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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development of modern civilization result from the abundance of material. Yet modern people live with 

chronic mild stress. Excessive chronic mild stress leads to various diseases. From the risk of the disease in order to 

protect our bodies need to manage chronic mild st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spection the effectiveness of 

detecting in chronic mild stress using the Multi-sensor system. The Multi-sensor system is designed that can be 

measure three kinds of vital signals of chronic mild stress for the detection. First Photoplethysmogram(PPG), second 

Electro Dermal Activity(EDA), third Skin Temperature(SKT). The ages and occupations exposed to chronic mild stress, 

people often use out of this system was applied to dairy products(Pen). In addition, vital signals that occur when the 

variety of noise was used to remove the accelerometer. Chronic mild stress by the analysis of measured vital signals 

from Multi-sensor system to the measurement information to a PC to a wireless transmission(Bluetooth). In this study, 

using Multi-sensor system writing conditions and a variety of situations in the movement to measure vital signals and 

measurement results verified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Through this measure chronic mild stress in everyday life and 

managing to maintain will help more healthy life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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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명이 발달하면서 물질 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인들은 만성피로를 달고 산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이 힘

들고, 주말에는 아무리 쉬어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건강상태가 계속된다. 이러한 만성피로는 과도한 업무나 마

음의 고민, 약의 상용으로부터 오는 과도한 스트 스에 기인

하며, 지속될수록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에 걸리기 

쉽게 만든다[1].

이러한 스트 스는 정도의 문제로 그 강도가 높을 때, 혹

은 무 오래 지속되면 개인의 능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래하게 되며 그로 인해 일에 한 

의욕  성과, 생활태도 등이 향을 받는다[2]. 실제 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 양조사 제4

기 2차년도’ 통계자료의 근거하면 우리나라 만19세 이상의 

성인 표  스트 스 인지율은 1998년에서 2005까지 약 35%

로 비슷하 으나, 2007년에 27.1%로 감소하 다가 2008년

29.1%로 2.0%증가하 다. 성인인구의 스트 스 인지율이 

체 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 30% 정도에 해당되는 많

은 사람들이 스트 스를 인지할 정도이며, 이러한 스트 스

에 따른 다양한 질병  질환의 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이다. 이를 연령별로 비교하여 보면 사회 활동이 활발한 19

세 이상 30세 미만의 연령층이 32.6%와 30세 이상 40세 미

만의 연령층이 33.6%로 가장 높은 스트 스 인지율을 가지

고 있으며, 직업군으로 비교하여 보면 단순 노무종사자가 

26.0%, 사무종사자가 35.4%, 리자나 문가  련종사

자들이 38.0%로 단순 노무나 실외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

들 보다 실내에서 책상 에서 서류를 작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 스의 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3]. 

스트 스로 인한 험성을 앞서 인지한 여러 선진국에서

는 스트 스를 리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보다 높이고, 쉽게 

질병  질환의 험에 노출되지 않는 건강한 직무 환경을 

제공하기 하여 음악이나 향기를 이용한 스트 스 리 방

법들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한 인

체를 통하여 스트 스를 정량 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한 심리   신체  방법들도 연구되고 있다. 

인간의 스트 스 반응은 범 하고 종합 으로 나타나는 

상이지만 일반 으로 심리 (perceptual response), 행동

(behavioral response), 그리고 신체 (physical response)인 

스트 스 반응으로 나 어서 측정  평가한다[4]. 스트 스 

인자에 노출되면 인체는 이에 항 혹은 응하기 한 힘

과 에 지를 마련하기 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 시키고 부

교감신경계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심장 박동의 증가, 압

의 증가, 발한, 근육의 긴장, 와 장의 운동 감소, 면역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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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  변화를 보인다[5]. 이러한 반

응은 스트 스 인자에 한 스트 스의 척도로 사용한다. 

생리  측정치를 얻기 해서는 특정한 장치가 필요하고 측

정센서를 신체에 부착하고 측정함으로써 행동에 제약을 주

는 단 이 있으나 비교  일 이고 신뢰성이 있는 측정 

방법이다[6].

특히 표 사지리드 방법을 이용하여 심 도를 측정하고, 

측정한 정보에서 심장박동의 간격을 주 수 분석하여 스트

스 지수에 한 결과를 제공하는 의공학기술들이 연구되

고 제품으로 개발 되고 있다[7]. 하지만 지 까지의 스트

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개인에서 발생하는 스트 스 편차를 

최소화하기 하여 일상 인 생활을 하는 피실험자 집단을 

표본으로 선출하고, 외부에서 스트 스 자극을 주어 평가하

는 방법으로 지속 인 반응이 아닌 일시 인 자극에 한 

스트 스 반응만을 평가하는 한계가 있었다. 한 생리  

스트 스 반응을 측정하기 하여 신체에 부착하는 센서들

과 부피가 큰 생체 신호 분석 장비는 오히려 스트 스 자극

으로 작용할 험이 있으며, 보다 정확한 측정의 결과를 

하여 측정 시 움직임에 제약을 받는 것도 스트 스 자극으

로 작용할 험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이 높은 생화학  스트 스 분석결

과와 생리  스트 스를 분석하는 몇몇의 생리  지표들이 

유의한 상 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4]를 바탕으로 행동

에 제약이 최소화되며 활동을 하면서 생리 신호 측정 방법

을 연구하고, 일상생활 에 발생하는 만성 스트 스를 지속

으로 측정하고 검출할 수 있는 Multi-Sensor 시스템을 설

계하여 측정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2. 본  론

만성 스트 스를 검출하는데 필요한 표 인 생리 신호는 

심 도(Electrocardiogram:ECG)와 피부온도(Skin Temperature: 

SKT)  피부 기활동(Electro Dermal Activity:EDA)이 있

다. 즉, 스트 스로 인한 심장 박동의 증가, 압의 증가, 발

한, 근육의 긴장 등과 같은 생체  변화를 지속 으로 센서를 

통하여 정량 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심 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신체의 심장 주변에 직  

극을 부착하거나 표  사지 리드 방법인 양손목과 다리에 

극을 부착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측정 방법이 매우 인체에 

구속 이며 어렵기 때문에 심 도 신호에서 스트 스를 분석

하는데 필요한 심장박동(Heart Rate:HR) 정보를 검출하는데 

오히려 측정 자체가 스트 스 인자로 작용 할 수가 있다. 그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심 도를 신할 수 있는 심장 활동

에 한 지표인 맥 (Photopletysmogram :PPG)을 측정하여 

만성 스트 스 분석에 필요한 심장박동에 한 정보를 검출함

으로써 생리신호의 취득 방법을 보다 무구속 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최 한 자극이 되지 않으면서 맥

박, 피부 기활동, 피부온도와 같은 생리신호를 검출하는 방

법으로 스트 스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연령 와 직업

군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활용하여 생

리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정  생체신호 

측정 장비와 비교하여 개발한 시스템으로 측정한 결과의 정

확성  신뢰성 검증을 목표로 하 다.

그림 1 생체신호 측정기 구성도

Fig. 1 Biosignal Measuring Instrument Blockdiagram

2.1 Multi-Sensor System 구성

인체의 맥 , 피부 기활동, 피부온도와 같은 생리  신호

를 센서로 정량  변환을 시키기 해서는 신체 부 에서 

보다 무자각 이며 효율 으로 계측할 수 있는 치에 한 

연구를 선행하 다. 

그림 2 멀티 센서 모듈

Fig. 2 Multi-Sensor Module 

그 결과 인체에 있어 손부 에서 스트 스를 검출하는데 

필요한 생리신호를 효율 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찾아내고, 

이를 펜(Pen)이라는 필기구류에 생리신호 계측 시스템을 설

계하 다. 생리신호의 계측을 펜에 용한 것은 실제 으로 

스트 스에 노출되어 있는 연령 와 직업군이 자주 사용하

는 일상용품을 모색하는 부분에서 이루어졌다. 한 비침습

으로 심장 활동을 측정하기 해 사용된 용 맥 법

은 맥박을 측정 시 일정한 압력이 가해져야 하지만 쓰기 

동작 시 펜에 힘을 주게 되는 동작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압

력을 특별히 가하지 않아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이 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쓰기 움직임에도 피실험자들이 지속 으

로 생리신호를 측정하여 만성 스트 스를 검출 할 수 있도

록 하 다.

그림 3 멀티 센서 기반의 생체신호 측정 디바이스

Fig. 3 Multi-Sensor of Vital Measur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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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맥 (Photoplethysmogram:PPG) 측정 시스템

 맥 는 심장의 수축․확장과 동시에 발생하는 말 동

맥계의 박동 상을 그래 로 나타낸 것으로서, 심 도와 같

이 자율신경계를 통해 생리  지표를 표 한다[8]. 

용 맥  방법은 외부에서 액속의 산화 헤모 로빈

(Oxidised Haemoglobin(HbO2))과 헤모 로빈(Reduced 

Haemoglobin (Hb))이 500nm에서 1000nm 사이의 장을 가

지는 빛을 쏘았을 때 각기 매우 다른 스펙트럼 특징을 이용한 

방법이다. 즉, 동맥을 통해 손가락으로 유입되는 액량은 심

장박동과 함께 변한다. 따라서 액량에 비례한 액속의 

HbO2와 Hb의 양에 따라 수 부를 이루는 Photodiode에 입사

된 빛의 양에 비례하여 출력 압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맥박을 측정하는 비 침습 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맥  측정 장비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Pen에 용하기 하여 크기가 작은 반사형 Photo 

Interrupt(Size:2㎜×2㎜) Sensor를 사용하 다. Photo 

Interrupt는 발 부의 Emitter와 수 부의 Detector가 한 

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940nm 장의 근 외선 빛을 사용하

는 센서이다. 이러한 특성은 Pen을 이용하여 손가락 끝에

서 액의 흐름 특성을 악하여 맥 의 정보를 검출하는데 

합하다.

한 센서의 측정 신호 처리 부분에서는 0.5~5㎐의 맥

박이 가지는 주 수 특성을 활용하여 능동형의 필터를 설계

하 다. 필터 설계부분에서는 1차로 0.5㎐ 이상의 고역통과

필터(HPF)를 사용하여 움직임과 외부 환경요인에 따른 기

선 변동을 최소화  증폭을 하 고, 2차로 5㎐ 이하의 

역통과필터(LPF)로 고주 의 잡음 제거와 2차 증폭을 하

다. 그리고 력으로도 증폭  잡음제거의 효율성을 높

이기 하여 AD(Analog Device)사의 R to R  Low Drift 

Current 특성을 가진 CMOS계열의 OP-Amp소자를 사용하

여 보다 은 차수의 필터로도 정확한 맥 를 검출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4 센서를 이용한 맥  측정 회로

Fig. 4 PPG Measure Circuit using the Photointerrupt

2.1.2 피부 기 활동(Electro Dermal Activity:EDA) 

측정 시스템

 피부 기활동의 신호는 자율신경계의 활성도에 한 지

표를 나타내며, 기 피부반응의 반 인 추세(Tonic 

Level)를 나타내는 것으로 교감신경계의 수 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되는 SIL(Skin Impedance Level)신호와 기 피

부반응의 일시 인 변화(Phasic Changes)를 나타내는 것으

로 통상자극에 의해 유발된 도도로 흥분수 을 나타내는 

SIR(Skin Impedance Response)신호로 분류된다[9].

Multi-Sensor 시스템을 생활용품에 용하는 것을 착안

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류의 소모를 최소화하기 하여 

법을 이용한 피부 기활동을 측정하 다. 법을 이용

하여 피부 기활동을 측정 시 극의 치는 검지와 지 

손가락의 간 마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손바닥에서 

움직임이 가장 어 근 도에 한 향이 가장 기 때문

이다[10]. 

그림 5 피부 기활동 측정 회로

Fig. 5 Electro Dermal Activity Measure Circuit

법을 이용한 피부 기 활동도를 측정하기 하여 맥

를 측정하기 한 센서와 검지손가락의 면 주변부

분에 Stainless Steel선을 배치하고, 펜과 손이 하는 다

른 부분에 제 2 극을 배치하 다. 두 극을 통하여 측정

된 신호를 1차로 5㎐미만의 역통과필터를 하여 SIL 신호

를 추출하고, 2차로 0.036~0.49㎐의 역통과필터(BPF)를 하

여 SIR 신호를 측정하 다. 피부 기활동은 매우 미세한 

차에서 잡음을 제거하여 증폭해야하는 어려운 조건을 만

족하기 하여 TI(Texas Instruments)사의 Zero-Drift성능

을 가진 CMOS계열의 OPA333소자를 1차로 사용하 다. 

한 이러한 고성능의 증폭기를 사용함에도 제거하지 못하는 

근 도의 향을 제거하기 하여  3축 가속도센서를 사용

하여 움직임에 한 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2.1.3 피부온도(Skin Temperature:SKT) 측정 시스템

이마나 말 기 인 손가락 끝부분의 피부온도는 측정 환

경이나 체온과의 상  온도의 차이로 스트 스를 검출하

는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이 된다. 말 의 피부온도는 일반

으로 교감신경계와 내분비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의 

평활근을 수축시켜 손과 발의  수축을 일으키고 결과

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말 기 의 피

부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의미하고 

스트 스 수 이 높다고 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펜의 검지손가락과 부분과 펜의 끝부

분에 온도센서를 치하여 말 의 피부온도  측정 환경온

도를 측정하여 만성 스트 스를 검출하기 한 생리  지표

로 사용하 다. 한 Thermistor를 이용한 온도 측정 방법

은 릿지회로  차동증폭의 필요로 인한 소형화에 어려움

을 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온도변화의 특성이 10㎷/℃

로 선형  출력 특성을 가진 센서로 측정 결과를 직  A/D

환하여 수치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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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근 도에 의한 생리  신호 왜곡 보정 시스템

일반 으로 센서를 통하여 인체의 생리  지표를 측정하

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은 움직임에 한 잡음을 제거하

는 것이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센서  OP-Amp를 사용하

여도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잡음은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는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근 도가 0~5㎐의 주 수 

역을 가지고 있어 맥박(0.5~5㎐)이나 피부 기활동(0.03~0.5

㎐)이 가지는 고유 주 수와 같은 역이기 때문에 주 수 

필터로 제거가 불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거가 불가능한 근 도로 인해 

맥 와 피부 기활동과 같은 생리  신호의 왜곡을 방지하

기 하여 3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움직임에 한 정보

를 측정하고자 하 다. 사람의 움직임  측정기의 움직임

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측하기에는 매우 난해

하기 때문에 공간상의 움직임을 측정 할 수 있는 3축 가속

도 센서를 사용하여 이를 보정하고자 하 다.   

 

2.2 만성스트 스 검출을 한 생체신호 측정 실험

2.2.1 생체신호 측정 실험

보다 정확한 만성 스트 스를 지속 으로 평가하기 하

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펜에 생체정보 측정 기기들

을 력화  소형화로 재설계하여 쓰기 운동 에 변

화하는 생체정보들을 무자각 으로 측정하 다. 

 펜과 검지손가락 끝부분이 하는 치에 맥 를 측정

하는 (Photo)센서와 피부 기활동을 측정하는 극  피

부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센서가 되었으며, 펜의 앙부분

의 손바닥과 이 되는 부분에는 피부 기활동을 측정하

는  다른 극을 설계하 다. 그리고 펜의 끝부분은 움직

임 보정을 한 가속도 센서와 온도보정  측정 환경 온도

를 측정하기 한 온도센서를 설계하 으며, 증폭부와 A/D

의 신호처리부  제어부를 설계하여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데 피실험자가 느끼는 구속감을 최 한 억제하 다. 

2.2.2 결과  고찰

본 연구의 실험결과 검증된 생체정보 정  측정 장비들과 

유사한 측정 결과를 확인 하고, 개발한 장비로 측정된  생체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을 확인하 다. 

그림 6 맥  측정 신호 (반 형)

Fig. 6 PPG Measure Signal (Inversion)

맥  신호는 Sensor의 특징으로 반사 을 이용하 기 때

문에 반 된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  생체신

호 계측 장비로 측정한 결과와 유사하 다. 특히 맥 의 

Peak가 선명하게 출력되어 Multi-Sensor 시스템을 펜에 

용하여 쓰기 움직임에서 측정한 맥 의 정보가 만성 스트

스를 검출에 합함을 검증하 다.

피부 기활동 신호는 쓰기 움직임에 의한 근 도가 많

이 포함된 신호가 측정되었다. 실험을 시작하고 5분정도가 

경과한 후에는 SIL신호의 상승폭이 고, SIR신호의 흔들림

도 었다. 하지만 지속 인 쓰기 반복운동은 스트 스로 

작용하여 30분 이상 동일한 동작을 반복한 결과 SIL신호는 

SIR신호의 Level과 동일하게 상승하 으며 SIR신호는 이

과 동일한 동작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흔들렸다. 이는 피실

험자가 지속되는 반복동작으로 인하여 스트 스 상태에 있

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7 피부 기활동 측정 신호

Fig. 7 EDA Measure Signal

피부 기활동 신호의 경우에는 쓰기 움직임과 같은 작

은 움직임에는 측정결과의 큰 변화가 없었지만 펜을 쥐거나 

놓고, 다시 쥐는 동작에서는 잘못된 분석결과를 래할 정도

의 신호가 측정이 되었다. 하지만 큰 움직임에 의한 동작의 

보정은 가속도센서(Acceleration Sensor)에 의한 움직임 신

호로 보정이 가능한 정도이며 맥  신호와 동일하게 가속도 

센서에 의해 큰 움직임에 한 정보는 스트 스를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 다.  

그림 8 피부 기활동 측정 신호 (갑작스런 큰 움직임)

Fig. 8 EDA measure Signal (A Sudden Motion)

   

피부온도 신호는 온도변화에 하여 에 확인될 만큼의 

갑작스런 큰 변화는 없었지만 측정 환경온도를 기 으로 스

트 스의 정도에 따라 조 씩 변화함을 측정 할 수 있었다. 

피부온도의 경우 체온과는 달리 주변의 환경온도에 향을 

많이 받아 서늘한 장소(18℃)에서 측정 실험과 따뜻한 장소

(28℃)에서 측정 실험의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 기 때

문에 피부온도의 변화량을 주변 환경의 온도와 비교하여 변

화도의 차이를 분석하도록 설계하 다. 한 변화속도가 느

린 신호의 특성과 온도의 변화에 따른 은 변화량은 A/D 

변환기의 정  분해능에 의해 보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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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측정 환경 온도와 피부 온도 비교 측정 신호

Fig. 9 Comparison of External Temp. and SKT Signal

움직임을 측정하기 한 3축 가속도 센서의 X, Y, Z 출

력은 움직임에 의한 각 축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고

주  잡음이 섞인 출력이 측정이 되었다. 한 센서가 움직

이는 심축의 출력만 크게 변동하여 측정이 되고, 다른 한 

축에 한 출력은 다른 축 비하여 변동이 었다. 

그림 10 3축 가속도 센서의 움직임 측정 신호

Fig. 10 Motion measure by 3Axis Accelerometer

3. 결  론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품에 Multi-Sensor를 

소형화 설계하고도 측정 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하기 하

여 측정환경의 온도 측정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를 추

가하여  스트 스를 분석에 유용한 결과를 획득하 다. 맥

는 움직임에도 Peak가 뚜렷한 결과가 측정 되었으며, 피

부온도의 변화도 측정환경과 비 유효한 변화를 나타내었

다. 큰 동작에 의한 움직임은 스트 스 분석결과의 오류를 

래할 수 있으나 가속도센서를 이용한 움직임 측정으로 분

석 지표에서 제외할 수가 있었다. 본 연구는 움직임에서도 

생리  지표를 측정하여 스트 스를 측정하고 오류를 최소

화 하는 유효한 결과를 검증하 다. 

최근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자극받는 스

트 스가 험수 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

의 결과를 학생들의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에 용하여 학

생들의 스트 스도 효과 으로 리가 된다면 보다 학습능

력을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향후 개발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무자각 으로 측정된 

생체정보 신호를 주 수  시변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사용자에게 휴 폰이나 임베디드 단

말기기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재의 연구로는 무선 송

(Bluetooth) 시스템을 이용하여 PC에 송하여 사용자에게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에서 휴 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무자각 으로 스트 스를 리를 하기 해서

는 자주 사용하는 휴 형 단말기를 통해 분석결과를 쉽게 

제공받고, 스트 스 정도에 따라 음악  주변의 환경을 변

화시켜 스트 스의 수 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수 있도록 

Feedback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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