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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 진단을 위한 무릎관절 각도 측정용 광섬유 각도센서

Fiber-optic Goniometer to Measure Knee Joint Angle
for the Diagnosis of Gait Disturbance

김 선 근*․신 상 훈*․  다 *․홍 승 한*․심  인*․장 경 원*․유 욱 재*․이  수†  

(S. G. Kim․S. H. Shin․D. Jeon․S. H. Hong․H. I. Sim․K. W. Jang․W. J. Yoo․B. Lee)

Abstract –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fiber-optic goniometer for the continuous measurement of knee joint angle 

which provides important medical information on Alzheimer’s disease. The fiber-optic goniometer is composed of a 

light-emitting diode (LED), a plastic optical fiber (POF), and a voltage output photodiode (PD). As a sensing part of the 

fiber-optic goniometer, a unclad fiber with regular intervals of 1 mm was fabricated to improve efficiency of bending 

loss according to the angle variation of knee joint. The emitting light with a center wavelength of 470 nm from a LED 

is guided by a POF to the PD, the transmitted light is then attenuated by the bending loss inside the bent POF. The 

intensity variation of the light transmitted from the POF gives rise to a change in output voltage in the fiber-optic 

goniometer. Therefore, we measured the real-time output voltage of the proposed fiber-optic goniometer using the unclad 

fiber according to the knee joint angle. Through the repeated experiments, the fiber-optic goniometer shows that it has a 

reversibility and a wide measurable ang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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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부려진 섬유 내에서의 벤딩 손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bending loss in a bent 

optical fiber

1. 서  론 

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은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보행과 련된 무릎

의 각도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보행장애를 표 인 증

상으로 갖는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에 있어 조기진단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 

한 스포츠 운동에서의 기록단축  재활치료에서 환자의 회

복 정도를 단하는 요한 기 이 될 수 있다[2],[3]. 이에 

따라 각도  보행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는 연구  

장치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4-6]. 하지만 

각도  보행 측정장비로 사용되는 기존의 의료용 측각도계

(goniometer)  스트 인게이지(strain gauge), 3D- 외선 

카메라 보행분석 시스템을 비롯한 보행 분석용 장치들의 경

우, 측정자의 주 성, 한정된 측정공간과 같은 여러 단 을 

가진다[7],[8]. 본 연구에서는 기존 측정장비의 단 을 보완

하기 하여,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

한 섬유(optical fiber) 기반의 무릎  각도센서를 제작

한 뒤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일반 으로 섬유 기반의 물리 센서는  신호의 송경

로로서 유리나 라스틱 재질의 섬유를 사용하므로 특정 

물리량을 계측하는데 있어서 자기 의 간섭을 받지 않고, 

부식이 되지 않는다. 한 높은 유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

릎 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로 활용하기에 합하다. 

무릎 의 각도 측정을 한 각도센서의 감지부(sensing 

part)로서 섬유를 이용하기 해서는 의 움직임에 따

른 각도 변화에 의해 섬유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시  벤

딩 손실(macro bending loss)을 효율 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림 1은 섬유의 굽힘에 따라 발생하는 벤딩 손실을 모

식 으로 보여 다. 섬유에 입사된  신호의 각도(θ)가 

임계각(critical angle, θc)보다 클 경우, 섬유 내부에서 

반사(total internal reflection)를 통해  계측장비로 송된

다. 하지만 섬유가 구부러지게 되면 송되던  신호의 

각도(θ’)가 임계각보다 작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임계각이란  신호의 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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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action angle, θr)이 90°가 될 때의 입사각(incidence 

angle, θi)을 말하며, 코어(core)와 클래딩(cladding)의 굴

률(refractive index)이 각각 n1과 n2인 섬유에서 임계각과 

굴 률 사이의 계는 스넬의 법칙(Snell’s law)을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sin

sin
sin

   

∴  sin  

 

     (1) 

2. 본  론

2.1 실험 방법

무릎  각도 측정용 섬유 각도센서(fiber-optic gonio- 

meter)는 라스틱 섬유, 발 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포토다이오드(photodiode, PD), 신호수집장치

(data acquisition board, DAQ board)  컴퓨터 디스 이 

장치로 구성된다. 먼  섬유 각도센서의 원으로 사용하

기에 합한 LED를 선별하기 하여 470, 530, 660, 870 nm의 

장을 가지는 4종류의 섬유용 LED(IF-series, Industrial 

Fiber Optics)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섬유용 

LED는 섬유와의 결합이 용이하도록 커넥터 처리가 되어

있고, 내부에 치한 라스틱 즈를 통해 원부로부터 발

생된 빛을 섬유 내로 효율 으로 달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 

일반 으로 라스틱 섬유는 유리 섬유보다 내구성이 

강하고, 유연하다는 장 을 가진다. 따라서 LED로부터 발생

한 빛의 송  감지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섬유로는 계단형 굴 률(step-index)을 가지는 1 mm 직경

의 멀티모드(multi-mode) 라스틱 섬유(GH4001, Mitsubishi 

Rayon)를 사용하 다. 라스틱 섬유의 코어 직경은 0.98 

mm, 클래딩을 포함한 외경은 1.0 mm이며 최소 곡률반경

(bending radius)은 25 mm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섬유

의 코어는 1.490의 굴 률을 가지는 폴리메틸메타크릴 이

트(polymethyl-methacrylate, PMMA)이고, 클래딩은 1.402의 

굴 률을 가지는 불소 합체(fluorinated polymer)로 구성되

므로 섬유의 개구수(numerical aperture, NA)는 0.504이다. 

라스틱 섬유를 통해 송된  신호의 측정을 하여 

사용한 PD(GDET257, KAOS)는 가시 선  근 외선 

역의 빛을 감지할 수 있고, 입사되는  신호의  강도(light 

intensity)에 비례하는 출력 압을 가진다. PD는 2.7∼5.5 V

의 낮은 구동 압으로 작동하고, rail-to-rail 출력으로 입력

압을 모두 출력 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1 kHz에서 

200 μVrms의 낮은 노이즈를 가지며, 35 dB의 높은 원신

호에 한 제거비(power supply rejection ratio, PSRR)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의 움직임에 따른 각도 변화에 의해 

섬유 내부에서 발생하는 벤딩 손실의 효율을 높이기 하

여 감지부가 되는 라스틱 섬유의 클래딩을 일정한 간격

으로 제거하 다. 그림 2는 라스틱 섬유의 클래딩을 1 

mm 간격으로 제거하여 제작한 섬유 각도센서의 감지부의 

구조를 보여 다. 섬유 각도센서에 사용된 라스틱 섬

유의 체길이는 30 cm이고, 클래딩이 제거된 감지부의 길

이는 15 cm이다. 클래딩이 제거되어 코어가 노출된 부분에

서는 반사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감쇄율이 높아지게 되고, 

섬유의 구부림에 따른 벤딩 손실 역시 커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클래딩이 일정하게 제거된 섬유 각도센

서는 일반 인 섬유 기반 각도센서의 출력신호에 비하여 

각도변화에 따른 출력신호의 변화가 큰 것으로 측정되었으

며, 출력신호에 한 비교결과는 결과  고찰부분에 나타내

었다.  

그림 2 클래딩을 일정한 간격으로 제거하여 제작한 섬유

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the unclad portion of an optical fiber 

with regular intervals

그림 3은 제작된 무릎  각도 측정용 섬유 각도센서

의 구조를 보여 다. 섬유 각도센서는 라스틱 섬유가 

무릎 의 움직임과 동시에 굽 질 수 있도록 무릎밴드를 

사용하여 설계  제작하 고, 원부와  계측부가 되는 

LED와 PD의 치는 변하지 않도록 무릎밴드의 양단에 고

정시켰다. 특히 PD에는 SMA(subminiature type A) 마운트

를 부착시켜 SMA 905 커넥터로 처리된 라스틱 섬유의 

끝단과 결합이 용이하도록 하 으며, 합부에서의  손실 

 외부 가시 의 간섭을 최소화시켰다. 

그림 3 무릎  각도 측정용 섬유 각도센서의 구조 

Fig.  3 Structure of a fabricated fiber-optic goni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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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ED의 심 장별  출력 변화에 따른 섬유 각

도센서의 출력 압 비교 

Fig. 5 Relationship between the optical power of LEDs and 

the output voltage of the fiber-optic goniometer

그림 4는 각도 변화에 따른 섬유 각도센서의 출력 압 

변화를 측정하기 한 체 실험구성을 보여주며, 본 실험에

서 곡률반경은 라스틱 섬유의 최소 곡률반경과 동일한 

25 mm로 하 다. LED로부터 방출된 빛은 라스틱 섬유

를 통해 PD로 송되며, 이 때 섬유의 굽힘 각도가 커질

수록 벤딩 손실에 의해 송되는  신호의  강도(light 

intensity)가 감소하게 되어 PD의 출력 압이 낮아지게 된

다. PD로부터 출력된 압신호는 신호수집장치(NI USB 

6008, National Instruments)를 통해서 수집되고, 랩뷰

(LabVIEW, National Instruments) 로그램을 통하여 실시

간 모니터링  장된다. 실험에 사용한 신호수집장치는 

LED와 PD에 안정된 원을 공 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PD에서 출력되는 압신호의 수집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는 그림 4의 실험구성을 이용한 기 실험을 통해 라스틱 

섬유의 굽힘 각도에 따른 출력신호를 측정  분석하

다. 한 그림 2의 섬유 각도센서가 부착된 무릎밴드를 

피검자에게 착용시킨 뒤, 무릎 의 반복 인 신 운동

(extension exercise) 시 나타나는 섬유 각도센서의 출력

압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 다.

그림 4 섬유 각도센서를 이용한 실험구성 

Fig. 4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angle variation 

using a fiber-optic goniometer

2.2 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섬유 각도센서의 원으로 사용하기에 

합한 LED를 선별하기 해 470, 530, 660, 870 nm의 심

장(center wavelength)을 가지는 4종류의 섬유용 LED

를 이용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 다. 그림 5는 각 LED의  

출력(optical power) 변화에 따른 섬유 각도센서의 출력

압을 비교한 그래 를 보여 다. LED의  출력을 25 nW

에서 100 nW까지 변화시켜가며 PD에서 출력된 압을 측

정한 결과, 470 nm의 청색 LED를 사용할 경우 가장 큰 

압 변화폭을 보 으며, 870 nm의 근 외선 LED를 사용하

을 때 가장 낮은 변화폭을 보 다. 결과그래 의 R
2
 값은 

0.9994, p-value는 0.015로 추정된 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

함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섬유를 통해 송되는  신호의  감쇄

(attenuation)는 섬유가 가지는 고유한 장별 송률

(transmission rate)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MMA 재질의 코어로 구성된 라스틱 섬유의 

경우에는 470 nm의 빛이 송될 때,  강도의 변화에 따른 

감쇄율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의 실험에서는 

470 nm의 심 장을 갖는 청색 LED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6 클래딩의 제거 유무에 따른 각도별 섬유 각도센서

의 출력 압 비교

Fig. 6 Comparison of the output voltages according to the 

bending angle with clad and unclad optical fibers

그림 6은 클래딩의 제거 유무에 따른 각도별 섬유 각도

센서의 출력 압을 보여주고 있다. 라스틱 섬유의 최소 

곡률반경 25 mm를 기 으로 실험한 결과, 클래딩이 제거되

지 않은 라스틱 섬유를 사용한 섬유 각도센서의 경우

에는 0°에서 110°까지의 각도 변화에도 출력 압의 변화가 

미미한 반면, 1 mm 간격으로 클래딩이 제거된 섬유를 사

용한 섬유 각도센서는 동일한 각도 변화에 하여 출력

압이 선형 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감지

부에 치한 섬유의 클래딩을 일정부분 제거할 경우, 제거

하지 않은 섬유에 비해 벤딩 손실이 커지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결과그래 의 R
2
 값과 p-value는 각각 0.9987

과 1.94E-10으로 추정된 선형회귀식은 통계 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의 데이터에서 각도별 최 , 최소 측정치에 한 

Bland-Altman plot 결과는 그림 7과 같으며, 0∼110°까지의 

각 각도에서 측정한 압의 최 값과 최소값에 한 차이를 

알 수 있다. x축은 최 값과 최소값의 평균을, y축은 그 차

이를 나타낸다. 차이의 평균값은 0.043 V이고, 95% 회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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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림 6의 데이터에 한 Bland-Altman Plot 결과

Fig. 7 Bland-Altman plot for datum in Fig 6

선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이 0을 포함하므로 

측정값은 통계 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은 본 연구에서 제작한 섬유 각도센서를 이용하

여 실시간으로 측정한 무릎 의 신 운동에 따른 출력

압 변화를 보여 다. 본 연구에서는 보행장애 진단을 한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섬유 각도센서의 정상작동에 

한 기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실험 피검자로 20  반의 

무릎에 질환을 갖지 않은 남성을 선택하 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 의 지속 인 신 운동에 따른 섬유 각

도센서의 실시간 응답신호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무릎

의 굽힘 운동(flexion)과 폄 운동(extension)에 따라 출력

압이 3.2 V에서 3.9 V까지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무릎 의 최소 는 최  각도에서 

섬유 각도센서의 출력 압이 안정화되었을 때 비교  유사

한 압값을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작한 무릎  각도 

측정용 섬유 각도센서가 가역성(reversibility)을 가지므로, 

피검자의 보행패턴  신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데 충분이 

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무릎 의 움직임에 따른 섬유 각도센서의 실시

간 응답

Fig. 8 Real-time response of the fiber-optic goniometer 

according to the extension exercise of the knee joint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라스틱 섬유의 클래딩을 일정한 간격

으로 제거하여 벤딩 손실의 효율을 높인 무릎  각도 측

정용 섬유 각도센서를 개발하 다. 첫 번째로, 섬유 각

도센서에 합한 원을 선별하기 해 장이 다른 4종류

의 섬유용 LED를 이용하여 섬유 각도센서의 출력특성

을 비교하 다. 실험결과, 470 nm의 장을 갖는 청색 LED

를 사용하 을 때 섬유 각도센서가 LED의  출력 변화

에 따라 가장 넓은 출력 압 범 와 선형성을 갖는 것을 확

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섬유 각도센서의 원으

로서 미세한 각도변화에도 출력 압의 변화가 큰 청색 LED

와 소형 PD를 이용하여 섬유 각도센서를 제작하 다. 두 

번째로, 제작된 섬유 각도센서를 이용하여 무릎 의 각

도의 변화에 따른 PD의 출력 압 변화를 측정하 다. 실험

결과, 0∼110°의 각도범 에서 출력 압이 선형성을 가지고 

변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무릎 의 신 운동 시 

섬유 각도센서의 출력 압이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을 확

인하 다.

기존에 개발되거나 연구되었던 의료용 측각도계  보행

측정 시스템은 특정 구간에서 측정 불가능한 제한 인 각도, 

측정자의 주 인 측정방식, 측정공간의 제약 등 여러 단

들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작한 무릎 의 

굽힘에 따른 벤딩 손실을 이용한 섬유 각도센서는 구성이 

매우 간단하고 무릎부 에 착용이 가능함에 따라 공간 인 

제약을 받지 않으며, 용 로그램을 통해 객 인 측정값

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측정자의 주 성을 최소화할 수 있

다는 장 을 가진다. 한 실시간 측정과 기록이 가능하므

로 보행장애의 진단  재활치료 시 회복 정도를 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섬유 각도센서의 측정 분

해능 향상과 피검자의 보행패턴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이며, 이를 이용해 일반인과 보행장애를 갖는 환자의 보행패

턴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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