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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ntact type textile electrode structure on heart activity 

signal acquisition for smart healthcare. In this study, we devised six contact type textile electrodes whose electrode 

size and configuration were manipulated for measuring heart activity signals using computerized embroidery. We 

detected heart activity signals using a modified lead II and by attaching each textile electrode to the chest band 

in four healthy male subjects in a standing static posture. We measured the signals four times repeatedly for all 

types of electrodes. The heart activity signals were sampled at 1 ㎑ using a BIOPAC ECG100, and the detected 

original signals were filtered through a band-pass filter.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heart activity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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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sition among the different structures of the textile electrodes, we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using signal 

waveform and size as parameters. In addition, we performed a quantitative analysis by calculating signal power ratio 

(SPR) of the heart activity signals obtained through each electrode. We analyzed differences in the performance 

of heart activity signal acquisition of the six electrodes by performing difference and post-hoc tests using 

nonparametric statistic methods on the calculated SPR.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oth in term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of heart activity signals among the tested contact type textile electrodes. 

Regarding the configurations of the contact type textile electrodes, the three-dimensionally inflated electrode (3DIE) 

was found to obtain better quality signals than the flat electrode. However, regarding the electrode siz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performance of heart signal acquisition for the three electrode siz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nfiguration method (flat/3DIE), which is one of the two requirements of a contact type 

textile electrode structure for heart activity signal acquisition, has a critical effect on the performance of heart 

activity signal acquisition for wearable healthca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lan to develop a smart 

clothing technology that can monitor high-quality heart activity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by implementing 

a clothing platform integrated with the textile electrode and developing a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Key words: Heart Activity Signal, Contact Type Heart Activity Signal Sensing, Textile Electrode Structure, 

Quality of Heart Activity Signal, Convergence Technology, Smart Healthcare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스마트 헬스 어를 해 식 직물 극의 구조가 심장활동 신호 획득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장활동 신호 측정을 하여 극의 크기와 구성방식을 조작한 6종의 식 직물 극을 

컴퓨터 자수 방식으로 구 하 고, 이를 가슴밴드에 부착하여 응용형 리드 II(modified Lead II) 방식으로 심장활동 

신호를 검출하 다. 건강한 신체의 남성 4명을 상으로 서서 정지한 자세에서 각 직물 극을 사용하여 심장활동 

신호를 검출하 으며, 모든 유형의 극에 걸쳐 4회씩 반복측정 하 다. 심장활동 신호의 수집을 해 BIOPAC 

ECG100 장비를 사용하여 1 ㎑로 샘 링하 으며, 검출된 원 신호를 역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필터링하 다. 직물 극

의 구조에 따른 심장활동 신호 획득의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신호의 형과 크기를 라미터로 하여 정성  분석을 

실시하 고, 각 극을 통하여 획득된 심장활동 신호의 SPR(signal power ratio)을 산출함으로써 정량  분석을 실시하

다. 산출된 SPR 값을 상으로 하여 비모수 통계분석 방식의 차이검정과 사후검정을 실시함으로써 6개 극의 

구조에 따른 심장활동 신호 획득의 성능 차이를 구체 으로 분석하 다. 연구 결과 식 직물 극의 구조에 따라 

심장활동 신호의 품질에는 정성 , 정량  측면에 걸쳐 모두 주요한 차이가 있는 것이 고찰되었다. 식 직물 극의 

구성 측면에 있어서는 입체 극이 평면 극에 비해 더 우수한 품질의 신호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가지 

극 크기에 따른 심장활동 신호 획득의 유의한 성능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심장활동 신호 획득을 

한 식 직물 극 구조의 두 가지 요건  구성방식(평면/입체)이 웨어러블 헬스 어를 한 심장활동 신호 획득의 

성능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직물 극이 일체형으로 통합된 

의복형 랫폼을 구 하고 성능 고도화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고품질의 심장활동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의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주제어: 심장활동 신호, 식 심장활동 신호 센서, 직물 극의 구조, 심장활동 신호의 품질, 융합 기술, 
스마트 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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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령화 사회 진입과 당뇨병, 고 압, 심장질환 등 만

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질병 발병에 앞서 스스로 

리, 방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 어에 한 심이 고

조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기술의 발 으로 우리 몸

에 착된 센싱 기술을 통해 24시간 지속 으로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스마트 헬

스 어 트 드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스마트 

헬스 어는 4차 산업 명의 핵심 ICT 기술인 사물인터

넷(IoT), 클라우드 컴퓨 ,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헬스 어와 목한 분야이다. ICT와 헬스 어 기술의 

융합은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의

료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만 아니라, 방(Preventive), 측(Predictive), 개인맞춤

(Personalized), 참여(Participatory)의 4P로 변되는 헬

스 어 패러다임 변화를 진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 헬스 어는 ICT 는 바이오 기술

을 활용하여 헬스 어 데이터를 생성, 수집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되며, 헬스 어 데이터는 유 체 정보, 개

인건강정보(PHR, Personal Health Record), 자의무

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개인건강정보는 당 수치, 압, 심 도, 

운동량, 식단 정보 등의 개인의 일상생활 활동에 한 

모든 데이터로, 주로 IoT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통해 생성  수집된다(Lee, 2017; Kang et 

al., 2018). 

개인의 건강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하는 

기술의 주요 흐름  한 가지는 스마트 섬유  의류 

설계와 생체 신호 획득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한 심장활

동 모니터링 기술이다. 신체로부터 측정 가능한 다양

한 생체정보  심장의 활동 상태를 반 하는 ECG 

(electrocardiogram) 신호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며 규

칙 인 리듬을 갖고 발생한다. 그러나 활동상태의 변

화와 병변의 발생에 따라 주기와 형의 특성은 변화

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ECG 신호의 성분들을 분

석하여 심장의 이상 유무와 병변 부 를 추측할 수 있

으며, 심장의 병리·생리학 인 메커니즘 이상을 추정

하여 심질환 진단에 활용이 가능하다(Noh & Jeong, 

2010). 그러므로 일상생활  언제 어디서나 무구속

이면서 무자각 인 방식으로 ECG와 같은 심장활동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요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ECG 신호 검출을 해 24시간 12개의 임상

용 표  유도를 한 극들을 신에 부착한 채로 일

상생활을 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

서 응용형 유도 방식으로 측정 가능한 2~3개의 극

이 탑재된 웨어러블 랫폼을 통하여 ECG의 체 

형이 아닌 일부 형( : 심실의 기  재분극을 나

타내는 QRS 콤 스, R )을 표  심장활동 신호

로 검출하는 방식이 지속 으로 연구되어 왔다(Chan 

et al., 2012; Cho et al., 2011; Cho et al., 2015; Cho 

et al., 2009; Kang et al., 2008; Takagahara et al., 2014; 

Noh & Jeong, 2010; OFFICE OF RESEARCH 

AFFAIRS/UIF, YONSEI UNIVERSITY, 2009; Song et 

al., 2010; Seoane, 201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

상생활  언제 어디서나 무구속 이면서 무자각 인 

방식으로 심장활동 신호를 검출하기 해서 웨어러블 

랫폼에 극을 탑재하고, 응용형 유도방식으로 심

장활동 신호를 획득하는 것이 스마트 헬스 어를 

해 합하다고 보았으며, 웨어러블 랫폼을 통한 심

장활동 신호 획득의 효율에는 극의 유형, 구조, 

치 등이 요한 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

(Kang et al., 2008; Seoane et al., 2013; Takagahara et 

al., 2014; Yapici & Alkhidir, 2017; Cho & Lee, 2015; 

Gi et al., 2013; Koo et al., 2014; Gi et al., 2015)에 주

목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식 직물 극의 구조

가 심장활동 신호 획득에 미치는 향에 을 맞추고, 

극의 구조 요건에 따른 6가지 유형의 식 직물

극을 구 하 으며, 각 극의 요건에 따른 심장활동 

신호 센싱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심장활동 신호 획득에 

합한 유형의 직물 극의 요건을 규명하고자 하 다. 

 

2. 이론  배경

2.1. 심장활동 신호

심장은 여러 종류의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직의 표 인 세포들은 모두 기  흥분성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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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유의 활동  형을 나타낸다. 박동하는 심장

은 기 인 신호를 발생시키며, 심장에 의해 발생된 

는 몸통과 체표면 체에 나타난다. 따라서 체표

면에 극을 부착하고 이들 극 간의 압을 측정함

으로써 심장활동에 의해 발생된 차를 측정할 수 

있다. 심 도란 심장이 활동을 할 때 일어나는 기  

변 를 심 기에 연결하여 기록한 것으로, 특히 심실

의 기 인 활성화를 체표면에서 측정한 를 의

미한다. 형 인 심 도 신호의 주요 특징 인 부분

은 P,Q,R,S,T 이며, P 는 심방의 탈분극, QRS콤

스는 심실의 탈분극, T 는 심실의 재분극에 의해 

발생하며 심방의 재분극은 정상 인 경우에는 QRS 콤

스에 가려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심실의 탈분

극에 의해 발생되는 QRS콤 스( 는 R )는 가장 

차가 큰 표  심장활동 신호이다(Association 

of Research on medical instrumentation engineering, 

2002). 한 심 도와 심박수 신호를 통해 심장 련 

건강 상태  운동 효과 등을 독할 수 있는데, 이는 

심박이 특히 방  의 스포츠 분야와 치료  

의 의료 분야에서 요한 신체상태 모니터링 지표

로 활용되기 때문이다(Rotsch et al., 2012).

2.2. 웨어러블 심장활동 신호 센싱 기술의 연구 

개발 동향

웨어러블 심장활동 신호 센싱 랫폼은 일반 으로 

입력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직물 극부, 직물 신호

선부, 기기부(제어부, 근거리통신부, 원부 포함)와 

이를 탑재하는 착용형 랫폼(밴드형, 의복형) 등으로 

구성된다. 

웨어러블 심장활동 신호 센싱 기술 련 연구는 

2000년  반부터 재까지 빠른 속도로 발 되어 

왔다. 2000년  반에는 미래병사체계(Future Soldier 

System)개발 연구과제, EU의 Philips사 등에서 생체 신

호 모니터링 기술에 한 연구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의 웨어러블 심장활동 신호 센싱 랫폼은 기

존 밴드 는 의복형 랫폼에 각종 소형기기와 선

을 단순히 부착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한편 미국의 

Sensatex사 등을 심으로 탄소 섬유  속사를 사

용한 웨어러블 심장활동 신호 획득용 극과 신호선

의 개발이 시도되기 시작하 다. 2000년  반 이래 

독일의 Fraunhofer 연구소, 미국의 Textronics사(2009년 

Adidas사에 합병), EU의 연구 로젝트 컨소시엄

(‘MyHeart’, ‘WEALTHY’, ‘BIOTEX IST’, ‘CONTEXT 

IST’, ‘PROETEX IST’, ‘STELLA’, ‘HeartCycle’ project) 

등에 의해 심장활동 센싱 극의 직물화 연구가 보다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그 결과 2006년경부터는 은이

나 구리 기반의 속사, 탄소섬유, 도성 고분자 등

을 재료로 한 심장활동 신호 센싱용 극과 신호선들

이 직물형태로 개발되는 수 으로 발 하 다. 이후 

2010년 부터는 웨어러블 심장활동 신호 센싱 기술은 

재도약하기 시작하여 그래핀, 은나노 와이어, 더욱 다

양한 도성 고분자, 은나노 재료 기반의 속사 등을 

사용한 심장활동 신호 센싱용 직물 극과 신호선들이 

개발되었고, 기존의 제어부 자 회로를 섬유직물화

한 SOT(System on Textile) 기술도 연구 개발되기 시작

하 다(Paradiso et al., 2005; Hoffmann & Ruff, 2007; 

Borges et al., 2008; Cho et al, 2009; Song et al., 2010; 

Cho, 2011; Lymberis, 2004; Pantelopoulos & Bourbakis, 

2010; Chan et al., 2012).

2.3. 직물 극의 치, 형상, 랫폼 구조가 웨어러블 

심장활동 신호 센싱에 미치는 향 

임상 분야에서는 심 도 신호를 측정하기 해서 

Ag/AgCl 일회용 속 극을 사용하는데, 일회용인 

Ag/AgCl 극은 장시간 인체표면에 부착되었을 때 

해질 젤에 의한 알 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쉽게 산화되어 장시간 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심장활동 신호 모니터링을 해 극과 

신체 간의 장시간 부착이 요구되는 웨어러블 분야에

서는 Ag/AgCl 속 극을 체할 수 있는 직물형 

극들이 연구 개발되어 왔다(Borges et al., 2008; Kang 

et al., 2009; Son et al., 2008; Gi et al., 2013; Gi et al., 

2015; Hoffmann & Ruff, 2007; Kang et al., 2008; 

Takagahara et al., 2014; Koo et al., 2014; Lymberis, 

2004; OFFICE OF RESEARCH AFFAIRS/ UIF, 

YONSEI UNIVERSITY, 2009; Paradiso et al., 2005; 

Song et al., 2010; Seoane et al., 2013; Yapici & 

Alkhidir, 2017). 직물형 극들은 일반 으로 항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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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압  압 측정, 정 용량 측정, 유도성 용량 측정 

방식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2.3.1. 식 직물 극

웨어러블 심장활동 센싱용 직물 극  가장 표

인 유형은 식 직물 극이다(Kang et al., 2008; 

Son et al., 2008; Kim et al., 2011; Seoane et al., 2013; 

Takagahara et al., 2014; Yapici & Alkhidir, 2017). 이 방

식은 피부와 극이 된 상태에서만 심장활동 신

호가 획득되며 착용자의 동작 등으로 인하여 피부와 

극 간 간격이 생기거나 의 치가 변화하면 

신호 획득이 단되거나 측정잡음이 발생하는 한계

을 지닌다. 식 직물 극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심

장활동 신호는 일반 으로 항식(resistive) 는 압

식(piezo-electric) 측정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식 직물형 극을 연구개발한 Song et al. (2010)

은 은(silver) 기반 속사를 이용하여 자카드 직조방

식으로 직물형 극을 설계하고, 이를 심장활동 신호 

측정에 용하 다. 자카드 직조 극의 사에 silver 

covering yarn을 사용하여 이 직으로 직조하고, 이

직의 간 공간에 도성 필러를 삽입한 극과 도

성 필러를 삽입하지 않은 극을 구 하 다. 한 

극의 배면에 도성 페이스트를 도포한 유형과 도

성 페이스트를 도포하지 않은 두 유형의 극을 구

하 다(Fig. 1). 이와 같이 극의 구성(입체형과 평면

형), 도성 페이스트의 도포 여부의 조합에 따른 총 

4개 유형의 극을 제작하여 각 극을 통한 심장활

동 신호 센싱의 성능을 비교하 다. 그 결과 4개의 

극  입체형 구조의 도성 페이스트가 도포된 극

을 사용하여 심장활동 신호를 측정하 을 때 센싱 성

능이 가장 우수하 으며, 다른 3개 유형의 극에 비

해 통계 으로 가장 유의하게 높은 신호  잡음비

(SNR) 값을 나타내었다.

Cho et al. (2011)은 의류 타입별 심 도 센싱 성능을 

평가하기 해 은사 자수의 직물 극을 개발하고, 총 

4 가지 유형의 생체신호 센싱 스마트 의류의 시안을 

설계하 다. ECG 측정 실험을 통해 정지  동작 상태

에서의 극의 변 를 측정하고, ECG 신호의 SNR 값

을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의 의류  “cross-type”의 

의류가 심 도 측정에 가장 효과 인 의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Fig. 2).  

Fig. 2. Developed garment that monitors the electrical 

activity signals of the heart, featuring elastic textile, 

“cross-type” garment(Cho et al., 2011)

Cho & Lee (2015)는 식 심장활동 센싱 극의 

다양한 유도 치에 따른 심장활동 신호의 센싱 성능

을 연구하 다. 이를 해 의복형 심장활동 센싱 랫

폼 표면을 여러 부 로 구분한 후 Ag/AgCl 속 극

을 모든 부 에 용하여 각 부 로부터 심장활동 신

Fig. 1. The weave structure of the jacquard fabric electrodes
with 50% of the warp ends removed, Group 2. The electrodes
with half of the warp ends removed from the square part of 
the silver covering yarn(So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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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유도하 으며, 표  유도 방식에 의해 참조신호

를 동시에 측정하 다. 의복 착용자로 하여  이 의복

을 착용한 상태에서 9개의 다양한 신체 동작을 수행

하도록 하고, 각 부 에서 획득된 동작 시의 심장활동 

신호의 품질을 참조신호와 비교하 다. 그 결과 인체 

동작 시에도 R 의 검출률이 가장 높고 신호의 크기

가 크며 신호의 품질이 가장 우수한 의복 상 부 는 

가슴둘 선 아래, 유두 의 세로 통선과 선 간의 

부 로 나타났다(Fig. 3).

Fig. 3. Results of the average measurement rate and 
amplitude (Cho & Lee, 2015)

2.3.2. 비 식 직물 극

심장활동 신호 센싱을 한 비 식 직물형 극

에 한 연구로는 loose contact형 심박 센싱 직물 극

(OFFICE OF RESEARCH AFFAIRS/UIF, YONSEI 

UNIVERSITY, 2009), 콜피츠 발진기 커패시턴스를 이

용한 요골동맥의 비  맥박 측정 시스템(Lee et al., 

2011) 연구 등이 있으나, 이 방식의 신호 획득 성능은 

식 심박 센싱 극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콜피츠 발진기 커패시턴스를 이용한 

요골동맥의 맥박 측정 성능이 낮은 이유는 극의 단

면 이 넓을수록 기장이 형성되는 범 가 넓기 때

문에 커패시턴스에 향을 미치는 잡음 요인(손목의 

움직임 외에 무의식 인 미세 손떨림 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센싱 방식은 심장활동 신호 뿐 아니

라 잡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측정자가 동작하는 

동안에는 측정이 어려우며, 손목에 지방층이 두꺼운 

사람의 경우에는 매우 미세한 신호가 검출되므로 신

호와 잡음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 이 있다(Lee et 

al., 2011). 

심장활동 신호 센싱용 비 식 직물형 극의  다

른 측정 원리로는 자계유도성 도율 기반의 심박 센싱 

방식이 있다. 자계 유도성 도율 기반의 심박 센싱 방

식은 동작의 향을 많이 받는 계기반 심박 센싱 방

식들에 비해 동작의 향을 상 으로 게 받는 방식

으로, 시변(time-varying) 자계를 인가하여 인체내 조직

(근육 등)에 자극을 주면 시변 자기장에 의한 맴돌이

류(eddy current)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류에 의하여 

재유도된 자기장이 자극 코일(excitation coil)의 유도용

량(inductance)의 변화를 유발하여, 그 향이 발진 주

수의 변동으로 나타난다는 측정 원리에 기반을 둔다

(Steffen et al., 2007). 

Gi et al. (2015)은 컴퓨터 자수 방식을 이용한 섬유 

기반 유도형 센서 구조를 개발하고(Fig. 4), 이를 통해 

얻은 기계  심장활동 신호를 리드 II 심 도 신호와 비

교하 다. 실험 결과 ECG 신호에서 R-peak의 치는 

섬유 기반 유도형 센서를 통해 얻은 신호의 피크 들과 

높은 상 계(r = 0.9681)가 있음을 보여주었다(Fig. 5). 

한 Gi et al. (2013)은 자계 유도성 도율 기반 심

장활동 센싱에 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  직물 극

의 형상 특성이 자계 유도성 도율 기반의 비 식 

심장활동 센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다. 이를 

하여 속과 섬유 혼합형의 도사를 사용하여, 동일

한 회 수(number of turns) 조건하에서 두 가지 형태 

Fig. 4. The embroidered textile-based inductor and its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G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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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앙 홀 유무와 둥근형/사각형)의 조합에 따른 

총 4가지 유형의 직물 극을 컴퓨터 자수 방식으로 

제작하고, 각 극 유형을 통해 획득된 심장활동 신호

의 품질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직물 극의 형태 특성

은 자계 유도성 기반의 비 식 심장활동 센싱에 

향을 미치며, 직물 극의 두 가지 형상 요소들 에서 

앙 홀의 유무보다는 체 형상이 더욱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 The relationship of the peak point between the 

inductive sensor signals measured on the anterior side 

and the standard Lead II ECG signals (Subjects 1)(Gi et

al., 2015)

Koo et al. (2014)은 직물 기반 유도성 코일 센서의 

치가 심박수 측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일럿 테스트를 통해 유도성 코일 센서의 8가지 잠재

인 치를 탐색하여 3가지 센서 치를 선정하 고, 

이 3개 치에서 측정한 심장활동 신호와 참조신호

(심 도 리드 II 신호)를 동시에 측정하 다. 참조신호

의 R-peak의 치와 3개 치에서 획득한 직물 기반 

유도 코일 센서의 신호를 비교한 결과, 3개 치 에

서 흉부 둘  선의 앙 앞쪽 선에서 3 ㎝ 떨어진 센

서 치 ‘P3’에서 얻은 심장활동 신호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 다. 이러한 결과는 직물 기반 유도성 코일 센

서의 치가 측정 결과의 품질에 크게 향을 주며, 

자계유도성 도율 센싱 원리에 기 한 심장활동 신

호의 측정을 해서는 ‘P3’ 치가 가장 합한 치

라고 보고하 다(Fig. 6).

Gi et al. (2015)은 자계 유도성 도율 기반 심장활

동 센싱에 있어 극의 치와 형상이 심장활동 신호 

획득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다. 이들은 여러 명의 

피험자를 상으로 심장을 X-ray 촬 하여 심장의 

치는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함을 고찰하 다. 한 이들

은 심장 치의 개인차를 극복하기 한 3개 형상의 

직물형 듀얼 극(Round-round 형상, Round-oval 형상, 

Oval-Oval 형상)과 직물형 싱  극(Single round 형

상)을 컴퓨터 자수 방식으로 구 하고 각 극을 통한 

심장활동 신호 센싱의 성능을 컴퓨터 시뮬 이션 방

식과 인간 상 실험 방식으로 비교하고 분석하 다. 

그 결과 ‘Oval-Oval’ 형상의 듀얼 극이 심장 치의 

개인차를 포 으로 극복하기에 더욱 합한 극 

유형임을 보고하 다.

Koo et al. (2015)은 비 식 심장활동 모니터링 기

능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의 모듈 효과를 분석하

다. 세로선 모듈을 지닌 모듈형 티셔츠(tee-shirt with 

Motion Artifact-Reducing Module: MARM형)와 모듈

이 없는 티셔츠(tee-shirt without Motion Artifact- 

Reducing Module: 비MARM형)의 두 가지 의복형 웨

어러블 시스템 타입을 디자인하고 실물 제작한 후, 양 

의복의 효과를 비교, 고찰하 다. 연구 결과 MARM형 

티셔츠는 비MARM형 티셔츠보다 우수한 특성과 신호 

품질을 나타내었고, 심장활동 신호의 재 성이 더 뛰

어났다.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는 의복형 웨어러블 

Fig. 6. The three sensor positions in the main 

experiment(Koo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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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해서는 단순히 가슴에 압박, 착하는 비

MARM형 보다는 기능부(모듈)를 설치하는 ‘MARM형 

디자인’이 더 효율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차

3.1. 직물 극의 구  

생체와 극 간 경계층에서 일어나는 기화학  반

응에 의한 차를 극 임피던스(impedance)라고 하

며, 이는 신호 획득의 기 잡음으로 작용한다. 특히 

극과 피부 각질층이 할 때 생성되는  임피

던스는  표면 이 증가하면 감소한다. 본 연구에

서는 극의 구조를 통해 피부와 극 간의 착도를 

높여  표면 을 증가시킴으로써 기 잡음을 이

고 고품질의 신호를 획득하는 방안을 모색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극의 구조를 크기와 구성(평면/입

체)의 두 측면의 변인으로 나 고, 극의 크기에 따

라서는 1×1 (㎝), 2×2 (㎝), 3×3 (㎝)의 3종을, 구성방식

에 따라서는 극의 배면에 도성 고무를 삽입하여 

새틴 자수한 입체  극(three-dimensionally inflated 

electrode, 이하 3DIE으로 약칭)과 일반  새틴 자수 기

법으로 평평하게 자수한 평면 극(flat electrode)을 구

하 다. 이와 같이 3종의 크기와 2종의 구성방식이 

조합된 총 6종의 심장활동 센싱 극을 제작하 다. 

극의 재료는 280데니어의 도사(PE-Silver plated 

Nikel 혼합사)를 사용하여 나일론 원단에 컴퓨터 자수

하 다. 응용형 리드 II (modifed Lead II) 방식(Fig. 7)

으로 심장활동 신호를 획득하기 해 6종의 극유형

들을 기반으로 각각 1개의 그라운드(RLD) 극과 2

개의 유도 극(RA, LL)을 포함하는 6종의 삼각형 유

도 극 세트들로 제작하 다(Fig. 8). 이들 6종의 유

도 극 세트들은 극의 구조는 달라도 극 심 간 

거리는 25 ㎜로 동일하게 설계하 고, 와이어의 길이 

한 동일하게 통제하 다. Fig. 9에는 직물 극의 측

면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평면 자수 극과 입체 자수

극 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a) 1×1 (㎝) & 
flat embroidery

(b) 1×1 (㎝) &
3DIE embroidery

(c) 2×2 (㎝) & 
flat embroidery

(d) 2×2 (㎝) &
3DIE embroidery

(e) 3×3 (㎝) & 
flat embroidery

(f) 3×3 (㎝) &
3DIE embroidery

Fig. 8. Six types of textile electrode for modified lead II

(a) flat embroidery 

(b) 3DIE embroidery

Fig. 9. Difference between flat embroidery and 3DIE Fig. 7. Modified Lead-Ⅱ (Cho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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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심장활동 신호 검출 실험 

본 연구에서는 심장활동 측정 실험을 하여 건강

한 신체를 가진 평균 체형의 20  남성 피험자 4명을 

선정하 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의 신체 사이즈를 

다음의 Table 1에 제시하 다.

Subject Height Weight Chest size Waistline

A 170 67 97 86

B 175 67 93 86

C 182 81 96 93

D 163 63 91 80

Table 1. Body types of the subjects(somatotype)

기존의 심장활동 모니터링을 한 계 기반 식 

직물 극의 치는 임상용 흉부유도 극의 치 

V1~V6  V3와 V4 사이에 치한다(Cho et al., 2011). 

임상용 흉부유도 극의 치는 Fig. 10과 같다.

Fig. 10. Positions of six leads of ECG
(Koo et al., 2015)

본 연구의 6종의 유도 극 세트들은 모두 동일한 

가슴밴드 상에 부착되었고, 모든 피험자에 걸쳐 동일한 

인체 상 치에 극들이 되도록 가슴밴드를 착용

하게 하 다. 즉 Fig. 8의 응용형 리드 II (modified Lead 

II)  RA의 심은 수평으로 유두선 상에 치하고, 

그라운드(RLD)의 심은 인체 심선 상에 치하도

록 하 다. 한 본 연구의 극을 사용하여 획득한 심

장활동 신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임상용 

Ag/AgCl 극을 표 유도 II (standard Lead II) 방식으

로 인체에 부착하고 동시에 심장활동 신호를 계측하여 

참조신호로 사용하 다. 이 때 Ag/AgCl 극들  RA

는 오른쪽 어깨, LL은 몸통의 왼쪽 하단, 그라운드

(RLD)는 몸통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되었다.   

모든 피험자의 심장활동 신호는 서서 정지한 상태

로 10 간 측정되었고, 모든 직물 극 유형에 걸쳐 각 

4회씩 반복 측정되었다(Fig. 11). 

Fig. 11. The experiment of heart activity measurement

3.3. 분석 방법

남성 피험자 4명으로부터 각 직물 극 유형 별로 4

회 반복실험을 통해 검출된 심장활동 신호는  BIOPAC 

ECG100 장비를 동해 수집되었고 1 ㎑ 로 샘 링 되었

으며, 측정된 원 신호는 역통과 필터(Butterworth 

bandpass: order = 10, 통과 역: 5~15 ㎐)를 사용하여 

필터링되었다. 직물 극의 구조에 따른 심장활동 획득 

성능을 정량 으로 비교 분석하기 하여 각 극을 

통하여 획득한 심장활동 신호의 SPR(signal power 

ratio)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 다(식 (1)). 즉 FFT 분석

을 실시하고 체 신호가 주 수 공간에서 갖는 신호 

워에 하여, 심장신호가 분포하고 있는 5~15 ㎐ 

역의 신호 워의 비율을 SPR(signal power ratio) 값으

로 산출하 으며, 이를 통하여 심장활동 신호 획득 결

과를 정규화함으로써, 각 피험자의 고유 특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잡음 변인의 개입을 통제하 다.  

             (1)

이 게 산출된 SPR(signal power ratio) 값을 상으

로 하여 R을 사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총 6개 

유형의 직물 극에 따른 심장활동 신호 획득의 성능 

차이를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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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논의

4.1. 정성  비교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실험결과를 Acqknowledge 4.2를 사용하

여 디스 이하고 획득된 신호들의 형을 정성 으

로 비교 분석하 다. Fig. 12는 피험자 A의 심장활동 

신호 형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그래  쪽 형

은 임상용 극인 Ag/AgCl 극으로부터 검출된 참

조용 신호이며, 아래의 형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

물 극으로부터 검출된 심장활동 신호이다. Fig. 12에

서 볼 수 있듯이 신호의 크기 측면에 있어서는 직물

극으로부터 검출된 신호의 크기는 Ag/AgCl 극으로

부터 검출된 참조신호의 크기에 비해 반 으로 작

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6개 유형의 직물 극을 통해 획득한 결과를 비교분

석하기 해 각 극들을 통해 획득된 심장 활동 신호

의 크기와 형을 분석하여 모든 데이터의 피크 들

을 찾고 그 결과를 Fig. 13의 시와 같이 그래 로 도

시하 다. 입체 극의 경우에는 3가지 극 크기에 걸

쳐 모두 매우 안정 인 형의 신호를 나타내었으며, 

검출된 신호와 참조신호 간의 피크 들의 일치도는 

매우 높은 경향을 보 다(Fig. 12~13). 한편 평면 극

을 사용하 을 때에 심장활동 신호가 검출되는 것은 

정성 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형이 상 으로 

불안정하며 획득된 신호의 크기도 작아서 반 으로 

신호의 품질이 낮았다.

한 입체 극의 경우 극 크기의 향이 신호의 

품질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찰된 결과와

는 달리, 평면 극의 경우에는 극의 크기에 따라 신

호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요컨  

정성  분석 결과 식 직물 극  평면 극보다

는 입체 극이 심장활동 신호 검출에 더 효과 인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a) 1×1 (㎝) & 3DIE                                      (b) 1×1 (㎝) & flat electrode

   

(c) 2×2 (㎝) & 3DIE                                      (d) 2×2 (㎝) & flat electrode

   

(e) 3×3 (㎝) & 3DIE                                      (f) 3×3 (㎝) & flat electrode

Fig. 12. Heart activity signal per second of subject A according to textile electrode type
(up: Ag/AgCl, down: textile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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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3 (㎝) & 3DIE                                     (b) 2×2 (㎝) & flat electrode

Fig. 13. Signal Amplitude per second & R-peaks from subject A obtained through the textile electrode types 
(upper left: Ag/AgCl, lower left: textile electrode from 3×3 (㎝) & 3DIE, 

upper right: Ag/AgCl, lower right: textile electrode from 2×2 (㎝) & flat electrode)

4.2. 정량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직물 극의 구조( 극의 크기와 구

성방식)에 따라 센싱 성능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

기 하여 MATLAB을 사용하여 직물 극과 Ag/AgCl 

극을 통해 각각 획득한 심장활동 신호의 R-peak값

을 분석하고 체 신호 워 비 심 역 신호 성

분의 비율을 계산한 SPR 값을 산출하 다. 즉 Fig. 

13의 시와 같이 각 피험자 별로 획득된 실험 데이터

의 피크 들을 찾고 그 결과를 그래 로 도시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직물 극의 크기와 구성방식 별

로 각각 4회 반복측정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를 이용

하여 SPR 값을 산출하 다. 

SPR 값을 라미터로 하여 6개 유형의 극 간에 성

능의 차이가 있는지에 하여 비모수  차이검정 방식인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 다(Table 2). 분석결과 6개

의 극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value = 0.00319 (<0.05)). 6개의 극  어떤 극의 

조합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Bonferroni 사

후검정을 실행하 다. 사후검정 결과 2×2 (㎝)의 입체

극(3DIE)이 3×3 (㎝)의 평면 극(flat electrode)보다 성능

이 우수하고(p-value = 0.0127 (<0.05)), 3×3 (㎝)의 입체

극이 3×3 (㎝)의 평면 극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p-value = 0.0065 (<0.05)). 이밖에 다른 극 

유형 간에는 성능 차이가 없었다.

한 직물 극의 구성방식(평면/입체) 간 성능의 차

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하여 비모수  t-test인 

Wilcoxon test를 실시하 다(Table 3). 분석결과 직물

극의 구성방식에 따라 심장활동 신호의 SPR 값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value = 0.0001367 (<0.05)). 

즉 입체 극이 평면 극에 비해 신호의 품질이 더 우

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평면 극

에 비해 입체 으로 구성된 극이 심장활동 신호 검

출에 한 피부의 치에 더 잘 착되어  표면

이 증가함에 따라 기잡음이 어 더 우수한 품질

의 신호가 검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직물 극의 크기 차이에 따른 센싱 성능의 차

이를 분석하기 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직물 극의 3가

지 크기(1×1 (㎝), 2×2 (㎝), 3×3 (㎝))에 따른 성능 차

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value = 0.7576 (>0.05)). 즉 극의 크기가 커지면 

 표면 이 그 만큼 증가하여 더 고품질의 신호를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한 연구가설은 기각되었

다. 단순히 극의 크기가 커지는 것만으로는  표

면 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부의 한 치

에 잘 착되는 구조의 극을 통해 심장활동 신호를 

검출할 때  표면  한 증가하여 고품질의 신호

가 검출되는 것으로 단된다. Table 2에서 보듯이 

2×2 (㎝)의 입체 극이 3×3 (㎝)의 평면 극보다 성능

이 더 우수하고, 3×3 (㎝)의 입체 극이 3×3 (㎝)의 평

면 극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실험 결

과 한 신호의 품질은 극의 크기 보다는 극의 구

성방식에 더 향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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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de type N Mean (SD) Kruskal-Wallis p-value Bonferroni 

 1×1 (㎝) & 3DIE 16 -11.35 (1.70) 17.813 0.00319* 2×2 (㎝), 3DIE > 3×3 (㎝), flat

 1×1 (㎝) & flat electrode 16 -13.78 (4.64) 3×3 (㎝), 3DIE > 3×3 (㎝), flat

 2×2 (㎝) & 3DIE 16 -10.38 (1.60)

 2×2 (㎝) & flat electrode 16 -13.77 (5.31)

 3×3 (㎝) & 3DIE 16 -10.12 (2.11)

 3×3 (㎝) & flat electrode 16 -14.87 (4.61)

Table 2. Comparison of six typed textile electrode and post-hoc test

Configuration N Mean (SD) Wilcoxon test p-value

3DIE 48 -10.62 (1.86) 1673 0.0001367*

flat 48 -14.14 (4.79)

Table 3. Comparison of the textile electrode according to configuration

Size N Mean (SD) Kruskal-Wallis p-value Bonferroni 

1×1 (㎝) 32 -12.57 (3.66) 0.55507 0.7576 -

2×2 (㎝) 32 -12.08 (4.22)

3×3 (㎝) 32 -12.49 (4.27)

Table 4. Comparison of the textile electrode according to three manipulated size

이상을 통해 식 심장활동 신호의 품질에 주요

한 향을 미치는 직물 극의 구조 요건은 구성방식

이며, 극의 크기에 계없이 입체  형태로 구 된 

직물 극을 통해서 더욱 고품질의 심장활동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극의 크기와 구성방식에 따라 총 

6가지 유형의 심장활동 신호 검출용 직물 극을 구

하고, 인간을 상으로 한 실험 연구를 통해 심장활동 

신호 획득에 더욱 합한 직물 극의 구조 요건을 고

찰하 다. 그 결과 심장활동 신호의 품질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구조 요건은 입체 는 평면  극 구성

임을 발견하 다. 

식 직물 극을 연구개발한 Song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은(silver) 기반 속사를 이용하여 자카드 

직조방식으로 총 4개 유형의 직물형 극을 구 하고, 

이를 식 심장활동 신호 측정에 용한 후 정량

으로 분석하 다. 연구결과 입체형 구조로 도성 페이

스트가 도포된 극을 사용하 을 때 심장활동 신호 

센싱의 성능이 가장 우수하 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

에서 입체  형태로 구 된 식 직물 극이 평면

극에 비해 더욱 우수한 품질의 심장활동 신호를 획득

할 수 있음을 고찰한 결과는 Song et al. (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이러한 결과는 식 직물 극에 

있어 입체형 구조가 극의 임피던스를 감시키는 데

에 기여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극의 구성뿐만 아니라 크기 변인을 

추가하여 고품질의 신호 획득을 한 직물 극의 구조 

요건을 분석하고자 하 으나 크기에 따른 센싱 성능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심장활동 신호의 품질

에 미치는 주요한 향이 극의 크기와 계없이 직

물 극의 입체  구성인 것으로 일 되게 나타난 연구

의 결과는 향후 직물 극의 구조에 련된 후속 연구

에서 으로 연구되어야 할 직물 극의 변인이 

극의 크기보다는 극의 구성요건임을 시사한다. 한 

피부 임피던스는 극 임피던스에 비해 매우 크며, 건

식타입(dry-type) 극의 경우 피부 임피던스가 더욱 증

가하여 측정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건식 극의 임피던

스를 일 수 있도록 극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 

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 Cho et al. (2009), Koo et al. (2015) 등은 의복의 

구조가 심장활동 신호 획득에 있어 신호 품질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바 있다. 향후의 후속 연구에서 심장활

동 신호 획득에 합한 의복 구조와 입체  직물 극 

구조 등이 조합된다면 동작 시에도 고품질의 심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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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본 연

구의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업그 이드

된 직물 극 개발과 연구변인의 선정을 통해 정지 상태

일 때뿐만 아니라 동작 시에서도 고품질의 심장활동 신

호를 검출 할 수 있는 직물 극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 이를 기반으로 입체  구조의 직물 극이 통합된 의

복형 랫폼을 구 하고 성능 고도화 방안을 연구함으

로써,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고품질의 심장활동 신호 획

득이  가능한 스마트 의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와 같은 스마트 의류 분야와 생체 신호 계측 분야 간의 

융합기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심장활동 신호 획득 기술

이 방  치료 등의 분야에서 신체상태 모니터링의 

요한 지표로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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