + 20 log
f OUT
f CLK ] + [Residual P N ]  [dBc] ····················· (3.8)

여기서, PN DDS는 DDS의 전체 출력 위상잡음, PN CLK은 DDS를 동작시키는 기

준클럭의 위상잡음, f OUT은 DDS의 출력 주파수, f CLK은 DDS를 동작시키는 기

준클럭의 주파수를 말한다. 그리고 Residual PN은 DDS 내부의 위상 누산기와 

Look-up table, DAC가 동작할 때 발생하는 잡음으로써 DDS IC내부에서 자체적

으로 발생하는 위상잡음을 말한다.

3.3.5. 직접 디지털 주파수 합성기의 설계

   제작한 Lock-in 증폭기의 기준주파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높은 주파수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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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빠른 Lock time, 낮은 위상잡음등의 특성을 갖는 DDS를 사용하 고 또한 

DDS의 Alias 잡음을 막기 위해 Aliasing 억압 필터를 설계하 다. DDS에서 발생

하는 잡음은 첫 번째, DDS의 표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성분인 Alias, 두 

번째, DAC와 Phase truncation, Clock feedthrough에 의해 발생하는 Spurious, 그

리고 마지막으로 위상잡음을 들 수 있다. DAC와 Phase truncation에 의한 

Spurious는 DDS의 동작 특성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잡음으로써 DDS의 자체 성

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개선되는 문제이고, Clock feedthrough는 설계하는 회로의 

Layout을 최적화함으로써 개선시킬 수 있다. 위상잡음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성능

이 좋은 기준 클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기준 클럭이 정해져있

다면 가능한 낮은 출력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이다. Alias는 표본과 과정에서 발생

하는 잡음으로써 DDS의 동작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잡음이다. 이러한 Alias

를 억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주파의 Alias를 감쇠시키는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

다. 

 사용한 AD9835의 특성을 살펴보면 기준 클럭 50Mhz입력으로 1Mhz의 출력을 

얻을 때 SNR은 50dB이하이고 전체 하모닉 왜곡은 -52dBc이하이다. SFDR은 기

준 클럭6.25Mhz입력으로 2.11Mhz를 출력시 협대역 밴드가 -72dBc이하이고, 광대

역 밴드는 -50dBc이하의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특성은 PROM과 DAC가 내장

된 일체형 DDS 칩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Alias를 억압하기 위한 필터와 사용되는 DDS IC가 Analog 

Devices 사의 AD9835 시리즈일 때 DAC의 출력 특성과 Spurious 특성을 최적화

하기위해 출력단의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25].

노이즈 제거

   직접 디지털 합성기는 디지털 주파수 합성방식으로 디지털 부분관 DAC의 아

날로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회로가 결합되어 있는 DDS는 

거의 모든 칩이 아날로그 전원부와 디지털 전원부가 분리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전 

장에 설명했듯이 고해상도를 갖고 있지만 노이즈에 대에서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

이다. DDS의 잡음을 제거하는데 아날로그 부분과 디지털 부분을 분리 해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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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를 최소화하고 Alias 또는 Spurious에 의한 노이즈를 필터링해주어야 한다. 

DDS의 출력에서 잡음의 원인이 되는 Alias 또는 Spurious들은 기본 주파수보다 

고주파 성분이기 때문에 DAC의 출력단에 저역통과 필터를 연결하여 최종 DDS의 

출력을 얻는다. 이 때 사용되는 저역통과 필터를 Aliasing 억압 필터라 한다. 기준 

클럭의 주파수가 F S  인 DDS 시스템에서 최대 F S/ 2까지의 출력 주파수를 사

용한다고 가정하면, Alias를 억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저역 통과 필터의 통과 대역

은 Nyquist 대역인 0≤f≤F S/ 2  의 대역을 가지고, 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최대한 감쇠시켜야 한다[24]. 이러한 이유로 사용한 DDS에서는 기준클럭 50Mhz

에서 최대 15Mhz까지 사용가능한 주파수이지만 그림 3.14과 같이 1Hz∼4Mhz의 

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여 최대 4Mhz까지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하 다. 

그림 3.14  제작한 Aliasing 억압 필터 회로도

출력단 회로 구성

   DDS IC에서의 최종 출력인 DAC의 출력은 DAC의 출력 전압은 부하의 임피

던스에 따라 출력 전압이 변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림 3.15와 같이 전류 소

스원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 전류 소스원의 출력 전류는 AD9835의 경우 다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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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정해진다.

I out=
39.93
R set

  [A] ·····································································································(3.10)

그림 3.15 DAC의 출력 특성

 여기서, R set은 DAC의 출력 전류를 조정하기 위해 DDS IC 외부에 연결하는 저

항 값이다. 즉, 10 mA의 DAC 출력 전류를 얻기 위해서는 3.9kΩ의 R set을 연결

하여야 한다.

  논문에서 사용한 Analog Devices사의 AD9835 시리즈의 DDS IC에서 DAC의 

출력 전력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DAC의 R set을 변환하여 출력 전류를 조절한

다. 즉 식(3.4.3.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더 작은 값의 R set을 연결할수록 출

력 전류가 커져 더 큰 출력 전력을 얻을 수 있다. DAC의 출력 전류는 일반적으로 

최대 20mA( R set≃2kΩ)까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출력 전류가 커질수록 하모닉 

왜곡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제작한 회로에는 하모닉 왜곡을 줄이면서 

높은 출력전류를 얻기위해 3.9KΩ의 저항을 연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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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hase sensitive detector제작

   1위상 Lock-in 증폭기는 진폭이나 위상을 측정하는 데에 위상 조정이 필요하

지만 2위상 Lock-in 증폭기는 90°위상이 변화된 기준신호를 만들고 직교한 

Cosine성분과 Sine성분을 측정하여, 각각을 X, Y로서 위상과 진폭을 측정 할 수 

있어 2위상 Lock-in 증폭기로 제작하 다.

 제작한 Reference channel에서 만들어준 기준주파수 신호는 정현파이므로 Mixer

를 통해 선택적으로 스위치해주기 위해서는 스위치 되기전 사각파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림은 사각파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제작한 사

각파형으로 Signal channel의 신호를 위상에 맞게 스위치를 전환해주었다. 그림

3.15는 정형파가 아닌 방형파로 변환하여 연산되어지게 만들어준 회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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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제작한 2위상 Lock-in 증폭기 모듈

3.4.1. Lock-in 증폭기의 직류전압 출력

   제작한 Lock-in 증폭기의 직류 전압출력은 고속의 연산과 소형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연산기를 사용하여 전압값으로 변환하 다. 

그림 3.17 시정수 부분와 아날로그 연산부

그림 3.17은 주파수 응답을 결정하는 시정수 조절용 저역통과필터와 아날로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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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를 보여준다. Lock-in 증폭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PSD와 기준주

파수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다. 기준주파수의 생성은 DDS(direct digital 

synthesizer)를 사용하 다. 그림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Lock-in 증폭기는 기준

주파수의 신호를 기준으로 연산을 수행하므로 기준 신호의 정확도에 의해서 

Lock-in 증폭기의 성능은 크게 좌우된다. 

그림 3.18 제작한 2위상 Lock-in 증폭기 모듈

3.5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한 Lock-in 증폭기제어

3.5.1.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한 Lock-in 증폭기 제어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역할은 DDS에게 주파수를 설정하고, 일정한 위상차를 갖

도록 만들어준다. 또한 Lock-in 증폭기의 출력값을 ADC해주고 이 값을 PC로 전

송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용자로부터 검출하고자하는 주파수를 입력받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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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 키패드를 사용하 다. 키패드를 통해 입력된 값은 LCD에 표시되며 입력된 

값으로 DDS를 제어한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블록도는 3.19과 같다. 

그림 3.19 제작한 Lock-in 증폭기의 전체 프로그램 블럭도 

그림 3.20 제어를 위해 사용한 

마이크로프로세서(ATMEL mega128)

 사용한 마이크로프로세서 ATmega128의 특징 및 구조를 살펴보면 고성능 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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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RISC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1클럭에 명령을 수행되어 6Mhz에서 

6MPIS까지 동작이 가능하다. 32x8 범용 작업 레지스터와 주변장치 제어 레지스터

를 가지고 있다. 128K 바이트의 플래시 메모리와 4K 바이트 내부 SRAM과 4K 

바이트의 EEPROM을 내장하고 있어 사용자의 입력 값을 저장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직렬 통신포트를 사용한 ISP 기능이 있다. 주변장치의 특징으로는 8채널 10

비트 A/D 변환기가 있어 Lock-in 증폭기내에 연산시 신호의 포화를 막기 위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내장된 비동기 직렬 통신으로 PC에 데이터를 쉽게 

전송할 수 있다. 이외에 PWM기능과 비교, 캡처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외형은 64

핀의 TQFP형태이다.

3.5.2 LCD 디스플레이 제어

   컴퓨터라는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때, 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니터라는 장치를 이용한다. 이와 같이 단순한 하드웨어 

장치에 모니터와 같은 기능을 갖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LCD를 많이 이용한다. 이

러한 LCD는 디스플레이부와 컨트롤러가 하나로 되어 있는 LCD모듈 형태로 시판

되고 있다. 제작한 소형화 모듈에는 16문자X2라인을 표시할 수 있고, 히타지사의 

HD44780U를 내장한 LCD를 사용하 다. 시중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시리얼 

LCD가 있는데 이것은  LCD를 제어하고 시리얼 통신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내장이 되어있어 RS232C라는 많이 알려진 통신 방식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다. 

또한 포트수를 적게 차지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가격이 고

가이고 프로그래밍이 되어있어 사용자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없고 표현

의 한계가 있다. 또한 직접 LCD를 제어하는 방식보다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그

러므로 제작한 Lock-in 증폭기에는 시리얼 LCD 제어 방식이 아닌 CPU포트로 

LCD를 직접 제어 하는 방식을 선택하 다. LCD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에는 4비

트, 8비트제어 방식의 2가지가 있다. 다소 제어하기 까다롭지만 포트수를 적게 차

지하는 장점을 갖는 4비트 제어 방식을 채택하여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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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16x2 LCD 회로도

 4비트 제어 방식은 LCD에 명령어를 보낼 때나 데이터를 보낼 때에도 BUSY 

체크를 하고 반 바이트 즉 니블 단위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작하 다.

3.5.3.  4   x    4키패드인터페이스 

   4x4 키패드 CPU와 연결하여 키패드의 눌린 상태를 체크하여 리턴된 값을 버

퍼에 저장하여 소형화 회로에 사용된 4x4 키패드는 4개의 입력포트와 4개의 출력

포트를 사용하고, 입력포트는 모두 풀업 저항에 연결되어 있다.  출력포트를 하나

씩 LOW를 만들면서, 입력포트를 읽어오는 방법을 사용한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채

터링 체크루틴에 의해서 채터링를 체크해주고 눌려진 것이 확실하다면 채터링 루

틴을 빠져나와 스캔코드값으로 테이블 값을 참조하여 버퍼에 저장하게 된다. 키패

드 버퍼에 저장된 값으로 DDS에 주파수를 만들어줄 Floating연산을 수행하고 

LCD에 주파수 값을 표시하도록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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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4x4 Keypad 회로도

3.5.4 직접 주파수 합성기 제어

   사용한 AD9835칩은 0에서 25Mhz까지 0.01Hz의 해상도로 주파수를 쉽게 가변 

할 수 있다. AD9835는 이렇게 주파수를 가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통

한 초기화과정과 주파수 설정, 위상정보를 받아야한다. 그림 3.23은 AD9835를 사

용하기 위한 최소의 환경을 블록도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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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DDS 제어하기 위한 블록 다이어그램

설정하기 위한 주파수 입력을 셋팅하기 위해서는 4바이트(32bit)의 데이터 정보가 

DDS Controller에 입력이 되어야한다. AD9835는 시리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데 

클럭 신호에 동기화되어서 데이터가 들어간다. 데이터 Synchronization signal을 

위한 FSYNC입력 즉 제어하기 위한 3핀이 필요하다. 2위상 Lock-in 증폭기를 제

작하기 위해서는 90˚ 위상이 변화된 기준신호를 만들어야하므로 DDS를 하나 더 

사용하여 그림 3.24과 같이 위상을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조절하기 위한 4개의 선이 

필요하다. 

그림 3.24 마이크로프로세서와 

AD9835의 배선도

그림 3.24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2개의 DDS를 제어하기 위해 설계한 회로도이

다.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이 4바이트 처음 LSB데이터 바이트와 마지막의 MSN바

이트까지 4바이트의 정보를 보내주어야 한다. AD9835는 총32개의 주파수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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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으므로 만약 50Mhz의 오실레이터를 사용하면 가장 작은 스텝은  

50, 000, 000/2 23  =  0.11641532Hz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1Khz의 시그널을 

FREQ REG에 프로그래밍한다면 1000/0.011641532 = 85899가 되고 이것을 HEXA

로 표현 하면 00014f8B가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바이트에 8B를 보내주고, 다음 

4F그리고 01으로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00을 보준다.  DDS에 이 4바이트가 보내

지면 DDS는 1Khz의 정현파를 출력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위상에 대한 정보를 마

이크로프로세서에서 주파수 데이터 값을 출력 후 곧이어 DDS에 12비트의 위상 

정보를 보내어 동기화된 기준신호와 90도 위상이 변화된 신호를 얻을 수 가 있다. 

이렇듯 DDS의 가장 큰 장점은 위상을 쉽고 빠르게 가변할 수 있어서 Lock-in 증

폭기의 기준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 유용하다[25].

그림 3.25 2개의 DDS제어 하기 위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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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주파수 발생기 모듈의 PCB 패턴

그림 3.27 Lock-in 증폭기 모듈의 PCB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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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작한 Lock-in 증폭기의 성능평가

   일반적으로 계측기는 측정 한계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Lock-in 증폭기에도 

측정 범위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STANFORD RESEARCH사의 SR830은 측정 

범위가 10V로 제한되어있다. 그러므로 출력값이 10V이상되면 신호의 포화 즉 오

버로드되어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증폭도를 낮추어서 측정 범위를 10V이

하로 맞추어 측정하여야 한다. 제작한 Lock-in 증폭기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Lock-in 증폭기의 출력값은 5V이고, ADC해주므로 10비트의 해상도를 갖는다. 이

것 외에 Lock-in 증폭기의 감도를 나타내는 Dynamic reserve는 신호 대 잡음비로 

(3.11)식으로 주어진다. SingalRMS는 추출하려는 신호 즉 목적 신호의 RMS값이고, 

NoiseP−P은 노이즈가 중첩된 신호로 피크 투 피크값이다. Dynamic reserve라는 

값으로 측정범위의 몇 배까지의 노이즈를 허용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낸다. 

Dynamic  reserve = 20log
NoiseP − P

Signal    S
········································································(3.11)

그림 3.28은 2Khz로 펄스 변조한 신호를 시료를 통과하여 포토디텍터로 얻은 신

호이다. 그림을 통해 추출하려는 신호가 외부노이즈와 섞여서 일반 오실로스코프

로 Reference 신호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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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외부노이즈가 더해진 

포토 디텍터의 신호

 그림 3.29은 미세한 광신호가 제대로 추출되는 지 확인하기 위한 작업으로 

Reference 신호를 제거하 을 때와 비교하 다. 그림 3.28 신호에 원적외선 온열치

료등을 켰을 때 그림 3.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이즈와 신호가 섞인 RMS값은 

1.06mV에서 12mV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포토디텍터에서 얻는 신호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림 3.29 (b)를 보면 Reference 신호에 의해 펄스 변조된 신호는 

Lock-in 증폭기의 최종 출력값이 (a)에 비해서 높게 나타남을 보인다. 즉 그림 

3.29(b)는 Lock-in 증폭기의 Reference 신호에 맞추어 신호를 추출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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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ference 신호를 제거한 신호      (b) Reference 신호와 결함된 신호

그림 3.29 제작한 Lock-in 증폭기를 이용한 광 신호 추출  

 제작한 Lock-in 증폭기의 감도, 즉 Dynamic reserve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산기

를 만들고 STANDFORD RESEARCH사의 모델명 DS345라는 주파수 발생기를 

이용하여 피크 투 피크 약 200mV의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어 그림 3.28의 포토다

이오드 신호를 함께 넣어 주었다. 그림 3.28의 포토다이오드 신호가 1.06mV이므로 

1/10인 0.1mV를 추출하려는 신호로 가정하면 

(3.12)식으로부터 20log (0.8VP − P/0.1mVRMS ) = 86dB의 감도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제작한 Lock-in 증폭기의 응답특성을 알아본다. 

(a)200mVp-p의 노이즈가 더해진 신호 (b)Reference 신호와 노이즈가 더해진 신호

그림 3.30 제작한 Lock-in 증폭기의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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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in 증폭기의 응답시간은 Signal Channel에서 신호처리과정에서 응답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PSD모듈 내부의 시정수에 의해서 응답시간이 지연된다. 전체적

인 지연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원적외선 온열치료등을 켜고 끔을 반복하여 보았

다.  그림 3.29와 같이 켰을 때 일정시간 약 2초간의 지연후에 정확한 신호를 추

출 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원적외선 온열치료등을 껐을 때 2초간의 응답시간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응답시간은 정확한 신호 추출을 높은 시정수와 Signal 

channel의 신호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상용화 되어있는 Lock-in 증폭기에 

비해서 상당히 긴 응답시간을 나타내었다.  

그림3.31 제작한 Lock-in 증폭기의 응답시간

제작한 Lock-in 증폭기의 성능을 종합해보면 측정가능한 주파수는 1Hz∼1MHz이

고 전체적인 응답시간은 2초, Dynamic reserve는 86dB이상으로 상용화되어있는 

Lock-in 증폭기와 비슷한 감도를 갖는다.

이런 특성을 갖는 Lock-in 증폭기를 이용하여 미세한 광 신호를 추출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 다.  Lock-in 증폭기의 기준 신호를 이용하여 노이즈 속에서 미세

한 광 신호를 추출하고 또한 레이저 드라이버를 구동시킨다. 레이저 드라이버는 

레이저 광원을 안정적으로 펄스 변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레이저 드라이버

는 THORLABS사의 IP1000이라는 상용화된 레이저 드라이버를 사용하 고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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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다이오드는 MITSUBISHI사의 ML101J8로 40mW의 높은 출력과 660nm의 파

장을 갖는다.

그림 3.32 레이저 다이오드 드라이버

 이와 같이 제작한 Lock-in 증폭기 모듈로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를 획득하 다. 

이렇게 Lock-in 증폭기로부터 얻은 출력신호는 다시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들어가 

DAC를 통과한  후에 컴퓨터의 직렬 포트로 통신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4장에

서는 혈류량을 측정할 수 있게 광학계를 구성하고 제작한 Lock-in 증폭기를 이용

하여 혈류량을 측정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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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혈류량 측정에 관한 실험 및 고찰

4.1. 광학계 구성

   혈류량 검사는 순환기내과에서 중요한 검사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혈류량

의 검사함으로써 여러 가지 병명을 진단할 수 있다. 말초혈관질환은 심장과 관상

동맥을 제외한 대동맥과 사지, 뇌혈관 동맥 등에 발생하는 혈관질환을 말하며 주

로 동맥경화성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러 증세를 일으키는 것을 말

한다. 말초혈관질환은 뇌졸중, 동맥류, 당뇨병, 2차성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혈관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문화의 서구화, 고지혈증, 비만과 흡연, 스트레스 그

리고 운동 기피성향 등으로 말초혈관질환을 야기시키는 뇌졸중과 동맥류 그리고 

당뇨병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검사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로 각 

부위의 동맥 맥박을 촉지하여 보거나 도플러 초음파검사, 혈관조 검사 등으로 확

진할 수 있다. 도플러 초음파검사는 초음파의 도플러를 이용하여 많은 신호처리과

정을 거치므로 장비가 커지고 가격이 비싸지는 단점이 있고 혈관조 검사는 환자

에게 작은 도관(카테타)를 삽입하여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광

학계는 쉽고 간편하게 말초혈관의 혈액 순환을 검사할 수 있고 저가격으로 제작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생체조직의 온도상승에 조직의 혈류량

이 변화하고 이를 광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작한 Lock-in 증폭기를 

이용하여 혈류량을 관찰하 다[27]. 이러한 관찰과정은 모두 실시간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온열치료 중 변화하는 혈류량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혈류량의 지속적

인 변화량의 측정이 가능해 진다. 생체 조직의 광학적 계측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직 내의 혈류에 관한 관찰을 위해서는 PMS(Photon Migration 

Spectorocopy)를 사용할 수 있다. PMS는 본래 조직의 흡수와 산란 정보를 관찰하

기 위한 방법으로써 보통 600∼1000nm의 광원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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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 구성한 광학계는 Frequency domain PMS구성방법을 응용하여 Low 

modulation frequency CW spectroscopy method를 적용, 비침습인 방법으로 

Diffuse reflected photon을 측정하여 온도에 따른 혈류량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

정한다.

그림 4.1 혈류량 측정을 위한 블럭도

 이러한 측정방법을 Diffuse optical reflectance measurement라는 방법을 이용 비

교적 간단하게 광학계를 구성하 다. 피부를 투과하여 나온 빛은 세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온열 치료등과 주변의 빛으로부터 간섭에 의한 노이즈의 간섭으로부

터 많은 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추출하려는 신호만을 

제작한 Lock-in 증폭기를 이용하여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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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실험간 체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온열 치료등

 

그림 4.3 제작한 프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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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구성한 광학계

그림 4.5 제작한 Lock-in 증폭기

4.2. 혈류량 측정 이론 

   본 실험에서는 매우 작은 신호를 추출하기 위해 실험으로 PMS 방법중 

CW-method를 이용한다. 펄스 변조된 빛을 피부에 투과시키고 나온 매우 작은 약

의 빛에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하는 신호만을 검출하여 광 신호를 추출하는 실험

이다. 

 온열치료와 혈류량과의 관계는 매우 접하며 혈류량의 변화를 관찰한다면 온열

치료 간 효과적인 적용시간 및 강도선정 아울러 치료결과의 객관적인 분석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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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혈류량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사용한 Diffuse optical 

reflectance measurement는 빛과 조직과의 상호작용 중 기본적으로 산란 반산된 

광자만을 검출한다. 사용한 광원은 약 600∼1000nm의 Optical window 역의 광원

이 사용된다[27]. 이 역을 사용한 이유는 생체 조직을 구성하는 물과 기타 색소

의 향을 적게 받으면서 조직 내에 존재하는 혈액에 의한 흡수를 줄임으로써 보

다 깊은 투과도를 얻기 위함이다. 조직 내로 입사하는 광원은 확산방정식에 따라 

조직 내에서 무작위 적으로 변화하며 진행해 나아간다. 이렇게 조직 내로 입사하

는 산란된 광자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연속된 파장을 사용하는 CW 

method와 펄스 변조하여 사용하는 Time-domain method 그리고 광원을 펄스 변

조한 Frequency-domain PMS등이 있다. 혈류량 변화의 측정은 Low modulation 

frequency CW spectroscopy method를 적용하여 시스템 구성이 비교적 간단한 

Diffuse optical reflectance measurement로 혈류량의 변화를 측정하 다.

 온열치료 및 기타 외부의 치료 작용에 의해 생체 조직온도의 상승과 함께 조직 

내의 동맥, 정맥 혈관의 확장으로 혈류량이 증가되므로 조직의 흡수계수가 증가시

킨다. 이는 조직 내를 투과하는 빛에 대한 흡수율을 증가시켜 포토다이오드에 도

달하는 광자의 감소로 인해 포토다이오드로 얻은 측정 전압값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4.3. 실험 및 결과

4.3.1 광학 시스템 구성

   레이저 드라이버를 통해 600nm의 레이저 광원을 8000Hz로 펄스 변조시켜 

Source-fiber로 조직에 입사시키고 입사된 광원은 확산방정식에 따라 조직내부에

서 흡수 산란 및 투과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광원은 Source-fiber와 

일정거리에 위치한 별도의 Detector-fiber를 통해 포토다이오드로 전달되어 전압값

으로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포토디텍터에서 검출된 전압값은 Lock-in 증폭기

의 Signal channnel을 통과하면서 증폭과 필터가 취해지고 최종적으로 Lock-in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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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기의 기준 주파수를 이용하여 노이즈가 제거된 신호만을 검출한다. 이 데이터를 

PC와 직렬 통신하여 혈류량의 변화를 획득하 다. 실험간 사용한 레이저파장은 

PMS를 적용하기 위한 적절한 Optical window 역내의 660mm파장을 갖는다. 생

체조직의 온도증가를 위해서 인체를 대상으로 원적외선 온열치료기를 사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휴식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약 200sec까지는 치료기를 가동시켜 약 

33∼45˚의 온도를 부여하고 200sec이후는 치료기 가동을 정지시킴으로써 각 단계

에 따라 혈류량 관찰 실험을 실시하 다.

4.3.1. 측 정 

   피부내의 온도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제작한 프로브는 중심 간격 100mm를 

갖는다. 각각은 레이저 광원을 피부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다른 하나는 피부를 투

과하여 나온 빛을 포토다이오드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프로브의 간격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는 깊이의 프로파일이 결정된다.

그림 4.6은 660nm의 파장대를 갖는 레이저를 사용한 혈류량 관찰 결과이다. 원적

외선 온열치료등으로 가열한 지점부터는 조직 내의 흡수율의 증가에 의해 광자들

이 감소한다. 결국 포토다이오드를 통해 나타나는 신호의 세기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원적외선 온열치료등을 끈 시점에서는 증가했던 조직의 온도가 생리학

적 항상성에 의해 점차 낮아지므로 신호가 다시 상승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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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온열치료 측정결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온열치료 과정상 중요한 요소인 혈류량의 

변화를 직접 실시간으로 관찰 가능하게 된다. 조직 깊은 곳에서의 혈류량 변화정

보를 좀 더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진폭과 위상정보를 필요로 하

지만 여기에서는 진폭 즉 신호의 크기에 대한 정보만으로 혈류량의 변화를 관찰

하 다. Lock-in 증폭기는 위와 같이 이전 진폭의 크기와 현재의 진폭의 크기를 

비교하여 감소한 혈류량 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낮은 주파수 변조를 갖는 CW mothod를 사용, 체내의 온도변화에 다

른 혈류량의 변화에 따른 변화하는 흡수율의 변화를 토대로 치료의 효과를 확인

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ow modulation frequncy CW 

moethod는 Frequency domain PMS의 특별한 경우로써 저렴한 시스템 구축과 빠

른 데이터 획득이 용이하며 제작한 소형 Lock-in 증폭기로 임상 의료기기에 접목

시킨 결과 혈류량 측정기기로써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

스템을 구현하고 실험장비를 소형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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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광 신호추출을 위한 Lock-in 증폭기를 제작하여 제작한 Lock-in 증폭기를 평가

하기 위하여 혈류량을 측정하 다. 제작한 Lock-in 증폭기는 추출하고자 하는 신

호의 입력을 증폭해주고 필터를 취해주는 Signal channel과 Reference channel을 

만들어주는 주파수 발생기 부분 그리고  연산을 수행하는 Lock-in 증폭기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한 주파수 발생기는 직접 주파수 합성기로 상용화 되어 있는 

고급 디지털 Lock-in 증폭기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사용자에 의해서 주파수를 입

력받고 디스플레이해주고 주파수를 제어하는 부분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서 담당

한다. 이렇게 제작한 Lock-in 증폭기로 혈류량을 측정하기 위한 광학계를 구성하

다. 혈류량 측정은 PMS방법 중 주파수 변조를 갖는 CW mothod를 사용, 체내

의 온도증가에 따른 혈류량의 증가인해 포토다이오드로 들어오는 신호의 변화정

도를 제작한 Lock-in 증폭기로 측정하 다. Lock-in 증폭기의 주파수 발생기에서 

만든 Reference Channel의 신호로 레이저 다이오드 드라이버를 구동하고 레이저

는 펄스 변조되어 샘플 즉 피부를 투과하고 나온 빛을 포토다이오드로 검출하여 

검출한다. 포토다이오드에서 검출한 신호는 미약하고 노이즈가 많아 Signal 

channel을 통해 필터가 취해지고 Lock-in 증폭기 모듈에서 최대의 감도를 얻기위

해 적절히 증폭된 신호와 주파수 발생기에서 만들어준 기준신호로 연산과정을 거

친 후에 직류 전압의 신호를 얻게 되었다. 감도가 좋은 신호를 얻기 위해 제작한 

Lock-in 증폭기에는 많은 신호처리 과정과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

하 다. 혈류량을 측정이라는 한정되어 있는 작업에서는 Signal channel내의 증폭

도에 대한 조절과 PSD모듈의 시정수에 대한 조절이 크게 필요치 않지만, 상용화 

되어 있는 고급 Lock-in 증폭기에 있는 Signal channel에 대한 증폭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사용자 임의대로 증폭도를 조절하여 보다 감도 좋은 신호를 얻을 수 

있고, 증폭과정에서 신호의 포화를 피하기 위하여 증폭된 신호를 괴한 받아 신호

의 포화를 검출하는 회로가 있다. 또한 시정수를 조절하여 주파수 응답시간을 고

려할 수 있는 반면 제작한 Lock-in 증폭기는 이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 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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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를 얻기 위한 작업으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작한 

Lock-in 증폭기로 혈류량을 측정한 결과 상용화된 Lock-in 증폭기와 비교하여 미

소신호를 추출하는 데는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Lock-in 증폭기의 신호추출에 있

어서 각 옵션들의 데이터를 수치화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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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small-sized lock-in amplifier

 for low optical signal detection

Heo, hyun

Dept. of Biomed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small-sized lock-in amplifier that can extract 

weak signals that contain strong noise. This amplifier was successfully 

applied to a simple optical system that measure blood perfusion change in 

human skin. Lock-in amplifier is often used in an optical system in which the 

lightsource is modulated at certain frequency, transmitted through media, 

and collected by a photodetector with strong noise. The transmitted signal is 

processed by a lock-in amplifier and the signal modulated at the same 

frequency as the original source frequency is selectively collected. 

The lock-in amplifier is composed of four main components: a signal 

channel, a reference channel, a phase sensitive detector and a 

microprocessor that controls the process. First, the signal channel filters out 

the noise, amplifies, and transfers the signal to the phase sensitive detector. 

At the referencechannel, the frequency at which the source light is 

modulated is generated. The phase sensitive detector receives both signals 

from the signal and reference channels and performs th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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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which produces the final DC signal. The dynamic reserve of the 

designed lock-in amplifier was approximately 86dB which is comparable to a 

commercially available product. 

The lock-in amplifier was applied to an optical blood perfusion detection 

system. The light from a semiconductor laser was modulated at low 

frequency. After transmitted through biological tissue, the optical signal 

contains information regarding blood perfusion of human skin which is 

detected using the lock-in amplifier. The lock-in amplifier developed during 

this study is cheap to build and small-sized which make it useful for various 

biomedical applications.

---------------------------------------------------------------

Key word : Lock-in amplifier, low optical signal detection, Direct Digital 

Synthes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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