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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각 측정을 위한 적외선 각도 센서 연구

Design of Infrared Angular Sensor for Human Join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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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Joint angle generally can be measured to check the recovery process in rehabilitation field. This paper suggests to 

measure joint angle with Infrared sensor based on triangulation principle. We performed various experiments to find the 

optimal condition of the sensor’s attached distance, height, and angle.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commercial goniometer 

for accuracy. The proposed infrared joint angle sensor can be effectively used in rehabilitation and sport scienc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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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방식이 기계화, 자동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활동량이 부족해지면서 관절이 약화되거나 쉽게 손상

된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관절 부상

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관절각도는 장애 판단 기준, 재활 치

료에서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1]. 정확한 관절의 움직임

을 측정하면 재활치료의 회복 정도를 평가할 수 있고,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 동작학습을 통한 자세교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2]. 따라서 신체 기능 평가 및 복원, 스포츠 등에 활

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도 센서에 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리적 변형에 따른 저항 값 변화를 이용한 스

트레인게이지(strain-gauge)와 각도변화에 따른 도체접f 면적의 

변화에 의한 저항 값 변화를 이용한 전기 저항 각도기(electro- 

goniometer)는 고가이고, 반복 사용 시 내부저항의 기계적 마모

로 측정치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3-4]. 가속도계와 경사도

계를 이용한 방법은 충격에 민감하고 데이터 처리 시 적분 과정

에서 데이터가 손실 될 수 있다[5-6]. 부착된 적외선 마커의 좌

표값을 영상 처리하여 각도를 측정하는 카메라 기반 3차원 동작

분석기기(3-D motion capture system)는 매우 고가이며, 측정 

및 데이터 분석에 전문가가 요구된다. 또한 셋업과 데이터 분석

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카메라 장비가 설치된 동작 분석실에

서만 사용이 가능하다[7-8].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관절각도 측정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하

고 경제성과 편의성 등을 갖춘 각도 센서를 연구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삼각측량의 원리를 이용한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여 

관절 각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였다. 각도 센

서로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측정범위 및 해상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연구하였다. 물리적 변형, 저항

의 마모가 없는 광학적 측정 방법으로 LabVIEW 프로그램을 적

용하여 일반인도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역변환 수학 모

델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각도 정보를 PC로 모니터링 할 수 있

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상업용 전자 각도기와 비교를 통해 제

안된 광센서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실험재료

본 논문에서는 광센서를 이용하여 각 변위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계측 장비를 연구하였다. 그림 1 (a)는 실험에 사용

된 적외선 발광소자(IR LED)와 광검출기(light detector)가 하나

로 구성되어 있는 삼각측량 기반 적외선 센서(GP2Y0A21YK, 

Sharp, Japan)를 보여준다. 센서는 적외선 발광소자, 광검출기, 

전원(Vcc), 접지(GND), 출력(Vout)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된 센서는 

안정적인 출력을 위한 정전압 회로와 외부 빛의 간섭을 최소화하

기 위한 가시광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 센서의 측정범위는 10 ～ 

80 cm, 4.5 ～ 5.5 V의 구동전압이 필요하고, 평균 소비 전류는 

30 ～ 40 mA이다. 대부분의 광학식 센서는 거리가 멀어지거나, 

반사물의 색에 따라 반사광의 강도가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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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용된 센서는 그림 1(b)와 같이 반사광이 돌아오는 위치

에서 거리를 분할하는 삼각측량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 방법은 

각도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므로 거리에 따라 반사

되어 되돌아오는 전류의 비율로 거리를 계산하여 물체의 색 또는 

반사광의 세기에 따른 영향 없이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9].

(a) 적외선 센서

(b) 센서의 측정원리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적외선 센서와 측정원리

Fig. 1 The IR sensor used in the experiment

그림 2는 센서와 반사물 거리변화에 따른 센서의 출력 신호를 

보여준다. 센서의 출력 곡선을 보면 반사물이 가까운 거리에서는 

출력값이 증가하고 일정 거리가 되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곡점이 나타나는 범위를 피

해 변수를 정하였고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을 이용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 관절각도가 달라질 때 거리가 변화하고 이에 따

른 광신호의 변화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분석하여 이를 인체 관

절각도 검출에 응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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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사 거리에 따른 출력 신호

Fig. 2 Output signal corresponding to the reflection distance

2.2 실험 방법

그림 3은 광학 센서를 이용하여 각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셋업을 보여준다. 굽힘과 폄이 가능한 관절모형을 제작하여 다양

한 실험을 통해 각 변위 측정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변수는 센서 부착 기울기( = 2.5° ～ 7.5°), 회

전 중심축으로부터 센서 부착 거리( = 17 cm ～ 21 cm), 센

서 부착 높이( = 4 cm ～ 6 cm)이다. 각각의 조건에서 굽힘

각(  = 0˚ ～ 150˚) 변화에 따른 출력 신호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는 각도 변화에 수반되어 달라지는 거리 변화를 이용한 것이

다. 디지털 각도기(GR82302R, CemRed, Denmark)를 기준 각도

기로 사용하였고 상업용 전자각도기(PS-2137, PASCO, USA)와 

비교를 통해 제안된 각 변위 센서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아날로그 신호는 데이터 수집 장치 (NI 

USB-6008, National Instrument, USA)로 받아 A/D 변환된 신

호를 LabVIEW (Version 2012, National Instrument, USA)를 통

해 저장하였다. 저장된 데이터는 MATLAB (Version R2008a, 

Mathworks, USA)을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 분석 및 모델링에 이

용하였다.

그림 3 관절모델을 이용한 실험방법 

Fig. 3 Joint model and the experimental setup

2.3 실험 결과 및 고찰

그림 4～6은 다양한 센서 부착 거리( = 17 cm ～ 21 cm), 

센서 부착 각도( = 2.5° ～ 7.5°)에서 굽힘각(  = 0˚ ～ 150˚) 

변화에 따른 센서 출력신호를 보여준다. 동일한 실험을 세 가지 

센서 부착 높이(  = 4 cm～6 cm)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 4는 센서 부착 높이  = 4 cm에서 센서 부착 거리(), 

부착 각도()에 따른 출력 신호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4(a) ～ 

(c)에서 센서 부착거리()가 회전 중심축과 가까워질수록 출력 

신호의 피크와 기울기가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센서의 부착 

각도()가 감소할수록 두드러진다. 센서의 부착 높이  = 4 cm

의 경우 대체적으로 굽힘각   = 0˚ ～ 150˚에서 데이터의 기울

기 변화가 관찰된다. 그러나 그림 4(c)에서  = 19 cm, 21 cm

의 경우,   = 40˚ ～ 100˚에서 출력값이 불안정하고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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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5° 

 

(b)  = 5° 

 

(c)  = 7.5°

그림 4 센서 부착 거리, 부착 각도에 따른 출력 신호 변화 ( = 4 cm)

Fig. 4 Sensor output signal difference between sensor attached distance and angle ( = 4 cm)

(a)  = 2.5°

 

(b)  = 5° (c)  = 7.5°

그림 5 센서 부착 거리, 부착 각도에 따른 출력 신호 변화 ( = 5 cm)

Fig. 5 Sensor output signal difference between sensor attached distance and angle ( = 5 cm)

 = 17 cm의 조건에서 굽힘각에 따른 센서 출력 신호의 전압값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 4 cm에서 검출 

신호의 피크와 기울기를 고려하였을 때 각도센서로 적용할 경우 

부착각도  = 2.5°,  = 17 cm 조건이 최적으로 판단된다.

그림 5는 센서 부착 높이   = 5 cm에서 센서 부착 거리(), 

부착 각도()에 따른 출력 신호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5(a) ∼ 

(c)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센서의 부착 각도()가 감소할수록, 

센서 부착 거리()가 중심축과 가까워질수록, 출력 신호의 피크

와 기울기가 증가한다. 굽힘각   = 0˚ ～ 150˚ 에서 데이터의 

기울기 변화가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 4 cm의 조건에 비해 

센서 출력신호의 크기와 기울기가 증가함을 보였다. 그림 5(c)의 

경우 굽힘각 변화에 따라 센서 출력신호가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

나 다른 부착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압값의 차이가 작다.  

= 5 cm 조건에서 각도센서로 적용할 경우 출력신호의 기울기와 

피크가 가장 큰 부착각도  = 2.5°,  = 17 cm 조건이 최적으

로 판단된다.

그림 6은 센서 부착 높이  = 6 cm에서 센서 부착 거리(), 

부착 각도()에 따른 출력 신호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6(a) ∼ 

(c)에서 센서 부착거리()가 회전 중심축과 멀어질수록 출력 신

호의 피크와 기울기가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센서의 부착 각

도()가 증가할수록 두드러진다.   = 4 cm, 5 cm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 6 cm 조건에서도 각도 센서로 적용할 경우 부착

각도  = 2.5°,  = 17 cm 조건이 최적으로 판단된다.

그림 4 ∼ 6 각각 최적의 조건들 모두 굽힘각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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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5° (b)  = 5° 

 

(c)  = 7.5°

그림 6 센서 부착 거리, 부착 각도에 따른 출력 신호 변화 ( = 6 cm)

Fig. 6 Sensor output signal difference between sensor attached distance and angle ( = 6 cm)

그림 7 부착 각도  = 2.5°, 부착 거리  = 17 cm에서 출력 

신호 변화

Fig. 7 Changes in sensor output signal when attachment 

angle  = 2.5° and attachment distance  = 17 cm

150°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센서 부착 거리

(), 부착 각도(), 부착 높이()에 따라 센서 출력신호의 피크와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절모델의 굽힘각이 

커질수록 센서의 출력이 커지고, 센서의 부착 각도와 부착 높이

가 동일할 때 센서가 회전 중심축에 가까울수록 출력이 커진다. 

이는 사용된 센서의 특성에 따라 센서와 반사체가 가까워질수록 

출력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굽힘각 측정 

센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센서 부착 거리, 높이와 센서 부착 각

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림 7은 그림 4 ～ 6의 결과에서 굽힘각 변화에 따른 센서 

출력신호의 피크와 기울기를 고려하여 각도 센서로 적합한 각각

의 조건을 표현한 그래프이다. 센서의 부착 각도  = 2.5˚와 부

착 거리  = 17 cm의 조건에서 각각 부착 높이  = 4 cm, 5 

cm, 6 cm이다. 와 가 동일할 때 90° 미만의 굽힘각에서  = 

4 cm의 전압값이 가장 크고 굽힘각 95° 이상일 때는   = 6 

cm에서 전압값이 가장 크다. 이러한 이유는 굽힘각이 90° 미만

일 때 부착 높이 4 cm가 반사판과 센서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굽힘각이 95° 이상일 때 부착 높이 6 cm가 반사판과 센서의 거

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 

각도 센서로 적용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링(식(1), 그림 8 참조)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확인하였다. 유의성으로 본 결과  = 4 cm

는   = 0.9718 (  < 0.01),  = 5 cm는   = 0.9990 (  < 

0.01),  = 6 cm는   = 0.9996 ( < 0.01)로 나타났다. 결과

적으로 센서 부착 높이 6 cm에서 가장 높은 유의성을 보였다. 

따라서  = 6 cm ,  = 17 cm,  = 2.5°가 최적의 조건으로 

판단된다.

그림 8은 광센서 실험결과 중  = 2.5˚,  = 6 cm,  = 17 

cm 조건에서   = 0˚ ～ 150˚에 대해 유리함수방정식(rational 

function)을 이용하여 역 변환 모델링한 결과를 보여준다. 역변환 

모델링은 계속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 (monotonically 

increasing or monotonically decreasing)을 보이는 영역에서 사

용가능하다[10]. 실시간으로 각 변위를 검출하기 위해서는 전압

신호를 각도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식(1)과 같이   

변수인 굽힘각과   변수인 센서 출력전압을 역 변환한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모델링 결과는   = 0.9996,   < 0.01로 추

정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추

정된 회귀식을 LabVIEW에 적용하여 실시간 각도 검출이 가능하

도록 구성하였다.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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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외선 각도 센서와 상업용 전기 각도기 출력각도 비교

(b) 기준각도와 LabVIEW 출력각도

그림 9 제안된 광센서와 상업용 전기 각도기를 이용한 기준 각

도와 LabVIEW 출력 각도의 상관관계

Fig. 9 LabVIEW display angle versus reference angle with 

optical sensor and commercial electro goniometer

여기서,  ∼  는 모델링 결과 얻어진 역 변환된 데이터 분자의 

계수값,  ∼ , 는 모델링 결과 얻어진 역 변환된 데이터 분모의 

계수값, 는 굽힘각, 는 적외선 센서 출력 전압을 의미한다.

그림 8 유리함수 역변환 모델 (=2.5˚, =6cm, =17cm)

Fig. 8 Inverse model with rational function (=2.5˚, =6cm, 

=17cm)

그림 9(a)는 상업용 전기 각도기와 비교 실험을 통해 제안된 

광센서의 정확도를 검증한 것으로 기준 각도와 LabVIEW로 출력

되는 각도를 보여준다. 두 각도기에서 측정된 굽힘각이 거의 일

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결과 제안된 광센서의 평균 제곱근 

오차(root-mean-square error, RMSE)는 ± 0.1391˚로 나타났다. 

그림 9(b)은 광센서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절 모델에 기준 

각도로 사용한 디지털 각도기의 각도와 LabVIEW로 출력되는 각

도를 보여준다. 기준 각도와 광센서의 각도는 선형성을 보이고, 

두 각도의 상관관계는 =0.9996,  < 0.01로 유의함을 보였다.

실험을 통해 광량 변화에 의한 출력전압 변화를 측정하여 그

에 상응하는 각도를 검출하였고, 이론적 수식을 얻었다. 이를 적

용한 결과 제안된 각도 센서의 측정 유효 범위는 =0˚～150˚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실제 각도와의 비교 분석 

및 모델링으로 본 광학센서를 이용한 굽힘각 측정 방법은 실제 

각도와 높은 유의성을 보였고, 상용화된 전자각도기와의 비교를 

통해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전기 각도기, 광센서 모두 기준 각도

와 같이 변수 변화에 따라 계측되는 값이 선형성을 보인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학센서를 이용하여 관절 각 변위 측정 센서

로 적용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연구하였다. 관절 모델을 제작하

여 다양한 변수 실험을 통해 각 변위 측정을 위한 최적의 조건

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센서 부착 거리, 부착 높이, 부

착 각도에 따라 측정되는 굽힘각의 범위 및 데이터 해상도가 각

각 다른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센서의 부착 높이가 높고, 부

착된 센서의 거리가 중심축에서 가까울수록, 센서 부착 각도가 

작을수록 측정 범위와 해상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

해 광량 변화에 의한 출력전압 변화를 측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각도를 검출하였고, 이론적 수식을 얻었다. 관절 각 측정을 위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본 연구팀의 이전 연구[11]에서의 측정범

위는   = 30° ～ 140°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결과보다 측정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을 연구하였고, 다양한 변수 실험을 

통해 얻어진 최적의 조건을 이용한 결과   = 0° ～ 150°의 측

정 유효범위를 보였다. 미국정형외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rthodpaedic Surgenons, AAOS)에서 제안된 각 관절별 정상 관

절가동범위에 의하면 팔꿈치 관절의 굽힘(flexion) 각도범위는 0˚ 

～ 150˚, 폄(extension) 가동범위는 0˚이다. 무릎관절의 굽힘 가

동범위는 0˚ ～ 135˚, 폄 가동범위는 0˚ ～ 10˚이다. 발목관절의 

배측 굴곡(dorsiflexion) 가동범위는 평균 0˚ ～ 20˚, 저측 굴곡

(plantarflexion)은 0˚ ～ 50˚이다[12]. 제안된 센서의 측정 유효 

범위를 이용하면 팔꿈치, 무릎, 발목 관절의 움직임을 측정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실제 각도와의 비교 분석 및 모델

링으로 본 광학센서를 이용한 방법은 실제 각도와 높은 유의성을 

보였고, 객관성이 검증된 상업용 전기 각도기와의 비교를 통해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제안된 광센서는 상업용 전기 각도기와 유

사한 정확성을 보였고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쉽게 관절

각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차후 연구로써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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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을 고안하고, 적

용 관절 부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측정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것이다. 제안된 방법을 추가적으로 연구

한다면 재활치료, 동작학습 및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것

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e연구사업임 (No. 

2010-0023158).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유

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되었습

니다 (No. 2011-0027920).

References 

[1] K. J. O’Donovan, R. Kamnik, D. T. O’Keeffe, and G. 

M.m Lyons, “An inertial and magnetic sensor based 

technique for joint angle measurement,” Journal of 

biomechanics, vol. 40, no. 12, pp. 2604-2611, 2007.

[2] B. G. Steele, B. Belza, K. Cain, C. Warms, J. 

Coppersmith, J. Howard, “Bodies in motion: Monitoring 

daily activity and exercise with motion sensors in 

people with chronic pulmonary diseas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40, no. 

5, pp. 45-58, 2003.

[3] C. Mancuso, G. De Toma, and R. Paradiso, “Wearable 

Electrogoniometer for Knee Joint Parameters Capture,” 

In Converging Clinical and Engineering Research on 

Neurorehabilitation, vol. 1, pp. 1055-1059, 2013. 

[4] A. A. Mohamed, J. Beyea, J. Landry, C. A. McGibbon, 

A. Sexton, and J. Baba, “Comparison of Strain-Gage 

and Fiber-Optic Goniometry for Measuring Knee 

Kinematics During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Exercise,” Journal of biomechanical engineering, vol. 

134, no. 8, 2012.

[5] J. Cruse, "Constraints for Joint Angle Control of the 

Human Arm," Biological Cybernetics, vol. 54, no. 2, pp. 

125-132, 1986.

[6] S. E. Gu, W. J. Lee, and S. J. Lee, "An analysis of the 

anaerobic power and joint angle of the lower limbs in 

relation to seat height and pedal cleat location on a 

bicycle,”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2, 

no. 2, pp. 1349-1359, 2013.

[7] C. A. Yucesoy, F. Ates, U. Akgun, and M. Karahan, 

“Measurement of human gracilis muscle isometric 

forces as a function of knee angle, intraoperatively,” 

Journal of Biomechanics, vol. 43, no. 14, pp. 

2665-2671, 2010.

[8] S. H. Jung, “The Effects of elbow joint angle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common extensor tendon 

of the humeral epicondyle,” KSME International 

Journal, vol. 18, no. 4, pp. 582-591, 2004.

[9] V. Debur, T. Arkhipova, G. Beskin, M. Pakhomov, V. 

Plokhotnichenko, M. Smirnova, and A. Solinc, 

"Position-sensitive detector for the 6-m optical 

telescope,"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Section A: Accelerators, 

Spectrometers, Detectors and Associated Equipment, 

vol. 513, no. 1-2, pp. 127-131, Nov. 2003.

[10] G. I. Jung, J. S. Kim, T. H. Lee, J. H. Choi, H. B. Oh, 

A. H. Kim, G. M. Eom, J. H. Lee, S. C. Chung, J. R. 

Park, Y. J. Lee, H. J. Park, and J. H. Jun, 

“Development of an Optical Fiber Sensor for Angular 

Displacement Measurements,” Bio-Medical Materials 

and Engineering, vol. 24, no. 1, pp.771-780, 2014.

[11] G. I. Jung, J. S. Kim, D. H. Hur, H. D. Yu, S. H. Lim, 

J. H. Choi, J. H. Lee, G. M. Eom, and J. H. Jun,

“Angular Displacement Measurement Using Optical 

Sensor,”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0, no. 10, pp.1959-1965, 

2011.

[12]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Joint 

motion: Method of measuring and recording,” 

Edinburgh : Churchill Livingstone., 2011.

저   자   소   개

오 한 별(Han-Byeol Oh)

2014년 건국대학교 의학공학부 졸업.

2014년∼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김 지 선(Ji-Sun Kim)

2009년 건국대학교 의학공학부 졸업.

2011년 동대학원 석사

2011년∼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기학회논문지 64권 5호 2015년 5월

798

김 아 희(A-Hee Kim)

2014년 건국대학교 의학공학부 졸업.

2014년∼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고 봉 준(Bong-Jun Goh)

2015년 건국대학교 의학공학부 졸업.

2015년∼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김 준 식(Jun-Sik Kim)

2015년 건국대학교 의학공학부 졸업.

2015년∼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이 은 숙(Eun-Suk Lee)

2015년 건국대학교 의학공학부 졸업.

2015년∼현재 동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

최 주 현(Ju-Hyeon Choi)

2013년 건국대학교 의학공학부 졸업.

2015년 동대학원 석사

전 재 훈(Jae-Hoon Jun)

1986년 고려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1993년 MS, Chemical Eng., Texas A&M 

University, USA

2001년 Ph.D., Biomedical Eng., Texas 

A&M University, USA

2001년∼2004년 Research Associate, 

Biomedical Eng., VCU(MCV campus)., USA.

2004년∼현재 건국대학교 의학공학부 교수.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