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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forms of wearable bio-signal monitoring systems have been developed recently. Acquisition of

stable bio-signal data for health care purposes needs to be unconscious and continuous without hindrance

to the users' daily activities. The garment type is a suitable form of a wearable bio-signal monitoring system;

however, motion artifacts caused by body movement degrade the signal quality during the measurement of

bio-signals. It is crucial to stabilize the electrode position to reduce motion artifacts generated when in mo-

tion. The problems with motion artifacts remain unresolved despite their significant effect on bio-signal

monitoring. This research creates a foundation for the design of garment-type wearable systems for everyday

use by finding a method to reduce motion artifacts through modular design. Two distinct garment-type

wearable systems (tee-shirt with a motion artifact-reducing module (MARM) and tee-shirt without a MARM)

were designed to compare the effects of modular design on the measurement of heart activity in terms of

electrode position displacement, signal quality index value, and morphological quality. The tee-shirt with

MARM showed superior properties and yielded higher quality signals than the tee-shirt without MARM.

In addition, the tee-shirt with MARM showed a better repeatability of the heart activity signals. Therefore,

a garment design with MARM is an efficient way to acquire stable bio-signals while in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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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애플(Apple), 삼성, 구글(Google), 나이키(Nike) 등

에서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시스템(wearable system)을

출시하고 있다. 웨어러블 시스템은 착용 중 주변에 대한

정보나 착용자 신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피트니스, 헬스케어, 인포테인먼트, 산업

군사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되고 있다(Kim, 2013).

이 중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시스템은 주로 호흡, 체온,

심장활동 등을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

으로, 생체정보의 안정적인 측정이 중요하다. 현재 반지,

손목형, 신체부착형 단말기 등 소형 기기형태의 생체신

호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 판매되고 있는데, 생체신호

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의복과 같이 일상생

활에서 무자각적으로 착용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요구된다(Linz et al., 2007).

의복형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은 IT 기반으로 병

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방해받지 않고, 언

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헬스케

어(U-Healthcare) 기술과 초경량 ·초소형 센서들의 개발,

스마트폰 등 무선 이동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언제 어디

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발전을 하

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의 수명, 착용자의 불편함, 동작

의 제한 등 현실적으로 널리 적용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Lim et al., 2011). 특히 대부분의 생체신호 센싱에 있어,

동작으로 인해 전극의 인체대응 위치가 이동하게 되면

심각한 동잡음의 원인이 되어, 신호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Cho et al., 2011; Koo et al., 2014; Lee et al., 200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들 중에는 신체를 압박, 밀착하는 구조를 통하여

전극의 위치를 안정화시키려는 시도가 많았다(Di Rienzo

et al., 2005; Fuhrhop et al., 2009; Taelman et al., 2007). 그

러나 지나친 압박, 밀착은 착용 편이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의복 디자인 측면에서도 제한점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의복형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복으로서의 착용 편이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상기한 전극 위치 이동으로 인한 동잡음

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일상생활 중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의 디자인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복

모듈이 전극의 위치 안정화에 영향을 주어 일상활동 중

으로 안정된 생체신호 획득에 도움을 주는지를 연구하

고자 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생체신호에 따라 부착되는

센서의 위치들이 상이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구범위

를 심장활동 신호로 한정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심장활동 센싱의 원리

병원에서 진단 목적으로 측정하는 심전도(ECG, Elec-

trocardiography)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것으

로 P파, Q-R-S파 그리고 T파로 이루어져 있다(Pola &

Vanhala, 2007). 이중 Q-R-S파를 심장활동 신호라 한다.

심전도는 다양한 심장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데 보편

적으로 쓰이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서 심장활동, 혈압,

맥박 등의 생체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Cho et al., 2006).

심장에서 측정 가능한 신호에는 심전도로 측정되는 전

기적 신호와 심근의 수축, 이완을 나타내는 기계적 신호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근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대상

으로 심장활동 신호를 측정하였으며, 이는 ECG의 Q-R-

S파(심장활동 신호)에 상응한다. 또한 의류에 적합한 비

접촉식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자계 유도성 전도율

기반의 심장활동 센싱 방법을 이용하였다.

자계 유도성 전도율 기반의 심장활동 센싱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직물 전극에 교류 전극을 인가하면 직물 전

극 주변으로 시변(time-varying)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심장 근처에 맴돌이 전류(eddy current)가 발생하게

된다. 이 전류로 인해 심장 근처에 자기장이 유도되는데,

이 유도된 자기장은 다시 직물 전극 주변의 시변 자기장

과 커플링을 이루게 된다. 심근의 물리적인 움직임, 즉

수축과 이완에 따라 심장 주변의 전도도 분포와 자기장

도 변화하게 되며, 이는 다시 직물 전극 주변의 자기장

및 인덕턴스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전극의 유도 용

량 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발진 주파수의 변동으로 심장

활동 신호를 측정할 수 있다(Steffen et al., 2007).

2. 심장활동 모니터링 기능 의복형 웨어러블 시

스템의 개발 동향

2000년대 초반부터 심장활동 모니터링 기능 의류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상용화가 진행되

고 있다. EU는 ‘Wealthy Project(2005)’를 통하여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심전도와 호흡을 측정하

였다(“WEALTHY”, 2012). 독일 Fraunhofer 연구소에서

도 접촉식 전극을 이용한 심장활동 및 호흡을 센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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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웨어러블 시스템을 연구 중에 있다(“Versatile ECG”,

2014). 스위스의 CSEM(Centre Suisse d'Electronique et

Microtechnique)은 비직물형 전극을 통해 체온과 심전도

를 측정하는 의류를 연구개발 중이다(“Innovative tele-

healthcare solutions”, 2012). Bouwstra et al.(2009)은 미

숙아로 태어났거나 질병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Smart Jacket’을 개

발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나 밖에서 지속적인 생체신

호 측정을 연구 중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에서 직물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내장, 심장활동 및

가속도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바이오셔츠’를 개발하

였다(Kim et al., 2006).

상용화된 심장활동 모니터링 기능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으로는 스포츠 브랜드 Adidas사의 ‘miCoach’ 시

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운동용 상의에 밴드형태로 부

착된 심장활동 측정 센서를 통해 심장활동수를 측정하

여, 계획한 운동량에 따라 실시간 피드백을 주는 형태이

다. 2013년 Adidas사는 축구선수들의 신체상태를 체크

하여 이에 맞는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miCoach Techfit

Elite System을 개발하였다(“micoach elite”, 2012). Tex-

tronics사에서도 심장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스포츠용

브라와 심전도, 근전도, 호흡 등을 측정하는 Cardioshirts

를 판매하였다(“Numetrex Clothes”, 2007).

그러나 상기한 연구와 제품들은 대부분 접촉식 전극을

사용한 제품들로 전극의 특성상 피부에 지속적인 접촉

이 있어야만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작 시 전극의 위

치 변위로 인한 동잡음에 매우 취약하다. Cho et al.(2011)

은 의복 모듈 디자인이 전극 위치 변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나, 이 연구는 접촉식 전극으로 피부와 전극

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신축성이 없는 원단을 사용하

여 착용자의 착용감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

피부와 전극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밀착형 의복을 제

작하거나 의복에 사용하는 실리콘 젤 등을 부착 또는 전

극의 형상을 달리하는 등의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 동잡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직물 전극의 위치

대부분의 기존 심장활동 모니터링 기능의 의복형 웨

어러블 시스템에서 사용한 전극은 전계 기반의 접촉식

전극으로, 그 위치는 임상용 흉부유도 전극의 위치 V1

~V6 중 V3와 V4 사이에 위치한다(Cho et al., 2011). 임

상용 흉부유도 전극의 위치는 <Fig. 1>과 같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물 전극은 자계 유

도성 전도율 기반의 비접촉식으로 선행연구(Koo et al.,

2014)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심장활동이 측정되는 위치

에 적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위치를 OP(Optimal Po-

sition)라고 명하였으며, OP의 위치는 가슴둘레선상 앞중

심선에서 옆선쪽으로 3cm 수평 이동한 위치이다(Fig. 2).

2. 심장활동 모니터링 기능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

템의 디자인

심장활동 모니터링 기능의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을

위한 요건은 심장활동 신호가 측정이 잘 되면서도 의

Fig. 1. Positions of six leads of ECG. Fig. 2. Electrod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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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으로서의 기본 요건인 착용성, 쾌적성 등을 만족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 심장활동 신호의 용이한 획득을 위해

서는 전극의 위치가 안정화되어야 하는데, 기존의 대다

수 접촉식 의복형 심장활동 모니터링 시스템(Cho et al.,

2011; Cho, 2011; “Know your beat”, 2013; Koo, 2008)에

서는 가로로 가슴부위를 압박하는 형태로 위치 안정화

를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가로 방향 압박밴드형 의복

모듈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착용하기에는 착용감, 쾌적

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착탈의도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

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슴을 압

박하는 가로선 모듈 대신 세로선 모듈을 의복에 적용하

고, 이 모듈로 인한 전극 위치 안정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세로선 모듈을 지닌 모듈형 티셔츠(tee-

shirt with Motion Artifact-Reducing Module: MARM형)

<Fig. 3(a)>와 모듈이 없는 티셔츠(tee-shirt without Mo-

tion Artifact-Reducing Module: 비MARM형)<Fig. 3(b)>

등, 총 두 가지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 타입을 디자인

하고 실물로 제작한 후, 양 의복의 효과를 비교 고찰하

였다.

MARM형 웨어러블 시스템에 사용한 주소재는 일반

의류에서 흔히 사용되며 신체에 잘 밀착할 수 있는 92%

폴리에스터, 8% 폴리우레탄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고,

세로선 모듈에는 직물 전극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하

여 신축성이 없는 면 100% 직물을 사용하였다. 면 100%

세로선 모듈의 너비는 5.8cm의 직물 전극이 안정되게 부

착될 수 있게 6.5cm로 디자인하였으며, 그 위치는 세로

선의 중심이 OP에 놓이도록 하였다. 세로선 모듈은 전

극이 위치하는 앞판에만 설계하였다. 비MARM형 티셔

츠는 세로선 모듈의 유무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MARM

형 티셔츠와 같다. 두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의 상세

스펙은 <Fig. 4>와 같다. 네크라인의 형태나, 소매의 유

무 등 다른 변인이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

기 위하여, 모든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은 라운드 네

크라인과 민소매로 통일하였다.

3. 심장활동 센싱용 직물 전극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폴리에스터

사와 은-니켈사를 조합한 전도사를 사용하였으며, 사용

한 전도사의 저항은 0.234Ω/m이다. 직물 전극은 컴퓨터

자수기기를 통해 자수기법으로 구현하였으며, 전도사의

통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사 사이에 0.2cm의 간격을

두었다. 구현된 전극의 상세 내역은 <Fig. 5>와 같다. 직

물 전극과 센서 하드웨어 간의 체결 구조로는 일반 의류

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스냅버튼을 사용하였다.

4. 실험방법

1) 실험설계

22~28세의 남자 피험자 8명을 대상으로 심장활동 모

니터링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을 착용한 채, 앉아있는

상태, 서있는 상태에서의 심장활동의 파형과 직물 전극

의 위치 이동을 측정하였다. 동작은 앉아있기 → 서있기

의 연속된 동일 동작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동작은 18초

간 유지하고, 각 동작 사이에는 동작 변경을 위한 2초간

의 간격을 두었다. 모듈 이외의 다른 조건은 통제하기

위해 동작 순서는 통일하였다. 모든 실험은 세 번 반복 측

정을 하고,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산술 평균과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직물 전극을 이용한 심장활동 데이

터 검출 장비로는 Biopack사의 MP150(US)를 이용하였

Fig. 3. Specifications of two garment-type wearable

systems. Fig. 4. Specification of the wearab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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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획득된 데이터는 MATLAB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심장활동 신호는 AcqKnowledge 4.2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디스플레이 하였다. 측정된 심장활동 신호와의 비교

를 위해 임상용 Ag/AgCl ECG 전극을 직물 전극 신호와

동시에 측정하여 평가를 위한 기준 신호로 사용하였다.

ECG 전극 위치는 LEAD II 방향으로 (−)전극은 오른쪽

어깨, (+)전극은 몸통의 왼쪽 하단부에 붙였고, RLD는 몸

통의 오른쪽 하단부이다. 실험 환경은 <Fig. 6>과 같다.

2) 직물 전극 위치 변위 측정

전극의 위치 변위는 선행연구(Cho et al., 2011)에서

의 전극 위치 변위 측정 방식과 같이, 동작 전후에 마킹

한 체표상의 점을 실측하였다. 직물 전극의 위치 변위

는 동작을 시작하기 직전과 모든 동작이 끝난 직후, 직

물 전극 중심 위치를 피부 표면에 0.5mm 굵기의 펜으로

마킹하였다.

3) 심장활동 신호 품질의 정량적 평가 방법 및 Quality

Index의 정의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심장활동 신

호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선행논문(Koo et al.,

2014)에서 정의한 Quality Index를 사용하였다. QI는 획

득된 심장박동의 신호 품질을 정량 평가하기 위한 지표

이며, 그 도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심장의 물리적인 수

축이완은 심전도의 Q-R-S파 후에 나타나므로 R-R inter-

val 간의 구간에서의 직물 전극 신호를 분석하였다. QI

의 분자는 각 구간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크기의

합을 전체 구간에서의 심장활동 수만큼 나눈 것이다. 이

값은 심장활동 신호의 크기, 즉 심근활동의 활발성 정

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Eq. 1).

..... Eq. 1.

분모는 각 구간에서의 심장활동 신호의 표준편차의

산술 평균값을 의미한다(Eq. 2). 각 구간에서의 심장활

동 신호와 평균 심장활동 신호의 파형 차이를 전체 구

간에서의 심장활동 수만큼 나눈 값이다.

..... Eq. 2.

즉, 심근의 움직임이 클수록, 신호 간의 편차가 작을

수록 QI값은 높아지며, 고품질의 심장활동 신호를 나타

낸다(Eq. 3). 다시 말해, QI값이 크다는 것은 심장활동 신

호의 크기가 크고, 신호 간 파형의 편차가 적은, 즉 재현

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QI값이 작다는 것

은 심장활동 신호의 크기가 작고, 신호 간 파형의 편차

가 큰, 즉 재현성이 저조함을 의미한다.

..... Eq. 3.

4) 심장활동 신호 품질의 정성적 평가 방법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심장활동 신호

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또 다른 지표로서, 심장활동 신

호의 재현성과 명확성 및 ECG와의 상관성을 살펴보았

다. 이를 위해 각 피험자 내에서의 심장활동 신호의 피크

간 간격과 ECG의 피크 간 간격을 비교하여 상관 계수를

도출하고, 기준 신호인 ECG 신호와 심장활동 신호 간의

Ampp p–
1

Npeak

----------- peak n[ ]
n=1

Npeak

∑=

WDRMS
1

NsegM̂
-------------- xi k[ ] x k[ ]–( )

2

k=1

M̂

∑
i=1

Nseg

∑=

QI
Ampp p–

WDRMS

-----------------=

Fig. 5. Specifications for the embroidered textile elec-

trode.

Fig. 6. Experimental setup during heart activity mea-

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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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학적 분석을 하였다. 직물 전극에서 획득한 신호의

재현성이 좋을수록, 즉, 피크가 일정하고 명확할수록 고

품질의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임상용 ECG 전극의 Q-R-

S파와 대응되는 선을 직물 전극에 대응하여 그려보면

<Fig. 7>과 같다. 각 구간에서 직물 전극과 ECG 전극 사

이의 상관성이 높을수록 고품질 신호로 평가된다. <Fig.

7>에서 직물 전극과 임상용 ECG 전극에서의 Q-R-S파

간에 미소한 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는, ECG 전극은 심

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하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직물 전극은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의해 촉발되는

심실의 물리적인 수축이완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IV. 결과 및 논의

1. 전극 위치 변위 비교를 통한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의 정량적 평가 결과

동작 전과 후에 피부 표면에 직물 전극의 중심을 표

시하여 동작에 따른 전극 중심의 변위를 실측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극 위치의 변위는 세 번 반복 측정

한 결과의 평균값이다. 피험자 2를 제외한 나머지 피험

자 전체에서 MARM형의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에서

변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의복형 웨어러블 시

스템의 전극 변위 산술 평균을 비교해 보면, 비MARM형

에서 MARM형보다 대략 두 배의 변위를 나타냈다. 이는

MARM형이 비MARM형보다 동작 시 전극 위치를 안정

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Quality Index를 통한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

의 정량적 평가 결과

피험자 간 비교를 위해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의 타

입별 Quality Index값을 정규화하여 앉아있는 상태와

서있는 상태로 나눠서 살펴보았다(Table 2). 모든 QI값

은 세 번 반복 측정의 정규화 산술 평균을 의미한다. 한

피험자 내에서, 같은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을 착용했

을 때의 앉아있는 상태와 서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모

든 피험자의 경우 앉아있는 상태에서의 QI값이 더 높았

다. 따라서 앉아있는 상태가 서있는 상태보다 심장활동

파형의 크기가 크거나, 신호 간 편차가 작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직물 전극이 OP에 위치하

도록 고정시키고 동작 프로토콜을 수행했기 때문일 것

Table 1. Displacement of textile electrode                                           (Unit: cm)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ubject 6 subject 7 subject 8 Mean S.D.

A 0.50 0.27 0.33 0.30 0.27 0.30 0.23 0.47 0.33 0.10

B 0.27 0.30 0.10 0.10 0.00 0.13 0.13 0.13 0.15 0.10

A: tee-shirt without MARM, B: tee-shirt with MARM

Fig. 7. Segmentation of the inductive coil sensor signal with respect to the R-peak of the 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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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앉아있다가 서있는 동작을 수행

하면 동작 중 전극의 위치가 OP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의 QI값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이러한 경향은 MARM형 티셔츠와 비MARM형

티셔츠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타입의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을 비교해 봤을 때, 5명의 피험자에서 비MARM

형 티셔츠의 QI값이 MARM형 티셔츠보다 높게 나타

났다. 이처럼 동작하기 전인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QI값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심장과 전극 사이의 거리에 기인

한다고 추측된다. MARM형 티셔츠에는 전극의 위치

안정을 위해, 면 100% 직물 모듈을 설계하고 직물 전극

을 부착했기 때문에, 그 두께만큼 심장에서 멀어져 신호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

그러나 동작 후인 서있는 상태에서는 MARM형 티셔

츠에서 더 나은 QI값을 보이는데, MARM형 의복의 모

듈이 동작 시 전극 위치를 안정시키는데 영향을 미쳐서,

전극 위치의 이동에 따른 편차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술한 1)항의 전극 위치 변위의 경

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를 통해 의복형 웨어러블 시

스템의 모듈 구조가 전극의 위치 안정화와 신호 품질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3.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의 심장활동 신호와 ECG

신호 간의 연관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 결과

ECG 신호와 직물 전극 신호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

해, ECG의 R-R 피크 간격과 직물 전극의 피크 간격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ECG와의 상관 계수를 도출하였다

(Table 3). 즉, <Table 3>의 상관 계수는 해당 동작 시간

동안 각 3회씩 측정된 ECG의 R-R 피크 간격과 본 연구

의 직물 전극-의복을 통해 측정된 심장활동 신호 간격 간

의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비MARM형과 MARM

형 모두 최소 0.70 이상의 상관성을 보였다. 앉아있는 상

태에서는 비MARM형과 MARM형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이나, 동작 후 서있는 상태에서는 MARM형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Fig. 8>은 비MARM형과 MARM형에서 앉아있는 상

태와 서 있는 상태에서의 두 신호 간의 상관성을 보여준

다. 동작 후 서있는 상태<Fig. 8(c)>−<Fig. 8(d)>보다 앉

아있는 상태<Fig. 8(a)>−<Fig. 8(b)>에서 더 높은 ECG와

직물 전극의 상관성을 보이며, 비MARM형<Fig. 8(a)>,

<Fig. 8(c)>보다 MARM형<Fig. 8(b)>, <Fig. 8(d)>이 상

대적으로 더 높은 상관성을 보여준다.

4. ECG 신호와 직물 전극 신호 간 연관성에 대한

정성적 평가 결과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 타입에 따른 심장활동 파형은

<Fig. 9>와 같다. 형상학적 분석을 할 때, MARM형 티셔

츠와 비MARM형 티셔츠 모두에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는 심장활동 신호의 재현성이 좋고, 피크의 명확성, ECG

와의 상관성이 높았다. 그러나 동작 후 서있는 상태에서

의 파형을 살펴보면, 비MARM형 티셔츠인 경우 동작 후

Table 2. Normalized means of QI according to the subjects and wearable system types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ubject 6 subject 7 subject 8 Mean S.D.

A
Stand 0.22 0.46 0.66 0.66 0.97 0.59 0.56 0.46 0.57 0.22

Sit 1.94 1.08 1.46 1.36 1.67 1.19 1.21 1.52 1.43 0.28

B
Stand 0.64 0.91 0.92 0.90 0.66 0.98 0.77 0.88 0.83 0.13

Sit 1.21 1.54 0.95 1.07 0.70 1.24 1.45 1.14 1.16 0.27

A: tee-shirt without MARM, B: tee-shirt with MARM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extile electrode signals and ECG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subject 6 subject 7 subject 8 Mean S.D.

A
Stand 0.70 0.74 0.81 0.8 0.88 0.85 0.79 0.78 0.79 0.05

Sit 0.98 0.90 0.95 0.94 0.98 0.89 0.87 0.95 0.93 0.04

B
Stand 0.88 0.89 0.90 0.86 0.85 0.94 0.84 0.92 0.89 0.03

Sit 0.94 0.98 0.89 0.88 0.85 0.90 0.96 0.94 0.92 0.04

A: tee-shirt without MARM, B: tee-shirt with M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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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있는 상태<Fig. 9(c)>는 앉아있는 상태<Fig. 9(a)>

에서보다 파형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심장활

동 파형의 명확성과 ECG와의 상관성은 낮아졌다. MARM

형 티셔츠의 경우, 동작 후의 서있는 상태<Fig. 9(d)>에

서는 앉아있는 상태<Fig. 9(b)>에 비해 신호 품질이 낮아

졌으나, 비MARM형 티셔츠의 경우에 비해 앉아있을 때

와 서 있을 때 간의 신호 품질 차이보다는 그 차이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MARM형 의복

은 안정 시에는 동잡음 감소에 크게 작용을 하지 않으나,

동작 시 전극 위치를 안정화시켜 비MARM형 의복보다

심장활동 신호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의복형 웨

어러블 시스템 디자인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안정된 심장활동 신호를 획득하기 위해

서는 특히 동작 중 전극의 위치 이동으로 인한 동잡음의

감소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편이성을 고

려하면서도 양질의 심장활동 신호를 획득할 수 있는 의

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을 두 가지 타입 즉, MARM형 티

셔츠와 비MARM형 티셔츠로 디자인하였다.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을 통해 획득된 심장활동 신

호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정량적 ·정성적 평가 방식을

사용하였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는 QI값과 전극 위치

변위를 살펴보고, 획득된 심장활동 신호와 ECG 신호와

의 상관 계수를 도출하였다. 정성적 평가를 위해서는 기

준 신호인 ECG 신호와 본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의

신호 간의 형상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MARM형 티셔츠와 비MARM형 티셔츠일

Fig. 8. Correlation between textile electrode signals and ECG from subject 2.

– 376 –



비접촉식 심장활동 모니터링 기능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의 모듈 효과 탐색 55

때 모두 앉아있는 상태에서의 QI값이, 동작 후 서있는

상태에서의 QI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작으로 인

해 전극의 위치가 이동하였음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

러나 MARM형 티셔츠와 비MARM형 티셔츠에서의 앉

아있는 상태와 서있는 상태에서의 QI값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비MARM형 티셔츠에서

의 QI값이 전반적으로 높은 데에 반해, 동작에 따른 전

극 위치 변위는 MARM형 티셔츠에서 더 적게 나타났

다. 이는 동작 시 MARM형 티셔츠의 모듈이 전극의 위

치 변동의 최소화에 도움을 주어 안정된 신호를 획득하

게 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성적 평가 지표

인 심장활동 신호와 ECG 신호와의 상관성 비교에서도

MARM형 티셔츠가 비MARM형 티셔츠보다 재현성이

더 좋아, 심장활동 신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

는 의복형 웨어러블 시스템을 위해서는 단순히 가슴에

압박, 밀착하는 MARM형보다는 기능부(모듈)를 설치하

는 ‘MARM형 디자인’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앉아있다가 일어서는 단순한 동작만을 대

상으로 고찰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복잡 다양한

Fig. 9. Comparison of the peak locations in heart rate signals from subjec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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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동작을 동작 프로토콜로 적용한 후속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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