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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근래에 들어 수질 검사 시스템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오늘날 

깨끗한 물을 얻으려는 수요가 많은 동시에, 수질자원의 오염상태를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수질 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광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질자원을 검사하였는데, 

이는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검사 이후에도 수자원이 오염되지 

않아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광학장비는 매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비를 mobile platform으로 제작할 경우 이러한 비용,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연구실 내에서는 Light Emitting Diode[LED]와 

Photo Diode[PD]를 사용하여 제작 가격과 크기를 낮추었으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PBOS system을 사용하였다. PBOS system은 Pseudo 

BJT Optical Sensor의 약자이며, P-N 접합된 상태인 LED와 PD를 

BJT의 동작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그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특히 이 기술은 연구소 내에서 이론적/실험적으로 이득이 크다고 입증된 

상태이다. 또한 이것은 ‘BJT에서 base-emitter 간의 전류 흐름을 통해 

collector-emitter의 전류가 증폭된다.’는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였으며 

LED에 흐르는 전류를 통해 PD에서 흐르는 전류를 증폭하는 효과를 

사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PBOS System을 mobile platform으로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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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 목표를 맞게 센서의 특성과 회로적인 

구현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Portable system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는 동시에 회로의 가격을 저렴하게 

하여 제작하였다. 완성된 크기는 portable system 으로서 휴대가 가능한 

크기(110x50x50mm) 의 mobile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크기로 제작하고 

battery를 장착하여 별도의 전원장치 없이 휴대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육안으로 구별 할 수 있는 

가시광 계열의 빛이 아닌 확인 불가능한 UV 영역의 파장에서 측정하여 

개인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하는 

장비를 제작하였다. 

 

 

주요어 : LED, PD, photo, UV, mobile, portable, PBOS 

학   번 : 2014-2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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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연구실에서 PBOS 라는 시스템을 제안하여, 기존 광 

분석방식보다 높은 Level of Detection[LOD] 을 가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1] 이 시스템을 통하여 실험실 내에서 측정한 결과 기존 

시스템의 측정방식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험실 내에서 실험적으로 증명된 보다 성능이 높은 광학 시스템을 

mobile 환경에서도 구현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연구하는 동시에 적합한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mobile 

platform 으로 제작한 수질 센서를 제작하여 이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실 내의 장비를 통해 측정한 성능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 만드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기존 광학 센서의 원리와 현재의 일반적인 

분석 방식(state of art)을 소개하고 연구실에서 개발한 PBOS system의 

원리를 소개하였다. 그 이후 본론에서는 이 시스템을 어떠한 구조로 

구현했는지 그 구현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이 mobile 

시스템을 통한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이 연구 이후 어떠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지 토의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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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광학센서의 소개 

 

광학센서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에 빛을 통과 시켜서 그 광자의 투과

성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로부터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존재와 양을 

측정하는 센서를 이야기 한다. 광학센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로 구

분된다. 이때, 빛 발광 부와 수광 부, 그리고 검출하려는 물질과 이를 잡

아주는 target, 매질(medium), 그리고 이 신호들을 사용자가 볼 수 있

도록 처리해주는 system으로 나누어 있다.  

수광 부는 이전부터 CMOS, CCD 센서와 같은 반도체 기반의 소자를 

사용하였던 것과 대비하여, 발광 부는 일반적으로 lamp를 사용하는 경

우가 많은데, 최근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의해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반도체 기술에 힘입어 소자의 크기는 작아지고, 

가격은 낮아짐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과 신뢰성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발광 부는 의미 그대로 빛을 내어주는 파트이다. 즉 일정 신호를 가하

면 이 신호를 광자로 변화시켜주는 신호를 가해주는 transducer 으로 

작용하며, 여기에서 사용하는 신호는 일반적으로 전기적 신호를 사용한

다. 전기적 신호를 빛으로 변화시켜 주고, 그 빛이 측정하고자 하는 

medium과 target을 통과하게 된다. 예전에는 형광등 과 같은 lam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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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반도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반도체 소자의 

사용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격이 저렴하게 낮아져 가고 있다. 수광 부

도 또한 의미 그대로 빛을 받는 파트이다. 즉 일정 빛을 비추어 주면 그 

광자를 신호로 변화시켜 주는 신호를 받는 transducer 으로 작용하며, 

여기에서 사용되는 신호는 일반적으로 전기적 신호이다. 이 경우도 발광 

부와 유사하게 반도체 기술이 사용된 Photo diode[PD]를 주로 사용한

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메라 내부에 있는 image sensor, 즉 내부의 

CCD, CMOS 카메라 또한 이러한 반도체가 내장되어 있고,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  

Target은 측정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medium는 그 

측정하고자 하는 target이 있는 공간 및 중간물질을 의미한다. 이 

medium은 공기, 물 등의 유체가 될 수 있고, 고체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 속의 오염원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후 매

질은 언제나 순수한 물(DI water)를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DI 

water 내에 있는 target의 특성에 따라서 target의 농도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서 얻은 정보를 사용자가 볼 수 있

도록 변환하는 system은 앞서 PD에서 흐르게 되는 유도전류를 측정하

고, 이 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target/medium을 통과하면서 빛의 유실 

량을 고려해 target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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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정보 처리뿐 아니라 발광, 수광 부를 제어하는 전기적인 요소

들을 포함하여 나타내었다. 

발광부는 최근 반도체 기술을 사용해 가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매우 빠른 반응속도로 현상을 체크할 수 있고, 또한 최근의 기술발전을 

더불어 smart한 동작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

여 원하는 바를 체크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을 절약하는 방

식으로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반도체 기술을 사

용한 광학 센서 시스템 전체적인 platform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이것을 요즘 나타나는 IoT 기술과 융합하여 설계, 개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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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광학센서 연구방법 및 특징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약 

400nm~700nm의 파장 대역이며, 나머지 파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역이다. 본 연구는 UV 영역과, IR 영역에서의 광 흡수 성질을 보이는 물

질들을 그 중에서 UV 영역에서 광 흡수 성질 가지는 물질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광학 센서는 흡광부에서 빛을 방출하고 수광부 에서 

빛이 흡수된다. 이 과정 중간의 매질에서 일정의 빛이 소실되게 되는데, 

이 소실되는 빛의 양에 의하여 센서로서 사용되는 것이다.  

 

2.1 광학센서의 특징 

 

매질을 통과하면서 줄어드는 빛의 양은 다음의 Beer-Lambert 법칙

에 따라서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선형적으로 흡광성 이 변하게 된

다. 빛이 특정 매질을 통과하며 흡수되는 빛의 양은 Beer-Lambert 법

칙에 의해 일반적인 빛이 특정 구간을 지나가면서 생기는 손실은 경로의 

길이, 중간물질의 농도에 의해 비례한다.[2] 그리고 그 수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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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og
P

A abc
P

    .......................................................................... (1) 

(1)의 수식은 Beer-Lambert raw 와 각 parameter의 coefficient. A

는 Beer-Lambert 이론에 따른 광 흡수 계수이다. A, 즉 광 흡수계수가 

클수록 광자가 잘 통과하지 못하는 매질로서 용질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

에 비례하여 광 흡수가 증가하게 된다. P0 는 매질을 통과하기 이전의 

빛의 세기이고 P는 매질을 통과한 통과한 빛의 세기이다. a는 물질의 농

도, b는 매질의 광 길이인 동시에 c는 매질의 농도이다. 즉, 흡광계수 A

는 통과하는 매질의 광 통로의 길이, 농도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통과하는 길이가 길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빛이 매질에서 

유실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2 광학센서의 장점과 문제점 

 

광 센서의 가장 큰 이점으로는 부산물이 없다는 점과 검사의 신속성에 

있다. 기존 화학센서의 경우 수질 내의 오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

학약품을 첨가하여 target과의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때문에 이 반응에 

의한 부산물이 생길 수 있으며,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첨가된 화학약품

이 새로운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채취했던 sample을 가지고 오

랜 시간 측정하고 난 이후 그 sample은 재활용이 불가한 것과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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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센서는 이러한 단점이 없다.  

다만, 이러한 광 센서의 단점은 매우 높은 가격과 낮은 감도를 가진다

는 문제점이 있다. 광학 장비는 현재에도 매우 고가의 장비에 속하기 때

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연구단체가 아니라면 구매의 부담 요인이 

된다.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를 위한 장비들을 일반 개인 가정

에서 모두 구매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으며 그 크기가 매우 커서 설치하

기 또한 어려움이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중에서 UV 

영역의 광학 분석 장비는 가격이 더욱 높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는 성

능을 보이는 장비는 개인이 구매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동시에 그 성능

도 여타 생/화학 센서에 비해서 낮다. 

 

 

2.3 LED 기반의 광학센서 분석 및 측정 방법 

 

기존 높은 가격에서만 운용 가능하던 광학센서를 상용화 하기에 사용

된 방법 중 하나는 Light Emitting Diode[LED], Photo Diode[PD]를 사

용한 점이다. 이 2가지 소자는 반도체 소자로서 최근 반도체 기술의 발

전에 힘입어 매우 작은 크기로 집적화와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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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진 기술 중의 하나이다. 또한 반도체 기술이 현재 계속 발전해 감

에 의해서 점점 기술이 발전해 가고 있으므로 현재보다 더욱 경쟁력 있

는 제품 분야의 하나이다. 

LED를 사용한 가장 큰 이점은 매우 저렴한 가격과 집적도, 그리고 전

기적으로 쉬운 제어(신속성 및 안정성)이다. 최근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LED의 저가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센서에 

들어가는 발광 부와 수광 부를 매우 저렴하게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었

다. 때문에 LED를 사용하여 낮은 가격으로 연구소뿐 아니라 일반 개인 

가정에서도 센서를 구매 할 수 있을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

능하게 되었다. 높은 집적도의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근 반

도체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해왔으며, 지금도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LED 소자 또한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이후에도 많은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LED의 특징 중 하나인 매우 작은 단위에서 광이 방출된다는 

특징, 그리고 빛을 켜고 끄는 ON/OFF 시에 걸리는 delay가 매우 적다

는 이점이 있다. 때문에 매우 적은 순간 시간에 빛을 켜서 측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특징이다. 또한 반도체 기술발전을 통해 매우 적은 가격

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3, 4] 

다만, LED를 기반으로 하는 센서의 단점이 있다. LED의 경우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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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소자는 한가지 파장의 광원만을 방출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한 

개의 센서를 통해서는 한 대역의 파장의 빛만을 검출 할 수 있다. 따라

서 물질의 특이성이 매우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특이성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channel을 가진 LED-PD의 조합을 통해 

물질의 특이성을 파악해야 한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여 측정된 물질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 LED-PD를 사용한 센서의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존 

LED 기반의 광학 센서는 LED에 일정한 전류를 가해주고, PD에는 일정

한 전압을 가해 준다. 그리고 LED에서 생성된 빛을 PD로 비추어 준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LED에는 일정한 전압으로 인하여 일정한 빛이 

생성되게 되며, 이 일정한 빛으로 인해 PD에도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때 빛이 지나는 경로에 target 물질과 medium을 

만들어 주고, PD에서 생성된 전류를 측정하는 방식이 기존의 방식이다. 

LED와 PD는 일종의 PN diode 이다. P type 반도체와 N type 반도체

가 서로 접합하여 있는 상태인데, LED는 전류가 흐르면 전자 및 정공의 

재결합에 의하여 빛이 방출되며, PD는 빛을 받으면 전자가 conduction 

band로 전이되어 전류가 흐르게 된다. 빛을 받으면 전자가 valence 

band에서 conduction band로 전이되고, 다시 valence band로 전이될 

때 빛을 방출하는 원리이다. 때문에 기존의 백열전구나 형광등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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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이 적고 효율이 높을 뿐 아니라 전기적으로 더욱 제어 가능한 안정

한 소자이다. 

이 LED와 P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LED에 전류를 가해주고 LED에

서 방출된 빛을 모두 PD에 입사하여 동작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반

대의 동작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소자의 역할에 의해 분석이 가능하다. 

LED는 관통하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빛이 방출되게 되며, PD의 경

우에는 입사하는 빛에 비례하는 전류가 흐르게 된다. 즉, LED에 가해주

는 전류의 양에 비례하여 PD에 생성되는 전류의 크기가 결정되게 된다 

 
 

그림 1. 일반적인 LED, PD를 이용한 광학분석 방식. 왼편의 diode는 빛을 흡수하려 전류를 발생

시키는 photo diode 이고, 오른편의 diode는 전류가 흐르면 빛이 발생하는 LED 이다. LED에 전류

가 흐르면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 빛이 매질을 통과한 일정 비율만큼 PD에 전달되어 그 비율만큼 

PD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즉 LED 에 흐르는 빛과 매질의 광 흡수 정도 2가지 변수에 의하여 PD

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때 LED에 흐르는 전류를 고정하면 매질의 특성에 따라 PD에 전류가 흐

르게 되어 PD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여 매질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V V



 

 

 

 

 

 

 

 

11 

제 3 절 PBOS system 분석 

 

Pseudo BJT[Bipolar Junction Transistor] Optical Sensor[PBOS] 

System 란 optical sensor를 BJT 의 동작과 유사하게 제작하여 그 효

율성을 높이는 기술이다.[1] 기존의 광학센서는 PD와 LED를 서로 

independent 한 상태로 동작하는 반면 PBOS system 은 PD와 LED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BJT의 동작의 형태를 모방하여 PD와 LED가 유

기적으로 동작하는 기술이다. PD와 LED의 전류를 서로 비례하게 흘려 

주어 BJT의 동작을 모방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여 

portable platform 형태로서 적용 가능한지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이다. 

N type BJT 를 고려하여 보면, N-P-N (collector-base-emitter)의 

type의 반도체가 서로 접합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전자가 

base에서 emitter를 지나는 전류에 따라 collector를 통과하는 전류가 

증폭된다는 점이다. PD와 LED 도 또한 P-N diode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PD, LED의 배열을 N-P, P-N 의 형태로 나란히 배열하여 NPN 

BJT 와 유사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로서 LED에 흐르는 전류가 광

자로 변하면서 PD에 전해지게 제작하여 optical current gain을 생성하

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을 사용하여 광학 특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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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두 그림은 BJT의 동작 원리와 PBOS의 동작 원리를 비교해 

놓은 그림이며, PBOS와 BJT에서 유사한 parameter 들을 정리하여 놓

았다. 

 

그림 2. base open 상태의 BJT와 그때의 electrical gain. Base-emitter의 CBOI 의 전류의 양에 

따라 electrical gain   와 합해져 collector 전류가 결정되게 된다. 

 

 

 

 
그림 3. JT를 diode 형태로 변환한 경우의 그 당시의 optical current gain. Photo diode와 LED

를 차례로 배치하여 BJT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에 LED에서 흐르는 thermal current를 BJT

의 CBOI 와 같이 생각 하고, LED의 빛으로 인한 PD의 generation current의 비율을  와 같이 

생각 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의 전류 또한 BJT의 모델설정처럼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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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T PBOS 비교 

EI  LEDI  Emitter, LED의 전류. Base, thermal 전류와 

증폭된 전류의 합. 

CI  PDI  가해주는 전류, Base, thermal 전류와 증폭된 

전류의 합. Emitter, LED와 그 크기가 같다. 

CBOI  thI  Base-Emitter 전류와 LED의 thermal 

current. 이 전류를 통해 gain이 나타난다. 

0    Gain이 나타나 증폭되는 정도 

표 1.  BJT 와 PBOS system의 계수 비교 
 

[표 1]은 앞서 나타낸 BJT와 PD-LED에서 나타난 parameter들을 

정리하여 나타낸 표이다. 앞PD-LED 를 가지고 N-P-N BJT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이를 공식화 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PD-LED

를 통하여 Pseudo BJT Optical Sensor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의 conventional optical sensor에 비하여 그 성능을 높일 수 있다. 하지

만 이 system의 단점이 있는데, LED에서 나타나는 빛을 통한 PD의 증

폭도 optical gain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것으로 인해 이 시스템을 가

지고 측정을 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PD에 흐르는 전

류가 너무 적어서 측정을 하기에 힘든 환경이 된다. PD에 흐르는 전류와 

LED에 흐르는 전류가 같이 때문에 PD에 흐르는 전류가 적으면 LED에

서 나타나는 빛도 또한 작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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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작은 PD에 흐르는 전류를 증폭하여 LED에는 높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법이다. 다음의 그림은 앞서 소개한 PBOS 

system을 보다 더 측정하기 쉬운 형태로 나타낸 회로이다.  

 

그림 4. PBOS system의 PD, LED에 흐르는 전류를 늘려 측정하기 편하게 만든 변경 회로도.  

PD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증폭시켜 LED에 흐르는 전류를 늘려준 형태이다. 때문에 LED에서 흐르

는 빛이 보다 증가하게 되는 동시 PD에 흐르는 generation current도 증가하게 되어 측정하기 보

다 쉽게 만들었다. 
 

[그림 4]에 나타난 회로를 보면 PD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증폭시켜

서 LED에 흐르는 전류를 더욱 높였다. [그림 3]에 나타난 회로에서는 

PD, LED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 이것을 측정하기 힘들었으나 [그림 4]

와 같이 수정한 이후에는 PD, LED에 흐르는 빛이 많아지고 빛의 세기

도 세지기 때문에 측정하기 보다 편해지는 이점이 있다.  

다만 [그림 4]와 같이 수정하게 되면 회로가 보다 복잡해 지기 때문

에 구현하는 데에 보다 힘들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

고 다음의 PBOS를 통하여 회로를 실제로 mobile platform으로 구현하

여 센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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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PBOS Mobile Platform 구현 
 

앞서 제시한 PBOS system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 PBOS 뿐만 아

니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변의 장치들이 필요하다. PBOS System의 

가장 큰 단점은 일반 conventional 센서에 비해 회로가 복잡하다는 단

점을 극복해야 한다. 일반적인 광 센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전류 

source 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회로가 복잡해지고, 그 크기가 더욱 

커지게 되지만, 이와는 역설적으로 portable로 제작을 해야 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내야 한다. 동시에 portable 

장비로서 휴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 1 절 Platform 구성 

 

본 Platform은 portable 동작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전원 공급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battery를 내장하고, 전체 전력을 제어할 회로를 

구동시켜야 한다. 앞서 말한 PBOS system을 구동하기 위해서 높은 고

전압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attery의 경우 전압이 높지 못

하다. 특히 휴대폰 배터리로 많이 사용되는 Li 계열 battery의 전압은 

약 3.5V로서 매우 적은 크기를 가진다. 이러한 낮은 전압에서 고전압의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DC-DC converter중의 하나인 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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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ter와 buck-boost converter를 사용하였다. 다만 이 방식으로 

생성된 전압은 noise가 매우 크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noise를 제거할 

수 있는 noise filter를 추가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또한 이 전체 시스템을 구동시키기 위하여 DAC, ADC는 원하는 신호

를 생성/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processor 가 전체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Processor는 Microcontroller Unit[MCU]를 사용하였다. 현재 기술로서 

매우 작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종류의 MCU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작으면서도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관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를 마련하였

다. 또한 이 모든 것의 전기적인 환경을 갖추기 위한 power source를 

만들었다. 이러한 회로를 통하여 PBOS system을 구현하였다. 이 기술

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현한 전체 회로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PBOS system을 platform화 시켜 구현하려는 전체 diagram. 이는 PBOS system을 

mobile platform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작하기 위한 기능들을 block diagram으로 표현한 그림이

다. 파란색 block은 전체 동작을 위한 전원장치가 있고 아래쪽 왼편의 점선 내부는 PBOS를 제어

하기 위한 digital 회로들이, 그리고 아래쪽 오른편의 점선 내부는 PBOS system을 동작하는 

analog 회로들의 diagram 이다. 전원장치가 전체 회로들이 동작하기 위한 전기적 환경을 만들어 

주면 digital 회로가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명령을 가해주고 이러한 명령을 받아 analog 회로에서 

광학 센서를 구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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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OS에서 필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용 가능한 배터리의 

개수는 3개 이하의 작은 크기로 사용되어야 하며, PBOS는 noise가 없

는 +/-15V의 전압이 가해져야 한다. Processor는 us 단위의 시간 

control이 가능함과 동시에 원하는 신호를 언제나 가해줄 수 있어야 하

며 내부적으로 교정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noise가 없는 매우 안정적

인 상태로 동작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동시에 제품의 크기는 현재 

존재하는 mobile phone의 크기와 큰 차이가 없거나 더 작아야 한다. 다

음의 기능들을 모두 충족하면서 portable device 로서 휴대 가능한 기기

로서 제작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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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부 구현 방법 

 

앞서 나타낸 Diagram을 구현하려면 각각의 파트에서 필요한 동작 요

구조건과 그 동작을 구현하여야 한다. 그것으로 전류 공급원과 그 전류 

공급원을 유기적으로 제어 가능한 제어파트, 그리고 이 전체 platform의 

전기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파워 제공파트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mobile platform으로 구동 가능해야 하기 위하

여 이를 구현하였다.  

 

2.1 일정한 전류 공급원 

일정한 전류를 가해주는 전류 공급원의 후보 에는 다음의 그림에 몇 

가지를 나타내었다.[5, 6, 7] 

 
그림 6. 일정한 전류 공급원을 만들기 위한 회로도. (a)는 Regulator를 사용한 전류 공급원 으로가

장 간단한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 한번 설정된 공급 전류 양을 실시간으로 변경하기 힘들다. (b)

는 Wilder Current Source 의 형태로 IC 설계 시에 전류 공급원으로 자주 사용 된다. (c)는 

Howland Current Source 로 매우 정밀한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동시에 실시간으로 그 전류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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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법 모두 전압 base 로서 특정 전압을 고정하고 이 전압차이에 

흐르는 전류를 조정하여 원하는 load에 흐르게 될 전류를 조정하는 방식

이다. 다음 중 [그림 5-(a)]와 같은 경우는 constant current source로

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일정한 크기의 전류가 계속되어 흐르게 되

며, 간단한 회로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회로로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가지 단점이 있다. 이때에 가해줄 수 있는 전류를 가변적으

로 변경할수 없이 고정된 전류만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고정된 전류를 

LED에 가해주고 이를 통해 PD에서 생성되는 전류를 측정하는 고전적

인 방법의 경우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수행

하는 positive feedback system 와 같이 매 순간순간 가해주는 전류의 

세기를 달리 하려면 사용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그림 5-(b, c)] 의 회로가 사용된다. 다음의 회로들은 일

종의 V-I converter 로서 특정 전압을 가해주면 그 전압의 크기에 비례

하여 전류를 가해주는 회로이다. 일정 전압을 걸어 전류를 가해준 이후, 

가해준 전류의 linear하게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형태이다. 2번째에 소개

되어 있는 Wilder Current Source는 이러한 V-I converter의 간단한 

형태이며 많은 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의 경우보다 noise를 줄이고, 보다 언제나 정확한 전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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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3번의 Howland Current Source를 사용하였

다. 이 방식은 보다 적은 크기의 정확한 크기의 전류를 일정하게, 그리

고 원하는 양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전류 공급원이며 비교

적 최근에 알려진 형태이다. 이 current source 는 원하는 수치의 전류

를 정확하게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의 회로에 대한 

analytic/simulation 의 접근방법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8], 최근 Bio 

Sensor 에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9, 10] 

다음의 경우는 이 Howland Current Source를 기존의 알려진 

analytic 분석보다 더 나아가서 보다 적은 양의 정밀한 전류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조한 형태이며, 이를 analytic 하게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다음

은 Howland Current Source를 기존보다 변형하여 본 PBOS System에 

적용하기 좋은 형태로 개선한 전류 공급원의 회로도이다. 

 
 

그림 7. Howland Current Source를 PBOS System에 맞게 변형한 회로도 이다. 회로도 에 나타

난 저항 R의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원하는 공급전류의 단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PBOS System은 

매우 정확한 전류를 공급해 주는 동시에 언제나 그 공급 전류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주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 R 의 값에 반비례하여 전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미세한 범위의 전류를 

조정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주는 전압을 미세 조정하고, 큰 규모의 전류를 변경하길 원하는 경

우에는 저항 R 의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공급하는 전류를 변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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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2] 는 Howland Current Source를 사용하는 IC의 특성을 공정/

온도 variation 에 따라 analytic 하게 분석한 수식이다. 0I 는 공급되는 

공급전류이며, inV 은 가해주는 입력전압, 그리고 R은 앞서 나온 회로도

상 R이란 저항 표시된 저항 이다. 그리고 1H , 2H 는 analytic한 결과에 

따른 계수로 첨부자료 appendix(pp. 47~52) 에 그 결과가 정리하여 있

다.  

이는 기존에 논문에 발간된 형태의 분석보다 더욱 발전하여 공정/온도 

variation 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다음은 다소 변형한 

형태의 전류 공급원이며, 이를 저항, IC의 특성을 분석하여 Analytic 하

게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앞서 나타난 수식을 통하여 전류는 가해준 

input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작은 크기의 offset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수식을 통하여 원하는 크기의 전류를 공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그림은 실제 사용하는 저항과 

IC의 parameter를 앞서 구한 식을 통하여 얻은 값을 통하여 2uA의 전

류를 가할 때 생성되는 오차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첫 번째 그래프

의 경우에는 각각의 IC의 공정상 variation에 의한 차이에 의해 원하는 

목표 값과의 오차를 나타낸 것이며 두 번째 그래프는 온도의 변이에 따

라서 나타나게 되는 오차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첫 번째 그래프를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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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보면, resistor의 오차의 영향(0.05% 오차를 갖는 정밀 저항 

사용)이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는 Op-amp 의 offset voltage의 영향

에 의한 변이가 다음으로 크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림 8. 공정 variation에 따른 Modified Howland Current Source 오차의 계산결과이다. x축은 

공정 variation이 일어나는 요인, y축은 그 요인으로 인해 전류 오차의 크기이다. 즉, resistor 

variation으로 인한 전류오차는 약 2.8nA이며, Op-amp의 offset voltage에 의한 수치는 1.1nA 이

다. 동시에 Op-amp의 biasing current, amplification, output impedance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가해준 전류가 2uA인데 반해 오차는 

최대 3nA 가 되지 않는다(약0.1%). 이것은 실험실 내부에서 알게 된 

오차의 최대 크기 margin 보다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사

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오류는 제품을 제작한 이후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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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화하는 noise 형태가 아니라 초기 오차로서 공장 초기화 진행 

시점에서 교정과정을 거쳐 복원이 가능한 형태이다. 교정과정이란, 현재 

상태를 측정하여 현재 기기의 상태를 측정하여 원하는 수치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parameter를 변화시켜야 하는지 추정하는 과정이다. 이때 출

력되는 전류를 가해주고, 상태를 점검하여 교정하는 과정을 프로그램 내

에 기록해 두면 이를 교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다음은 앞서 구한 수식을 통하여 온도의 변화에 따른 변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의 결과에서 파란색 막대는 analytic한 분석, 빨간색 막

대는 SPICE simulation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9. 온도 variation에 따른 Modified Howland Current Source 오차의 계산결과와 시뮬레이

션 결과이다. 파란색 그래프는 analytic한 계산결과, 붉은색은 simulation 분석결과 이다. x축은 온

도 변이의 변수이며, y축은 그 변이에 따른 전류 변화이다. 이를테면 resistor의 온도변화에 따른 

저항 변이 차이에 의한 전류 변화는 analytic결과는 3.8pA,simulation은 3.9pA 정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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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결과분석 또한 저항과 Op-amp의 offset voltage의 영향

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때의 변화는 최대 7pA 정도로 

가해주는 크기의 약 100만분의 1로서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고려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실제 연구실 내부에서 온도를 달리해 가며 측정을 진행

해본 결과이다. 위쪽의 그래프는 가해준 전류를 나타낸 결과이며, 아래

쪽의 그래프는 현재의 온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위쪽의 그래프는 원하는 

목표치의 전류를 1로 두고, 시간에 따라 온도변화와 함께 변하는 전류의 

크기를 관찰하였다. 

 

그림 10. 온도 variation에 따른 Modified Howland Current Source 오차의 실험 측정값. (a)는 

목표 공급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며, 공급을 시작하는 경우의 전류를 1로 가

정하여,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 상대값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내었다. (b)는 당시의 온도를 

나타낸다. (b)의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a)의 공급 전류가 변화하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

를 보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그 전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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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전류가 변화한다는 점을 

쉽게 확인 가능하다. 우선 가해주는 전류의 변화는 나타나는 random 오

차 보다는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며, 내부온도의 변화가 1

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 0.1%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정도

의 변화는 PBOS의 목표 측정 규정 내에 있는 허용 가능한 수치이며,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주기적으로 trace 하

여 교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점으로는 analytic/simulation의 결과(약 100만분의 1)에

비해서는 매우 크게 나타나는 수치라는 점이다. 이것으로 볼 때에 실제 

측정하는 경우와 simulation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저항, IC

의 오차만을 분석하기 보다 더 많은 점을 분석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생

각할 수 있으며, 어떠한 parameter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야기되는지 분

석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오차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가 측정 

허용 가능한 범위 이내의 수치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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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정한 전원 및 파워관리 

 

PBOS system을 mobile platform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platform 자체적으로 전원을 가지고 있어야 전체 센서를 구동 할 수 있

다. 때문에 platform 내부적으로 배터리를 내장하여 전력을 구동하였으

며, 내장된 배터리의 전압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dc-dc converter를 사

용하였으며, 이를 정확하고, noise를 없애기 위하여 Low Dropout 

Regulator[LDO]를 같이 사용하였다. 

배터리는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것 중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으며, 

mobile phone에서 주로 쓰이는 Li 계열의 배터리를 사용하였다. 이 

battery의 경우에는 완충전압이 약 4.2V, 방전된 경우에는 3V로 전압이 

3~4.2V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압을 그대

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PBOS System 에서는 수십V의 전

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battery를 통해 바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때문에 이를 DC-DC converter를 통하여 원하는 정도의 높은 전압

을 생성해 준 이후 다시 regulator 를 통하여 정확하면서 noise가 없는 

전압 공급원으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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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i-poly battery로부터 생산하는 전압환경 변경방식. battery로부터 파워를 받고 DC-

DC converter를 통해 전압을 생성해 낸 이후 이를 regulator를 통해 noise를 줄여 회로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기 환경을 제공하였다. 

 

2.3 신호 제어 

 

PBOS system은 특정 원하는 시점에서 측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자체적인 교정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적으로 가능해야 하는 것은 원하는 시점에 신호를 가해준 이후 센서를 

통과한 신호를 다시 측정하여 분석을 한 이후 분석 결과에 의하여 현재 

기기의 상태를 점검 가능한 교정기능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어

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원하는 신호를 가해줄 수 있는 unit, 신호를 

측정해 줄 수 있는 unit,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호를 원하는 형태로 제어 

가능한 unit이 있어야 제어 가능하다. 

이러한 원하는 신호 제어를 하기 위하여 신호 제어는 디지털 영역에서 

수행하여 내부적인 클락 을 통하여 시간을 제어하였으며, 신호 제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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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o Analog Converter[DAC]와 Analog to Digital 

Converter[ADC]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하는 시간에 신호를 가해 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제작하였다.  

 

제 3 절 Discrete Component 
 

우선 전체 system을 칩 내부에 넣기 이전에 분리된 개별 component 

를 통하여 설계한 결과를 통해 우선 제작하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PBOS system platform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모두 상

용적으로 사용되는 IC를 구매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그 크기를 작게 

제작하기 위하여 한 개의 wafer 내부에 제작하면 더 좋겠지만 이 정도

로 제작이 완료되진 못하였으나, 상용 IC로서 우선적으로 제작을 진행하

였다. 다음의 그림은 실제로 제작한 sample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 discrete component를 사용한 sample platform의 사진과 그 크기 비교. (a)는 상용 IC

들을 사용하여 제작한 Printed Circuit Board와 그 크기이며, (b)는 그 회로를 사용하여 제작한 

mobile platform sample 이다. Sample의 크기가 mobile phone 보다는 크지만 휴대 가능한 크기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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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sample의 높이가 높지만, 가로x세로의 길이에서는 mobile 형

태에 비하여 어느 정도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형태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PBOS system은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가지고

만 진행 가능한 기술이 아니라 소형화 하여 제작 가능한 기술 이라는 것

이 증명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보아 저 mobile 형태의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형태까지 발전을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PBOS system은 연

구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가지고만 진행 가능한 기술이 아니라 소형화 

하여 제작 가능한 기술 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BOS System은 연구실 내에서만 제작되고 실험/측정이 가능한 

방식이 아니라 소형 platform으로도 제작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 4 절 SoC 구현을 위한 IC 설계 
 

PBOS system을 보다 더 집적화, 적은 전력으로 구동시키기 위하여 

여러 개의 discrete component의 상용 소자로 동작하던 것을 한 개의 

chip 안에 제작하여 System on Chip[SoC]를 구현하도록 하였다. 다음

의 그림은 이중에 어느 부분을 SoC 구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그림이다. 

한 개의 chip 내에 집적화 하였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더 많은 기능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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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이전과 같은 1개 channel이 아닌 4개의 channel을 넣어 제작

하였다. 다음의 다이어그램은 전체 구상도 중에서 어느 부분을 SoC 화 

하여 구현해 낸 것인지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3. SoC를 위한 IC 설계의 범위. (a)는 전체 설계 중에서 한 개의 IC로 압축한 범위를 나타

내며, (b)는 이 제작된 IC의 layout 이다. 약 6개의 IC 및 20여개 이상의 수동소자를 한 개의 IC로 

줄여서 제작하였다. 

 

위 시스템을 통하여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였는데, 구성된 형태의 크기

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크기로 제작되었다. 크기 비교를 위하여 동전을 

사용하였고, 실제 제작한 IC의 크기는 2mmx2.5mm 의 크기를 Printed 

Circuit Board에 부착 하는 형태이다. IC 칩 단위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회로들을 IC 내부에 넣은 뿐만 아니라 전체 회로를 

보다 소형화, 저전력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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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계를 통하여 100원짜리 동전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3.7V 의 Li-

poly battery 한 개의 파워를 통하여 전체 회로를 구성 할 수 있는 저전

력의 소자이며, 크기를 줄였지만, 4개 파장의 LED-PD의 채널을 확보 

가능한 소형화를 구축하였다.  

 

그림 14. SoC를 위한 IC 설계를 통한 회로의 크기 비교. (a)는 설계된 회로의 layout이며, (b)는 

이를 통해 제작한 printed circuit board의 사진과 그 사진을 동전과의 크기비교 이다.  

 

 

그림 15. Discrete IC를 통한 설계와 연구실 내 제작된 IC 를 통한 설계를 통한 회로의 크기 비

교. (a)는 discrete component를 사용하여 설계된 회로이며, (b)는 이를 통해 제작한 printed 

circuit board의 사진과 그 사진을 동전과의 크기비교 이다. 기존 회로에 비해 많이 크기가 작아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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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5]를 통하여 보면 IC화를 통하여 매우 작은 크기로 변화

가 가능해 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서는 IC의 개수가 많음에 따라서 

크기와 전류 소모량 축소가 어려웠으나 IC로 축소한 이후에는 그 크기

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그림 15]와 같이 그 크기를 상당

히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새로 제작된 printed circuit board의 경우

에는 동전의 크기와 비교하는 작은 크기로 축소가 가능해 짐에 따라서 

실제 mobile application 로 설계가 가능해짐을 볼 수 있다. 게다가 

discrete IC를 사용한 경우에는 1개의 PD-LED channel을 설계한 것에 

비교하여 직접 설계한 IC를 통한 설계에서는 LED-PD의 4개 channel

을 설계하였다. 이를 토대로 보면 작은 IC를 사용하여 저전력의 동작까

지 진행 가능하여 mobile 환경에서 더욱 적합한 형태라 볼 수 있다. 

 

4.1 I/O interface 

 

Chip 내부의 기능은 Digital 신호를 Analog 신호로 변환 한 이후 

PBOS system을 통과시켜 원하는 정보로 변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

을 제어하는 제어 신호가 필요하며 이를 digital 신호로서 제어하도록 설

계하였다.  

이때 외부에서 가해주는 신호를 원하는 동작으로 변환 시키도록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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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이 필요하다. 때문에 외부 신호와 칩간의 통신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 알고리즘을 Serial Peripheral Interface[SPI] 방식을 응용하여 설계

하였다. 다음의 그림을 통해 신호의 waveform을 간단하게 나타내었다. 

 
그림 16. SoC를 위한 IC 설계의 외부와의 통신 알고리즘 waveform. 설계된 IC 칩이 외부 신호

를 내부의 소자들이 동작하도록 변환해 주는 기능을 한다. 외부의 신호를 변환하고 또 외부와의 통

신 protocol을 결정한다. 
 

설계된 IC의 protocol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Enable 신호가 high 상태

인 경우에는 입력이 되지 않으며, Enable 신호가 low 상태인 경우 외부

에서 오는 신호를 입력 받기 시작한다. Input 신호는 clock positive 

edge 에서 data가 sampling 되어 입력되며, MSB가 우선적으로 입력된

다. 이와 같은 algorithm을 통하여 W_E, clk, input 3pin 의 5핀과 reset

핀을 포함하여 총 6개의 input signal PAD를 가지게 되며 이 신호는 

PCB 설계 내에 위치하여 있는 MCU에서 변환하여 보내진다. 원하는 동

작을 하기 위한 정보를 MCU에 넣어두고, MCU에서는 그 동작을 시행하

기 위한 신호를 자체 제작한 IC 에 가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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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igital to Analog Converter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Analog 신호로 변환하여 PBOS system에 전달

해야 한다. 이때 digital 신호를 analog 신호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이때 사용하는 Digital to Analog Converter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R-2R Ladder type 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Schematic Figure는 다음의 

회로도 와 같다.[11] 

 

그림 17. Resistor Radder type Digital to Analog Converter의 회로도 및 그 출력 전압. 이는 나

타나 있는 R, 2R의 크기를 같은 같은 크기의 전압을 연달아 사용함으로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

기를 조절하여 전압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실제 상용 IC로 판매되고 있는 DAC 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방

법으로서 저항 배분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조절함으로 전압을 조절하

는 방식이다.[11] 그리고 그 수식은 다음의 [수식 3]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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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렇게 설계된 DAC unit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설계된 회로 도를 

HSPICE simulation을 통하여 동작 시켰을 때의 결과는 다음의 그래프

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18. Resistor Radder type Digital to Analog Converter의 HSPICE simulation 결과. 입력 

code에 따라 비례하여 output 전압이 변화하게 된다. 

 

 [그림 18]을 보면 가해지는 code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압이 비례하

여 나타나므로 원하는 동작 동작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수식 3]의  

input code에 비례하는 전압이 출력되는 수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전

압이 생성되어 원하는 신호로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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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래프는 공정 variation을 통한 오류를 분석한 그래프이다.  

     

그림 19. Resistor Radder type Digital to Analog Converter 의 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한 

공정 오차 분석. 공정 오차에 따른 output 변화를 montecarlo simulation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앞서 소개한 Resistor Radder type DAC는 저항의 공정 오차에 따라

서 출력 전압이 변하게 된다. 저항의 크기에 따른 전류변화를 만든 것인

데, 그 저항이 공정 variation을 가지고 있으면 그 크기가 변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IC 제조 업체에서 제공하는 저항의 공정 variation을 체크

하여 Monte Carlo Simulation을 사용하여 그 CDF을 나타내면 다음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나며 variation 의 표준편차는 0.61 으로서 약 0.61% 

의 DAC의 오류가 이론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1%이하의 오차이며, 나타

나는 오차는 앞서 Howland Current Source 에서 소개한 것처럼 교정기

능을 통해 극복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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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BOS 및 Analog System 

 

최종적으로 PBOS system을 구동하기 위하여 PBOS system을 설계

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실제 전체 PBOS system 중에서 실제 칩 내부에 

위치하여 있는 파트는 어느 부분인 것인지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으로 나

타내었다. 붉은색의 점선 내부의 회로들이 자체 제작한 IC 내부에 위치

하여 있는 회로들이다.  

 

그림 20. SoC를 위한 IC 설계를 하는 내부에 설계된 PBOS system 의 회로 구상도. 붉은색 점

선 내부의 회로가 IC 내부의 회로이다. 푸른색의 (a)는 Howland Current Source, 초록색의 (b)는 

voltage monitor, 보라색의 (c)는 LED와 LED의 전류공급 current source, 마지막으로 (d)는 PD

와 저항 이다. 다음의 회로들을 모두 IC 내부에 내장하였다. 

 

다음의 전체 PBOS system 에서 LED와 PD, 그리고 수치가 큰 저항

과 MOSFET 몇 개를 제외하면 상당수 system을 IC 내부에 이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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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성공하였다. 부득이하게 IC 내부에 가해주지 못한 저항(약 100

M 의 큰 저항) 과 LED의 출력을 가해주어야 하는 높은 전류

(~30mA), 높은 전압(~10V)를 필요로 하는 MOSFET 을 제외하고는 

전부 IC 내부에 작성하였다. 따라서 전체 면적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

해졌으며, 저전력 동작이 가능해졌다. 

 

4.4 설계된 IC 전체 구성도 

 

앞서 제작한 동작 block 을 통하여 전체 IC를 구성하였다. 제작한 

layout과 layout상의 각 파트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설계한 IC의 layout과 구획도. 녹색의 (a)는 PBOS system과 current source 인데, 녹

색으로 3개의 구획으로 나타낸 것은 각각 3가지의 아이템 1, 2, 3을 나타낸 것이며 그 중에서 type 

3가 가장 최종으로 목표로 한 item 이다. 주황색의 (b)는 2개의 DAC 이며, (a)는 외부와의 통신

을 위한 I/O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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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의 layout 을 확인하면 실제 동작에 비해서 여러 가지 type

의 회로를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Multi Project Wafer(MPW) 

를 통한 것으로 한번의 공정에서 높은 가격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회로를 한번에 제작한 것이다. 이로서 한가지의 설계가 확인되어 그 설

계만을 작게 제작하게 된다면 더욱 작고 저전력의 IC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한가지 type 이 각각 LED-PD의 4개 channel을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하여 높은 집적 system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IC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서 

통신 protocol, DAC, PBOS 의 몇 가지 기능을 가지는 block을 구현하

였는데, 이를 토대로 각 block을 연결하여 한 개의 전체 IC를 구성하였

으며, 그 구성된 block diagram을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그림 22. SoC를 위한 IC 설계를 하는 내부에 설계된 PBOS system 의 회로 구상도. 여러 가지

의 item을 CMOS switch 를 통하여 제작하여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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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외부에서 명령 signal의 digital 신호가 communication 

protocol에 맞추어 들어오게 되면, 이는 앞서 설계된 digital Interface 

파트에서 IC가 원하는 신호 형태로 변환을 하여 준다. 이 변환된 신호들

을 토대로 DAC와 switch 등이 동작을 하게 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channel의 PBOS system에 원하는 신호를 인가하게 되며 이때 발생되

는 전압을 IC 외부의 ADC 에서 측정하여 digital 신호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아래의 [그림 24] 에서는 [그림 23] 에서 소개한 block 

diagram의 idea를 토대로 만들어진 IC를 통한 외부 회로들 배치에 관한 

block diagram 이다. 

 

그림 23. SoC를 위한 IC 설계를 하는 내부에 설계된 PBOS system 의 회로 구상도. 연구실 내

에서 설계한 IC와 그 외부의 회로들을 나타내었다. CHIP 이란 연구실 내에서 설계한 IC를 나타내

며 diagram 으로 나타낸 회로들과 함께 구성하면 하나의 센서로 제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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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는 설계된 IC와 그 외부회로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는 LED, PD를 1개씩만 나타내었지만 실제 설계된 IC 내부에는 

총 4개의 PD-LED 를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그림 

17] 에서 제시한 작은 크기의 회로를 구현 가능하며, 저전력의 회로(대

기전역 5mW 이하, 동작전력 0.3W 이하) 의 구현이 가능해졌다. 이로

서 IC 설계를 통하여 보다 높은 집적된 결과와 저전력 sample을 제작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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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농도별 결과 및 분석 
 

제 1 절 Discrete component를 사용한 실험결과 
 

PBOS system을 보다 더 집적화, 적은 전력으로 구동시키기 위하여 

여러 개의 discrete 앞서 구현한 회로를 통해 UV 영역에서 단백질의 빛 

투과성을 검사해 보았다. 단백질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백질인 

BSA를 사용하여 보았다. 실험에 따른 결과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다.  

 
그림 24. discrete component를 통한 BSA solution의 농도별 투과실험 결과. 그래프를 통하여 확

인하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비례하여 출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작된 

sample은 본 농도실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그래프는 BSA 단백질의 농도를 1nM, 10nM, 100nM 으로 점차적

으로 크게 만들어 나가면서 센서에서 측정되는 신호를 나타낸 그래프이

다. 농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그 신호로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그래프

의 양상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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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부의 대형 장비들

을 토대로 실험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나게 된다. 

 

그림 25. Mobile sample과 Lab equipment 를 통한 실험의 비교. 붉은색 그래프는 본 연구에서 제

작한 mobile platform을 통한 실험결과이며, 검은색 그래프는 연구실 내의 실험장비를 통해 실험된 

결과이다. 두 그래프에서 약 10배 정도의 order 차이 이내에서 성능을 볼 수 있으므로, portable 

platform의 성능도 실제 실험에서 임시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볼 수 있다.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검은색 그래프는 portable 장비를 통하여 측정

한 결과이며, 붉은색 그래프는 실험실 내부의 장비를 사용한 실험 결과

이다. 그래프를 보면 실험 장비를 통한 결과에 비해 낮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10배 오더 이후의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mobile 

기기를 통한 성능이 연구실 내부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 보다는 못하지만 

실제 구현 가능하며, 상당 비율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라고 생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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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oC를 구현한 simulation 결과 
 

SoC를 위한 IC를 실제로 생산하여 제작한 board 에 구현하였고 실제 

용액을 통한 실험은 진행치 못하였으나, simulation을 통하여 그 동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simulation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

타낸 결과이다. 

 

그림 26. SoC를 위한 IC를 통한 simulation 결과에 따른 그래프. 설계된 IC를 통하여 용매의 빛 

흡수성에 대하여 나오는 출력을 HSPICE simulation 결과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경우에도 

또한 농도에 따라서 비례하여 출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26]을 통하여 simulation으로 나타난 투과성(흡수성)에 의하여 

거의 비례하는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SoC

를 위한 IC 구현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확인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

히 유추 가능하며 이후 이 시스템의 외부 환경을 정확하게 구현할 경우

에는 매우 작은 크기의 저전력 기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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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및 의의 
 

빛이 물질을 투과하면서 물질이 빛을 일부분 흡수하게 된다. 이 

흡수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광학센서이다. 본 연구에서 광학센서를 

통하여 물 내부의 오염물질을 조사하고, 이를 mobile 용도로 사용하도록 

작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발하는데 노력하였다. 또한 이렇게 

하여 휴대폰 크기보다 더 작은 크기로 모듈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센서를 사용하여 적은 가격으로 개인 가정에서도 쉽게 구매 할 수 

있도록 개발에 성공하였다. 

현재 UV 영역의 LED는 가격이 매우 비싸지만, 점점 반도체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후에도 점점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나간 이후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센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이후 연구 방향 
 

지금까지 PBOS system을 mobile 환경에서 구현하는 연구를 진행 하

였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SoC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IC를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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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설계한 회로, IC

를 더욱 발전시켜 더 높은 성능을 가진 동시에 소형화를 진행하는 방법

이 있다.  

기존 시스템의 noise를 줄이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측정을 하는 

노력과 제품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IC의 단가를 낮추는 노력

이 균형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Discrete component를 사용하는 방

향에서는 보다 더 높은 성능의 IC를 사용함과 그 IC의 가격을 고려하여 

선별을 해야 한다. 또한 되도록 그 IC package의 크기를 고려하여 보다 

작은 크기의 chip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SoC를 위한 I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방향이 존재한다. 기존 

설계된 회로에서는 IC와 IC 외부의 회로가 분리되어 있는데, IC 외부에 

존재하는 기능들을 모두 IC 내부에 제작하면 보다 더 작은 크기의 제작

이 가능하다. 현재 설계된 IC 보다 그 외부 기기들의 크기가 거의 주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후에는 이 모든 기능을 IC 내부에 제작하여 

보다 더 소형화를 진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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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Appendix - Refined Howland Current Source 
 

다음은 앞서 소개했던 Howland Current Source를 조금 변경한 

PBOS system에서 사용한 회로 이다.  

 
 

그림 27. Modified Howland Current Source 회로를 각 파트별 분류. (1, 2)는 voltage follower

로서 input의 전압을 output으로 출력시켜 주는 역할, (3)은 전압 분배, (4)는 voltage negative 

amplifier 이다. 이 각 파트를 합쳐서 하나의 current source로 사용된다.. 

 

[그림 27]은 앞서 소개한 Howland Current Source를 각 파트로 나

누어 소개한 회로이다. 이를 통하여 각 파트의 전기적 회로를 analytic

하게 분석하여 이를 다시 합쳐 전체 수식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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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Op-amp 의 variation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들과 이를 도식

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8. Op-amp 및 그 소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variation 요인. Input bias current, input offset, 

output impedance, output amplification의 4개자 요소를 분석하였다.  

 

[그림 28]의 성격들을 모두 포함하여 [그림 27]의 회로도를 analytic

하게 분석하였다. 이것을 [그림 27]의 각 파트를 하나씩 analytic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9. Modified Howland Current Source 회로의 part 1, 2. [그림 27]에서 소개한 파트에서

(1, 2)를 분석하여 block diagram으로 나타내었다. (a)는 [그림 27-1, 2]에 나타난 voltage 

follower 이며, (b)는 이에 Op-amp의 variation 요인들을 포함한 것이고, (c)는 이를 계산하여 

block diagram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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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5 

[그림 29] 에서 나온 block diagram으로 나타낸 block은 [수식 4, 5]

로 나타낼 수 있다. Vin은 입력 전압이며 Vout은 출력 전압으로, Voff는 

offset 전압, Av는 amplification, Rout은 출력저항, Isensor는 opamp 

출력전류, Vo는 Op-amp의 출력전류, ib는 input bias current 이다. 다

음의 그림은 파트 3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0. Modified Howland Current Source 회로의 part 3. [그림 27]에서 소개한 파트에서

(3)를 분석하여 block diagram으로 나타내었다. (a)는 [그림 27-3]에 나타난 voltage divider 

이며, (b)는 이에 Op-amp의 variation 요인들을 포함한 것이고, (c)는 이를 계산하여 block 

diagram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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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 

[그림 30] 에서 나온 block diagram으로 나타낸 block은 [수식 6, 7]

로 나타낼 수 있다. Vin은 입력 전압이며 R3, R4는 그림에서 나타난 각

각의 저항, V2는 중간 node의 전압이며, ib는 input bias current 이다. 

수식이 복잡해 짐에 따라 중간 수식을  로 나타내어 표시하였다. 다음

의 그림은 파트 4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1. Modified Howland Current Source 회로의 part 4. [그림 27]에서 소개한 파트에서

(4)를 분석하여 block diagram으로 나타내었다. (a)는 [그림 27-4]에 나타난 voltage divider 

이며, (b)는 이에 Op-amp의 variation 요인들을 포함한 것이고, (c)는 이를 계산하여 block 

diagram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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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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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그림 30] 에서 나온 block diagram으로 나타낸 block은 [수식 6, 7]

로 나타낼 수 있다. Vin은 입력 전압이며 R1, R2는 그림에서 나타난 각

각의 저항, Voff는 voltage offset, V2는 중간 node의 전압이며, ib는 

input bias current 이다. 수식이 복잡해 짐에 따라 중간 수식을 E2, Iref, 

 ,  로 나타내어 표시하였다. 다음의 그림은 전체 회로를 2가지 방향

으로 계산하여 합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2. Modified Howland Current Source 회로를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a)와 (b)

는 서로 다른 변수를 통해 수식을 전개했고, 이 두 수식을 통해 다음의 수식12, 13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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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계산된 결과인 [수식 12, 13]에서 나타난 계수는 아래의 수식

에 나타나 있다. [그림 32]에서 (a, b)의 두 가지 방향으로 다른 계수를 

통해서 계산된 결과로 [수식 12, 13]을 통합하여 [수식 14]의 Howland 

Current Source의 최종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이를 통해서 Howland 

Current Source를 Analytic 하게 분석하여 다음의 [수식 14]의 

Howland Current Source의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다.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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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odified Howland Current Source 의 공급 전류 용량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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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ementation of Pseudo BJT 

Optical Sensor System for Mobile 

Platform 
 

Yongjun Hwang 

Electrical and Informatio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se days, a water system of water pollution for the mobile 

application has been realized. Because determining visually the 

contamination of the water quality resources is not easy, it has 

operated a complex system. In methods checking the water 

resources, optical methods can be measured in real time. And after 

monitoring, there is not a pollution of water resources, so it has not 

been readily available, so it is immediately available for using. 

Therefore the inspection equipment can be mobile because they it be 

used immediately after the real-time measurement. However, such 

an optical device is a very expensive and has a lot of time consuming. 

Therefore, in this case of general home, there is a problem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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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If these devices are produced with the mobile platform, it 

is possible to obtain greater advantage. 

In the lab, it lowered the size and production cost by using LED-

Photodiode. And it was used as a PBOS(Pseudo Bipolar Junction 

Transistor Optical Sensor) system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PBOS system is the abbreviation of Pseudo BJT Optical Sensor, it 

means the techniques that the state of the PN junction, the LED and 

PD produced similarly to the operation of a BJT and then it increases 

the efficiency. In the lab, theoretically/experimentally, it is proved 

that the gain is great. It is conceived the idea that electric current of 

the collector-emitter is amplified via electric current flow in the 

base-emitter current in BJT and it is the form using the effect of 

amplifying the current flowing from the PD, by the current flowing 

through the LED. 

This study aims to produce such a PBOS System with mobile platform. 

This studied on sensor characteristics and circuit implementation 

method to use it For the portable system, it was prepared as to the 

portable size for normal individual’s portability as well as cost of 

the circuit were inexpensive production. The finished size is similar 

to the size of a mobile platform (110x50x50mm). It was 

manufactured in order to carry without a separate power supply for 

equipping with a battery. It was not measured at the light in the visible 

line that can distinguish with the naked eye, but the waveleng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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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V region, so in this case a individual uses, the equipment for 

measuring the contamination that cannot be resolved by the eye was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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