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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국 문문문문 요요요요 약약약약

근근근근적적적적외외외외선선선선 분분분분광광광광법법법법을을을을 기기기기반반반반으으으으로로로로 한한한한 산산산산소소소소포포포포화화화화도도도도 측측측측정정정정

장장장장비비비비의의의의 개개개개발발발발과과과과 응응응응용용용용

본 논문은 정밀화 첨단화 되고 있는 여러 의료진단 장비들 중 생체조직의 광학

특성 계수를 기반으로 인체의 생리 상태에 따른 혈액정보의 변화량을 획득할 수

있는 산소포화도 측정 장비를 근적외선 분광법을 기반으로 설계 및 제작하여 실

제 측정 및 임상장비로의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생체조직의 광학계수는 주로 hemoglobin의 농도 및 산소포화도에 의해 결정된

다. 생체조직의 광학계수 측정을 통해 중요한 생리학적 구성성분인 oxy

hemoglobin과 de-oxy hemoglobin 정보를 획득하여 인체 내의 생리 활성도 및 혈

류량 그리고 여러 생리학적 관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소포화도 측

정 장비는 근적외선 분광법을 기반으로 하여 확산방정식 모델링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생체조직의 광학계수를 측정 하였다. 또한 장비의 측정 방법을 투과광

측정방식이 아닌 반사광 측정방식으로 구성함으로써 투과광 측정방식의 장비의

단점이었던 측정 부위의 제약을 극복하였다. 아울러 현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재활 치료 장비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임상장비로의 응용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핵심 되는 말 : 근적외선, 산소포화도, 광학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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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장장장장 서서서서 론론론론

의학의 발달은 필연적인 의료장비의 발전을 요구하게 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

는 전산화 단층촬영기(Computed Tomography : CT), 3차원 초음파 영상(3D

ultra sound imaging), 핵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등 첨단 의

료장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방사선의 위해성과 고비용의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해결과제들이 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두 되고 있는 것이 의학과 광학의 접목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현재 레이저의 경우는 비교적 많은 분야에서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응

용 되고 있고 그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광학이 의학 분야에

충분히 응용 가능함을 대변해준다. 빛의 파장대역 중 600～1300㎚ 영역을 ‘Optical

window'라 하는데 이는 이영역대의 빛이 혈액과 물에 의한 흡수도가 낮기 때문

에 인체 투과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800～1300㎚부근의 빛을 근적외선

(near-infrared 이하 NIR)이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영상 획득 및 생리학정 정보

획득의 목적으로 많은 응용방안이 연구되고 있다.[1]

근적외선 분광 산소포화도 측정기는(Near-infrared spectroscopy oximetry 이하

NIRS oximetry) 이러한 근적외선의 특성을 활용한 예로서 수 센티미터에 이르는

비교적 깊은 생체조직내의 동맥 및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내의 혈액 정보(혈액내

의 헤모글로빈의 산소포화도, 농도 및 혈류량)를 획득하는데 많이 적용 되고 있

다.[2] 이미 펄스 옥시미터가 기본적인 임상 장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펄스

옥시미터의 경우 동맥 혈관의 맥동성분 측정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얻어진 계산

값을 적용하여 적절한 보정을 취해야 한다. 반면 NIRS oximetery의 경우 동맥내

의 산소 포화상태에 따른 흡수계수(absorption coefficient)의 맥동성분을 직접적으

로 측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아울러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사람의 뇌, 근육 등 각종 기관들에 대한 생리학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다양한 활

용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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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NIRS oximetry 시스템을 직접 제작하여 생체조직의 광학계수를 측

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산소 포화도 측정 장비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였

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위해 inverse adding-doubl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적분구

(integrating sphere)보정 시스템을 제작하여 실험간 측정부로 활용될 NIRS

oximetry 시스템의 광학 프로브 오차율을 보정 하였다. 보정된 광학 프로브를 사

용하여 전체 8채널의 광원 신호를 광다이오드를 통해 획득하였고 스위칭 회로와

lock-in amplifier을 사용하여 각각의 파장과 거리별 데이터를 구분 및 획득하였

다. 획득된 데이터를 확산 방정식 모델링(diffusion equation modeling)을 통해 생

체조직과 광원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대상조직의 광학계수중의 하나인 유유유유효효효효

감감감감쇄쇄쇄쇄 계계계계수수수수((((eeeeffffffffeeeeccccttttiiiivvvveeee ccccooooeeeeffffffffiiiicccciiiieeeennnntttt :::: μμμμeeeeffffffff))))를 측정하였다. 아울러 보다 넓은 임상분

야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활 의학에서 제시된 근육의 운동부하를 부

여한 후 변화하는 혈액정보를 두개의 파장에서 측정된 광 밀도 분포를 기반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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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222 장장장장 NNNNIIIIRRRRSSSS ooooxxxxiiiimmmmeeeettttrrrryyyy의의의의 기기기기본본본본원원원원리리리리

2222....1111.... 생생생생체체체체조조조조직직직직 내내내내에에에에서서서서의의의의 빛빛빛빛의의의의 특특특특성성성성

생체조직과 빛의 확산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3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광원은 시간에 대해 항상 일정한 양상을 갖고 조직 내로

입사한다. 둘째 대상 조직은 부위에 상관없이 동일한(homogeneous) 광학특성

(optical property)을 갖는다. 셋째 대상조직은 semi-infinite한 경계를 갖고 조직두

께는 무한하다는 조건 내에서 생체조직과 빛과의 관계를 고찰 할 수 있다.[4]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 내에서 조직 내부를 향해 광원이 입사하게 되면

그림 2.1과 같이 생체 조직 내의 광학특성에 따라 굴절과 반사(refraction and

reflection), 흡수(absorption), 산란(scattering)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림 2.1 생체 조직 내에서의 빛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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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과 반사는 그림 2.2를 참고로 하여 snell의 법칙과 Fresnel's 법칙을 따르게

되며 각각 굴절률 n(index of refraction)과 반사도 R(reflectance)로 표현된다.

그림 2.2 반사와 와 굴절

생체조직내서 흡수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조직 고유의 흡수계수 μa(absorption

coefficient)와 투과 거리에 따라 입사된 광원의 세기가 줄어들게 된다. 산란현상의

경우는 좀더 특수한 경우로서 탄성(elastic)산란과 비탄성(inelastic) 산란으로 구분

되어진다. 산란전과 산란후의 광원의 에너지가 동일한 경우를 탄성 산란이라 하

고 광원이 산란에 의해 에너지를 잃게 되면 비탄성 산란이라고 한다.[5]

산란입자들의 크기가 입사하는 광원의 파장과 비교하여 작은 크기일 때는

Rayleigh 산란이라고 하는 탄성 산란의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산란입자

의 크기가 입사광원의 파장과 유사하게 되면 더 이상 Rayleigh 산란 이론을 적용

시킬 수 없는 또 다른 산란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Mie 산란이라고 한다.[5]

일반적으로 산란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란광원의 각도에 의한 확률 함수 p

(θ)(probability function)를 사용하여 비등방성 산란계수 g (anisotropy scattering

coefficient)라는 새로운 매개변수를 도입 할 수 있다. g는 그림 2.3과 같이 입사하

는 광원이 산란입자에 의해 단일 산란을 발생한 후 전방으로 산란하는 확률의 총

합을 표현한다. 산란 광원의 궤적과 원래의 진행 방향과의 관계는 코사인 함수로

정의하고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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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비등방성 산란계수 “g”[6]

0 0
( ) cos 2 sin cos , ( )2 sin 1whereg p d p d

π π
θ θ π θ θ θ θ π θ θ= = =∫ ∫ (1)

여기서 p(θ)는 산란광원의 확률 함수이며 dω = sinθdθdφ은 구면 체적의 solid

angle 요소가 된다. 이때 g 값은 구면 체적에 대한 코사인함수의 기대값이 되며

범위는 -1 < g < 1을 갖게 된다. g = -1일 경우에는 순수하게 후방산란을 하게

되며 g=1인 경우에는 순수하게 전방 산란만을 하게 된다. g=0일 경우에는 등방산

란(isotropic scattering)을 하게 되는데 결국 산란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고유

의 산란 계수 μs(scattering coefficient)뿐만 아니라 g값에 의한 산란의 방향성까

지 고려를 해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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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생체조직과 빛 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굴절률(index of refraction = n), 반사도(reflectance = R), 흡수계수(absorption

coefficient = μa), 산란계수(scattering coefficient = μs), 비등방성 산란계수(anisotropy

scattering coefficient)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확립이 요구된다.

2222....2222.... 생생생생체체체체조조조조직직직직의의의의 광광광광학학학학계계계계수수수수

생체조직에서의 빛의 확산은 조직 내의 광학특성(optical property)혹은 광학계

수(optical coefficient)의 영향을 받으며 발생하게 되고, 여러 광학 파라미터들 중

흡수계수(μa)와 산란계수(μs) 그리고 비등방성 산란계수(g) 등이 조직 내의 광학계

수를 대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생체조직과 광원사이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언급된 흡수계수, 산란계수, 비등방성 산란계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g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

도록 한다.

흡수현상은 입사광원의 파장과 생체조직의 고유 진동수가 유사하게 되면 공진

현상에 의해 입사광원이 보유한 광자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생체조직내로 전달되

는 현상으로 의광학 분야에서는 이미 다양한 목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흡수현상

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흡수계수이며 흡수계수의 정확한 측정을 통해 광열치

료(photo thermal therapy) 및 PDT(photo dynamic therapy)등의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응용이 가능해진다.[6]

흡수계수의 물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생체조직 내에 이상적인 구형의 흡수

입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입자 내로 입사하는 광원은 입자 고유의 흡수 현상

에 의해 광 경로가 차단되어 입자 뒤에서 가상의 그림자를 생성하게 된다. 이 그

림자를 흡수에 의해 발생하는 유효 단면적 (effective cross-section = σa[cm2])이

라 하며 입자 고유의 흡수율(absorption efficiency = Qa)에 비례하여 식 (2)와 같

이 실제 흡수 입자의 단면적(cross section = A[cm2])보다 크거나 작아질 수 있

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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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 [ ] [ ]a a acm Q A cmσ = − × (2)

흡수계수 μa[cm-1]는 이러한 유효단면적을 지닌 입자들의 농도에 의해 최종적으

로 표현됨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흡수 입자의 전체 밀도를 고려하여 식 (3)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4는 흡수입자에 의해 발생한 유효 단면적을 나타낸다.

1 3 2[ ] [ ] [ ]a a acm cm cmµ ρ σ− −= × (3)

그림 2.4 흡수입자에 의한 유효 단면적의 생성

그림 2.5는 생체 조직 내의 여러 흡수물질에 대한 파장별 흡수계수를 보여준다.

광원의 파장이 600～1300㎚부근의 빛은 조직 내의 수분, 혈액 및 기타 구성 성분

에 대해 흡수계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 내로 깊게 입사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앞에서 설명했던 “optical window"가 바로 이 파장 영역으로서 현재

많은 분야에서 응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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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생체조직의 파장별 흡수계수[6]

산란 현상은 생체 조직 내로 입사하는 광원과 생체조직 사이의 굴절률의 변동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의광학 분야에서의 산란현상은 그림 2.6과 같이 Rayleigh 산

란과 Mie 산란을 동반하며 필연적으로 흡수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흡수계수와

산란계수는 동일 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6]

그림 2.6 생체조직의 초미세구조에 의한 산란 현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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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생체조직의 고유한 산란현상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산란계수 μs[㎝-1]며

흡수계수와 유사한 수식적 표현이 가능하다. 흡수계수와 마찬가지로 생체조직 내

에 이상적인 구형의 산란 입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입자 내로 입사하는 광원

은 입자 고유의 산란 현상에 기존의 입사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굴절되어 진행하

게 되고 처음 입사방사 방향에 대하여 산란에 의한 가상의 그림자를 생성하게 된

다. 산란에 의해 발생하게 된 광 경로축의 그림자를 산란에 의해 발생하는 유효

단면적 (effective cross-section = σa[cm2])이라 하며 입자 고유의 산란율

(absorption efficiency = Qa)에 비례하여 식 (4)와 같이 실제 산란 입자의 단면적

(cross section = A[cm2])보다 크거나 작아질 수 있다.[6]

2 2[ ] [ ] [ ]s s scm Q A cmσ = − × (4)

산란계수 μs[cm-1]는 이러한 유효단면적을 지닌 입자들의 농도에 의해 최종적으

로 표현됨으로 흡수계수와 마찬가지로 산란 입자의 밀도를 고려하여 식 (5)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7은 산란입자에 의해 발생한 유효단면적을 나타낸다.

1 3 2[ ] [ ] [ ]s s scm cm cmµ ρ σ− −= × (5)

그림 2.7 산란입자에 의한 유효 단면적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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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조직 내에서의 산란현상은 주로 전방(g=0.8～0.9)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앞

에서 설명했던 등방성 산란의 영향이 적다. 다시 말하자면 생체조직내의 광원은

등방산란보다는 전방산란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작은 단위의 산란의 개념 보다 큰

단위의 산란개념이 적용 돼야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려된 광학계수로 감약

산란계수 μs'(reduced scattering coefficient)가 있다. 이를 식 (6) 표현하였다.

2' (1 ) [ ]s s g cmµ µ= − (6)

즉 이 계수는 전방산란에 의한 비등방성 산란의 영향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조직

내에서만 발생하는 산란현상을 고려한 계수이다. 특히 감약 산란계수는 생체조직

내부를 지나는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대역의 광원에 대한 확산영역을 다루는데

유용한 파라미터가 된다. 예를 들면 그림 2.8은 일반적인 생체조직의 g값을 0.9로

가정 하였을 때 감약 산란계수의 적용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 2.8 생체 조직 내의 감약 산란계수 적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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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평균이동경로(mean free path=mfp)는 산란광원이 최초로 단일산란을

발생키기 전까지 광원이 이동한 거리를 뜻한다. 그림과 같이 평균이동 경로가 10

번의 작은 단위의 산란을 통해 목적위치에 도달할 때 감약 산란계수에 의한 감약

평균이동 경로(reduced mfp = mfp')는 한번의 큰 단위의 산란으로 표현된다.

특히 감약 산란계수는 본 연구에서 NIRS oximetry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제 측정

하고자 하고자 하는 유효 감쇄 계수 μeff를 측정 시에도 유용한 파라미터가 된

다.[6]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측정하고자하는 유효 감쇄 계수는 앞에서 설명한

흡수계수 μa와 감약 산란계수 μs'에 의해 다음 식 7과 같이 표현된다.

3 ( ')eff a a sµ µ µ µ= + (7)

2222....3333.... 생생생생체체체체조조조조직직직직 내내내내의의의의 광광광광원원원원 확확확확산산산산 모모모모델델델델링링링링

생체조직과 빛의 확산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확산 방정식 모델링과 몬

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확산 방정식 모델링

을 기초로 하여 생체조직과 광원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1) Fick's 1st 확산법칙

생체조직 내를 투과하는 광원의 유량(Fluence rate = F(r,t), [W cm-2])은

광자에너지의 농도(concentration of optical energy = C(r,t), [J cm-3])와

조직 내에서의 광속(speed of light = c, [cm/s])에 비례한다. 이를 표현하면

식 (8)과 같다.

( , ) ( , )F r t cC r t= (8)

그림 2.9에서와 같이 유동율(flux = J, [cm-2 s-1])은 앞에서 언급한 광자에

너지 농도의 음의(-) 기울기 즉 편미분 값과( /C x−∂ ∂ , [cm-4])

거리에 따른 확산도(diffusivity = χ , [cm2/s])에 비례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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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하면 식 (9)과 같다.

그림 2.9 유동률의 정의

2 1 2 4[ ] [ / ] [ ]
C

J cm s cm s cm
x

χ− − −∂= × −
∂

(9)

이때 확산도 χ 는 조직 내의 광속과 확산 거리(diffusion length

= D, [cm])에 비례 하게 되며 식 (10)와 같이 표현된다.

2[ / ] [ / ] [ ]cm s c cm s D cmχ = × (10)

아울러 식 (8)에서
3( , )[ ] ( , ) /C r t Jcm F r t c− = 이고 식(10)에

의해 조직 내의 광속 c는 삭제 될 수 있고 이를 식(9)

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식 (11) 을 얻게 된다.

2 3[ ] [ ] [ ]
F

J W cm D cm J cm
x

− −∂= × −
∂

(11)

결국 유동률은 확산거리 와 유량의 음의(-) 기울기로 표현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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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k's first 확산법칙이라 할 수 있다.[6]

(2) Fick's first 확산법칙의 적용

그림 2.10은 임의의 거리 r에서의 Fick's first 확산법칙의 적용을 위한 기본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 2.10 거리 r에서의 확산 반사량 모델링

r=0 인 지점 F(0)에서 미소면적 A에 미치는 순수 유동률(net flux)의 영향은

식(12)에 의해 표현되고 미소면적 A를 지나는 산란현상의 요소들은 식

(13)과 같다.[6]

neglect higher order terms( ) (0) .....
F

F r F r
r

∂≈ + +
∂

(12)

2
surviving scattered flux

cos

4

A

r

θ
π

= (13)

위와 같은 산란현상의 요소들을 반구 전체의 가능한 거리와 각도에서 전부

적분을 취하게 되면 식 (14)을 얻는다.

/ 2

2
0 0

cos
( ) exp( ) 2 sin

4s t

A
J F r r r rd dr

r

π θµ µ π θ θ
π

∞

+ ≈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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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생체 조직 내에서의 확산에 의한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 및 흡수

계수와, 산란계수에 따른 반사율(Reflectivity = R(ρ;μa,μs'))을 계산하기 위해

서는 그림 2.11와 같은 경계조건 내에서 식 (15) 에서와 같이 광원의 유동률

J와 경계면 사이의 유량의 합을 알아야 한다.[7]

그림 2.11 확산 방정식 모델링을 위한 경계조건

1 2( ; , ') ( ) ( )a s zR C C Jρ µ µ ρ ρ= Φ + (15)

이때 C1과 C2는 경계면에서의 조직표면과 검출 광섬유사이의 굴절률 및

검출 광섬유의 절대 구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수 값이다.[7] 반사율을 구

성하는 광원의 유량 및 확산의 유동률은 식(16), (17)과 같이 표현된다.

1 2

1 2

exp( ( )) exp( ( ))1
( )

4 ( ) ( )
eff effr r

D r r

µ ρ µ ρ
ρ

π ρ ρ
− − 

Φ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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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1

2

2
2 2

exp( ( ))1

( ) ( )1
( )

4 exp( ( ))1 1
2

( ) ( )

eff
eff

z
t eff

b eff
t

r

r r
J

r
z

r r

µ ρ
µ

ρ ρ
ρ

πµ µ ρ
µ

µ ρ ρ

+

+

 − 
  
  =  −  
 + +  
    

(17)

여기서 ' 't a sµ µ µ= + 이며
1/ 2[3 ( ')]eff a a sµ µ µ µ= + 이 된다.

지금까지 생체조직과 빛의 확산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제안하였다. 하지만 위에 제시된 절대적인 모델링을 실제 실험에 적용하기는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식들을 간단히 근사화 하여 실제 실

험에 적용하기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산반사율 R(r)은 앞

에서 설명한 확산 방정식 모델링의 간단한 정리를 통해 대략 식 (18)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k는 양의 상수)

( ) exp( / )R r k r δ≈ − (18)

여기서 r은 광원 광섬유와 검출 광섬유 사이의 거리이며, δ는 광원의 투과 깊이로

써 광원의 세기가 약36.7% 감소하는 지점이 된다. 즉 δ=1/μeff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여 각 거리에 대한 반사율을 기울기를 구하면 식 (19)를 얻을 수 있

다.[8][9]

2slope of   ln{ ( )} effr R r K µ= ×g (19)

광원 광섬유와 검출기 사이의 각각의 거리 r과 함께 반사율R(r)은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 거리에 대한 반사율과 상수값 K를 결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유효 감약 계수 μeff를 측정 할 수 있다.

상수 K값은 바로 NIRS oximetry 시스템의 광학 프로브 보정 값으로서 적분구

보정 시스템을 통해 측정한 가상 샘플의 광학계수를 사용하여 점근선 근사화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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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계수의 정확한 측정은 NIRS oximetry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광학 프로

브 보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이다. NIRS oximetry 시스템의 프로브 보정을 위

해서는 가상의 샘플을 제작하여 광학계수를 측정하고 알려진 측정값을 바탕으로

각각의 측정 거리에서의 오차율 K값을 계산해야 한다. 광학계수 측정 방법 중 가

장 기본적인 방법인 적분구 측정방법은 in-vivo 측정방법에 비해 생체조직의 여

러 구조를 각각 구분하여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생체조직의 샘플을

적출하여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직 그대로의 광학 특성과는

오차가 존재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시스템의 구성이 간단하고 광학계수

계산을 위한 데이터 획득이 용이 하기 때문에 의광학 뿐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서

광학특성 측정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10] 적분구의 특징은 입사된 광원이

내부의 특수 코팅에 의해 약 97～99%이상 확산방사(diffuse irradiance)를 하게

된다. 입사광원의 확산 방사 강도를 광다이오드에 의해 전압의 형태로 측정하게

되는데 그림 3.1은 입사된 광원이 적분구 내에서의 확산 방사를 거쳐 검출기를

통해 검출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입사광원의 확산 방사 강도는 식 (20)에 의해 획

득 할 수 있다.

1

2

1

1

s
d

d
d

A
b R

A
P

b R

 −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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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적분구 내에서의 확산 방사 강도[6]

여기서 P는 입사광원의 강도, Rd는 확산방사에 의한 반사율, As는 적분구에 대한

샘플의 넓이, A는 완전한 구형으로 가정한 적분구의 내부면적 이다. b1과 b2는 적

분구의 구 상수(sphere constants)이며 식 (21), (22)에 의해 얻어진다.

1 2

1
,

1 1

A Am
b b

A m A m
δ δ

α α
= =

− −
(21)

[ ( )] /s aA A A A Aδα = − + + (22)

여기서 m은 적분구 내의 코팅에 의해 결정되는 확산 반사율 이며, Aδ는 광다이오

드의 유효 면적이다. 식 (22)의 α는 적분구의 실제 유효 면적으로서 전체 내부 면

적 A와 A에서 샘플이 닿는 면적 As, 광다이오드의 유효 면적Aδ, 기타 출구의 면적

Aα를 제외한 면적 사이의 비율을 나타낸다. 확산 방사 강도에 의한 샘플의 반사율

과 투과율은 식 (23)에 의해 표현 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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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2

( )
, (reflectance)

1

( )
, (transmittance)

1

cd c
d

d

c cd
d

d

b R R
p P

b R

b T T
p P

b R

α

α

+=
−
+=

−

(23)

Rcd와 Rc는 각각 평행 광원에 대한 샘플의 확산 반사율 및 산란되지 않은 전반사

(specular Fresnel reflection)이며, Tcd와 Tc는 각각 평행 광원에 대한 샘플의 확

산 투과율 및 비산란 평행 투과도(unscattered collimate transmittance)다. [11]

실제로 광학 프로브의 오차율을 보정하기 위한 적분구 측정 방법은 총 반사율

(total reflectance)과 총 투과율(total transmittance)의 두 가지의 데이터가 필요하

다. 제시한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그림 3.2와 3.3과 같이 샘플의 반사율과 투과

율을 획득한 후 이를 기준값으로 각각 나누어 주면 총 반사율과 총 투과율이 된다.

그림 3.2 확산 방사 강도의 기준값 측정

반사율이 0.99에 이르는 표준 반사(reflectance standard) 포트를 그림 3.2와 같이

설치하여 전체 입사광원의 확산 방사 강도를 측정한다. 이는 총 반사율과 총 투

과율을 얻기 위해 사용할 기준값이 되며 샘플의 반사율과 투과율은 그림 3.3과

같은 구성을 통해 각각의 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10]



- 19 -

그림 3.3 샘플의 투과율(좌)과 반사율(우)의 측정 방법

적분구를 통해 얻은 총 투과율과 총 반사율은 inverse adding- doubling 프로그

램(by Oregon Medical Laser Center)의 입력 파일을 통해 처리된다. 입력 파일의

기본 형식은 그림 3.4에 제시되었다.

그림 3.4 Inverse adding-doubling 프로그램의 기본 입력 파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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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파일형식을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총 투과율과 총 반사율 이외에도

비산란 투과도(unscattered transmission) 및 전반사량(specular transmission)그리

고 구 상수(sphere constant) 값 등의 여러 입력 변수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변수들

은 이중 적분구(double integrating)시스템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단일 적분구 시스

템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그림 3.5와 같이 간단한 입력 형식으로도 데이터를

획득 할 수 있다.[11]

그림 3.5 단일 적분구 시스템에서의 간단한 파일 입력 형식

inverse adding-doubling 프로그램에 의해 획득된 데이터는 알베도 a(albedo), 광 밀

도 OD(optical density), 비등방성 산란계수(g)의 형태로 결과를 출력하기 때문에

획득된 세 개의 결과 값을 사용하여 식 (24)과 (25)의 계산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 흡수계수와 산란계수를 측정하게 된다.

(albedo) , OD ( ) sample thicknesss
a s

a s

a d d
µ µ µ

µ µ
= = + =

+
(24)

OD (1 ) OD
,s a

a a

d d
µ µ× − ×=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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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1111....2222 NNNNIIIIRRRRSSSS ooooxxxxiiiimmmmeeeettttrrrryyyy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측측측측정정정정방방방방법법법법

조직 내의 확산광원을 측정하기 위한 NIRS의 측정방법에는 크게 CCCCoooonnnnttttiiiinnnnuuuuoooouuuussss

WWWWaaaavvvveeee ((((CCCCWWWW)))) 측측측측정정정정방방방방법법법법,,,, 시시시시간간간간영영영영역역역역((((ttttiiiimmmmeeee----ddddoooommmmaaaaiiiinnnn ==== TTTTDDDD)))) 측측측측정정정정방방방방법법법법 그그그그리리리리고고고고 주주주주파파파파

수수수수 영영영영역역역역((((ffffrrrreeeeqqqquuuueeeennnnccccyyyy ddddoooommmmaaaaiiiinnnn ==== FFFFDDDD)))) 측정 방법 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7] 먼

저 CW 측정방법(CW method)은 위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쉽게

구성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림 3.6에서와 같이 광원 광섬유(source fiber)서

조사되는 광원은 생체조직의 광학특성과 확산현상에 의해 각각 일정거리에 위치

한 검출 광섬유(detector fiber) 내로 들어가 검출기를 통해 전압신호로 변환된다.

사용되는 광원의 세기는 일정한 레벨로 고정되어 발생되고 입사된 광원의 세기를

광원 광섬유와 검출 광섬유사이의 거리 또는 파장의 함수 형태로 측정하게 된다.

각 거리에서 획득한 전압신호를 기반으로 거리별 광자의 강도에 대한 로그 값을

취하게 되고 이것의 기울기가 바로 본 논문에서 측정하고자하는 유효 감쇄계수 μ

eff가 되는 것이다.

그림 3.6 NIRS 측정 방법 및 CW 측정 방법

시간영역 측정방법(TD method)은 매우 짧은 시간동안 광원이 펄스 형태로 입

사되어 조직을 통과하고 검출된 광신호의 시간에 대한 점 퍼짐 함수(temporal

point spread function)를 측정함으로 생체조직 내의 정보를 획득한다. 그러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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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제작비용이 많이 들고 측정 간 매우 정확한 검출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성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영역 측정방법(FD

method)은 입사광원의 세기를 수 백 ㎒ 단위로 변조시킨 후 조직 내로 입사시키

게 되면 변조 주파수에 따라 감쇄된 교류 신호와, 직류 신호뿐만 아니라 변화된

위상신호까지도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 정보에 대한 정확도가 다른 방법들 보다

비교적 높다.[7] 그림 3.7은 시간영역 측정방법과 주파수 영역 측정방법의 기본

개념이다.

그림 3.7 시간영역 측정 방법과 주파수영역 측정 방법

주파수영역 측정 방법은 시간영역 측정 방법 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시

스템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연구되고 있는 NIRS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CW 측정방법에 비해서는 비교적 복잡한 시스템 구성이 요구 되고

광원을 수 백 ㎒ 단위로 변조하기 위한 고주파 발생장치 및 신호 처리 장비가 추

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CW 측정방법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비용이 요구 된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NIRS oximetry 경우 간단한 구성 장비와 프로그램을 통

해 주로 조직 내의 광학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림 3.8과 같

이 NIRS 시스템 구성방법 중에서 CW 측정 방법을 기본 시스템으로 하고 아울

러 주파수 영역 측정 방법의 장점만을 적용하여 낮은 대역의 변조 주파수를 부여

한 CW 측정 방법 (low modulation frequency CW measurement)을 제안 하였

다.[7] CW 측정방법은 시스템 구성이 간단하고 사용 장비의 소형화가 가능하지

만 확산 광원의 반사도(diffuse optical reflectance)의 세기(intensity)만을 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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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사이의 거리 및 파장의 함수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광원의 투과 깊이가 깊

어질수록 흡수 및 산란에 의한 극심한 감쇄 현상으로 인해 조직 깊은 곳의 정보

획득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림 3.8 저주파 대역의 변조신호를 부여한 CW 측정방법

안정적인 데이터 획득과 보다 광범위한 생체 조직 내의 임상정보를 획득하기 위

해 주파수 영역의 측정 방법과 같이 입사하는 광원의 세기를 일정한 낮은 대역의

주파수로 변조시킨 후 동일 위상 검출 방법(phase sensitive detection)을 사용하

여 확산 광원에 대한 측정 민감도를 높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방법의 경

우 주파수 영역 측정 방법의 특별한 경우로써 광원세기의 변조 주파수가 수 ㎑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보다 정확한 생체 조직 구조의 영상 획득 및 혈

액정보를 얻기 위한 주파수 측정방법으로의 전환이 비교적 손쉽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 측정방법으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3333....1111....3333 NNNNIIIIRRRRSSSS ooooxxxxiiiimmmmeeeettttrrrryyyy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응응응응용용용용방방방방법법법법

NIRS oximetry 시스템을 사용하여 유효 감약 계수 μeff를 측정하고 이를 실제

임상분야에서 획득할 수 있는 혈액정보 관찰에 적용시켜 보았다. 혈액정보를 획

득하기위한 기본 실험으로서 cuff를 사용하여 정맥을 차단하였을 때 변화하는 변

수들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uff를 사용하여 정맥을 80㎜Hg 압력으로 차

단했을 때의 각 파장에 대한 1, 2, 3cm의 거리에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획득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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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기반으로 혈액정보에 대한 변화량을 관찰하였다. 아울러 재활치료 시에 사

용하는 가열이 가능한 저주파 전류 발생기를 사용하여 생체 조직 내에 운동부하

를 부여 했을 때의 산소 포화도 변화 경향을 살펴보았다.[14] 운동 부하 부여 시

에 660㎚와 830㎚의 각 파장별 광학 밀도의 변화량 차이는 곧 혈액정보의 변화를

의미함으로 아래 식들을 통해 변화하는 혈액정보를 획득 할 수 있다.

1

( ) ( )
N

a j i j i
i

Cµ λ ε λ
=

= ∑ (26)

식 (26)에 의하여 흡수계수의 측정은 파장별 혈액 농도 Ci를 결정 할

수 있고 여기에 투과 거리 d를 대입시키면 식 (27)과 같이 동일 파장

에서의 광학밀도 Dλ를 얻을 수 있다.

0ln( / )D I I Cdλ λε= = (27)

이때 Io는 입사광원의 세기이며 I는 조직을 투과한 후 측정하게 되는 광원의 세기

즉 확산 반사량에 의해 측정되는 광자들의 세기이다. 파장별 광학밀도 Dλ와 oxy

hemoglobin 과 de-oxy hemoglobin의 각각의 흡광계수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산

소 포화도 S는 식 (28)과 같이 획득된다.

1 2 1 2

2 2 1 2 1 1

/

( ) / ( )

d d

o d o d

D D
S

D D
λ λ λ λ

λ λ λ λ λ λ

ε ε
ε ε ε ε

−=
− − −

(28)

여기서 1
o
λε 와 1

d
λε 는 파장 λ1에서의 oxy hemoglobin과 de-oxy

hemoglobin의 흡광 계수이며, 마찬가지로 2
o
λε 와 2

d
λε 는 λ2에서의 oxy

hemoglobin과 de-oxy hemoglobin의 흡광 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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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222.... 전전전전체체체체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설설설설계계계계

3333....2222....1111.... 적적적적분분분분구구구구 보보보보정정정정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설설설설계계계계

그림 3.9 적분구 보정 시스템의 설계

그림 3.9은 실험간 구성한 적분구 보정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광원으로는 텅스

텐 할로겐램프(THQ lamp 500W, Oriel)를 사용하였으며 파장별 광학계수를 측정

하기 위해 분광기(TRIX 180, HORIBA JOBIN YVON)내로 입사 시킨다. 입사 시

에는 분광기 내의 회절격자(diffraction grating)의 크기와 램프의 초점거리를 고려

하여 입사광원에 대한 최적의 효율거리(effective distance)를 계산한다. 여기서 효

율거리란 램프로부터 분광기 내로 입사된 광원이 분광기 내의 회절격자에 의해

분광되고 다시 밖으로 나갈 때 양질의 광원분포를 갖기 위한 최적의 거리를 의미

한다. 이에 대한 최적거리는 계산결과 ≒≒≒≒ 2222....5555ccccmmmm임을 알 수 있다. 분광기에서 방

출되는 광원은 비교적 단색성(mono-chromatic)이며 가우스(Gaussian) 분포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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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를 적분구 내로 입사시키기 위해서는 일련의 광학계를 통해 광원이

평행하게 되어야 하고 단면적이 줄어든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ZEMAX

광학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림 3.10과 같이 가상의 광학계를 구성, 요구되

는 렌즈의 종류 및 최적의 렌즈 위치를 분석하였다.

그림 3.10 ZMAX 프로그램을 사용한 광원의 설계

가상의 광학계를 기반으로 하여 분광기에서 방출되는 광원은 대물렌즈(×20,

Newport)를 사용하여 초점을 맺히게 한다. 이곳이 바로 광학 직류-교류 변환기

(optical chopper)가 위치하는 곳으로서 일정한 주파수로 광원의 세기를 변조 시

킨다. 대물렌즈를 지나 초점이 맺힌 광원은 평행화를 위해 두개의 렌즈를 지나면

서 적분구의 입구에서 광원의 단면적이 5㎜가 되고 출구 부근에서 초점(focus)이

맺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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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2222....2222.... NNNNIIIIRRRRSSSS ooooxxxxiiiimmmmeeeettttrrrryyyy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설설설설계계계계

본 연구에서 적용한 NIRS 시스템은 본래 조직의 흡수와 산란정보를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600～1000㎚의 광원을 사용한다. 해당 파장영역의 광원을 사용

함으로써 측정 할 수 있는 혈액의 산소포화도, oxy-hemoglobin의 농도 및 혈압

그리고 혈류량 등의 기본적인 혈액정보의 경우 진단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임상

정보로서 여러 oximetry 시스템이 측정하고자하는 궁극적인 데이터가 된다.[12]

그림 3.11 NIRS oximetry 시스템의 광원 파장 선택

NIRS oximetry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oxy와 de-oxy hemoglobin의 파장

영역 중 그림 3.11과 같이 λ1<λiso≤λ2를 만족하는 2개의 파장을 선택해야 한다. λiso

는 oxy-hemoglobin과 de-oxy-hemoglobin의 흡광계수(extinction coefficient)가 동

일한 지점의 파장으로서 약 800㎚부근이 된다. 먼저 λ1의 경우 λiso보다 짧은 대역

의 파장을 선택하게 되고 λ2의 경우 λiso와 비슷하거나 비교적 긴 파장대역의 광원

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산소포화도 측정시의 민감도를 최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λλλλ1111==== 666666660000㎚㎚㎚㎚,,,, λλλλ2222====888833330000㎚㎚㎚㎚을 선택 하였다. 660㎚파장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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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 hemoglobin과 de-oxy hemoglobin의 흡광도차이가 비교적 큰 범위로 발생 하

는 영역인 반면 830㎚파장의 경우는 반대로 차이가 적게 발생하는 영역이다. 선

택된 두개의 파장의 각각의 흡광도 차이로 인해 oxy hemoglobin과 de-oxy

hemoglobin의 농도차이를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3] 선택된 두

개의 파장에 해당되는 광원으로서는 레이저 다이오드(LD)를 선택했다. 특히 외부

아날로그 주파수 신호에 의해 변조가 가능한 LD를 선택함으로써 시스템 구성 시

에 요구되는 광원의 저주파 대역의 변조를 가능케 하였다.

그림 3.12 NIRS oximetry 시스템의 설계

그림 3.12는 실제 NIRS oximetry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파장 선택 과정을 통해

결정된 660㎚(ML101J8, Mitsubishi)와 830㎚(HL8325G, Hitachi)의 두개의 LD는

레이저구동 드라이버(IP 500, thorlabs)를 통해 각각 2㎑와 3.5㎑의 주파수 대역으

로 변조된다. 광원의 세기를 확보하기위해 대물렌즈 및 간단한 광학계를 사용하

여 LD광원을 집속시킨다. 집속된 광원은 600㎛의 multi-mode 광섬유로 입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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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광섬유의 유효구경을 고려하여 최대한 광원을 집속시켜 입사를 시켜야 한

다. 광섬유는 광학 프로브와 연결되어 생체 조직과 밀착 되게 된다. 광섬유를 통

해 전달되는 광원을 digital power meter를 사용하여 각각 15㎽의 세기를 갖도록

레이저 구동 드라이버의 입력 전류를 조절한다. LD는 정전기에 및 과전류에 따른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스템 설계 시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3.13 광학 프로브의 설계

광학 프로브는 그림 3.13에서와 같이 직접 설계를 통해 제작하였다. 거리별 데이

터를 측정하기 위해 각 파장에 대해 1, 2, 3, 4㎝ 거리에 광다이오드(photo diode

: FDS100, thorlabs)가 각각 접속, 전체 8개의 광다이오드를 통해 데이터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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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8개의 광다이오드는 앞에서 설명한 확산 모델링의 과정을 거쳐 밖으

로 나온 광자들을 검출하게 되며 830㎚대역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하기 때문

에 그림 3.14과 같이 근적외선 영역의 응답률이 높은 광다이오드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NIRS 시스템은 각각의 위치에 검출 광섬유를 위치시키고 광학 스위치

(optical switch)를 사용하여 하나의 광다이오드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기도 하

지만 시스템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저렴한 비

용으로 신호측정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광다이오드를 프로브 내로

접속시켰다. 생체조직과의 접합 부분인 알루미늄 판은 광 절연(optical isolation)

을 위해 검은색의 무광택 anodizing 처리를 하였다. 광원 광섬유를 거쳐 생체 조

직 내로 입사된 광원은 확산 방정식 모델링에 따라 조직 내부에서 고유의 광학특

성에 따른 흡수, 산란 및 투과 과정을 거치며 확산 반사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확

산 반사된 photon들은 각각의 파장에 대해 1, 2, 3, 4㎝의 일정 거리에 위치한 광

다이오드 내로 전달되어 입사 광자량에 비례하는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며 발생된

전류는 전류-전압 변환 회로 (current to voltage circuit)를 통해 전압 형태로 변

환 된다. 각각의 광다이오드에서 검출된 전압신호는 신호의 구분을 위해 4-to-4

아날로그 스위치(MC14066, Motorola)로 전달되고 DAQ 보드(ES60253, NI)의 디

그림 3.14 광다이오드의 파장별 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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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단자에서 출력되는 동기화 신호에 의해 거리별 입력 신호를 구분하게 된다.

검출된 voltage signal은 최종적으로 lock-in amplifier(SR830 DSP, SRS)에서 레

이저 구동드라이버의 변조 주파수와 유사한 주파수의 확산 광자들의 밀도파

(photon densit wave)를 감지하여 동일 위상 검출(phase sensitive detection)을

하게 된다. 검출된 신호는 증폭기 내에서 잡음을 제거 후 직류형태의 전압신호로

획득된다. 이를 DAQ 보드를 사용, PC와 연동하여 Labview 프로그램을 통하여

획득 신호를 저장 및 디스플레이 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그림 3.15로 표현하였다.

그림 3.15 신호획득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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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장장장장 결결결결과과과과 및및및및 고고고고찰찰찰찰

4444....1111 적적적적분분분분구구구구 보보보보정정정정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광광광광학학학학계계계계수수수수 측측측측정정정정

4444....1111....1111 데데데데이이이이터터터터 분분분분석석석석

그림 4.1 inverse adding-doubling 프로그램 연산 결과

그림 4.1과 그림 4.2는 10%intra-lipid(물 100㎖ + intra-lipid 10g)의 inverse

adding-doubling 프로그램 연산 결과 및 데이터 처리후의 660㎚와 830㎚의 산란

계수와 감약 산란계수를 나타내었다. 비교를 위해 Oregon Medical Laser Center

에서 측정한 광학계수를 각 파장별 계수값 아래쪽에 제시 하였다. Intra lipi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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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분야에서 주로 영양을 공급하는 정맥주사의 일종으로서 가상의 생체조직의

샘플 제작 시에 산란 입자로 사용되는 물질이다.[15] 대부분 산란현상을 발생하기

때문에 흡수계수는 고려하지 않고 산란 계수 및 감약 산란계수만을 고려하였다.

그림 4.2 10% intra lipid의 산란계수(좌)와 감약 산란계수(우)

제시된 결과와 같이 각각의 파장에서 오차 범위 내의 측정 결과를 보여 주었다.

산란계수의 정확한 측정은 적분구 보정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작

업으로서 흡수인자의 광학계수 측정 시에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실

험을 통해 입증한 적분구 시스템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가상의 샘플 제작 시 흡수

인자로 주로 사용되는 0.5%(물 100㎖+nutral red 0.5g)의 nutral red의 흡수계수를

측정 하였다. 가상의 샘플제작 시에 흡수인자로 사용되는 다양한 색소들이 있지

만 그중에서도 nutral red의 경우는 가시광선 파장 영역에서 인체 내의 혈액과 유

사한 스펙트럼을 갖는 색소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상의 조직샘플 제작 시에

흡수인자로 사용 되었다. 그림 4.3은 제작한 nutral red 샘플의 흡수계수를 적분구

보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다. 666666660000㎚㎚㎚㎚ ==== 1111....9999㎝㎝㎝㎝----1111,,,, 888833330000 ==== 1111....0000㎝㎝㎝㎝----1111의 흡

수계수를 샘플 측정을 통해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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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0.5% Nutral red의 흡수계수

4444....1111....2222 오오오오차차차차율율율율 보보보보정정정정 및및및및 실실실실제제제제 광광광광학학학학계계계계수수수수 측측측측정정정정

NIRS oximetry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각 파장

에 대한 거리별 보정 요소 K의 값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660㎚, 830

㎚의 파장별 생체 조직의 광학계수는 표 4.1과 같다.[8]

표 4.1. 생체조직의 측정 파장별 광학계수

광학계수
파 장 μa[cm-1] μs'[cm-1] μeff[cm-1]

660[㎚] 0.1 9.4 1.971

830[㎚] 0.156 8.94 2.063

생체조직의 광학계수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가상의 샘플 제작을 위해 흡수 인자

로 앞에서 설명한 nutral red를 사용하였고 산란인자로는 intra-lipid를 사용하였

다. 감약 산란계수는 일반적인 생체 조직의 g값이 8.5인 점을 감안하여 샘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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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고려하였다. 흡수인자와, 산란인자의 농도를 변화시켜 가며 연속적인 측정을

통해 생체조직과 유사한 광학특성을 갖는 인자의 농도를 계산한 결과 iiiinnnnttttrrrraaaa----lllliiiippppiiiidddd

==== 1111....2222%%%%,,,, nnnnuuuuttttrrrraaaallll rrrreeeedddd ==== 0000....00004444%%%%의 결과를 얻었다. 제작된 가상의 생체조직 샘플의

기울기 μeff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구성한 NIRS oximtry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작

된 가상의 샘플의 광학계수를 직접 측정한다. 그림 4.4은 파장별 거리별로 측정한

가상의 샘플의 실제 측정값이다.

그림 4.4 각 파장별, 거리별 실제 측정값

기준값에 대한 각 파장별 거리별 오차율이 바로 광학 프로브의 보정요소가 되는

것이다. 표 4.2는 각 파장별 거리별 보정요소를 나타낸다.

표 4.2. 각 파장별 거리별 보정요소

파 장
거 리 660㎚ 830㎚

1㎝ 0.8333 1.526653

2㎝ 1.055557 1.795175

3㎝ 1.321291 1.83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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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222 NNNNIIIIRRRRSSSS ooooxxxxmmmmeeeettttrrrryyyy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적적적적용용용용

4444....2222....1111 NNNNIIIIRRRRSSSS ooooxxxxmmmmeeeettttrrrryyyy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광광광광학학학학계계계계수수수수 측측측측정정정정

표 4.3은 NIRS oxmetry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체 10명의 피 실험자중 4명의

상완에서 측정한 각각의 파장에 대한 거리별 데이터다.

표 4.3 NIRS oxmetry 시스템의 거리별 측정 데이터
unit : [㎷]

피 실험자 1 2 3 4

파장
거리 660㎚ 830㎚ 660㎚ 830㎚ 660㎚ 830㎚ 660㎚ 830㎚

1㎝ 56.37 217.6 34.92 177.35 57.44 169.43 29.62 153.86

2㎝ 3.281 20.97 2.375 12.678 3.347 13.71 1.416 13.582

3㎝ 0.570 3.197 0.330 1.943 0.467 2.108 0.243 1.875

측정 신호가 미약한 4㎝ 거리의 데이터를 제외한 1, 2, 3㎝거리의 측정값을 사용

하여 상완의 확산 반사광을 측정하였다. 각 거리별 반사율 측정 시에 기준이 되

는 전체 입사광원의 세기는 666666660000㎚㎚㎚㎚ ==== 666622223333㎷㎷㎷㎷,,,, 888833330000㎚㎚㎚㎚ ==== 888855556666㎷㎷㎷㎷ 다. 표 4.4는 앞에서

측정한 거리별 확산 반사광을 전체 입사광원에 대한 반사율로 표현한 결과다.

표 4.4 각 파장별 거리별 반사율 측정 결과

피 실험자 1 2 3 4

파장
거리 660㎚ 830㎚ 660㎚ 830㎚ 660㎚ 830㎚ 660㎚ 830㎚

1㎝ 0.09048 0.2542 0.056 0.2071 0.09219 0.1979 0.04754 0.17974

2㎝ 0.005266 0.02449 0.00381 0.01491 0.005372 0.01601 0.00227 0.01586

3㎝ 0.000914 0.00373 0.000529 0.00226 0.000749 0.00246 0.00039 0.00219

이미 획득된 거리 r과 반사율 R(r)의 데이터 사용하여 2ln{ ( )}r R rg 의

연산을 수행한다. 표 4.5는 앞에서 제시한 연산의 수행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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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데이터 연산 수행 결과

피 실험자 1 2 3 4

파장
거리 660㎚ 830㎚ 660㎚ 830㎚ 660㎚ 830㎚ 660㎚ 830㎚

1㎝ -2.4026 -1.3696 -2.8814 -1.5741 -2.3839 -1.6198 -3.0469 -1.7179

2㎝ -3.8606 -2.3228 -4.1821 -2.819 -4.2063 -2.7478 -4.7004 -2.7573

3㎝ -4.799 -3.3928 -5.346 -3.8907 -4.9988 -3.8092 -5.6521 -3.9264

획득된 광학 프로브의 보정 요소 값을 통해 데이터를 보정해주고 각각의 거리에

대한 기울기(slope)를 획득하여 유효 감쇄 계수 μeff를 측정하였다. 결과 값이 음

(-)의 값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시에 “-1”을 곱하여 최종적인 데이터를 얻는다.

그림 4.5는 측정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4.5 NIRS oximetry 시스템을 사용한 광학계수 측정

생체조직의 μeff 값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660㎚과 830㎚에서 2222....1111±±±±0000....5555ccccmmmm----1111

로 두 파장에서 유사한 값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에 나타난 측정 결과는 오차 범

위 내에서 데이터 획득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유효 감쇄 계수 μeff에 생체조직의

알려진 감약 산란계수 μs'을 대입하면 나머지 변수인 흡수계수 μa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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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222....2222 CCCCuuuuffffffff를를를를 사사사사용용용용한한한한 혈혈혈혈류류류류량량량량 변변변변화화화화 실실실실험험험험

그림 4.6은 660㎚의 파장에서 cuff를 사용하여 상완에 정맥을 차단 시에 변화하

는 혈류량에 대한 정보를 유효 감쇄계수를 기반으로 획득한 그래프이다. 전체

500초 동안 측정을 하였으며 최초 50초는 기준신호의 측정을 위해 휴지기를 설정

하였다. 50초부터 cuff를 사용하여 80mmHg의 압력을 상완에 가한 후 가압상태를

유지하면서 150초까지 혈류량의 변화를 관찰한다. 150초부터는 가압상태를 천천

히 해지 하면서 300초까지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300초부터 400

초 까지 같은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400에서 500초 사이에서 압력을 해지한 상

태에서 각각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데이터의 처리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광학계수

측정방법과 동일하다.

그림 4.6 정맥 차단 시 변화하는 혈류량

정맥 차단 시에 발생하는 두드러지는 현상은 전체 혈류량의 증가에 있다. 전체

혈류량의 증가는 혈액의 중요 성분인 oxy hemoglobin과 de-oxy hemoglobin의

농도를 동반 상승시키게 된다. 이로 인하여 조직 내의 흡수계수 μa 및 감약 산란

계수 μs 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곳 그림 4.6과 같이 유효감쇄 계수 μeff의 증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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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2222....3333 운운운운동동동동 부부부부하하하하 부부부부여여여여 시시시시 산산산산소소소소포포포포화화화화도도도도 관관관관찰찰찰찰

재활치료 분야에서 통증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가열이 가능한 저주파 전류 발생

기를 사용하여 실험 부위에 일정한 운동 부하를 적용한 후 변화하는 산소 포화도

를 관찰하였다.

그림 4.7 운동부하 부여 시 변화하는 산소포화도

최초 200초간 기준신호 획득을 위한 휴지기를 설정 하였고 200초에서 800초까지

50㎐의 저주파 전류를 사용한 운동 부하를 부여하였다. 운동부하 부여에 의해 발

생하게 되는 생리학적 현상은 근육의 수축 이완 작용에 의해 생체 조직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측정 부위의 산소포화도는 그림 4.7에서와 같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산소포화도 측정을 NIRS oximetry 시

스템의 경우 혈류의 맥동 성분의 분석이 아닌 혈액 자체에 대한 광학계수를 기반

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pulse oximetry 시스템 보다 정량화된 데이터 획득이 용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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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555 장장장장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혈액정보를 측정하기 위하여 NIRS oximetry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한 적분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NIRS oxymetry

시스템을 통해 생체조직의 광학계수를 in-vivo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

체 부하에 따라 변화하는 혈액 정보를 획득하였다. NIRS oximetry 시스템의 보

정을 위해 가상의 생체조직 샘플을 제작하여 적분구 보정 시스템을 통해 샘플의

광학계수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NIRS oximetry 시스템의 오차율을 보정하였

다. 아울러 실제 임상 분야로의 적용을 위한 cuff 및 저주파 전류 자극기 등의

기존 의료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특정의 생체부하 적용 시에 변화하는 혈액정보를

관찰 하였다.

위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의 획득과 처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NIRS oximetry 시스템을 사용하여 생체 조직 및 가상의 샘플에 대한 광학

계수를 in-vivo 방식으로 측정 할 수 있었다.

(2) 적분구 보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광학 프로브의 보정요소 값을 획득하였고

이를 통해 측정 간에 발생하게 되는 파장별, 거리별의 오차율을 보정할 수

있었다.

(3) CW 측정방법과 FD 측정방법의 장점을 응용하여 저주파 대역의 변조 신호

를 부여한 CW 측정 시스템을 설계하여 시스템의 경제적 효율성과 신호 획

득 시에 민감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4) 측정시마다 시스템을 보정해 주어야 하는 pulsed oximery와 다르게 광학계

수 측정의 관점으로 보정 없이 혈액정보를 획득 할 수 있었다.

(5) 실제 임상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여러 생리학적 부하를 부여 시에 변화하는

혈액 정보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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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 측정을 위한 FD 측정방법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

하였다.

향후 임상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ulsed oximtry 시스템과의 비교분석 실

험과 함께 FD 측정 방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획득 데이터

의 신뢰성을 높이고 측정 깊이를 좀더 향상 시킨다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혈액

정보를 보다 정확한 정량적인 광학계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생체조직의 광학계수를 공간 함수로 표현하여 내부의 이미지를 거대 영상으로 획

득할 수 있는 DOT(diffuse Optical Tomography)영상 기법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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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tical properties of blood are influenced by many anatomical,

physiological, and biochemical parameters. Blood absorptive properties are

determined mainly by hemoglobin oxygen level and hemoglobin concentration.

But characterization of blood by optical techniques is a complex probl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n accurate model of light propagation in

the biological medium. In this study, an oximetry system based on the

near-infrared spectroscopy(NIRS) is developed. And then it overcome

contagious problem that uses the reflectance type probe instead of the

transmittance type probe. This system uses the diffusion equation modeling to

measure optical coefficients of biological medium. Optical coefficients measured

by NIRS can quantify the hemoglobin concentration and the tissue oxygen

saturation. In addition, Blood flow during physical load is monitored using the

oximetry system. The experimental result show possibility that the system

can be developed as a monitoring system.

Key words : optical property, blood oxygenation, N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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