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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기상을 한 최 의 렘 수면기 알람기능 베개의 
센싱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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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람은 하루 7～8시간 잠자는 동안 20～30번 자세를 바꿈으로 해서 최 의 수면 활동을 유지하려 한다. 최 의 

수면을 제공하기 해서는 베개 내부에 코골이 습 은 물론이고 개인의 수면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Sensing시

스템과 Sensor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분석 가공하는 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 이 장치를 통해 악

된 각종 수면 데이터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센싱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면  인 사람

의 뒤척임을 감지해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면 건강에 한 극 인 리 할 수 있는 

웰빙 베개를 개발하고자 한다. 

ABSTRACT

People try to maintain optimal sleep activity to a changing attitude 20-30 times while sleeping 7-8 hours a day. In order to 

provide optimal sleep, we need to develop sensing device for apply effective various sleep data acquired through display device that 

can provide program and information which process and analyze information printed out from sensor and sensing system. In this 

paper, we analyze sleep pattern to detect the toss and turn while a person's sleeping and we develop a wellness pillow that can be 

active on sleep health management based on the analyzed data for sleep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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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수면  인 사람의 뒤척임을 감지해 수면 패턴을 

분석하고 수면 건강에 한 극 인 리를 할 수 있

는 웰빙 베개의 Sensing장치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의 수면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Sensing시스템과 

Sensor에서 출력되는 정보를 분석 가공 하는 로그

램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 이 장치를 통해 악

된 각종 수면 데이터를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한 

Sensing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평균 사람은 하루 

7～8시간 잠자는 동안 20～30번 자세를 바꿈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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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 수면 활동을 유지하려 한다. 이는 인체의 원활

한 액순환과 련한 수면상태에 무의식  뇌의 인체

에 한 명령 체계에 의해 뒤척임이 발생한다고 수면

연구 문가 들은 말하고 있다[1-3].

수면의 질은 정신건강에 향을 으로 깊이 잠들

지 못하면 성장호르몬(멜라토닌)이 잘 분비 되지 않아 

낮에는 짜증을 부리고, 공격 이며 학습  업무능력

이 떨어진다[3-4].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연구

를 제시하며, 3장에서는 스마트제어용 수면베개 설계 

 제작알고리즘을 제시하며, 4장에서는 결론  향후 

연구방안으로 마무리한다.

Ⅱ. 련연구

2.1 수면 패턴 

수면연구 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은 보통 90분 주

기로 렘 수면과 논렘 수면을 하고 있으며, 밤11시～12

시, 연령에 계없이 분비되는 것으로 몸과 뇌가 활력

을 되찾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성장호르몬이 새벽2

시～3시 2번 분비 한다.

  

그림 1. 수면주기(리듬) 사이클(Cycle)과 뇌  

(자료: 2010년 코모키 수면연구 센터)

Fig. 1  Brain wave sleep cycle and cycle

여기서 렘 수면은 작은 목소리에 깨고, 얕은 잠에

서 꿈을 꾸며, 깨어있는 것과 흡사한 맥박ㆍ 압상태

에서 체 수면시간 비 20～25% (약30분)의 숙면을 

취한 상태이다. 아울러 논 렘 수면은 가 깨어도 못 

일어나거나, 깊은 잠에 빠져서 편안 해진 상태로 호흡

ㆍ맥박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된 체 수면시간 비 

20～25% (약60분)숙면시간을 말한다.

수면은 90분 주기로 논렘수면과 렘 수면을 통해 취

침시간, 인체의 성장과 자가 면역력을 확보하는 호르

몬 분비 시간, 그리고 렘 수면기에 맞춰진 취침시간은 

인체건강에 매우 요하다[5-7].

그림 2. 다양한 수면 상태 패턴

Fig. 2 Various sleep patterns

2.2 수면 주기에 따른 특징 

수면 주기에 따른 기상시간은 렘 수면 상태에서 일

어남으로써 갑작스런 압의 상승  이로 인한 고

압 과 뇌졸 을 방하기 한 것으로 표1를 참조하

기 바란다[7-8].

표 1. 수면 주기 분석에 따른 특징  

Table. 1  Feature for  analysis of sleep cycle

Bed time Weather
hour

Sleep 
cycle

Growth 
hormone
secretion

21:00～22:00

06:00～
07:00

6 2

22:30～23:00 5 2

23:30～24:00 4 1

평균 사람은 하루 7～8시간 잠자는 동안 20～30번 자

세를 바꿈으로 해서 최 의 수면 활동을 유지하려 한다. 

그림 3은 인체의 원활한 액순환과 련한 수면상태에 

무의식  뇌의 인체에 한 명령체계에 의해 뒤척임이 

발생한다고 수면연구 문가 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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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후처리 단계의 특징  추출  본인 확인 

Fig. 3 Feature extraction and identification at post 
processing step

2.3 제품 개발 구성도

내장된 감지 센서가 수면  인 사람의 뒤척임을 

감지해 수면 패턴을 분석 을 실시하여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유 는 본인의 수면 패턴을 인지하여 함으

로써 수면 건강에 한 극 인 리 할 수 있는 웰

빙 베개를 개발하고 체압 센서을 이용한 다양한 수면

을 감지하는 센싱 장치  회로의 개발과 센싱 결과

를 처리하는 정보처리 로그램 개발, 정보의 출력에 

한 디스 이 장치 개발, 센싱  디스 이 장치

를 내장하는 메모리폼 발포 장치  내장의 개발 등 

뒤척임 감지  알람기능에 필요한 메모리폼  센싱

장치를 개발한다. 

그림4, 5 와 같이 베개의 L, C, R의 치에 체압 

센서를 내장하여 센싱한 데이터를 제공해 으로써 

사용자는 자신의 수면패턴을 확인, 분석 결과에 따라 

수면의 질을 확인하여 최 의 수면조건을 통한 식습

  생활습 을 사용자가 개선함에 따라 건강에 

한 극 인 리가 가능한 수면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센싱(Sensing) 장치를 개발한다[4].

그림 4. 수면패턴 감지센서 시스템

Fig. 4 Sleep pattern sensing system

그림 5. 개발제품 구성 개요도

Fig. 5 Development product configuration over view

Ⅲ. 건강한 수면을 한 베개 시스템 제작

3.1 시제품 제작을 한 PCB 설계

3.1.1 면부 스캐  엔진 배치도

그림 6은 리튬 2차 지로부터 3V 원 사용 이를 

구 하기 하여 일반 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5P 

단자를 통하여 5V 원을 입력받아 MCP73831 리튬 

2차 지 IC을 통해 정한 류로 리튬 지를 충

하도록 한다.

이때 리튬충 지는 250mA이상으로 사용 하도록 

한다. 한 충 된 지는 LP39851 IC를 사용하여 

3V 벨의 압을 출력하여 회로에 공 하도록 한다. 

단 컨트롤러는 이 원을 사용하지 않고 지의 압

을 직  사용하며 IC의 출력을 제어한다[5-6].

그림 6. 면부 스캐  엔진 배치도

Fig. 6  Front of the scanner engine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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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제어부 PCB 설계

제어부는 ATMEL 사의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인 

ATMEGA48 을 사용하여 설계하며 1Mhz 의 내부 클

럭을 사용하여 비 통신 시 구동 류가 500uA 수

으로 유지된다. 내부의 펌웨어는 ISP 방식으로 입력

하고 리튬2차 지 원으로 직  구동되며 2.9V 이하

로 원이 내려갈 경우 동작이 정지한다.

그림 7. PCB 아트웍

Fig. 7 Control PCB artwork

컨트롤러가 리셋되는 경우 모든 동작은 기화 되며 

컨트롤러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간의 통신이 연결된 

순간 필요한 데이터를 넘겨받고 정상 으로 재 동작이 

이루어진다. PCB 아트웍은 SMT 가공이 가능한 타입

을 사용한다. MLF 혹은 BGA 타입을 사용할 경우 충

격과 뒤틀림에 한 손확률이 크므로 최 한 사용하

지 않는다. 무선통신부는 최 한 외곽에 배치하며 안테

나로 인한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8].

3.2 구동용 어 리 이션 설계

3.2.1 구동용 펌웨어 설계

마이크로컨트롤러의 각 포트는 미리 정해져 있는 기

능들이 있으며 그 기능 이외에는 디지털 포트로써 

INPUT과 OUTPUT 이 가능한 기능으로 구동된다.

이에 따라 특수한 기능의 포트들은 컨트롤러의 모든 

기능을 기화 하는 리셋, 스테이터스와 압을 측정, 

펌웨어를 입력하는 ISP포트, 데이터의 입력과 인터럽

트 트리거 제어를 한 통신포트, 블루투스 제어포트, 

3V 워 컨트롤 포트, 센서 입력을 제어하는 포트 등으

로 구성한다[9-11].

3.2.2  펌웨어 메인 구동 로그램

Continued from page :

 Continued from  page :

int main(void)

{

WDTCSR = 0X00;

WDTCSR = (1<<WDCE) | 

(1<<WDE);

WDTCSR = (1<<WDE);

wdt_enable(WDTO_1S);

wdt_reset();     

PortInitialize();         

Serial_Initialize(9600L);

ADCInitialize();                  

            TimerInitialize();  

sei();     

wdt_reset();

portd.bit4 = 1;                   

               

portd.bit7 = 0;   

while(1)

{

wdt_reset();

ADC_spi();   

M_PWM();   

Data_InOut();   

Command();    

}

}

end

앱 내부의 DB는 수면의 로우데이터를 모두 장하

여 분석시 사용하는 ‘수면데이터 테이블’, 수면시작과 

종료를 측정하여 한단 로 데이터는 하는 ‘수면분

석 테이블’, 건강기록을 등록하여 해당 데이터를 리

하는 ‘건강정보 테이블’로 구성이 된다[3-4].

3.3 디스 이와 컨트롤러 

수면데이터를 분석하기 해서는 우선 수신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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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치에 한 정보들을 SQLite를 이용한 내부DB

에 로우데이터롤 장을 한다. 그다음 수면의 시작과 

종료  뒤척임 횟수, 수면패턴 등을 분석하게 된다. 

수면 시작의 경우 이  상태가 수면종료 상태임을 인

식한 상태에서 재의 치값이 동일하게 10분이상 

지속이 될 때 수면시작으로 처리하면 이 때 처음에 

동일한 치에서 10분 이 수면이 시작한 것으로 간

주한다. 수면의 종료는 수면이 시작된 상태에서 베개

를 르지 않으면 아무런 데이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가 약 10여분 가량 지속되면 수면의 종료로 

간주한다.

그림 8. 디스 이와 컨트롤러의 설계

Fig. 8 Design of display and controller

수면의 시작 상태에서 재 치와 이 의 치가 

다르게 인식되면 뒤척임이 발생했다고 단이 되며 

각 치별로 지속시간을 하여 DBd에 장하게 

된다 이 각 치에 한 수면시간을 측정하여 가장 

큰 시간값을 갖는 치에 수면패턴을 용한다. 이 로

직 한 항상 데이터가 수신될 때마다 측정하는 로직

이기 때문에 방  측정한 결과를 임시로 Shared 

Preference에 기록하여 본 함수를 호출시 직  데이

터를 로드하여 추가로 분석을 진행한다[5-6].

3.4 수면베개 제작

수면데이터를 분석하기 하여 베개에 인터페이스

부를 안드로이드 APP의 그래픽 인터페이스 부에 통

합 시키고 베게의 센싱부와 통신부  컨트롤러의 기

능을 하나의 회로로 통합하여 사용자가 이물감을 느

끼지 못하는 하부로 장착하여 동작 할 수 있도록 그

림9와 같이 설계ㆍ제작 한다[4-6].

Foam pillows 
(obverse)

Foam pillows 
(verso)

Sensing device Assembling finished 
product

그림 9. 수면베개 설계

Fig. 9 Design of sleep pillow 

Ⅳ. 결론

본 연구는 건강한 기상을 한 사회 인 문제를 환

기시키고, 수면 장애를 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수면 

질환과 련된 사회 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수면베

개에 센싱 장치를 개발하여 수면자의 체형, 수면 습

에 맞는 베개 선택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제공과 함

께 건강한 수면으로 새로운 라이  스타일을 경험하

게 하 다. 한, 수면은 몸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생체리듬을 유지하여 주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향후 연구과

제로 수면장애를 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수면질환 

방을 해 기존의 Sensing장치 수면베개에 알람기능 

 수면 패턴 분석을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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