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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brassiere prototype was developed for attaching the measuring  

module of  ECG measurement and body movement while sleeping. For ECG 

measurement, textile electrodes was made of stretch fabric containing 

polyurethane in consideration of elasticity of brassiere band. It was used as a 

conductive yarn by silver coating on the warp. The textile electrodes was 

woven with twisted twill to increase the density of conductive yarns. The 

pressure of the brassiere band was enough to sensing stably the ECG, and 

the elastic band of the brassiere was designed to be wider than 3cm to 

install the textile electrodes inside, so that textile electrodes was close fitting 

to the skin at a constant pressure without lifting. The textile electrodes 

coated with silicon on rear was attached to brassiere elastic band, and the 

module was installed with a snap connector to textile electrodes of brassiere 

band. The module was suitable to monitering ECG measurement of a typical 

R peak, pulse rate and body movement while sleeping without interfering. 

—

본 연구는 학술연구재단의 기초과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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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서�론I.�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식수준

의 향상과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헬스케어 시장의 패러

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병원 중심에서 병원과 가정에서의 . 

분산형 헬스케어 를 거쳐 언제 어디서(shared healthcare)

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헬스 산healthcare) (Cho, 2010). U-

업의 활성화로 혈압 및 심전도 스트레스 지수 등 다양한 , 

생체신호를 일상생활에서 장시간동안 부담 없이 측정하여 

의료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생체신호 측정기기의 개발

과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건강신호의 측정 및 모니터링이 , 

필요하다 사용자의 편리성과 측정 시스템의 정확성 임상. , 

적 유의성 등 기존의 의료기기 기술과 기술과의 접목으,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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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새로운 패러다임 을 요구하는 분야로(paradigm) , 유비쿼

터스를 가능케 하려면 이동 착용이 용이해야 하며 다양한 , 

측정센서 신호처리 기능 무선통신기능을 내장한 건강센, , 

서 또는 모듈의 형태로 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혁신적인 

센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전도 및 수면시 체동 측정 모듈 장착

을 위한 브래지어 프로토타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브래지

어는 심장에 가장 가까운 옷이기 때문에 심전도 및 박동

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기에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심. 

전도를 안정적으로 센싱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

으로 브래지어 밴드 안쪽에 직물 전극을 설치하고 스냅장

치로 연결 가능한 모듈을 장착하여 심전도 측정 브래지어

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이 모듈에 , 가속도 측정을 가능

케 하여 수면시 체동을 분석하였다. 

이론적�배경II.�

  

생체�신호로서의�심전도1.�

생체 신호로서의 심전도( 는 심장질환의 사전진단 및 ECG)

예후관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은 Figure 1 심전도에 

나타나는 파형으로 심, 전도 분석에서는 주로 신호가  ECG 

나타내는 전형적인 파형과 피크가 안정적인가를 판단하R

게 된다 특히 심장질환의 하나인 부정맥은 맥박이 정상으. 

Figure� 1.� Electrocardiogram�Waveform

로 뛰다가 한번씩 건너뛰는 조기 수축이나 파도 QRS, T

구분되지 않으면서 기선이 크고 작게 흔들리는 형태로 정, 

상적인 파와는 다른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R . 부정맥은 간

헐적으로 발생하므로 한 번의 심전도 검사만으로는 진단

하는 데 불충하여 시간 이상의24 측정이 필요하며 일상 , 

생활을 하는 중에 기록되는 심전도를 얻는 것이 매우 유

용하다 또 심전도에서 . 분당 피크의 횟수로 맥박수R (bpm)

를 분석하게 되는데 안정시 성인의 맥박 정상치는 

으로 이상을 빈맥이라 하여 발열60-100bpm , 100bpm , 

빈혈 심부전 심근경색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증상이 , , , 

있을 때 나타나며 이하를 서맥이라고 하여 황달, 60bpm , 

두개내압의 항진 갑상선기증 저하증이 있는 경우 나타난, 

다. 

이처럼 파형의 특징점을 검출하여 심장질환을 진  ECG 

단하며 맥박의 측정은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특히 부정맥 진단을 위해 장시간의 심전도를 측정하고   

이를 저장 및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 최근 반도체 제조 

및 패키징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시스템

과 모듈의 소형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  

형화는 물론 형태의 변화도 다양하게 나타나 손에 들고 

다니던 형태에서 의복형태로 또는 몸에 부착하는 액세서

리 형태로 접근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유비쿼터스 헬스 

구현을 위해 이동 및 탈부착이 용이하고 심전도 신호처리 

기능과 장시간의 데이터 저장 컴퓨터에서의 모니터링이 , 

가능한 모듈의 형태로 개발하였다. 

심전도�측정을�위한�직물전극2.�

생체신호 측정 전극을 제조하는 방식으로는 젤 전극(gel) , 

금속전극 섬유전극 유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극은 , . 

심전도 측정에도 활용되고 있으나 젤 전극은 장시간 부착

시 피부발진을 유발하고 금속전극은 딱딱하고 차가운 이, 

물감과 피부 접촉면적이 불규칙하여 심전도 측정에 어려

움이 있다 그러나 섬유전극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여도 이. 

물감이 적으며 다양한 의복에 부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 

있다 장시간 사용 가능한 직물전극의 개발로 연속적이고 . 

무자극적이며 매번 전극을 탈부착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섬유전극의 종류는 은사섬유 탄소섬유 스테인레스섬유   , , 

등이 있으며 그 중 은사섬유 전극이 전도성도 좋고 피부

접촉에서도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없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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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는 탄성이 있다는 장점과 은사전극에 비해 내구

성이 강하나 전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이다 스테인. 

레스섬유 전극은 전도성 내구성 모두 좋으나 직조공정에, 

서 파손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Rattfalt, Linden, Hult, 

Berglin, Ask, 2007).

은으로 코팅한 전도사로 제직조건에 따라 물리적 열적  , , 

화학적 자극조건하에서 전기적 특성을 평가한 연구(Ryu, 

에서 동일한 조직일 경우 은전Jee, Kim & Yoon, 2011)

도사의 밀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주자. 

직보다 능직으로 제직된 것이 저항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

는 주자직의 경우 표면노출도가 많지만 위사에 삽입된 은

전도사가 접점만 서로 연결되어 원활한 신호전달로가 되

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사에 섬도가 큰 은전도사가 삽입된 . 

능직이 전기저항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도사의 

연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따라서 측, ECG

정에 적합한 직물구조로 표면노출도가 큰 주자직보다는 

연속적으로 전도사가 연결 가능한 구조가 적합하다 또 물. 

리적 자극인 신장조건에서는 이하에서는 저항변화율20%

이 안정적이지만 이상의 신장조건에서는 저항변화율20%

이 크게 증가하며 은전도사의 특성상 열이나 화학적 자극, 

에 의한 전기적 특성의 내구성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전도사의 밀도가 높을수록, 

또 전도사의 연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기저

항이 낮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은전도사의 밀도를 높, 

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문양의 변화능직으로 제작하여 은

전도사의 밀도를 높이고 연속성을 증가시킨 직물전극을 

이용하였다. 

직물전극의�센서�효율성�향상3.�

심전도 신호 측정시에 발생하는 전원간섭 측정대상의 움, 

직임에 따른 기저선 변동 및 근육에 흐르는 표면전위 등

에 의한 노이즈( 가 발생되며 특Choi, Heo & Ahn, 2016)

히 직물전극과 피부와의 접촉이 불안정하여 발생하는 노

이즈가 크므로 효율적인 생체신호 센싱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직물센서의 효율성을 직물전극과 모듈과의 . 

연결부위 역할을 하는 스냅 버튼간의 접촉방식에 대한 연

구 나 심전도의 효율적인 센싱을 위한 (Kang et al, 2009)

소형 섬유전극 개발에 관한 연구 에서 직(Lee et al, 2009)

물전극과 스냅버튼의 연결부분에 전도성 를 소량 첨paste

가하면 전도성이 향상되며 섬유전극 모형을 납작형과 볼, 

록형 전도성 페이스트를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은 유형, 

으로 구분하여 실험한 결과 볼록한 것이 납작한 유형보다 

전기저항이 낮고 전도성 페이스트 즉 은 페이스트를 첨가

한 것이 주파수에 따른 위상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 전극의 보충물로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 

도성 고무나 전도성 스폰지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손으로 전극을 가볍게 누른 후 측정한 심전도에서  , 

는 접촉에 의한 영향보다 전극 자체의 성능에 따른 심전

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어서 납작하거나 볼록한 형태에 

상관없이 은 페이스트의 첨가 유무가 SNR(Signal-to 

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Noise Ratio) .  

상의복에서는 이러한 압력 없이 섬유전극으로 생체신호를 

측정해야 하므로 전극과 트랜스미터 간의 연결부위에 매

개체가 필요하고 섬유와 금속이 맞닿는 부위에서 전도성 

은 페이스트를 첨가하여 불규칙한 면을 채워주면 전극의 

모양이 볼록해야 접촉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압으로 인해 

섬유의 밀도가 높아져 전기저항과 위상변화를 감소시키고 

신호를 얻어내는 데 용이하다는 것이다. 

생체신호 측정기술에 기반한 건강관리용 스마트 의류   

디자인 프로토타잎 개발에서도 센서의 정확한 측정을 위

해 내피를 라이크라가 함유된 소재로 구성하고 센서와 메

인보드간의 신호전달을 위해 전도성 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심전도 전극은 중력에 의해 의복이 인체에 접하게 되는 

양쪽 윗가슴 왼쪽 등 뒤에 전극의 위치를 두었다 직물 , . 

신호선은 내피 내부에 설계되어 메인보드와 연결되도록 

하면서 스냅단추를 통하여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도록 구

성하였다 또 남성용 민소매 신축 티셔츠를 (Cho, 2006). 

가지고 착용자의 동작에 따른 노이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모형 설계에서 십자형 절개타입의 의복이 일자형이나 엑

스형 곡선 엑스형 절개타입에 비해 안정된 심전도 파형을 , 

보이나 십자형 절개타입에서도 고정효(Cho et al, 2009), 

과를 높이기 위해 가로방향의 절개선에 고무밴드

를 활용하였다(Elasticband) (Cho, Song, Cho, Koo & 

본 연구에서는 심장 가까이에 착용되는 브래Lee, 2010). 

지어의 하변밴드의 압력을 이용하여 안쪽에 직물전극을 

설치하고 스냅을 이용해 모듈을 탈부착할 수 있는 심전도 

측정용 브래지어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면시�체동�분석4.�

수면은 건강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며(Kweon, Kim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면 중 체압 체온 습Park, 1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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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등을 조절하기 위해 몸을 뒤척이게 된다 직물 압력센. 

서를 이용하여 수면 시 뒤척임을 측정한 연구(Choi et al, 

가 있다 이 직물형 압력센서는 위아래로 도전성 섬2016) . 

유가 위치하고 섬유와 섬유 사이에는 홀이 있는 중간층을 , 

만들어 체압이 가해지면 도전섬유가 맞닿는 구조로 피험

자의 침대에 위치시킨 뒤 취침 시간 동안의 체압 변화에 

따른 뒤척임을 분석하였다.

은 수면의 질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온  Jang(2012)

습도 조도 피로도 음주도 그리고 공복도를 입력하여 각, , , , 

각의 상황에 따른 뒤척임을 장면 전환 검출 방법인 2 χ

히스토그램을 통해 추출하고 수면을 취하고 난 뒤 만족도

를 상 중 하로 나타내어 입력되는 데이터들과 사용자가 , , 

입력한 데이터들을 배경으로 뒤척임 수와 만족도와의 관

계를 분석하였다 센서와 사용자 정보를 이용한 수면 환경 . 

개선 연구 에서는 수면을 이루는 침(Shin & Rhee, 2011)

실의 수면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얻어진 조건 데이터들, 

과 수면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 

션 모델을 추출하여 개개인에 따른 최적의 수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뒤척임을 추출하기 위하여 비, 

디오 촬영으로 움직임을 추출하는 차영상기법을 이용하였

다. 

한편 축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영유아기의 아기들의   3

수면 자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Kim, Jeong & 

Joo, 2007), 수면평가 측정 및 감지 시스템으로 압력센서

와 온도센서 를 사용하여 수면 자(Flexiforce) (Thermistor)

세 및 상태에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추정 시스템 독거노인, 

의 수면 무호흡증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CCD 

영상을 처리하고 호흡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새

로운 자동 추적 방법과 심전도 ROI(Region of Interest) 

신호와 이로부터 유도된 심박 변화율을 분석하여 시간 영

역과 주파수 영역의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폐쇄성 수면 무

호흡을 검출하는 방법(Yi, Jin, Cho & Kim, 2007)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에 축 가속도센서를 설치하여 동. 3

영상 촬영과 함께 수면시 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III.� 심전도� 및� 체동� 측정�모듈과� 장착을�위한�

브래지어�프로토타입�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헬스 구현을 위해 탈부착이 용

이하고 장시간의 심전도 및 수면시 체동에 대한 데이터 , 

저장과 컴퓨터에서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모듈을 브래지어

에 장착하였다 이를 위하여 은코팅사의 변화능직으로 직. 

조한 직물전극을 심장에 가까운 위치이면서 압력이 가해

지는 브래지어 하변 밴드 안쪽에 설치하여 심전도 및 체

동을 분석함으로써 브래지어 프로토타입을 제안하고자 한

다.

심전도� 검출�알고리즘1.� R-peak�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에는 심전

도 파형에서 극대점을 보이는 를 검출해 내QRS-complex

는 것이 필요하다 검출한 를 기준으로 하. QRS-complex

여 RR-interval, PR-interval, ST-segment, P-wave, 

등의 특징들을 추출하고 이 값들로부터 심전도T-wave , 

를 해석하고 맥박수를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신호로부터 군  ECG QRS 검출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였다 아Pan & Tompkins . 

날로그 필터 대역은 신호를 로 제한하고ECG 1~50Hz , 

는 속도로 ADC(analog-to-digital converter) 200samples/s 

를 샘플링 하였다ECG . 

그 결과로 나온 디지털 신호는 캐스케이드 저역 통과  

필터 및 고역 통과 필터로 구성된 (low-pass) (high-pass) 3 

개의 선형 디지털 필터를 포함하는 일련의 처리 단계를 순

차적으로 통과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여 신호에 존재하ECG 

는 다양한 유형의 간섭으로 인한 잘못된 탐지를 줄일 수 있

다 필터링은 문턱값을 낮춤으로써 탐지 감도를 증가시키. 

고 형태 및 심박수와 같은 변화에 적응하도록 , QRS ECG 

임계값 및 매개 변수 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표준 시간 . 24 

부정맥 데이터베이스에서 군의 를 MIT / BIH QRS 99.3%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가속도�신호에�따른�체동2.�

사용자의 움직임과 자세를 감지하기 위하여 축 가속도 3

신호 와 축 자이로 신호(x/y/z-axis) 3 (Ωx, Ωy, Ωz 를 측정)

하였다 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축은 좌우 방향 . Figure 2 x

전환을 감지하게 되며 왼쪽으로 누우면 방향으로 전환되+

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방향으로 전환된다 축은 상하 , . y–

움직임을 좌우하므로 눕거나 일어날 때 부호가 바뀌게 된

다 즉 코드 연결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착용할 경우 누우. 

면 방향으로 일어나면 방향으로 전환되고 반대로 착+ , , –

용할 경우 누우면 방향이 되고 일어나면 방향이 된, + –

다 축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누우나 모두 방향만 전환. z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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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rientation� of� the� Sensing� Axis

Figure� 3.� Diagram� of� the� Module� Block

심전도�및�체동� 측정모듈의�블록�다이어그램3.�

심전도 및 체동 측정모듈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과 Figure 3

같다 전체적인 구조는 구조의 . ARM Core Cortex M3 

를 사용하였다 심전도와 가속도 신호 및 자이로 신호MCU . 

를 저장하기 위하여 의 메모리를 사512MB NAND Flash 

용하였으며 약 시간까지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 이, 36 . 

전 기록에 이어서 저장하거나 모든 기록을 지우고 처음부터 

저장 할 수 있다.

채널의 심전도 데이터와 내장되어 있는 가속도 및 자  1-

이로 신호로부터 사용자의 체동을 측정할 수 있다. ECG

는 아날로그 회로에서 증폭된 신호를 를 통해 디지털 ADC

데이터 형태로 추출하며 가속도 센서의 데이터는 인, I2C 

터페이스를 통해 추출하도록 하였다 타이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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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샘플링 주기로 및 가속도 신호를 기록하며ECG , 

를 사용해서 정확한 시간 정보도 기록하도록 하였다RTC . 

와의 통신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PC USB 2.0 full-speed 

이루어지며 의 성능에 따라 약 속도로 , PC 200~300KB/s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리튬 폴리머 충전 배터리를 사용. -

하였으며 전체회로의 전력을 공급 하고, (DC +3.0V) , USB 

포트를 통하여 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다 장시간의 PC . 

데이터는 통신으로 프로그램 과 연동USB PC (SMK-V1.0)

하여 사용되며 저장된 데이터를 오프라인으로 로드하여 , 

모니터 화면에서 심전도 및 맥박의 변화와 사용자의 수면

동안의 몸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PC

와의 연결이 제거된 후 약 초 후부터 기록이 시작10~20

되므로 바로 브래지어에 장착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심전도�측정용�직물전극과�모듈�장착4.�

심전도 측정용 직물 전극은 브래지어 밴드의 안쪽에 설치

하기 위해 브래지어 밴드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경 위사 모·

두 나일론과 폴리우레탄의 합성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경사, 

를 은사로 코팅 처리 하여 도전사로 (Silver coating fiber)

사용하였다. 과 같이 Table 1 조직은 전도사의 연결이 연

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은 코팅 전도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다이아몬드 문양의 변화능직으로 제작하였다.

Table� 1.� Weaving� Structure� of� ECG� Sensing� Fabric

Structure Consist� of� Fabric
Fineness
(Denier)

Warp : Conductive yarn

       (Silver coating fiber)
200

Weft : Nylon+Polyurethan(6%) 150

Surface Rear Rear : Silicon treatment

Table� 2.� Electric� Resistance� Value� according� to� the� Distance� of� the� Cloth� Electrode

Distance(cm) 1 2 3 4 5 6

Electric 

Resistance(Ω)
9.25 11.75 13.23 15.02 16.97 21.14

테스트기를 이용하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변화시키면  

서 전기 저항치를 측정하였다 거리에 따른 (Figure 4(a)). 

전기저항 값은 와 같으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Table 2 , 

전극 센서의 전기저항 값이 증가함을 확인 하였고 거의 ,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Figure 4(b)). 

라서 모듈의 두 전극 사이의 거리 설정에 있어서 최소한

의 일정한 거리가 요구되므로 전기저항치의 증가율이 급

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하는 이전인 로 하여 전기 5cm 4cm

저항치를 낮추고자 하였다. 

는 심전도 및 체동 측정 모듈과 브래지어 장착   Figure 5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모듈의 크기는 가로 세로 6cm×

높이 크기로 스냅버튼을 이용하여 브래지어 3cm× 1.5cm 

컵 하변의 밴드에 장착하도록 하였다.  

브래지어 밴드 안쪽에는 폭 길이 크기의   2cm( )×10cm( ) 

개의 전도성 직물전극을 설치하였다 밴드 안쪽면의 원단2 . 

을 잘라내고 시접과 같이 봉재한 후 심실링 테이프(Seam 

처리하여 바느질에 따른 이물감을 줄이면서 sealing tape) 

직물전극이 인체에 직접 닿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브래지. 

어의 컵 하변의 밴드 폭을 이상으로 넓게 디자인 하3cm

였고 안쪽에 동일 너비의 신축밴드를 삽입하여 모듈 장착 

후 브래지어 착용시 직물전극이 들뜨지 않고 피부에 일정

한 압력으로 밀착되도록 하였다 직물전극의 이면에 코팅. 

된 실리콘은 이 신축밴드와 접촉하면서 들뜨지 않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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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ctric resistance measurement of fabric 

electrode sensor b. Electrical resistance according to  distance

Figure� 4.�Measurement� of� Electric� Resistance� of� the�Measuring� Electrode� Sensor�

 

Top Inside

Bottom              Outside

(a) Module Shape (b) Module Installation

Figure� 5.� Module� Shape� and� Installation

여 생체신호를 안정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성능�평가IV.�

본 연구는 브래지어 밴드 안쪽에 심전도 신호 센서로 직

물전극을 설치하고 가속도 측정에 의한 체동 분석이 가능

한 모듈을 브래지어 밴드에 장착하여 수면시 심전도 및

체동이 안정적으로 측정되는지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심전

도 및 체동 측정 모듈 장착을 위한 브래지어 프로토타입

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몸을 바로 누운 자세에서 좌로 또는 우  

로의 자세변화를 나타내는 가속도의 파형을 가지고 중점

적으로 평가하였고 심전도 및 맥박수는 그래프로 나타난 , 

것을 맥박수의 변화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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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측정자는 여대생 인이었으며 개발한 모듈을 장착  2 , 

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평소의 침구와 수면 복장을 착용

하였으며 체동 측정 모듈의 체동 감지성능 분석을 위해 ,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였다 촬영에 필요한 조도(Figure 6). 

를 위해 조명등은 켜두었고 필요에 따라 를 착용Eyemask

하도록 하였다 모듈은 초기화가 이루어진 후를 기점으로 . 

움직임이 측정되므로 초기화 한 후 몸에 착용하고 취침부

터 잠이 들 때까지의 움직임이과 기상시의 움직임도 포함

되었다.

피험자 의�체동�및� 심전도� 평가1.� A

피험자 는 뒤척임이 있다가 시 분경부터 안정된 가A 12 50

속도 파형을 나타내어 이때부터 잠든 것으로 보았으며, 6

시 분경 기상하였다45 (Figure 7(a)).

체동 신호의 가장 위의 그래프 파랑색 는 축의 가속도   ( ) x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그래프 노랑색 는 축의 , ( ) y

가속도 세 번째 그래프 주황색 는 축의 가속도 변화를 , ( ) z

나타낸 것이다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축은 . Figure 2 x 좌

우 방향 전환을 감지하게 되며 선을 으로 보고 일 500.0 0 0

때는 똑바로 누운 상태이다 선 위로 변화된 것은 . 500.0

로 간주하며 이때는 왼쪽으로 돌아누운 것이 된다(+) , .  

선 아래로 변화된 것은 로 간주하며 오른쪽으로 500.0 ( )–

누운 것으로 해석한다 축은 . y 상하 움직임을 나타내며 눕, 

거나 일어날 때 부호가 바뀌게 된다 즉 코드 연결부위가 .  

아래로 가도록 착용할 경우 누우면 방향으로 일어나면 (+) , 

방향으로 전환되고 반대로 착용할 경우 누우면 방( ) , ( )– –

향이 되고 일어나면 방향이 된다, (+) . 체동 분석에서 좌우 

돌아눕는 것은 축 가속도 그래프로 상체를 일으키고x , 

Figure� 6.� Video� Recording� for� Movement� Analysis� while�
Sleeping

 

눕는 동작은 축의 그래프로 분석된다 축은 왼쪽이나 오y . z

른쪽으로 누우면 모두 방향만 전환하게 되어 축의 변화x

가 일어날 때마다 부호가 바뀌게 된다.

촬영한 동영상과 축의 가속도 변화를 반영한 체  x, y, z

동 측정 그래프에서 잠이 들어서부터 기상 전까지 체동을 

비교 분석한 것이 와 같다Figure 7(b) . 잠든 후 자세를 바

꾸는 정도의 체동은 회 정도로 나타났16 다. 

온돌환경이 수면시 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에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시간(Lee & Kweon, 1998) 7

의 수면을 동영상 촬영을 실시한 후 몸의 뒤척임을 분석

한 결과 체동의 횟수는 회로 측정되었다23~33 . 수면 중 

인체는 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일부가 눌리

면서 압박을 받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자세를 바꾸게 

된다 또는 침상의 온습환경에 따라 팔과 다리를 내놓거나 . 

이불을 감싸는 등 움직임을 갖게 된다.  

한편 은 체동 측정 그래프에서 잠이 들기   , Figure 8(a)

전 과 잠이 든 시간 기상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 ) ( ), ( ) ① ② ③

심전도 와 맥박수를 나타낸 것이다 는 (ECG) . Figure 8(b)

맥박수에 따라 초간의 군의 를 샘플링한 10 QRS R-peak

것이다. Park, Shin, Shon, & Hong 은 측정을 (2008) ECG 

위해 셔츠내 설치한 밴드형 천 센서의 의복압에 따른 심

전도 파형 검출에서 의복압이 에서는 0.085kPa, 0.127kPa

심전도 파형이 나타나지 않았고 에서는 기저선이 0.20kPa

불안정하지만 피크가 나타났으며 에서는 전형R , 0.350kPa

적인 심전도 파형을 나타내어 최저한계치를 약 로 0.20kPa

설명하였다 또 의복압이 높아질수록 심전도 측정성능은 . 

안정되나 의복압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착용감에 있어서 

불편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브래지어의 의복압 연구에서 . 

불쾌감을 느끼는 의복압이 이라는 것1.96~2.94kPa (Jeong 

& Kim, 2006; 과 실제로 브래지어 날개에서Park, 2002)

의 의복압이 인 것1.66~2.38kPa ( 을 감안할 Choi, 2011)

때 일치된 결과를 보였는데 브래지어 안쪽에 설치한 직물 

센서는 심전도 및 체동 그래프가 안정적이었으며 심전도, 

는 전형적인 파형을 보였으며 피크가 안정적으로 나타났R

다. 

맥박수의 변화에 따라 크게 구분해 보면 이었다  80bpm

가 중간에 이다가 다시 으로 측83bpm, 100 bpm 83bpm

정되었다. 성인의 경우 맥박수가 일 때 정상치60-100bpm

로 보며 그 이상을 빈맥 회 분 이하를 서맥이라고 할 , , 60 /

때 정상치 범위 안에 속해 있지만 수면 중에 인 100bpm

것을 수면 종류로 해석하고자 한다 수면은 수면과. REM 

수면으로 나눌 수 있다 수면은 다시N-REM . N-REM 



86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1 2

(a
)

T
o

ta
l

 

             ①Before sleeping                            ②At sleeping                         ③After sleeping

(b
)

P
e
rio

d
 o

f sle
e
p

in
g

                L① ay down to left Turn upward Turn⇨ ② ⇨ ③  left Motion in place Turn upward ⇨ ④ ⇨ ⑤ ⇨ 

                Turn⑥  left Turn upward Turn right. Turn upward and turn ⇨⑦ ⇨ ⑧ ⇨ ⑨ left Turn upward ⇨ ⑩ ⇨

                Turn right Turn upward Turn right. ⑪ ⇨ ⑫ ⇨ ⑬ ⇨ ⑭Turn upward and to right and Turn upward again

Figure� 7.� Analysis� on� Body� Movement� of� Subject� A�while� Slee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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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lectrocardiogram� and� Pulse� Graph� according� to� Body�Movement� Section� of� Subjec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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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수면과 깊은 잠인 서파 수면으로 나뉘는데 가장 1, 2

깊은 수면에 이르면 맥박은 분당 까지도 떨어50~60bpm

지기도 한다(Shin et al, 2010) 수면은 몸을 움. N-REM 

직일 수 있으나 뇌 활동이 적어지고 조절될 수 있는 수면

이고 수면은 반대로 몸은 마비되나 뇌 활동은 활발, REM 

하다 이 램수면 상태에서는 안구의 움직임에 따라 맥박도 . 

늘어나고 호흡도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피험자 의�체동� 및�심전도�평가�2.� B

피험자 는B  1시부터 잠자리에 들어 시 분경부터 잠들1 30

어서 이후 안정된 체동 패턴을 보였다(Figure 9(a)). 기상

(a
)

T
o

ta
l

                ①Before sleeping                                ②At sleeping                  ③After sleeping

(b
)

P
e
rio

d
 o

f sle
ep

in
g

             ①Lay down to right and turn upward ⇨ ②Turn right and turn upward ⇨ ③Turn left ⇨ 

             T④ urn upward, turn left and turn right again ⇨ ⑤Turn upward ⇨ ⑥Turn left ⇨ ⑦Turn upward ⇨

             ⑧Turn right ⇨ ⑨Turn upward ⇨ ⑩Turn right and turn upward ⇨ ⑪Turn left ⇨ ⑫Turn upward ⇨

             ⑬Turn left and turn upward ⇨ ⑭Turn left ⇨ ⑮Turn upward ⇨ ⑯Turn right, raise upper body awhile

             and turn right again ⇨ ⑰Turn left ⇨ R⑱ aise upper body awhile and turn right ⇨ ⑲Turn upward and

             turn left ⇨ ⑳ Turn upward and turn left ⇨ ㉑ Turn upward and turn left ⇨ ㉒Turn upward ⇨

             ㉓Turn right ⇨ ㉔Turn upward ⇨ ㉕Turn right and turn upward ⇨ ㉖Turn right ⇨ ㉗Turn upward ⇨

             ㉘Turn right, turn upward and turn right ⇨ ㉙Turn upward

Figure� 9.� Analysis� on� Body� Movement� � of� Subject� B� while� Sleeping

은 시 이후였지만 시 분 전후하여 상체를 일으키는 10 7 30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수면시 체동은 에 분Figure 9(b)

석한 바와 같이 여회로 나타났다 와 같이 30 . Figure 10(a)

피험자 의 심전도 및 맥박 그래프는 잠들기전 이다B 80bpm

가 잠들면서 으로 떨어졌다가 시 분 전후하여 65bpm 7 30

다시 으로 상승하였다 피험자 에 비해 이90bpm . A 65bpm

라는 낮은 맥박수를 보였지만 성인의 정상 맥박을 

으로 볼 때 수면 중 맥박수는 정상 범위안에60~100bpm

서 변화되었으며 깊은 수면시 맥박이 분당 회까지, 50~60

도 떨어진다는 것을 참고하면 깊은 잠이 든 구간으로 해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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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lectrocardiogram� and� Pulse� Graph� according� to� Body� Movement� Section� of� Subject� B

결�론V.�

미래의 유비쿼터스 헬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동 및 

착용이 용이한 모듈 형태의 센서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심전도와 같은 생체신호를 모니터링 하여 의료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본 연

구에서는 심전도 및 수면시 체동 측정이 가능한 모듈을 

브래지어에 장착하기 위한 브래지어 프로토타입을 제안하 

고 이를 가지고 심전도 및 수면시 체동을 측정 하였다. 

  심전도 측정용 직물 전극을 브래지어 밴드의 안쪽에 설치

하기 위해 브래지어 밴드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폴리우레탄

이 함유된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하였으며 경사에 은 코팅 , 

처리하여 도전사로 사용하였고 전도사의 연결이 연속적이

면서도 은 코팅 전도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변화능직으로 

제직되었다.

모듈의 두 전극 사이의 거리를 전기 저항치 증가율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이전 단계인 로 설계하여 전기 저4cm

항치를 낮추었다. 브래지어 밴드의 압력은 심전도 파형이 

안정적으로 센싱될 정도의 압력을 갖고 있으며 컵 하변 , 

밴드 안쪽에 전도성 직물전극을 설치하기 위해 브래지어

의 컵 하변의 밴드 폭을 이상으로 넓게 디자인 하였3cm

다 밴드 안쪽에 동일 너비의 신축밴드를 삽입하여 모듈. 

장착 후 브래지어 착용시 직물전극이 들뜨지 않고 피부에 

일정한 압력으로 밀착되도록 하였으며 직물전극의 이면에 

코팅 된 실리콘은 이 신축밴드와 접촉하면서 들뜨지 않도

록 하여 생체신호를 안정되게 감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모듈은 스냅단추를 이용하여 장착되었으며 모듈 장착을   , 

통한 심전도 측정에서 전형적인 피크 파형의 그래프를 얻R

었으며 맥박수를 구할 수 있었다 또 동영상 촬영과 가속도 . 

신호에 의한 축의 그래프 변화를 비교하여 수면시 몸x, y z

통의 자세변경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심전도 및 체동 분석으로 부정맥이나 빈맥 서맥  , 

과 같은 심장 질환을 예측하거나 그동안 차영상법으로 이루

어지던 체동 분석이 가능하나 앞으로 더 많은 피험자를 대

상으로 테스트 되어야 할 것이며 브래지어 밴드의 압력으, 

로 직물전극을 이용한 심전도 센싱에는 무리가 없으나 이물

감이 적은 접촉방법이나 세탁관리 등에서 내구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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