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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of physiological sensors that meet both the fidelity of signal quality and user’s
compliance is an important issue for the embodiment of daily healthcare. Patch-type sensors
have been regarded as good alternatives for this purpose. however, complexity of their
hardware is ever increasing to incorporate multiple sensors. In this paper, a film-based
single sensor that can concurrently measure the electrical and mechanical sources human
physiology is proposed. The electrodes of the normal piezoelectric sensor were engineered
to have multiple sections thereby enabling acquisition of two distinct physical quantities. Two
representative electromechanical signals of human, ECG and BCG, were measured for the
demonstration and showed 60 percent of amplitude of the referenced signals.

연구 배경

하여 여러가지 센서들이 통합된 형태의 장치들
이 개발되고 있으며[1] 복수개의 생체신호로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편

부터 혈압, CPF(Cardiopulmonary Fitness)등

리하면서도 높은 품질의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새로운 건강지표를 추출하기 위한 시도들도 이

있는 센서 개발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기존 임

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패치형 센서

상에서 쓰이는 장비의 불편함은 덜면서도 무

들은 측정대상이 되는 생체신호마다 별도의 센

구속적인 센서의 낮은 신호품질을 보완할 수

서를 통합하기 때문에 장비의 크기가 필연적으

있는 패치형 센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로 커지게 된다. 이로 인해 단가가 높아지고

고 있다. Ag-AgCl전극을 이용하여 가슴에서

하드웨어가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사용자 편의

심전도를 측정하거나 팔에서 근전도와 운동량

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을 측정하는 패치형 센서들이 있다. 최근에는

에서는 전기적, 물리적 생체신호를 동시에 측

하나의 장치로 더욱 많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

정할 수 있는 박막형 센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다양한 부위에 부착하여 근전도, 안전도, 운동
량 등의 다양한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을 것

하나의 센서로 다양한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위

이다. 또한 측정된 다양한 생체신호들을 통해

해 필름형 압전소자 위에 그림 1.의 (a)와 같

측정하기 복잡한 생체신호를 추정하기 위한 알

이 실크스크린 기법을 이용하여 전극을 패터닝

고리즘 개발에도 쓰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다. 이를 통해 심탄도와 같은 물리적인 움직
임에 의한 신호 뿐 아니라 심전도, 근전도 같
은 전기적인 생체신호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
다. 각각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해 그림 1.의
(b)와 같이 flexible PCB를 압전소자 뒷면에
부착한다. 전극에 의한 신호는 차동증폭기와
(a)

필터를 거쳐 출력되고 압전소자에 의한 신호는
I-V converter에 의해 전압신호로 바뀌어 출
력된다.

(b)
그림 2. (a) 심전도 신호 (b) 심탄도 신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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