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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러 생체신호 중에서, 심장의 활동을 측정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개인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기존에
많은 연구들이 소형, 비접촉 심박측정 방법과 원리들에
대하여 연구되어 왔다[1~3]. 더욱이, 정보통신기술
(ICT), 나노기술(NT), 및 바이오기술(BT) 등의 신기술
을 결합해 전통적인 의복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
념의 스마트웨어(smart wear)라는 기술이 미래의 건강
모니터링기술로주목을받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새로운 접근방식인 유도용량성(inductive) 심장활동 측
정원리를 소개하고, 이의 측정 가능성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결과를소개하려고한다. 

시변자기장과생체조직의상호작용

시변자계에 의한 와류전류(eddy current)의 발생은
이미이론적으로정리가되어있는데, 이 이론이실제인
체의조직, 특히심장의움직임에대하여어떤메커니즘
으로 작용을 하는가를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1을 이용
하여설명할수있다. 
인체 외부에서 전도성 와이어로 구성된 코일전극에

교류전류를 인가하면 식(1)의 Maxwell 방정식에 따라,
인접한 생체조직에는 패러데이의 법칙에 따른 와류전
류(eddy current)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인접한
물질의전자기학적교유특성인전도성(conductivity)에
비례하여식(2)와 같은내부에와류전류가유도된다. 결
국, 이 와류전류는 외부 자계에 반대하는 유도자계장을
식(3)과 같이 생성하게 되고, 이 결과가 외부코일에서
형성되어지는 자선속(magnetic flux)의 변화를 일으켜,
외부 코일의 유도용량(inductance)의 변화를 만들어내
는것이다. 

▽_E=- (1)∂B11∂t

스마트웨어(Smart Wear): 유도용량성

센서를 이용한 심장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Smart Wear: Heart activity monitoring

system using inductive sensors)

2013년 제62권 제12호 21

이 정 한 / 건국대학교

그림 1  시변자계와심근간의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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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E (2)

▽_H=J+ eE (3)

여기에서 r는 대상 물체의 전도성이며 E는 전기장,
H는 자기장, B는 자기장 밀도, J는 전류밀도, e은 유
전율이다. 유도되어진 맴돌이 전류(eddy current)는 대
상 물체의 전류가 흐르는 경로의 전도성 분포도에 따라
비례한다. 측정대상의 내부 조직의 구성변화에 따른 임
피던스의 변화는 재 유도되는 전류나 전압의 값에 영향
을미치게되며, 그 전류의흐름으로인해 2차적인자기
장이형성된다. 이자기장은렌츠의법칙에따라서자극
되어진자기장과역방향으로발생된다.
결과적으로 유도된 자선속은 코일의 배치에 따른 결
합에 대한 누설선속(leakage flux)으로 간주할 수 있으
며 이 원리를 이용하여 심장의 움직임으로 인해 변화되
는코일의인덕턴스의변화를임피던스로보아알수있
다(식 4).

△Zcoil§-x¤ ¥Lcoil¥△Ieddy (4)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금속 코일을
이용하여 호흡을 측정하거나 심장활동 신호를 얻은 결
과가 있었으며[4], 그 결과로서 폐활량계에서 측정된 값
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사례들은 심
장의움직임보다폐의수축/팽창 운동으로인한물질의
변화를측정한연구이다.

시변자기장과침투깊이(penetration depth)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자기장에서는 인체 내부의 안
까지 파고들지 못하며 이런 현상을 표피효과(skin
effect)라고 부르는데 내부로 들어갈수록 점점 그 영향
이매우감소하게된다. 이 때피부에서의영향이 100이
라고 가정하였을 때 그 영향이 37%까지 감소한 부위에
서의길이를투과깊이로정하며그깊이는물질의특성
에따라다르다. 일반적인공식은식 (5)와같다.

d= (5)

여기서 d는 투과 깊이(m) 이며, f는 주파수(Hz)를, l
는자계투자율(H/m)이고 r는전기전도성(S/m)를나타
낸다. 이값에인체의조직을대입하였을때전기전도성

r를보면지방은 0.02[S/m], 근육을 0.3[S/m], 심장은 0.8
[S/m]정도로 나타내어진다. 결국 외부코일에 의한 자계
가 인체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깊이는 발진 주파수에
의존하는것을예측할수있는데, 어느주파수가최적인
가에대해서는향후연구가필요한상황이다. 

심장활동측정시스템의구성

발진기에서 직물 전극까지의 경로도 모두 신호에 영
향을 주므로 가능한 서로간의 간격은 좁게 설계하여야
한다. 따라서그림 2처럼발진기에직물전극을바로연
결하고그때출력되는주파수변조된신호를디지털로
직을 통하여서 디지털화 하였다. 그 후 그 신호를 쉴드
케이블을사용하여 1 미터 정도연장하였으며뒷단에서
는 PLL 을이용한 Locking 신호를이용하여증폭하였다. 

113231
'∂pflr

∂1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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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심장활동의신호를얻기위한전체시스템구성도

그림 3  직물전극을적용한의복에서의전극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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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직물의개발

콜피츠 발진기에서의 인덕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재료로서 은사를 사용하였다. 전도성이 높아야 전류의
손실이 없이 자기장이 형성되므로 연세대 의류환경학
과의 도움을 통하여 높은 전도성을 갖는 은사를 사용하
였다. 이런부분에서융합이필요한듯하다. 
직물전극을 새롭게 개발하였는데 전도사를 폴리에

스테르사와 은과 니켈이 들어간 금속사를 사용하였다.
금속사의 섬유적인 특징으로는 섬유의 굵기가 75데니
아(denier)이며 구성 비율은 폴리에스테르사 1가닥과

50㎛굵기의금속사 2가닥(2 ply), 30㎛ 굵기의금속사 6
가닥(6 ply) 등, 총합 9개 가닥이 꼬여 있는 실 9개가 조
합된합사형태로구성되어있다고한다. 완성된합사상
태에서의저항은 0.234Ω/m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도사가 폴리에스테르와 금속사의 혼합
구성으로이루어진이유는, 전극구현을위한후속직물
화 과정에서 직물화 기기로부터 전도사에 걸리는 장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다시 말해 직물화를 위한 후속 가
공과정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유연성과 내구성을 전도
성과함께갖추기위한것이다.
그림 4는 개발된 직물의 꼬임 정도를 나타내는 표면
사진과구성성분의굵기등을알수있는단면의 SEM 사
진이다. 

직물전극의모양

우선 같은 전류와 같은 주파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안테나의 모양에 따라서 다른 진행방향을 갖게 되므로
이 연구에서의 전극의 형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4
개의 다른 형태로 제작하여서 실험을 해보았으며 변수
로는원형/사각형, 중앙까지섬유를배치한 Filled/ 가운
데를비워둔 Donut 형태로각 2가지씩의조합으로총 4
가지를실험하였다.
4가지 유형의직물전극의명칭은‘Round-Filled’(원
형이며 중앙 홀 없음, 표 1-(a)), ‘Round-Donut’(원형
이며중앙홀있음, 표 1-(b)), ‘Square-Filled’(사각형이
며 중앙 홀 없음, 표 1-(c)), ‘Square-Donut’(사각형이
며중앙홀있음, 표 1-(d))이다. 
전도성 직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선형을 만들기 위
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컴퓨터 자수 기기를
통해 섬유가 폴리에스테르 직물 위에 자수되는 방식으
로 구현되었으며 중앙을 기준으로 10번 감기도록 하였
다.
물론 기계를 이용한 자수 방식이지만 기계의 특성상
기능의 한계가 있으며 섬유 자체가 도체인 상태에서 몇
가닥이라도 근처의 다른 섬유와 닿을 경우에 문제가 되
기 때문에 그 한계로서 섬유 간의 간격은 1∼1.5 mm로
최대한 통제되었으나, 기계 자수 방식의 특성상 1 mm
미만의단위로간격을통제하는것에는한계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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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금속-섬유혼합형전도사의 SEM 사진

(a)전도사의표면

(b)전도사의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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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 1에서의 첫 번째 Round-Filled 전극의 실제 사
진은 아래의 그림 5와 같으며 섬유의 특성상 실오라기
가 뜯어지며 은의 산화성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서 변질
되므로 실리콘을 이용하여 모양을 고정하고 공기와의
접촉을차단하였다. 그리고전도성직물의양끝단을콜
피츠 발진기와 연결해야하는데 그 부분에는 스냅단추
를이용하였다.

실험방법

특수 제작한 스포츠용 민소매 셔츠를 착용하고 앉았
다 일어서는 동작을 일정한 간격으로 수행하였다. 실험
에서의자세및환경은그림 6과같이하였다. 실험에서
중요한것은현재우리가측정한신호가실제심박신호
화 동기가 맞는지 등이다. 따라서 심전도를 LEADⅡ 방
향으로 측정하여 기준으로 삼고 개발한 장비로 측정된
결과와같이비교하였다.
실험용 셔츠의 표면에 직물 전극을 봉제한 위치는 심
전도의 대략 흉부 유도법에서의 V3에 해당하는데, 이
위치는 참고적으로 제4늑골간과 흉골 좌연이 만나는
V2와 제 5늑골간과 쇄골 중앙선이 만나는 V4의 중앙에
위치하며 심장의 심실 부위에 해당하여 심장의 움직임
에따른물리적인변화가가장활발한부분이라고볼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각 피험자마다 다르며 실제 피험
자 5명을 X-ray 영향으로촬영후비교해본결과크게는
6 cm 정도 까지도위치가다른것을볼수있었다. 심장
의위치에따라서약간의조정은필요하다는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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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개발된4개유형의자수직물전극의스펙

형상

상세내역

(a)Round-Filled (b)Round-Donut (c)Square-Filled (d)Square-Donut

코일선간격(mm) 1 1.5 1.5 1.5 
중앙홀의크기(mm) 0 10 0 10
전극의크기(mm) 46 66 58 68  
코일턴수(회) 10 10 10 10
인덕턴스(μΗ) 2.0657μΗ 3.5695μΗ 2.7269μΗ 4.2534μΗ

그림 5  개발된자수직물전극의사례

그림 6  심장활동측정시피험자의자세및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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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그림 7은 4개 전극 유형별로 측정한 심장활동 신호와
심전도 신호의 샘플이다.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안정된 신호를 나타내며 10초 전후로 하여서 일어서면
서 생기는 동잡음이 발생하지만 다시 일어난 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R-peak 와 동기화 된신호의특성을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개의 파형 모두 한 명의 피험자
에 따른 전극의 형상에 의한 그래프이며 모양에 따라서
약간씩다른특성을보이는것을알수있다. 
이 연구에 앞서서 물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전극

의 형상을 연구하고 난 후 그 형상을 기반으로 이 실험
을 진행해야 맞는 절차이지만 우선은 가능성을 보기 위
한 실험으로서 간단한 몇가지의 변화를 주어 그 특성이
서로다른지에대하여진행해보았다.
실제로 이 결과에서 보면 전극의 형상에 따라서 서로
다른성능을보였으며 5명의피험자를대상으로하였을
때그전체트렌드도유의하게나온것을볼수있었다.
전극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결과 값으로는 신호의
크기를 계산하였으며 그 크기의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보기 편하도
록그래프화한것이그림 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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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ound-Filled 전극을통해측정된심장활동파형 (b) Round-Donut 전극을 통해측정된심장활동파형

(c) Square-Filled 전극을통해측정된심장활동파형 (d) Square-Donut 전극을 통해측정된심장활동파형

그림 7  4가지 유형의직물전극을통해측정된심장활동신호

02040(기획시리즈).ok  2013.12.4 6:4 PM  페이지25   DK 



● 기 획 시 리 즈

또한 4개 직물전극의 심장활동 신호의 정규화 산술평
균값들과각직물전극의인덕턴스값들(표 1)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9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4개 직물전극
의 심장활동 신호의 정규화 산술평균값의 경향과 각 직

물전극의인덕턴스값의경향은일치함을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 인덕턴스의 값에 따라
높은성능을얻게된다는의미로는해석할수
없지만전극의형상및전기적특성값이성능
과밀접한관계가있음을알수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덕턴스로의 형상을 가진
전도성 직물 섬유를 이용하여서 교류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하는 자기장으로 심장의 움직
임을 측정하여 심박의 대체 파형으로서 비접
촉방식으로접근해보았다. 이는심장의전도
성이다른조직에비해비교적높다는특성을
이용한것이며실제로이이론은심장의움직
임 뿐만 아니라 심장의 수축 팽창에 따른 그
주변 조직들의 움직임도 같이 측정하는 방식
이다. 자기장은관심부위가아닌주변부위에
도형성되며그로써그부분들의물리적변화
를측정하기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변수들이 고정되어있을 때 전
극의형상에따라서그성능이좌우되며형상
에따른자기장의분포및세기가달라지므로
관심부위 외에서의 잡음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방법을이용한연구의주요변수는전류
량, 발진 주파수, 전극의 형태를꼽을수있으

며 해결해야할 문제로는 동잡음에 의한 신호 왜곡이다.
의복의 한계점인 떨림으로 인해서 피부와의 거리가 달
라짐으로 강도가 크게 변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연구해보아야할부분이다. 

26 전기의 세계

표2  직물전극유형별및피험자별심장활동신호의크기

Subjects  
Shape

피험자
산술평균

피험자5피험자4피험자3피험자2피험자1

Round -Donut

Round -Filled 

Avr. Mag.   
Stdev.

Avr. Mag.
Stdev.

0.9184 0.6130 0.8428 1.0410 0.7013 0.8233
0.2346 0.2424 0.1867 0.1229 0.1987 0.1971
0.8435 0.6853 0.6504 0.7225 0.8881 0.7580
0.1505 0.1063 0.1654 0.2542 0.1579 0.1669

Square -Donut
Avr. Mag.
Stdev.

1.2290 1.3562 1.3160 1.0634 1.2663 1.2462
0.2248 0.2047 0.1608 0.2852 0.4483 0.2648

Square -Filled 
Avr. Mag.
Stdev.

1.0089 1.3454 1.1905 1.1729 1.1441 1.1724
0.1929 0.2738 0.1818 0.3075 0.3679 0.2648

그림 8  직물 전극유형별심장활동신호크기의비교

그림 9  직물 전극유형별심장활동신호산술평균과인덕턴스값의 경향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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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웨어(Smart Wear): 유도용량성 센서를 이용한 심장활동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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