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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벨트타입 섬유 캐패시티브
센서를 개발하여 흉부와 복부 위치에 센서를 착용하고
상용센서 BIOPAC 과 함께 호흡신호를 획득한 뒤 ,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 피험자는 남성 4명으로 구성하
여 , 3 분 간 자유롭게 호흡하도록 하여 신호를 획득하였
다 . 신호는 데이터 전처리 및 정규화 과정 , peak
detection의 신호처리과정을 거쳐 peak point를 추출
하여 비교분석을 위해 총 호흡 횟수 (RC), 분당 호흡 수
(RR), 최대 호흡 간 간격 값 (MADI)을 도출하여 상용
센서 대비 B-TCS 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 그 결과 , 총
호흡수는 100%, 분당 호흡 수는 99.69%, 96.95% 의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다 .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
과를 기반으로 B-TCS를 보행 -호흡에 대한 연구에 활용
할 예정이다.

1. 서

론

호흡은 4대 활력징후 중 하나로 인간의 건강 상태에
대한 변화를 감지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로써 단일 신호
만으로는 활용되고 있다 . 이러한 호흡 신호는 생체신호
를 활용하는 데 있어 한계점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호
흡신호와 함께 뇌전도 , 심전도 , 근전도 , 수면상태 , 보행
과 같은 다양한 생체신호들과 관련한 연구들[1-3]이 진
행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보행과 호흡 간 생체신호
연구를 위해 개발한 벨트타입 섬유 캐패시티브 센서
(Belt-type Textile Capacitive Sensor, B-TCS)를
기반으로 흉부와 복부에 각각 착용한 뒤 , 상용센서와 비
교하여 향후 연구에서 본 센서로 호흡 측정을 위한 최적
의 호흡 측정위치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2. 본

<그림 1> 벨트타입 섬유 캐패시티브 센서
-

2.3 데이터 획득 및 처리
B-TCS 와 BIOPAC MP150 호흡 모듈의 sampling
rate는 100Hz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 획득
한 데이터의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론

2.1 벨트타입 섬유 캐패시티브 센서 제작
본 연구에서는 병렬 캐패시터 원리를 이용하여
B-TCS를 제작하였다 . 센서의 크기는 벨트 사이즈에 맞
게 40 x 30(mm2 )으로 설정하여 그림 1 과 같이 제작
하였다.

-

2.2 실험 프로토콜
제작한 B-TCS를 기반으로 흉부(T4)와 복부(T10)
위치에 벨트를 고정시켜 호흡 시 획득한 데이터와 호흡
측정을 위한 상용센서 BIOPAC MP150 호흡 모듈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 실험은 총 4명의 피
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 3분 간 앉은 자세에서의
호흡을 측정하였다. 앉은 자세 시 무릎과 허리의 각도는
90도로 하여 정자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 MP150 호
흡모듈과 B-TCS에서 획득한 데이터에서 호흡 신호 특
징인 총 호흡 횟수 RC(Respiratio n Co unt), 분당 호
흡
수
RR(Respiratio n
Rate),
MADI(Max
Absolute Differences of Breath Interval)를 추출
[4]하여 상용센서와 흉부 , 상용센서와 복부 두 가지 조
건으로 상용센서와 B-TCS 간의 특징에 대해 비교 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림 2> 상용센서와 B-TCS 호흡 데이터

(위) BIOPAC, (중간 ) B-TCS[T4], (아래) B-TCS[T10]

안정된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 측정한 데이터의 시작
과 끝 지점에서 15초간의 데이터를 제거하여 총 2분
30초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상용센서의 데이터는 신
호처리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 T-PCS의 경우 데이
터 획득 시 역변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data reverse
과정을 먼저 수행하였다 . 이후에 이동평균필터 (N=20)
를 적용하여 계단현상의 데이터를 완만하게 만들고 , 정
규화 과정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었다 . 위와 같이 전처리 과정을 거친 각 데이
터에 대해 peak detection 을 시행하여 peak point를

통해 총 호흡 횟수 (RC), 분당 호흡 수 (RR), MADI를
도출하여
BIOPAC과
B-TCS(T4),
BIOPAC과
B-TCS(T10)에 대한 성능을 각각 비교 분석 하였다.
2.4 실험 결과
상용센서인 BIOPAC과 본 실험에서 개발한 B-TCS
를 흉부 (T4)와 복부 (T10)에 착용하여 각각 호흡 실험
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를 표 1 과 표 2에 나타내고
있다 . 표 1은 BIOPAC 과 B-TCS(T4)에 대한 실험 결
과를 , 표 2 는 BIOPAC과 B-TCS(T10)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

Subject
BIOPAC
B-TCS(T4)

총 호흡수
29
29

분당 호흡수
8.665
8.700

MADI
6.33
6.41

B

Consistency
BIOPAC
B-TCS(T4)

100%
49
49

99.6%
19.374
19.388

98.75%
3.67
3.89

Consistency

100%

99.93%

94.34%

BIOPAC
B-TCS(T4)

19
19

7.094
7.136

10.92
10.69

Consistency

100%

99.41%

97.9%

BIOPAC
B-TCS(T4)

38
38

15.056
15.143

5.06
4.77

Consistency

100%

99.43%

94.27%

Avg. Consistency

100%

99.59%

96.31%

C

D

<표 1> BIOPAC과 B-TCS(T4)와의 성능 비교 결과
Subject
BIOPAC
A B-TCS(T10)
Consistency
BIOPAC
B B-TCS(T10)
Consistency
BIOPAC
C B-TCS(T10)
Consistency
BIOPAC
D B-TCS(T10)
Consistency

총 호흡수
29
29
100%
49
49
100%
19
19
100%
38
38
100%

분당 호흡수
8.665
8.687
99.75%
19.374
19.374
100%
7.094
7.117
99.68%
15.056
15.156
99.34%

MADI
6.33
5.98
94.47%
3.67
3.63
98.91%
10.92
10.31
94.41%
5.06
5.06
100%

Avg. Consistency

100%

99.69%

96.95%

<표 2> BIOPAC과 B-TCS(T 10)와의 성능 비교 결과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elt-type
Textile
Capacitive
Sensor(B-TCS)를
개발하여
상용센서
BIOPAC과의
성능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 B-TCS는 흉부와 복부에
각각 착용하여 복부에 부착시킨 BIOPAC 과의 호흡신
호를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 그 결과 , 총 호흡 수는 상용
센서와 100% 의 일치도를 나타냈으며 , 분동 호흡 수는
T4, T10 위치의 센서와 각각 99.59%, 99.69%로 높
은 일치도를 보였으며, MADI의 경우도 96.31%,
96.95%로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다 . 또한 , T4와 T10
중 T10인 복부에 B-TCS를 착용하였을 때 , T4에 착용
할 때보다 RR과 MADI의 성능이 1%, 0.64% 높게 나
타나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결과를 통해 B-TCS 를 호흡 측정과 관련한 연구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 향후 연구에서는
호흡 측정을 기반으로 보행 실험과 접목시켜 보행 - 호흡
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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