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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요요요약약약

Lock-inAmplifier와 AndersonLoop를 이용한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 개발

본 연구는 Lock-in증폭기와 AndersonLoop를 이용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전기적 생체 임피던스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진찰 방법은 여러 생체 조직과 관
련된 비침습적 진찰 방법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방법이다.임피던스 측정 방법은
체성분에 관련된 정보나 심장의 수축 운동,호흡시의 폐의 운동에 관한 정보를 얻
거나 부종등과 같은 조직의 이상변화를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진다.
생체 임피던스 측정에는 Howland CurrentSource 와 Negative Impedance
Converter방법이 많이 사용되어진다.하지만 이 방법은 WheatstoneBridge회로
를 기반으로 한 방법으로 임피던스의 크기에 대한 감도가 낮고 커패시턴스 성분
즉 임피던스의 위상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Lock-in 증폭기와
AndersonLoop를 사용하는 법을 모색하였다.
임피던스 측정 장치는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가지는 고유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
여 TI사의 DSPTMS320F2812와 Xilinx사의 CPLD를 사용하여 디지털로 시스템을
설계하였고,측정된 임피던스 신호는 대역 필터,곱셈,저역필터를 이용하여
Lock-in증폭기를 디지털로 구현하였으며 임피던스의 크기 및 위상의 연산도 DSP
를 이용하여 실행하였다.
시스템 검증에는 적혈구 세포 모델과 구면 세포계 모델이 사용되었다.적혈구 세
포 모델은 인체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적혈구의 수동소자 모델이며,구면
세포계 모델은 인체 내 구면 세포들 사이간의 관계를 설명한 수동소자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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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시스템으로 각 모델들의 임피던스 데이터를 획득하여 Impedance
Analyzer로 측정한 값과 비교 분석하였다.1~5kHz의 대역에서 적혈구 세포 모델
에서 임피던스의 크기의 오차율은 8% 위상차의 오차율은 0.4%였고 구면 세포계
모델에서는 9%,0.7%였다.임피던스 크기 측정시 오차의 원인은 시스템에 사용된
증폭기의 이득 오차와 레퍼런스 저항의 오차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설계된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과 비교시 임피던스 크기 측정에서는 비슷한 결과를,위상
측정시에는 크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설계된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은 디지털 신호처리 기법을 사용함
으로서 임피던스 값을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반면 설계된 시스템은 반복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화가 어렵다.향후
시스템의 최적화 설계를 통해 반복 측정 기능을 삽입하여,실시간화를 가능케 하
여 임피던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 되는 말:임피던스,Lock-in증폭기,AndersonLoop,DSP,CP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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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오늘날,전기적 생체 임피던스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진찰 방법은 여러 생체
조직과 관련된 비침습적 진찰 방법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1].
의료 진단에서의 전기적 생체 임피던스 분석은 생체 조직의 변화를 검사하

는데 있다.전기적 생체 임피던스 신호는 살아 있는 조직의 생리적인 동작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2].체성분에 관련된 정보나 심장의 수축 운
동,호흡시의 폐의 운동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부종등과 같은 이상변화를 측정
하는데 임피던스 측정 방법이 사용되어진다.의미 있는 진단 정보를 얻기 위해
서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 임피던스에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아는 것
이 중요하다.이는 생체 조직 내에서 유해한 변화를 일찍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다[3].
생체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정전류원을 사용하여 측정하

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일반적으로 HowlandCurrentSource및 Negative
ImpedanceConverter가 사용되어진다[4].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위상의 변이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위상을 구하기 위한 계산이 복잡하여 연산 속도가
느리며 또 정확도가 떨어진다[24].또,HowlandCurrentSource및 Negative
Impedance Converter는 임피던스의 변화를 감지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WheatstoneBridge회로에 기반을 두고 있어 WheatstoneBridge자체가 가지
는 단점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WheatstoneBridge회로는 Lead-wireeffect
가 존재하여 측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CMRR이 낮다[7],[8].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Lock-in 증폭기와 Anderson

Loop가 있다.
광학에서 미소한 광신호 검출에 주로 사용되는 Lock-in증폭기는 입력 신호

중 무시할 수 있는 신호 가운데 특별한 신호만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다.Lock-in증폭기의 장점은 큰 잡음에 섞인 유의한 신호를 정확하게 찾
아내어 증폭할 수 있고 위상변화 측정에 있어서도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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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기본적으로 Lock-in증폭기는 주파수를 가진 임의의 어떠한 신호라도
사용가능 하다.전자적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면 Lock-in증폭기를 사용할 수 있
다.따라서 교류 신호를 이용한 임피던스의 측정에도 역시 사용이 가능하며,
전기적 생체 임피던스 측정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진다.[5],[6]
또,Wheatstone Bridge 회로의 단점을 보완한 전류 폐회로로 Anderson

Loop가 있다.주로 센서 스펙트럼에 많이 사용되는 이 전류 폐회로는 우주선
의 온도 측정 등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곳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Anderson Loop의 장점으로는 일반적인 Wheatstone Bridge 회로에 비해
sensitivity가 두 배이고 leadwireeffect가 적으며 넓은 대역에서 선형성을 보
장한다는 점이다.[7],[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중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의 실수값 및 허수값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DSP와 CPLD를 연산부 및 제어부로 하고
Lock-in증폭기와 AndersonLoop를 사용하는 임피던스 측정시스템을 제안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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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22장장장 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222...111LLLoooccckkk---iiinnn증증증폭폭폭기기기

222...111...111LLLoooccckkk---iiinnn증증증폭폭폭기기기의의의 원원원리리리

Lock-in증폭기는 일종의 교류 전압계라 할 수 있다.즉,Lock-in증폭기는 인
가된 교류 전압 또는 전류를 측정하여,측정한 교류 신호에 비례하여 직류 전
압을 출력한다[9].
‘증폭기’라 부르는 이유는 출력된 직류 전압의 값이 일반적으로 인가된 교류

전압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며,‘Lock-in'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입력 신호 중 유의한 신호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본적으로 주파수를
지닌 임의의 어떤 신호에 대해서도 Lock-in증폭기는 사용이 가능하다.또한
얻고자 하는 신호의 신호원이 어떤 종류이건 간에 전자적으로 변환이 가능하
다면 Lock-in증폭기를 사용할 수 있다[9].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신호를 측정할 때 그림 2.1과 같이 저주파 대역에서는

온도(0.1Hz)잡음,압력(1Hz)잡음,음향(10~100Hz)잡음 등과 같은  잡음
이 섞이게 되며 고주파 대역에서는 shot잡음,Johnson잡음등과 같은 백색 잡
음이 섞이게 된다[10].

Johnson잡음:   

Shot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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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주파수 영역에서의 잡음  

모든 잡음은 신호 주파수에 종속하여 강하게 존재하며,직류 영역에서의 잡
음이 가장 크며 고주파수 영역에서의 잡음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잡음이 섞여 있는 신호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검출하는데 Lock-in증

폭기는 유용하게 사용된다.우선 입력 신호와 기준 신호의 주파수를 일치 시킨
후 서로 곱한다.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1),(2.2),(2.3)과 같다[10],[11].

기준 신호:  (2.1)

입력 신호:   (2.2)

두 신호의 곱 :     (2.3)

기준 신호와 입력 신호를 곱한 결과 식 (2.3)에서 앞 단의   는 직류 성
분을 나타낸다.따라서 신호의 곱에 저역 통과 필터를 취하면 입력 신호의 크
기를 알 수 있다.그림 2-2는 입력 신호가 기준 신호와의 사이에 위상차가 0,
0.2π,0.4π,0.6π,0.8π,π일 경우 입력 신호와 기준 신호의 곱의 결과를 보여 준
다.위상차가 0일 경우 신호의 곱의 크기가 가장 크며 π일 경우 신호의 곱의
크기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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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기준 신호와 위상차가 있는 신호의 곱

그림 2-3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표현한 기본적인 Lock-in증폭기의 구조로
곱셈기와 저역통과 필터로 이루어져 있다[10].

그림 2-3 Lock-in 증폭기의 구조, 신호 출력



- 6 -

222...111...222LLLoooccckkk---iiinnn증증증폭폭폭기기기와와와 대대대역역역 통통통과과과 필필필터터터

Lock-in증폭기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역통과 필터를 주파수 영역에서 관
찰하면 Lock-in증폭기의 장점을 쉽게 알 수 있다.Lock-in증폭기의 경우 잡음
이 섞인 입력 신호와 기준 신호의 곱은 그림 2-4와 같이 입력 신호 주파수의
두 배가 되는 주파수의 성분과 직류 성분으로 나눠진다.단순한 저역 통과 필
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신호를 추출할 수 있다.하지만 대역 통과 필터는 대역
내의 측정 신호와 잡음이 동시에 출력되며 그림 2-5에서 볼 수 있듯이 출력 잡
음은 Lock-in증폭기보다 크다[15].

그림 2-4 주파수 영역에서의 Lock-in 증폭기

그림 2-5 주파수 영역에서의 

대역 통과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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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333LLLoooccckkk---iiinnn증증증폭폭폭기기기의의의 구구구성성성

그림 2-6은 Lock-in증폭기의 구성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입력 신호 채널
은 잡음이 포함된 신호를 증폭하고 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를
곱셈기에 맞춘다.기준 신호 채널은 정확한 기준 신호를 만들어 제공하며 위상
차를 조절할 수 있다.P.S.D.(PhaseSensitiveDetector)는 위상을 검출하는 부분
으로 여러 종류의 곱셈기가 사용된다.출력 부분은 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교류 성분을 제거하며 증폭기를 이용하여 출력 신호를 증폭한다[11],[12].

그림 2-6 Lock-in 증폭기의 구성 요소

Lock-in증폭기를 수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입력에 잡음이 없이 인가
된 신호    와 같은 주파수의 기준 신호    가
P.S.D.에서 곱해지면 최종적으로 식 (2.11)과 같다.

      (2.4)

         (2.5)

           (2.6)

         (2.7)



- 8 -

        (2.8)

           (2.9)

             (2.10)

       (2.11)

기준 신호의 크기 B가 항상 일정하다면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한 P.S.D.의
출력은 입력 신호 A에 비례하며,는 입력 신호와 기준 신호의 위상차이다.
로 변조 되는 주파수는 기준 신호의 두 배가 되는 주파수 성분을 포함한다.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하면 의 성분은 제거되며 직류 성분만 남게 된다.남
은 직류 성분의 입력 신호의 크기이다.

222...111...444LLLoooccckkk---iiinnn증증증폭폭폭기기기의의의 PPP...SSS...DDD...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분분분류류류

Lock-in증폭기는 PhaseSensitiveDetector(P.S.D.)로 분류할 수 있다.현재
사용되는 P.S.D.는 Analog Multiplier,DigitalSwitching Multiplier,Digital
Multiplier가 있다.

(1)AnalogMultiplier
AnalogMultiplier는 입력 신호와 기준 신호를 전기적으로 곱한 결과를 보여

주며 정확도가 높다.하지만 dynamicrange가 좁으며 생산이 어렵고 넓은 대
역에서 선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13].

(2)DigitalSwitchingMultiplier
DigitalSwitchingMultiplier는 그림 2-7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지며 기준 신

호는 그림 2-8과 같이 입력 신호와 같은 주파수를 가지는 구형파로 만들어 진
다[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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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Digital Switching Multiplier 

그림 2-8

 Digital Switching 

Multiplier에서의 

신호

그림 2-9 기준 신호와 입력 신호의 위상차에 

따른 출력 신호 변화  

구형파로 만들어진 기준 신호의 1/2주기 간격으로 비 반전 증폭기와 반전
증폭기를 스위칭 하여 위상 변화를 측정한다.그림 2-9는 기준 신호와 입력 신
호 사이에 위상차가 있을 경우의 출력 신호이다[10].
출력 신호는 위상차가 없다면 에너지가 가장 크고 위상차가 커질수록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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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작아진다.
DigitalSwitchingMultiplier는 만들기 쉬우며 넓은 입력 대역과 선형성을 가

진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기준 신호로 구형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곱셈기에
서 원신호만 검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신호의 고조파 성분이 생긴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15].

(3)DigitalMultiplier
Digital Multiplier는 입력 신호를 디지털화 하여 DSP(Digital Signal

Processor)을 이용하여 곱셈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대역 통과 필터,저역 통과
필터를 디지털로 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DSP를 사용함으로써 출력 값은 아날
로그가 아닌 디지털로 관찰이 가능하다.장점으로는 아날로그 곱셈기에서 발생
하는 고유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출력 지연도 감소시킬 수 있다.단점으로는
dynamicrange에 문제가 있다.신호가 굉장히 작아 굉장히 큰 잡음에 섞여 있
다면 유의한 신호를 검출하기는 어렵고,A/D 변환을 위하여 16-bit또는 18-bit
ADC가 사용되어야 하며 샘플링 레이트가 보장 되어야 한다.이는 결국 연산
속도에 문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에 비례하여 데이터의 양도 늘어나게 된
다는 단점이 있다[14].

222...111...555LLLoooccckkk---iiinnn증증증폭폭폭기기기의의의 구구구조조조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분분분류류류

Lock-in 증폭기는 구조에 따라 1위상과 2위상 증폭으로 분류 할 수 있다.
2.1.4에서 언급된 Lock-in증폭기는 기본적으로 1위상 증폭을 기준으로 하였다.
1위상 증폭은 크기와 위상을 알기위해 기준 신호의 위상 조절이 필요하다.2위
상 증폭은 추가로 P.S.D.를 하나 더 사용한다.두 번째의 P.S.D.는 기존 기준
신호에 90도 위상차를 가지는 신호를 사용한다.기존의 출력을 “X"라 하고 두
번째 출력을 ”Y"라 한다.이렇게 X와 Y두 개의 출력을 알면 위상의 변화를
쉽게 계산 할 수 있다.즉 기준 신호의 위상변화 없이 진폭과 위상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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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다.벡터의 크기 R은 식 (2.12)와 같으며 위상은 식 (2.13)로 구할 수
있다[15].

   
 (2.12)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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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AAAnnndddeeerrrsssooonnnLLLooooooppp

222...222...111DDDuuuaaalll---DDDiiiffffffeeerrreeennntttiiiaaalllSSSuuubbbtttrrraaaccctttiiiooonnn

AndersonLoop는 같은 전류가 흐르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임피던스들의
전압 차이를 관찰하기 위한 dual-differential subtractor와 연관이 있다.
Dual-differentialsubtractor는 하나의 입력에 의해 생성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출력 전압의 차이를 구하기 위해 고안 되었다.차동 증폭은 다양한 폐회로의
전압 변화와 폐회로에 포함된 임피던스를 관찰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Dual-differentialsubtractor는 여섯 개의 단자와 3개의 아날로그 능동 소자를
가진다.전기적 회로의 구조는 그림 2-10과 같다[7],[8].

그림 2-10 Dual-differnetual sub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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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AAAnnndddeeerrrsssooonnnLLLoooooopppTTTooopppooolllooogggyyy

그림 2-11의 폐회로에서 이상적인 dual-differentialsubtractor는 매우 큰 입
력 임피던스와 원치 않는 신호에 대한 저지 성능이 크다.리드선 ,에
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는 신호 처리 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에서도
의미 있는 전압 강하는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시스템 모델에서 리드선 또
는 커넥터의 임피던스 성분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가정한다.기준 저항 가
센서의 초기 임피던스 와 같을 때,이득이 1이라면 출력 은 식 (2.14)와
같다[7],[8].

   (2.14)

그림 2-11 Anderson Loop 측정 회로

따라서 출력 값은 센서 임피던스의 변화에 원치 않는 다른 임피던스 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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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없이 선형적인 응답을 가지게 된다.
그림 2-11에서 정의된 dual-differentialsubtractor의 이득 과 를 조절하

여 강제적으로 출력 단에서    의 값을 관찰할 수 있다.그러므로 어
떤 임피던스 성분이라도 별도의 센서 조절을 하지 않고 단순히 dual-
differentialsubtractor의 이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임피던스를 관찰
할 수 있다[7],[8].

222...222...333AAAnnndddeeerrrsssooonnnLLLooooooppp의의의 장장장점점점

AndersonLoop의 장점으로는 각각의 센서에 대해 선형적이며 보다 큰 출력
을 얻을 수 있다.또,센서의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온도에 민감한 분야
에도 적응이 가능하다.그리고 비우호적인 환경에서의 리드선과 커넥터에서의
임피던스에 대한 내성 확보를 비싼 전송장비 없이 확보할 수 있다.뿐만 아니
라 리드선의 영향에서 자유로워 보다 작고 싸게 시스템을 집적할 수 있으며,
여러 파라미터를 가진 센서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도 있다.마지막으로 민감
하지 않은 센서들도 같은 출력 레벨에서 두 배의 주파수 응답을 가질 수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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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33장장장 하하하드드드웨웨웨어어어 및및및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

333...111전전전체체체 시시시스스스템템템 구구구성성성

Lock-in증폭기를 이용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 블럭도는
그림 4.1과 같다.기준 신호와 입력 신호를 만드는 신호 발생기와 이를 제어하
고 클럭을 공급하는 제어기(CPLD),생성된 신호의 옵셋을 제거하는 필터 및
임피던스 값을 측정하는 AndersonLoop그리고 입력 신호 및 기준 신호들을
AD하고 신호 처리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 전체 시스템 블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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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하하하드드드웨웨웨어어어 구구구성성성

보다 정확한 임피던스 측정을 위하여 Lock-in증폭기와 AndersonLoop를
이용한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을 설계 하였다.설계된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은
기준신호 및 입력 신호 발생기(AnalogDevice,AD9850),신호의 옵셋을 제거
하기 위한 고역 통과 필터(AnalogDevice,AD820),전류 폐회로인 Anderson
Loop(Analog Device,AD847,AD620),16-bit ADC (Linear Technology,
LTC1609),DDS의 정확한 타이밍 동작을 위한 제어기(CPLD,XilinxXC95108)
그리고 고속 연산을 위한 디지털 신호 처리기(DSP,TITMS320F2812)로 구성하
였다.

그림 3-2 설계된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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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111신신신호호호 발발발생생생기기기

신호발생기는 직접 디지털 주파수 합성기를 사용하였다.본 시스템에서는
Analog Device사의 직접 디지털 주파수 합성기(DDS, Direct Digital
Synthesizer)AD9850을 두 개 사용하여 AndersonLoop의 입력에 사용되는 신
호와 기준 신호를 만들고 주파수는 같고 90°의 위상차를 가지는 또 다른 기준
신호를 만들었다[16],[18].

DDS는 DDFS(DirectDigitalFrequencySynthesizer)로도 불리며 기준 주파수
로부터 다양한 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또한 주어진 위상 값으로
부터 직접 위상차를 가지는 주파수 신호를 발생 시킬 뿐만 아니라 feedback
loop를 가지지 않아 빠른 속도의 동작이 가능하며 높은 분해능을 가진다.그리
고 직접 주파수 합성 방식으로 sine파형을 직접 생성한다.그림 3-3은 간단한
디지털 직접 주파수 합성기의 구조다.

그림 3-3 Direct Digital Synthesizer 구조

직접 디지털 주파수 합성기의 성능 평가 요소로는 주파수 분해능,대역폭,
SFDR(SpuriousFreeDynamicRange),스위칭 시간,전력 소모량을 들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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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해능은 변화 시킬 수 있는 최소 주파수 변화량이며 정밀한 주파수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 작을수록 유리하다.시스템에 사용된 AD9850은 32-bit의
주파수 레지스터를 사용하여 좋은 분해능을 가진다.본 시스템에서는 기준 클
럭으로 50MHz를 사용하여 1-bit당 0.011641532Hz의 분해능을 가진다.

그림 3-4 Spurious Free Dynamic Range

SFDR(SpuriousFreeDynamicRange)는 관심을 가지는 특정 주파수 범위 내
에서 기준 신호에 대해 가장 큰 고조파나 왜곡에 의한 잡음의 상대적 진폭이
다.그림 3-4는 이러한 SFDR을 표현한 그래프이다.이러한 SFDR이 발생하는
원인은 DAC가 무한한 해상도를 가지지 못함으로 출력되는 정현파에
harmonics 성분이 섞이기 때문이다.SFDR을 구하는 식은 (3.1)과 같으며,
10-bitDAC를 사용하는 AD9850의 SFDR은 SFDR>50dB이다.

  



dB (3.1)

 :최대 집음 신호의 진폭

 :기준 주파수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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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는 시스템에서의 기준 및 입력 신호 발생기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정확한 위상차를 만들기 위하여 제어부에서 각 DDS로 들어가는 signalline의
길이가 되도록 같고 서로 겹치지 않도록 PCB레이아웃을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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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기준 및 입력 신호 발생기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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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은 DDS출력을 관찰한 그림이다.출력에 offset과 잡음이 존재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두 개의 직접 디지털 주파수 합성기 DDS1과 DDS2에서
출력 된 두 기준 신호의 위상차는 목적했던 바와 같이 90°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33...222...222고고고역역역 통통통과과과 필필필터터터

DDS의 DAC에서 출력된 신호는 옵셋이 존재하게 된다.따라서 신호에 섞인
직류 성분의 신호들을 제거하기 위해 500Hz고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였다.설
계된 필터는 그림 3-7과 같고,시스템에서 필터의 출력을 확인해 보면 그림 3-8
에서와 같이 신호의 옵셋이 제거됨을 볼 수 있다.

그림 3-6 설계한 시스템에서의 DDS 출력

DDS1 DD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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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고역 통과 필터 회로

그림 3-8 설계된 시스템에서의 필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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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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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333AAAnnndddeeerrrsssooonnnLLLoooooo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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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Anderson Loop 회로

Anderson Loop를 차동 증폭기 AD620과 증폭기 AD847을 사용하여 그림
3-9와 같이 구현하였다.AR6은 전류 폐회로의 전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R
이라 한다.AR4는 기준 저항으로 이다.에 걸리는 전압과 알고자 하는
임피던스 Z(AJ1)에 걸리는 전압의 차를 증폭하여 출력을 얻는다[20].이득 

은 AU2의 이득이며 이득 와 은 각각 AU4와 AU3의 이득이다.

   


 (3.2)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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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33...222...444AAAnnndddeeerrrsssooonnnLLLooooooppp시시시뮬뮬뮬레레레이이이션션션

구성한 AndersonLoop를 OrCAD PSpice에서 시뮬레이션 하였다.그림 3-10
은 시뮬레이션 결과이다.굉장히 작은 입력 신호가 AndersonLoop로 인가 되
서 큰 출력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다.입력신호가 캐패시턴스 성분을 통과할
경우에는 신호 지연이 발생하여 위상이 변하게 된다.그림 3-10은 캐패시터턴
스 성분이 없는 경우이다.

그림 3-10 PSpice 시뮬레이션

입력

출력
전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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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은 설계된 AndersonLoop의 출력을 측정한 것이다.소량의 캐패시
턴스 성분이 존재하여 위상이 변하는 걸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3-11 설계된 시스템에서의 Anderson Loop 출력

입력

출력

전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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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555DDDDDDSSS제제제어어어부부부

제어부는 50MHz의 클럭 주파수를 사용하여 DDS제어 신호 및 DDS의 기준
클럭을 제공한다.입력 핀은 DSPTMS320F2812와 연결되어 DSP로 부터 주파
수,위상 정보를 받아 그에 따른 DDS제어 신호를 출력하게 된다.정확한
DDS용 기준 클럭과 제어용 신호의 타이밍을 최대한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Xilinx사의 CPLD(XC95108)을 사용하였다.타이밍 제어를 위해 사용한 CPLD는
10,000번 이상을 쓰고 지울 수 있으며 7.5ns의 logindelay를 가지고,2400개의
gate를 108개의 macrocell에 포함하고 있다.또한 여러 타입의 Package를 가지
고 있어 고성능이지만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을 지닌다.그림 3-12는
XC95108의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3-12 XC95108의 내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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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LD는 ProgrammableLogicDevice이기 때문에 VHDL로 작성된 구문은
게이트 레벨에서의 표현이 가능하며 CPLD로 구현한 하드웨어 구조에서 최상
위 레벨에서 Entity부분은 그림 3-13이며 출력단의 구조는 그림 3-14과 같다.

그림 3-13 Entity

그림 3-14 CPLD 출력단

설계된 CPLD의 VHDL 프로그램은 DSP의 정보를 받아 정확한 타이밍으로
DDS를 제어하게 된다.CPLD의 구동 클럭은 50MHz로 역시 50MHz로 구동하
는 DDS에 정확한 클럭을 공급해 준다.또한 주파수 설정시의 정보와 데이터
클럭도 역시 CPLD에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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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666신신신호호호처처처리리리부부부

신호처리에는 TI사의 TMS320F2812를 사용하였다.TMS320F2812는 최고
150MHz로 구동되며 32bitCPU Core를 탑재하였고 32X32bitMAC연산을
지원한다.MAC이란,MultiplicationandAccumulation의 약자로,한 사이클에
곱셈과 덧셈을 처리하는 명령어다.또한,이 연산을 담당하는 회로를 MAC이라
고도 부르며,이 회로는 선형 디지털 신호처리의 핵심 연산인 Sum ofProduct
를 최고의 효율로 처리한다.디지털 필터링,컨볼루션,FFT등등,모두 MAC으
로 처리된다.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갖춘 DSP는 신호처리 있어 유용하며
FixedPoint연산을 고속으로 지원하여 신호를 실시간 처리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19],[22].
본 논문에서는 TMS320F2812를 150MHz로 구동하며 CPLD에 주파수 관련

정보를 주어 기준 신호를 만들게 하였다.DSP의 IO 포트의 최고 스위칭 속도
는 20MHz로 DDS의 제어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CPLD를 사용하게 되었다.신
호 측정에는 외부의 16-bitADC를 사용하여 samplingrate를 50Kbps로 하였고
20MHz의 ISP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다.통신을 통하여 일정 시
간 동안 측정되어 저장 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호 처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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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프로그램 

순서도

그림 3-15은 프로그램의 순서도이다.DSP에서의 연산은 Anderson Loop의
출력과 기준 신호를 이용하여 처리한다.그림 3-15에서의 위상 및 임피던스 계
산은 아래의 수식을 사용한다.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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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상 합
:의 위상
:의 위상

ADC를 통해 들어온 신호들을 곱하고 변조된 신호를 저역 통과 필터를 이용
하여 직류 성분의 값을 구한다.이 직류 성분을 이용하면 위상의 변화를 알 수
있고 AndersonLoop의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위상은 식 (3.6)과 (3.7)로 계산
한다.임피던스의 크기 Z는 식 (3.8)과 (3.9)를 이용하여 구한다.식 (3.10)은 입
력 신호가 고주파일 겨우 사용한다.본 논문에 사용된 AD620의 주파수 응답을
살펴보면 10KHz이상에서 이득의 크기가 변하고 위상지연이 생기게 된다.따
라서 10KHz이상의 고주파를 사용하여 측정 하고자 한다면 식 (3.10)을 사용하
여 증폭기의 이득의 변화와 고주파수에 의한 위상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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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44장장장 실실실험험험 및및및 결결결과과과

444...111임임임피피피던던던스스스 모모모델델델

임피던스 측정 실험에 있어서 사용된 모델은 인체 내에 많이 존재하는 적혈
구 세포 모델을 사용하였다[16],[23].또 다른 모델로는 구면 세포들 사이의 임
피던스를 설명하는 구면 세포계 조직 모델을 사용하였다[25],[26].

그림 4-1 적혈구 세포 모델

 R Capacitor

1-1 20 20 150pF

1-2 20 50 500pF

1-3 20 100 1nF

1-4 20 220 5nF

1-5 20 220 1uF

1-6 20 100 0.47uF

표 4-1 임피던스 모델(세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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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구면 세포계 조직 모델 

  Capacitor

2-1 20 20 1200pF

2-2 47 50 1500pF

2-3 120 100 3300pF

2-4 120 220 0.47uF

2-5 200 220 1uF

표 4-2 임피던스 모델(구면 세포계 조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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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22레레레퍼퍼퍼런런런스스스 데데데이이이터터터 획획획득득득

그림 4-3 Impedance Analyzer 4294A

레퍼런스 장비로는 Agilent사의 ImpedanceAnalyzer4294A를 사용하였다.세
포와 유사하게 구성된 임피던스 모델에 대하여 다중 주파수 대역(1kHz~5kHz)
에서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을 측정하여 제작된 시스템과 비교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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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측측측정정정 및및및 결결결과과과

저항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선형성을 평가하였다.저항 값의 증가에 따라 측
정값도 따라서 증가하는 선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측정은 샘플별로 각 5번
씩 이루어 졌으며 이를 평균한 값을 사용하였다.

그림 4-4 선형성 평가

실험에는 적혈구 세포 모델과 구면 세포계 조직 모델을 사용하였다.각 모델
을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각 5번 씩 측정하고
ImpedanceAnalyzer로도 같은 횟수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각 모델에서 측정된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차는 Impedance

Analyzer로 측정한 값과 비교하여 오차가 각 9%,1.4%로 관측되었다.위상 측
정의 결과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 기대하였던 성능이 확인되었다.따라서 기
존의 방법에서 신호의 위상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여 쉽게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제안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보다 정확하고
쉬운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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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피던스 크기의 오차율은 기존의 시스템과 비슷한 성능을 보임으로
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개발된 시스템 내에서 임피던스의
크기 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각 증폭기의 이득 및 레퍼런스 저항의 값이
다.따라서 증폭기의 이득을 보다 정확히 하고 레퍼런스 저항의 오차율을 줄인
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44...333...111적적적혈혈혈구구구 세세세포포포 모모모델델델

ImpedanceAnalyzer로 적혈구 세포 모델을 사용하여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
스의 크기와 위상을 각 5번씩 측정하고 이를 평균하였으며,이의 그래프에서
특정 주파수(1kHz~5kHz)대역에서의 기준 값을 구하였다.그리고 제안된 시스
템으로도 역시 각 모델별로 5번씩 측정하여 이를 평균한 값을 Impedance
Analyzer로 측정한 기준 값과 비교 하였다.

모모모델델델 111---111에에에서서서의의의 결결결과과과

그림 4-5,그림 4-6은 ImpedanceAnalyzer로 모델의 임피던스의 크기 및 위
상을 측정한 결과이며,표 4-3은 실험값과 기준값의 비교이다.그림 4-5와 그림
4-6의 X축은 주파수이며 그림 4-5의 Y축은 임피던스의 크기,그림 4-6에서의 Y
축은 위상을 나타낸다.위상은 -180~180°사이의 값을 가진다.표 4-3을 보면 측
정된 위상의 오차는 기준값과 비교해서 0.4% 이고,크기의 오차는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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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임피던스 크기 -모델 1-1

그림 4-6 위상 변화 -모델 1-1

No.1 1kHz 2kHz 3kHz 4kHz 5kHz f
Ref. 39.72 39.73 39.73 39.71 39.17 크기
Mea. 40.6 40.6 40.6 40.61 40.31

error(%) 2.22 2.19 2.19 2.27 2.91 
Ref. -179.96 -179.99 -179.97 -179.97 -179.97 위상
Mea. -179.36 -179.34 -179.45 -179.33 -179.3

error(%) 0.33 0.36 0.29 0.36 0.37 

표 4-3 측정값 비교 -모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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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모델 모델 모델 1-21-21-21-2에서의 에서의 에서의 에서의 결과결과결과결과

그림 4-7,그림 4-8또한 ImpedanceAnalyzer로 측정한 결과이며,이 데이터
에서 1kHz~5kHz내에서의 측정값을 표 4-4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실험값과 비
교하였다.위상의 오차율은 0.4%,크기의 오차율은 7.9%였다.

그림 4-7 임피던스 크기 -모델 1-2

그림 4-8 위상 변화 -모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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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1kHz 2kHz 3kHz 4kHz 5kHz f
Ref. 66.65 66.68 66.66 66.65 66.64 크기
Mea. 71.88 71.52 71.35 71.47 71.57

error(%) 7.85 7.26 7.04 7.23 7.40 
Ref. 179.99 179.96 179.99 179.97 179.94 위상
Mea. 179.3 179.32 179.31 179.34 179.3

error(%) 0.38 0.36 0.38 0.35 0.36 

표 4-4 측정값 비교 -모델 1-2

모델 모델 모델 모델 1-31-31-31-3에서의 에서의 에서의 에서의 결과결과결과결과

그림 4-9,그림 4-10또한 ImpedanceAnalyzer로 측정한 결과이며,이 데이
터에서 1kHz~5kHz내에서의 측정값을 표 4-5에서 제안된 시스템의 실험값과
비교하였다.위상의 오차율은 0.8%,크기의 오차율은 2.7%였다.

그림 4-9 임피던스 크기 -모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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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위상 변화 -모델 1-3

No.3 1kHz 2kHz 3kHz 4kHz 5kHz f
Ref. 118.76 118.8 118.81 118.78 118.75 크기
Mea. 115.64 115.72 115.62 115.6 115.62

error(%) 2.63 2.59 2.68 -2.68 -2.64 
Ref. 179.99 179.96 179.99 179.97 179.94 위상
Mea. 178.67 178.67 178.65 178.63 178.64

error(%) 0.73 0.72 0.74 0.74 0.72 

표 4-5 측정값 비교 -모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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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모델델델 111---444에에에서서서의의의 결결결과과과

그림 4-11,그림 4-12또한 ImpedanceAnalyzer로 측정한 결과이며,이 데이
터에서 1kHz~5kHz내에서의 측정값을 표 4-6에서 나타내었다.본 논문에서 제
안된 시스템에서는 레퍼런스 저항의 고정으로 인하여 임피던스가 200 이상일
때 포화되는 현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그림 4-11 임피던스 크기 -모델 1-4

그림 4-12 위상 변화 -모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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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 1kHz 2kHz 3kHz 4kHz 5kHz f
Ref. 238.38 238.43 238.39 238.58 238.24 크기
Mea. 측정불가

error(%)
Ref. 179.99 179.96 179.99 179.97 179.94 위상
Mea. 측정불가

error(%)

표 4-6 측정값 비교 -모델 1-4

모모모델델델 111---555와와와 모모모델델델 111---666에에에서서서의의의 결결결과과과

모델 1-5와 모델 1-6은 캐패시턴스의 성분이 커서 주파수가 커짐에 따라 위
상의 변화가 크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상의 오차는 크지 않았다.두
모델에서의 위상의 오차는 0.7%,크기의 오차는 8.9%였다.

No.5 1kHz 2kHz 3kHz 4kHz 5kHz f
Ref. 150.76 93 67.38 53.55 45 크기
Mea. 162.42 98.57 72.57 58.07 47.27

error(%) 7.73 5.99 7.70 8.44 5.04 
Ref. 136.29 125.17 123.36 124.43 126.55 위상
Mea. 136.62 126.02 123.78 123.97 127.08

error(%) 0.24 0.68 0.34 0.37 0.42 

표 4-7 측정값 비교 -모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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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 1kHz 2kHz 3kHz 4kHz 5kHz f
Ref. 114.36 105.18 94.19 83.74 74.74 크기
Mea. 103.78 98.57 88.41 76.25 68.33

error(%) 9.25 6.28 6.14 8.94 8.58 
Ref. 168.15 156.175 150.41 144.94 141.14 위상
Mea. 166.77 157.32 149.31 145.67 140.27

error(%) 0.82 0.73 0.73 0.50 0.62 

표 4-8 측정값 비교 -모델 1-6

4.3.2 4.3.2 4.3.2 4.3.2 구면 구면 구면 구면 세포계 세포계 세포계 세포계 조직 조직 조직 조직 모델모델모델모델

ImpedanceAnalyzer로 구면 세포계 조직 모델을 사용하여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의 크기와 위상을 각 5번씩 측정하고 이를 평균하였으며,이의 그래프
에서 특정 주파수(1kHz~5kHz)대역에서의 기준 값을 구하였다.그리고 제안된
시스템으로도 역시 각 모델별로 5번씩 측정하여 이를 평균한 값을 Impedance
Analyzer로 측정한 기준 값과 비교 하였다.측정 결과에서 임피던스의 크기는
9%의 오차,위상은 1.4%의 오차를 가졌다.

No.1 1kHz 2kHz 3kHz 4kHz 5kHz f
Ref. 19.9 19.9 19.9 19.9 19.8 크기
Mea. 18.9 19.1 19.0 19.1 19.0

error(%) 5.0 4.0 4.5 4.0 4.2
Ref. 179.9 179.9 179.9 179.9 179.9 위상
Mea. 178.7 178.5 178.6 178.6 178.7

error(%) 0.6 0.7 0.7 0.7 0.6

표 4-9 측정값 비교 -모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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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1kHz 2kHz 3kHz 4kHz 5kHz f
Ref. 46.5 46.5 46.5 46.5 46.5 크기
Mea. 44.8 44.9 44.9 44.7 44.8

error(%) 3.6 3.4 3.4 3.8 3.6
Ref. 179.9 179.9 179.9 179.9 179.9 위상
Mea. 178.6 178.7 178.6 178.6 178.7

error(%) 0.7 0.6 0.7 0.7 0.6

표 4-10 측정값 비교 -모델 2-2 

No.3 1kHz 2kHz 3kHz 4kHz 5kHz f
Ref. 119.3 119.4 119.3 119.3 119.2 크기
Mea. 111.5 112.7 112.4 112.8 112.7

error(%) 6.5 5.6 5.7 5.4 5.4
Ref. 179.8 179.6 179.5 179.3 179.2 위상
Mea. 179.2 179.1 179.0 178.8 178.6

error(%) 0.3 0.2 0.2 0.2 0.3

표 4-11 측정값 비교 -모델 2-3  

No.4 1kHz 2kHz 3kHz 4kHz 5kHz f
Ref. 111.7 96.3 81.4 69.1 61.5 크기
Mea. 103.1 90.4 74.5 63.3 57.7

error(%) 7.6 6.1 8.4 8.9 6.1
Ref. 163.1 150.4 142.2 137.2 134.7 위상
Mea. 162.2 151.7 142.9 138.6 135.9

error(%) 0.5 0.8 0.4 1.0 0.8

표 4-12 측정값 비교 -모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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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 1kHz 2kHz 3kHz 4kHz 5kHz f
Ref. 138.3 84.5 60.9 48.5 40.9 크기
Mea. 129.4 79.3 57.6 46.7 37.6

error(%) 6.4 6.1 5.4 3.7 8.0 
Ref. 136.4 125.0 123.5 124.7 126.9 위상
Mea. 138.6 126.4 124.9 123.4 128.7

error(%) 1.6 1.1 1.1 1.0 1.4

표 4-13 측정값 비교 -모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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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장장장 결결결론론론

본 논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Lock-in증폭기와 AndersonLoop를 이
용한 임피던스 측정 시스템을 설계하고 측정 및 분석한 것이다.
Lock-in증폭기는 기준 신호 생성 부분을 제외한 전 부분을 아날로그 시스템

이 가지는 고유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 DSP를 사용하여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
현하였다.기준 신호 생성에 있어서는 DDS를 이용하여 1~5kHz대역의 사인파
를 생성하였으며,CPLD를 이용하여 DDS의 동작을 제어 하도록 하였다.이는
정확한 타이밍 제어에 목적을 두고 이루어 졌다.또,CPLD는 DSP와 연계되어
모든 기능은 DSP하에서 구동되도록 하였다.그리고 AndersonLoop는 능동 소
자인 AnalogDevice사의 AD620을 사용하여 설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시스템은 높은 CMRR을 갖고,Lead-wire효과를 최소화

하게 설계 되었고,Lock-in증폭기를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나은 필터 성
능을 갖도록 하였다.
설계된 시스템의 성능 평가는 수동 소자 모델인 적혈구 세포 모델과 구면

세포계 모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각 모델을 ImpedanceAnalyzer와 설계된
시스템으로 측정 후 비교 평가하였다.임피던스 측정에 있어서 크기는 8%,위
상은 0.5%의 오차율을 보임으로서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위상 측정에 우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계된 시스템은 능동 소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른 구동 범위

는 소자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능동소자의 특성을 반영
한 수식을 도입해야 하며,임피던스의 크기 측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득 및 기준 저항을 갖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이가.
또,제안된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일정시간 획득 후 DSP를 이용하여 신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크지 않아 floatingpoint연산을 사용하였
으나 앞으로 실시간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fixedpoint연산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데이터 메모리 관리에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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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여러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동작 주파수 영역의 확대 및 실시간으로 임피던스의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개선과 디지털 부분의 소형화를 통하여 이동 시의 국소 부
위의 임피던스 변화량 등의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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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IIImmmpppeeedddaaannnccceeeMMMeeeaaasssuuurrreeemmmeeennntttSSSyyysssttteeemmm bbbyyyLLLoooccckkk---iiinnnaaammmpppllliiifffiiieeerrr
aaannndddAAAnnndddeeerrrsssooonnnLLLooooooppp

Jeong,Hyun-Hak
Dept.ofBiomedicalEngineer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 purpose ofthis study were to measure amplitude and phase of
impedancebylock-inamplifierandAndersonLoop.
The electricalbio-impedance based methods have obtained a recognized

position among the other clinicalmethods ofnoninvasive diagnosis.The
electricalbio-impedance methods are usefulformedicaldiagnosis such as
informationaboutheartexercise,lungexerciseandtissuemetamorphosis.
HowlandCurrentSourceandNegativeImpedanceConverterareusedwidely
forelectricalbio-impedancebasedmethodbut,thesemethodswhicharebased
on Wheatstone Bridge circuit have some criticalpoints such as a low
sensitivityandmeasuringphase.
In this study,the developed bio-impedance measuring system adopted

lock-inamplifierandAndersonloop.
TI'sDSPTMS320F2812andXilinx'sCPLD usedtomakeadigitalsystem

toremoveinherenterrorsinananalogsystem.Lock-inamplifierisdesigned
todigitalsystem usingbandpassfilter,low passfilterandmultiplier.DSPis
usedtocalculateamplitudeandphaseofimpe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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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sweredoneonthebloodcellmodelandtheequivalentmodelto
representtheelectricalpropertiesofcellsuspensionbyadevelopedsystem and
aimpedanceanalyzer.Inthebloodcellmodel,theamplitudeandthephaseof
1kHz~5kHzfrequenciesinthedevelopedsystem had8% and0.4% error.In
theequivalentmodeltorepresenttheelectricalpropertiesofcellsuspension,
theamplitudeand thephaseof1kHz~5kHzfrequenciesin thedeveloped
system had9% and0.7% error.Theerrorsofamplitudeareinfluencedby
errorofamplifier'sgain and referenceresistor.From theresultabove,the
developedsystem ismoreeffectivethanformersystem.
Thebio-impedancemeasuringsystem ofthisstudyispossibletomeasure

impedanceofgood quality using lock-in amplifierand Anderson loop.The
system isalsoeasytomonitorimpedancebydigital.
Theproposedsystem ofthisstudyiscontrolledtomeasureaonetimebya

button,howeverifthe system is improved to minimize and be quick at
calculation,itcanbepossibletomeasureimpedanceundervariousstatus.

==================================================================
Keywords:Impedance,Lock-inAmplifier,AndersonLoop,DSP,CP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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