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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호흡 관리 시스템 개발의
성하였다. 각각의 전도성 섬유는 의료용 천 반창고 사이
기초 연구로 섬유 압력센서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센서 에 위치한다. 하나의 전도성 섬유는 압력을 측정하는 센
로 흉부 용적의 변화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 서(Sensor)역할을 하며 다른 하나의 전도성 섬유는 몸
호흡수를 평가하기 위해 Biopac사의 MP150 호흡 측 바깥쪽에서 오는 신호에 의해 생기는 잡음을 막는 쉴드
정 모듈에서 측정한 데이터의 호흡수를 평가한 것과 비 (Shield)역할을 한다.
교하였다. 실험은 앉은 자세에서의 호흡을 측정하였으
며, 총 3명의 피험자를 실험하였다. 획득한 데이터는 잡
섬유 센서
부
음을 제거하기 위해 윈도우 크기를 10으로 설정하여 이
동평균필터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3명의 피험자 모두
섬유 센서
부
우리가 구현한 센서와 MP150에서의 호흡 데이터가 일
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차후 호흡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의 건강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용 천 반창고
1. 서

론

호흡이란 흡기일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호기일 때 이
산화탄소를 내보내는 현상으로 가스교환을 통해 생물들
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일컫는다. 호흡이 줄어들게 되면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세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
문에 호흡을 유지 하는 것은 중요하다. 호흡은 무의식적
으로 행해지는데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하
는 수면무호흡증처럼 질병을 가진 경우와 평소 호흡과
변화된 호흡이 생겼을 때 이를 조기 발견하지 않는다면
생명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
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
로 한다.[1] 호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호흡 정보를 요
구하는데, 호흡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전에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예로 PPG 신호를 통해 호흡을
추출하는 방법[2-3], 코에 센서를 부착하여 직접 흡기
와 호기를 측정하는 방법,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호
흡 측정 방법[4]등이 있다. 하지만 호흡은 상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결과를 도
출하거나 측정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
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체 착용에 있어 불편함이
적은 전도성 섬유를 이용한 섬유 압력센서를 제작하여
호흡을 감지하는 센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시스템 구성
및 실험 방법과 데이터 처리, 분석. 실험 결과를 기술하
였고, 3장에서는 간략한 요약 및 결론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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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섬유 압력센서 구성도
이렇게 구성한 섬유 압력센서는 모듈과 함께 흉부에
고정 시킨 상태로 흉부의 용적 변화를 감지한다. 모듈과
센서를 고정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벨트에 섬유 압력
센서가 내장 된 모듈케이스를 제작하여 부착한 뒤 흉부
에 벨트를 착용하였다. 모듈은 Zigbee 무선통신을 제공
하며 송, 수신부로 이루어져 있다. 위 모듈을 통해 섬유
압력센서에서 입력 된 데이터를 무선으로 PC로 전송되
도록 하였다. 전송 되어진 데이터는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섬유 압력센서 측정모듈 및 모듈케이스
2.2 실험 방법

실험은 3명의 피험자를 통해 앉은 자세의 경우로 데
이터 측정을 했으며 피실험자의 호흡수가 섬유 압력센서
를 통하여 정확한 결과 값을 가지는지 평가하기 위해 그
2. 본
론
림 3과 같이 생체신호 계측장비인 Biopac사의 MP150
의 호흡모듈과의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피실험자에게 M
2.1 시스템 구성
섬유 압력센서를 흉부에 착용시켜 주었다. 모듈
본 연구에서는 호흡을 측정을 위해 호흡 과정에서 변 P150과
착용은
서로간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1cm의 간격을 두
화하는 흉부 용적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섬유 압력센서를 었다. 실험에서 MP150의
측정밴드는 탄력성이 있
제작하였다. 센서는 그림 1과 같은 형태로 제작하였다. 는 반면 섬유 센서의 밴드는호흡
탄력성이
낮아 호흡에 지장
섬유 센서는 4x2(cm²) 크기를 가진 3개의 의료용 천 이 생기지 않도록 착용하였으며, 앉은 자세에서
2분 30
반창고와 3x1(cm²) 크기를 가진 2개의 섬유 센서로 구- 14 -

초 동안 동시에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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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6> 섬유 압력센서 데이터
2.4 실험 결과

우리는 호흡수를 평가하기 위해 호기와 흡기를 한 쌍
을 호흡 1회로 설정하여 섬유 압력센서와 MP150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그림 3> 섬유 압력센서와 MP150의 호흡 측정 실험
2.3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제작한 센서를 흉부에 고정 시킨 상태에서 모듈을 통
해 측정 보드와 연결하고 Sampling rate가 100Hz인
섬유 압력센서의 주파수와 가장 근접하게 해주기 위하여
MP150의 주파수를 섬유 압력센서와 가장 근접한
125Hz로 Sampling rate를 설정하였으며 2분 30초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그림 4는 섬유 압력센서
에서 획득한 Raw data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섬유 압력센서 Raw data
센서가 주변 환경에 민감하여 Raw data에 잡음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섬
유 압력센서의 통신 과정에서 생긴 노이즈와 동시에 시
작과 종료시간이 동일하지 못해 생긴 데이터의 차이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2분 30초의 데이터에서 처음과
끝의 15초간 데이터를 제거하여 총 2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잡음을 제거하여 섬유 압력센서로 측
정한 데이터의 호흡수 파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식
1과 같이 10 point의 이동 평균필터를 사용하여 Raw
data의 잡음을 제거하였다. 그림 5는 이동평균필터를
적용한 섬유 압력센서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이동평균필터를 적용한 섬유 압력센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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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 A지점은 흡기가 된 상태로 흉부의 부피가
커지면서 벨트에 부착된 섬유 압력센서에 B지점보다 더
큰 압력이 가해진 상태이며 B지점은 호기가 된 상태로
흉부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센서에 A지점 보다 작은 압
력이 가해진 상태임을 알아낼 수 있다. 우리는 호흡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MP150과 섬유 압력센서로 측정한 데
이터에서 A와 B지점인 호기와 흡기를 한 주기로 하여
직접 호흡수를 계산하였다.

<그림 7> 피험자(a)
섬유 압력센서와 MP150의 호흡 데이터

<그림 8> 피험자(b)
섬유 압력센서와 MP150의 호흡 데이터
그림 7과 그림 8에서 흡기 혹은 호기만 이루어진 호
흡을 제외한 호흡 지점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각 횟
수는 47회, 42회로 섬유 압력센서와 MP150의 호흡수
가 동일하게 나왔다. 주파수의 경우 섬유 센서는 100H
z이지만 MP150은 125Hz이므로 MP150의 Sample
수가 섬유 센서의 Sample 수보다 1.25배 높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7의 C지점과 D지점은 동일한 시간
대의 호흡이지만 C지점만 다른 지점에 비해 높은 압력
값을 가지고 D지점은 평균 압력을 가진 이유는 큰 호흡
을 할 때의 흉부의 둘레보다 벨트의 둘레를 작게 착용했
기 때문이다. 큰 호흡을 할 때 벨트에 부착되어 있는 섬
유 센서에는 압력이 그대로 전해져 압력 값이 다른 지점
보다 높았지만 MP150의 경우에는 벨트로 인하여 압력
을 전부 전해 받지 못하였다. 벨트로 인하여 MP150의
경우 호흡량을 압력 값을 통하여 알 수 없지만 시간을
통해서는 알 수 있었다. D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폭이
넓은 이유는 큰 호흡을 했기 때문에 흡기와 호기의 시간
이 보통 호흡보다 더 소요되기 때문이다.
섬유 근접 압력센서와 MP150으로 측정한 호흡 데이
터를 비교해본 결과 호흡수가 동일하게 나왔을 뿐만 아
니라 호흡 할 때 생기는 흉부의 부피 변화로 인한 센서
에 가해지는 압력의 크기도 MP150과 상관관계를 가졌
다. 표 1은 피험자 3명에 대한 MP150과 섬유 압력센
서의 호흡 수 결과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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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MP150

(a)
(b)
(c)

38
42
29

(

호흡 )

Proximity
Sensor
38
42
29

Precision
100%
100%
100%

<표 1> 피험자 별 호흡 수 측정 결과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직접 제작한 섬유 압력센서를 이
용하여 호흡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섬유 압력센서의 호흡수 평가는 Biopac사의
MP150의 호흡모듈에서 측정한 호흡수와 비교하여 평
가하였다. MP150과 섬유 압력센서의 호흡수를 비교한
결과 호흡수가 동일하다는 결과를 통하여 제작한 섬유
압력센서의 호흡수 측정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호흡을 크게 했을 때는 흉부의 부피가 커지면
서 섬유 근접 압력 센서에 호흡을 작게 했을 때 보다 압
력이 크게 가해지는 결과를 통하여 호흡량과 압력의 크
기에서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험을 하면서 벨트의 탄력성이 적어 느슨하게 착용했을
때는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꽉 조여서 착용했을
때는 호흡에 지장이 생기고 결국에 호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호흡수를 측정 시에 호흡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
력성이 있는 밴드로 교체하여 추가적으로 실험을 진행하
고 현재 3명의 피험자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보다
많은 피험자에 실험을 적용할 것이며 앉은 자세 외에도
다양한 측정 자세를 통해서 본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
도록 추가 실험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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