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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rt consists of myocardium cells and the electrophysiological activity of the cells generate magnetic fields. By measuring this
magnetic field, magnetocardiogram (MCG), functional diagnosis of the heart diseases is possible. Since the strength of the MCG
signals is weak, typically in the range of 1-10 pT, we need sensitive magnetic sensors. Conventionally,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s (SQUID)s were used for the detection of MCG signals due to its superior sensitivity to other magnetic sensors.
However, drawback of the SQUID is the need for regular refill of a cryogenic liquid, typically liquid helium for cooling lowtemperature SQUIDs. Efforts to eliminate the need for the refill in the SQUID system have been done by using cryocooler-based
conduction cooling or use of non-cryogenic sensors, or room-temperature sensors. Each sensor has advantage and disadvantage, in
terms of magnetic field sensitivity and complexity of the system, and we review the recent trend of MC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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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심장질환에 의한 국내 사망자 수가 연간 약 3만 명에
달하며, 식생활의 서구화로 심장질환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장기로서 심장
자체에도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심장 리듬의 비정상 (부정맥) 혹은 심장근육에
필요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심근허혈 혹은 심부전이
생긴다. 따라서 심장질환을 조기에 정밀하게 진단하는
기술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 최근에 개발된 여러 가지
진단도구로써 각종 심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데, 각각의
방법이 가지는 특징과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대개
심장의 기능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와 해부학적 구조 정보를
측정하는 도구로 나누어진다.
한편, 심장은 복잡하게 구성된 근육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장근육 세포에 이온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된다.
인체의
가슴은
자기장에
투명하므로
심장근육에서 발생된 자기장이 왜곡이 없이 가슴 밖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자기장 신호를 측정한 것이 심자도이다
[1, 2].
심자도 측정의 특징은 인체에 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측정이 가능하며 임신 중의 태아의 심장신호도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다. 심자도를 통해 측정된 자기장
신호파형 및 자기장의 공간적 분포로부터 심근전류의
정보를 얻어서 심근허혈 유무 및 허혈부위 국지화, 부정맥
진단 및 부정맥 전류의 국지화가 가능하다. 또한, 태아의
부정맥 진단이 가능하다 [3-6].
특히, 심장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직접 관련된
심근세포의 이온전류활동 정보를 제공하므로 심장의
기능적 진단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심장질환을 진단할 때 해부학적인 혹은 구조적인 이미지에
의존을 많이 했으나, 최근에는 전기생리학적인 기능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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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진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심자도는 이러한
추세에 잘 부합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심자도 신호는 세기가 수 pT 수준으로 미약하기
때문에 고감도 자기센서와 환경자기 잡음을 줄이는 기술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심자도 신호는 저온초전도체로
제작된 초전도양자간섭소자 (super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SQUID)를 이용하여 측정해왔다.
Nb 초전도체를 이용한 SQUID는 감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 안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센서가 필요한
다채널 심자도 측정장치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7]. 한편
고온초전도체 YBaCuOx를 이용한 SQUID도 시도되었으나
YBaCuOx 재료의 물리적 안정성이 좋지 않아서 장시간
동작 시 센서의 특성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고, 많은 수의
YBaCuOx SQUID를 제작하기가 매우 어려워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Nb SQUID 장치는 감도는 우수하지만 액체헬륨 냉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액체헬륨의 품귀현상 때문에
냉매를 주기적으로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심자도 시스템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8, 9].
여기에는 저온냉동기를 사용하여 열전달을 통한 SQUID
냉각방식과 증발되는 헬륨가스를 재응축시켜 SQUID
듀아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SQUID의 경쟁기술로서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지 않고
상온에서 동작하는 자기센서를 사용하여 심자도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광펌핑자력계 (혹은
원자자력계), 인덕션 코일 자력계, 플럭스 게이트 자력계,
거대자기저항 소자 자력계 등을 이용하여 작은 규모의
장치를 제작하여 심자도 신호를 측정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QUID 기술을 이용한 심자도 측정장치의
최근 동향과 이에 대한 경쟁기술로서 상온 자력계를 이용한
심자도 장치의 개발 동향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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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QUID를 이용한 심자도 장치
2.1. SQUID 기반 심자도 장치의 구성요소
SQUID를 사용하는 심자도 측정장치는 다수의 SQUID
센서장치, 냉각장치(듀아), 구동회로, 듀아 지지대(갠트리),
환자 침대, 자기 차폐실, 신호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심근허혈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장에 운동 부하를 가하는 운동 부하 장치(싸이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림 1은 자기 차폐실 내에 설치된 심자도
장치의 한 예이다. 심장 전체의 자기장을 1회의 측정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64개의 SQUID를 사용한다. 자기장 검출
코일은 1차 미분계 구조로서 균일한 자기장에는 반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자기차폐실을 사용하지만 차폐실의 성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잡음이 차폐실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미분계 구조의 검출코일로 잡음을 상쇄시키는
것이다. 만약 2차미분계를 사용하면 자기잡음을 더 줄일
수는 있지만 신호의 크기도 줄어들기 때문에 차폐실
내에서는 보통 1차 미분계를 사용한다 [10].
SQUID 냉각을 위한 액체헬륨 듀아는 비자성 재료인
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FRP)으로 제작된다.
SQUID 센서장치는 액체헬륨 듀아 바닥에 설치되는데,
액체헬륨과 실온 사이의 거리는 보통 20-25 mm이다. 이
간격을 좁힐수록 심자도 신호의 진폭이 증가되나 FRP 판의
두께, 듀아의 단열특성, 헬륨증발률을 고려하여 최적값을
정해야 한다.
자기장 신호의 공간적 분포로부터 파형의 특정 시점에서
자기장 등고선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 2). 이로부터
심근전류의 크기, 방향, 위치에 대한 3차원적인 정보를 구할
수 있고, 파형의 이상유무와 함께 심장질환의 진단이
가능하다.
2.2. SQUID 채널 수 및 검출코일 구조
가슴 전체의 자기장을 한 번의 측정으로 커버하기 위해
필요한 SQUID 개수가 약 60개 내외인데, 이러한 규모의
심자도 장치를 개발한 회사로는 히타치(일본, 1차미분계,
64채널), AtB(이탈리아, 자력계, 55채널), BMDSys(독일,
자력계, 55채널), BMP(독일, 1차미분계, 64채널) 등이
있다 [11]. 이들 장치는 모두 자기차폐실 내에서 동작한다.

Fig. 1. A multichannel MCG system using Nb SQUIDs
inside a magnetically shielded room with an ergometer.

(a)

(b)

Fig. 2. Example of MCG measurement result. (a) MCG
waveforms of 64-channel SQUID system. (b) Isofield map
at T-wave peak.
자력계를 검출코일로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폐실의
두께가 두꺼워야 하며, 1차미분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차폐실 두께가 얇아도 된다. 진단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이들 다채널 장치는 심근허혈뿐만 아니라 부정맥의 진단도
가능하다. 특히 심근허혈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운동부하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심의 자기잡음이 심한 병원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기차폐실을 포함하여 장치의 규모가 크고,
액체헬륨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심장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적은 수의
SQUID로써 심장의 자기장 분포를 얻는 방법으로 4~9개의
SQUID 장치로 가슴 위를 가로-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듀아
혹은 침대를 이동하여 측정하고 이들 파형을 모아서
공간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위치가 다른
심자도 측정 세트 사이의 시간 동기화를 위하여 심자도
측정 시 심전도를 동시에 측정하여 심전도 파형을 시간
기준점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소규모 심자도 장치를
제작하는 회사로는 CMI(미국, 2차미분계, 9채널),
Shanghai MEDI Instruments Ltd. (중국, 2차미분계,
4채널), Oxford Cardiomox (영국, 2차미분계, 9채널)
등이 있다 [12]. 이들 장치는 시스템을 최대한 간단한
구조로 제작하여 가격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자기차폐실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모두 2차 미분계
검출코일을 사용하므로 자기장 잡음이 크지 않으면 자기
잡음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병원환경에서의
자기잡음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변동이 심하므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항상 얻기가 어렵다. 또한 시간적
으로 반복되는 파형의 측정은 가능하나 일회성 신호 혹은
반복성이 적은 신호의 측정은 불가능하다. 특히, 운동부하
에 따른 파형의 변화는 측정할 수 없다.
Nb SQUID는 액체헬륨을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하므로
액체헬륨 보충이 필요 없는 기술이 필요한데, 냉동기로
열전달을 통한 냉각을 이용하든지 헬륨가스를 재응축하여
액체헬륨을 SQUID 듀아에 되돌려주는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Mesuron사는 냉동기를 사용함으로써 액체헬륨의
주기적 보충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비차폐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2차미분계 검출코일을 사용
하면서, 7×7 사각형 센서배치로 49채널을 형성하여서 한
위치에서의 측정으로 심자도 신호의 중요 영역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채널 SQUID 장치를 냉동기로 냉각시킬 경우 열전달
도체는 구리봉 혹은 구리 편조선을 사용한다. 이때 효율적
인 냉각을 위해서는 열전달 도체를 가급적 굵고 짧게 해야
한다. 그러면 냉동기의 진동잡음과 자기잡음이 SQUI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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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CG system using atomic magnetometer. A
cylindrical magnetic shielding tube is used (Genetesis, OH,
USA).

Fig. 3. An example of 9-channel SQUID system for
unshielded measurement of MCG signals (Oxford
Cardiomox, London, UK).
대량 유입된다. 따라서, 냉각효율과 자기잡음을 동시에
고려하여 냉동기와 SQUID 사이의 거리를 최적화해야한다.
그리고 검출코일은 2차미분계로 하면서 환경자기잡음만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채널을 사용한다든지 정교한 신호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환경자기잡음을 줄여야 한다.

3. 상온 자기센서를 이용한 심자도 장치
3.1. 원자자력계(광펌핑 자력계) 기반 심자도 장치
알칼리금속으로 된 기체 셀의 원자분광학을 이용한
원자자력계를 심자도 측정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1990년대
초부터 있었으나, 최근 감도가 향상되어 심자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SQUID를
이용한 심자도 장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볼 수 있다.
SQUID 자력계보다 감도는 2~3배 나쁘지만 센서의 크기가
작아서 가슴 표면에 가까이 위치시킬 수 있어서 신호대
잡음비는 SQUID 기반 심자도 장치에 비해 별로 나쁘지
않다. 자력계 어레이의 부피가 적어서 실린더 형태의
자기차폐체 내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장치의 이동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13, 14]. 단점으로는 검출코일이
자력계이므로 자기차폐 성능이 좋아야 한다. 그림 4는
Genetesis사의 심자도 장치로서, 길이 2 m, 직경 600700 mm의 실린더 구조의 차폐장치를 사용하는데, 환자가
폐소공포증을 느낄 수 있다. 차폐구조의 한쪽이 열려
있어서 운동부하를 적용하려면 환자가 실린더의 열린
끝쪽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외부잡음이 많이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15].
현재 원자자력계를 판매하는 대표적인 회사로
QuSpin사가 있는데, 센서의 가격이 고가여서 MCG
시스템을 한 대 구성하는데 필요한 센서의 가격이 관건이다.
센서 개수가 많아지면 센서당 단가는 낮아지는데, 50개를
구입할 경우 1개당 미화 7천 달러이므로, 50채널은 약
35만 달러로 센서 가격만 한화로 약 4억 원이나 된다. 또한
센서의 수명이 길지 않아 사용함에 따라 센서의 감도가
나빠지므로 약 5년마다 센서를 모두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3.2. 인덕션 코일을 이용한 심자도 장치
구리 코일을 연철 코어에 감은 구조인 인덕션 자력계로서,
그림 5(a)와 같이 코일의 평균 직경은 46 mm이며 37개의
자력계 어레이로 심자도 장치를 구성하였다. 감도는 10
Hz에서 차폐환경에서는 104 fT/√Hz, 비차폐환경에서는
3-4 pT/√Hz로서 심자도 신호를 측정하기에는 부족한
성능이다. 그림 5(b)에서 보듯이 심전도를 트리거 소스로
하여 10분간 가산평균하였는데도 심자도 신호의 품질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17]. QRS피크보다 더
큰 잡음신호들이 여러 개 보이며, T-파는 제대로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덕션 방식의 자력계는 심자도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센서임을 알 수 있다.
3.3. Fluxgate 자력계를 이용한 심자도 장치
비정질 자성체 코어에 구리선을 감아서 만든 플럭스
게이트 자력계로서, 기존의 자력계보다 감도가 약 5배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 [18]. 1 Hz에서 약 2 pT/√Hz,
100 Hz에서는 약 0.6 pT/√Hz의 잡음성능을 가진다.
36개의 자력계로 6×6 사각형 격자로 배치하여, 실린더
구조의 차폐구조 내에서 심자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6(a)).
플럭스 게이트를 이용한 심자도 신호의 품질은
원자자력계 보다는 나쁘지만, 인덕션 자력계나 자기저항
소자보다는 좋은 것으로 보인다.

(a)

(b)
Fig. 5. Induction coil magnetometer. (a) Induction
magnetometer with an soft iron core. (b) MCG signals
averaged for 10 minutes (Creavo Medical Technologies
Ltd. (Coventry,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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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Fig. 6. MCG based on fluxgate magnetometers. (a)
Measurement system and (b) MCG waveforms after
averaging of 150 beats (Kyushu Univ., Fukuoka, Japan).
3.4. 자기저항소자 자력계를 이용한 심자도 장치
턴넬형 자성박막의 저항값이 자기장에 의해 변하는
자기저항효과를 이용한 자력계로서, 자기장 감도는 1
Hz에서 약 40 pT/√Hz, 100 Hz에서 1.5 pT/√Hz를
가진다 (그림 7(a)) [19]. 과거에 자기기록 테이프를
생산하던 일본의 TDK에서 심자도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자력계이다. 그림 6(b)에서 보듯이 심자도 신호의 품질이
나빠서 임상진단에 사용하기에는 곤란한 수준이다 [20].

4. 결

론

심자도 측정기술을 이용한 심장질환 진단장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능지표는 신호의 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센서의 감도와 환경자기잡음 제거능력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성능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초전도 기술을
이용한 SQUID 장치가 감도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자기센서이다. 그러나 SQUID는 액체헬륨을 주기적으로
보충해야 하므로 앞으로는 헬륨의 주기적인 보충이
필요없는
기술로서
저온냉동기를
사용하거나
재응축기술을 사용하는 추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때
냉동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잡음과 자기잡음을 줄이는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도 최근에 심자도
측정장치보다 SQUID 채널수와 듀아의 크기가 훨씬 더 큰,
즉, 액체헬륨 증발량이 훨씬 더 많은 헬멧 뇌자도 장치에서
재응축기술을 이용하여 진동잡음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 심자도 신호보다 훨씬 더 미약한 뇌자도
신호를 성공적으로 측정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21].
따라서 이러한 냉각기술을 심자도 장치에 적용하는 데

(b)

Fig. 7. Performance of the magnetometer based on the
tunnel magnetoresistance effect. (a) Magnetic field noise
spectrum of the magnetometer, and (b) MCG signal
without averaging and 64-times averaging with ECG as the
time reference (TDK, Japan).
기술적인 장애요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차폐실
의존성을 줄이도록 검출코일과 신호처리 기술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초전도기술의
경쟁기술로서
상온에서
동작하는
자력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진단의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원자자력계가 SQUID의 가장 강력한
경쟁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센서의 가격이 고가이어서
현재로서는 SQUID 장치에 비해 경제성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센서를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하므로
유지비에서도 부담이 된다. 향후 원자자력계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 시스템 부피가 적은 심자도 시스템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자력계 감도는 다소 떨어지나 플럭스 게이트
자력계도 신호의 가산평균이 가능한 진단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므로, 저가형 심자도 장치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QUID 기술의 장점은 검출코일을 미분계로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히 2차미분계를 사용하면
환경자기잡음이 적은 공간에서는 자기차폐 시설이 없이도
심자도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간이 비좁은
병원환경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차폐시설이 시스템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비차폐 환경에서
동작하는 심자도 시스템이 장치의 가격 및 장치의 이동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Y. H. Lee, H. Kwon, J. M. Kim, and K. K. Yu

결론적으로 어떤 자기센서를 선택할 것인가는 각각의
기술이 가지는 특징과 심자도 신호의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치를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또는 진단을
얼마나 정확히 할 것인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정밀하고 다양한 진단을 위해 고품질의 장치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진단의 정확성은 다소 희생하더라도 범용의
스크리닝 도구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센서의 선택과
시스템의 구성이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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