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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Sleep apnea, a medical condition associated with a variety of complications, is generally monitored by standard 

sleep polysomnography, which is expensive and uncomfortabl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an unconstrained wearable monitoring system with stretch-fiber sensors that integrate with the wearer's clothing. 

The system allows patients to undergo examinations in a familiar environment while minimizing the occurrence 

of skin allergies caused by adhesive tools. As smart clothing for adult males with sleep apnea, long-sleeved 

T-shirts embedding fibrous sensors were developed, enabling real-time monitoring of the patients' breathing rate, 

oxygen saturation, and airflow as sleep apnea diagnostic indicators. The gauge factor was measured as 20.3 in 

sample 4. The maximum breathing intake, measured during three large breaths, was 2048 ml. the oxygen 

saturation was measured before and during breath-holding. The oxygen saturation change was 69.45%, showing 

a minimum measurable oxygen saturation of 70%. After washing the garment, the gauge factor reduced only to 

18.0, confirming the durability of the proposed system. The wearable sleep apnea monitoring smart clothes are 

readily available in the home and can measure three indicators of sleep apnea: respiration rate, breathing flow and 

oxygen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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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이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서, 이를 한 표 화된 수면다원검사가 고가

이며 측정이 불편함을 고려하여,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스트 치 섬유센서를 이용한 무구

속 상태의 웨어러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 의복과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제품화하여 그 유용성

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인 남성용 롱 슬리  티셔츠 형태로 착용형 수면무호흡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를 개발하여, 

수면무호흡 진단 지표  섬유형 센서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호흡수(breathing rate)측정용 섬유센서, 산소포화도

(oxygen saturation), 호흡기류(airflow)를 실시간 측정하 다. 최 의 조합비 샘  4가지를 통한 gauge factor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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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gauge factor 20.3을 확인하 고, 3회 숨을 크게 내쉴 때 호흡유량이 최  2048ml 다. 산소포화도 69.45%

로 최소 측정 가능 산소포화도 70%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세탁 후 인장에 따른 센서 성능 평가 결과는 체

으로 gauge factor 18 수 의 값으로, 세탁에 한 내구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수

면효율이 떨어지고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문제에 해,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착용형 수면무호흡 모니터

링 스마트 의류를 개발하여 호흡수, 호흡유량, 산소포화도의 3가지 지표를 측정 가능함을 확인하 다.

주제어: 수면무호흡증, 수면다원검사, 섬유 센서, 모니터링, 스마트웨어

1. 서론

인간의 일생에서 1/3에 수면이란 긴 시간이 할애되

는데, 최근 다양한 스트 스와 질병의 요인으로 수면

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수면은 건

강과 직결된다는 에서 수면에 한 심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면과 련된 질병이 인구의 

상당수(미국 통계에 의하면, 불면증의 경우 인구의 

30%, 무호흡증은 1% 정도)가 된다는 에서 매우 

요한 가치가 있을뿐 아니라 수면검사는 생체에서 발

생하는 부분의 신호들을 복합 으로 다룬다는 에

서 의학  기술 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Park et al., 

1996). 실제로, 수면을 통하여 낮 시간의 활동으로 인

한 피로를 회복하고 휴식을 취하게 되므로, 수면시간

의 상태나 질, 자세는 우리의 건강에 아주 요한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수면무호흡과 같은 수면 장

애로 인하여 2차 인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방의학 인 측면에서도 매우 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수면무호흡은 수면  공기의 통로가 막

히게 되어 폐가 신선한 공기를 얻지 못하게 되므로, 

자꾸 깨게 되어 낮에 심한 졸림증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장기간의 수면 무호흡은 심장이나 폐에 부담을 

가 시켜, 고 압, 심장마비, 발작과 같은 심각한 합병

증과 련이 있다. 재 수면무호흡증 진단방법은 환

자가 직  병원에 입원하여 진행하는 검사와 이동형

(portable) 검사기기를 이용한 가정용 수면검사 방법의 

두 가지가 있으나, 70-130만원의 검사 비용이 높고 

착도구의 불편함 등 검사방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검사를 미루다 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

은 실정이다. 한 수면 무호흡 용 검사실의 수가 

한정 이어서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검사를 받는 데

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다 정확한 검사

를 해서는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일상의 무구속 

상태로 검사를 받는 것이 요하므로, 재 검사방법

의 구속 상태를 좀 더 편안한 상태의 구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니터링하여 수면 상태를 스스로 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드한 기기부착으로 

인한 착용감의 하를 개선하고자 섬유형 센서를 이

용한 측정 의류로 체하고자 한다. 이는 간편한 착용

으로 일상생활  검사가 가능하므로, 집에서도 상시

으로 측정 가능한 무구속성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

하고 그 실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수면무호흡 환자의 특성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호흡정지가 10  이상 지속

되는 상이 평균 시간당 5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면 

 총 30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되며, 수면  

호흡정지에 따른 교감신경계 활성화로 인해 수면의 질

을 하시키는 표  수면 장애이다(Park, 2017). 흔

히, 수면  코골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낮 시간 

졸음과 만성  피로감을 느끼고, 심한 경우 기면증을 

동반한다(Park, 2017; Young, 1993; Vassetti, 1999; 

Duran, 2001). 수면 무호흡증은 발생기 에 따라 폐쇄

성, 추성, 복합성의 3가지로 분류되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이  부분을 차지한다(Park, 2017; 

Morgenthaler, 2006). 수면다원검사상 10  이상 호흡

이 없는 경우 무호흡이라고 정의하며 공기 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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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감소된 경우 호흡이라고 정의한다. 폐쇄성 

무호흡은 상기도의 일시  폐쇄로 인하여 생긴 무호흡

이며, 시간당 무호흡 지수와 호흡 지수를 더한 값인 

시간당 호흡장애지수가 5이상이며 과도한 주간졸음증

이나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

한다(Kim et al., 2001; American Sleep Disorders 

Association. 1997).

수면 무호흡은 여러 가지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하

는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요한 질환이다. 수면 무

호흡이 지속되면 폐가 신선한 공기를 얻지 못하게 되

므로 이를 감지한 뇌가 우리 몸을 깨우고 근육을 수축

시켜 공기 통로를 다시 열어 다. 이 때 수면 인 사

람은 잠깐이지만 깨게 되면서 호흡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Won, 2009). 이러한 무호흡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성기능 장애, 당뇨병, 집 력 장애와도 

계가 있으며, 소아  청소년기에는 학업 능력의 

하, 야뇨증,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과 연 이 있다고 

한다. 최근 비만 환자가 증가하면서, 50%의 확률로 폐

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발병하며 재, 국내에서 40세 

이상 성인 남성이 27%, 여성의 16%의 유병률을 보이

는 이 질환은 기에는 심한 코골이, 기상 후 두통이 

생기는 등과 같이 간과하기 쉬운 질환으로, 만성이 되

어 부정맥, 고 압, 허 성 심장질환, 폐질환, 등의 심

폐기계 질환이 진행되었을 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Lee et al., 2013; Kim & Lee, 2006).

한, 다양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졸림증과 

피로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주 인 증상 한 두 가

지만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주증을 진단하기는 힘들

다(Kim et al., 2001; Herer et al., 1999). 폐쇄성 수면무

호흡증은 종종 기면병, 주기성 사지 운동증, 몽유병 

등의 타 수면장애와 병발한다. 이런 경우, 환자의 증

상이 어떤 수면 장애에 의한 것인지 단하기 어렵고 

확진을 해서는 야간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며, 검사

상 무호흡과 호흡 이외에도 산소 증, 수면분  

등이 찰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에서는 심각한 

합병증이 함께 나타나는데, 고 압이 잘 동반되며, 비

만을 통제한 이후에도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정도는 

압과 유 하며 부정맥의 발생율 등 역시 높다. 과도

한 주간 졸음증 등의 증상으로 사고  외상의 험도

도 증가하고 사망률 역시 증가한다. 

이와 같이, 일상의 수면 에 치명 인 합병증까지 

동반할 수 있는 무호흡증을 일상에서 기의 증상만

으로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지속 으로 모니

터링과 리 가능한 간편한 검사시스템이 실하다고 

할 수 있다. 

2.2. 수면다원검사  모니터링 시스템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기 한 표 화된 방법으로

는 수면다원검사가 있으며, 진료비용  측정의 편의성 

등의 이유로 최근 가정용 수면다원검사기기  휴 용 

검사기기가 개발되고 있다(Park, 2017; Chesson, 1997; 

Choi, 2010). Fig. 1에 수면다원검사와 휴 용 검사기

기에 하여 나타내었다. 수면다원검사의 경우, 많은 

센서를 부착하여 심 도, 뇌 도, 안 도, 흉부, 복부

의 움직임, 코와 입의 기류변화, 근 도, SpO2 등 수면 

 인체의 변화에 한 생체신호를 측정한다(Chesson, 

1997; Park, 2017). 간이수면검사를 이용하여 병원이 

Fig. 1. Polysomnography : inpatient test (left) and mobile test devic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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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곳에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장치를 설치하거

나 몸에 부착하는 등의 부가 인 조치가 필요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Kim, 2013). 가정용 수면다원검사기기는 

기존 수면다원검사에서 측정하는 지표  일부를 선별

하여 수면무호흡을 진단하며 resmed의 apnealink와 같

은 상용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한, 일상생활에서 수

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들이 제안되었

는데, 그  심박변이  호흡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

는 웨어러블 장비가 있지만, 밴드 형태의 장비를 흉부

에 착용해야하므로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수면 

자체를 방해할 여지가 있다(Park et al., 2015). 반면, 

사용자의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면을 분석하는데 이용

하는 가속도 측정 장치는 일반 으로 손목에 시계처

럼 착용할 수 있다(Park et al., 2015).

수면다원검사의 경우는 병원의 특별 검사실에서 많

은 센서를 부착하고 하룻밤을 수면해야하므로, 낯선 

장소에서의 수면이 익숙치 않은 민한 환자에게는 

첫날밤효과로 오히려 일상 인 수면과는 다른 결과를 

래할 수 있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비용도 

고가이므로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큰 것이 재의 실

정이다. 이에 Kim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도 러 

이더를 통해 사용자의 심박과 호흡을 측정할 수 있

는 바이오 이더(Bio Radar)를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

식하고 사용자의 수면시의 호흡을 지속 으로 모니터

링 함으로써 수면무호흡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 

 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

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 다. Park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실생활에서 낮은 비용으로 손

쉽게 수면의 효율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내장된 

손목 착용형 장비가 수면  간헐  움직임과 비수면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한 구간에서 동  분류기를 

이용함으로써, 오분류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은 여러 연구와는 달리, 

무구속 수면단계를 추정하는 방법을 시도한 Hwang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PVDF 필름기반센서를 이용하

여 침 에서 피험자의 등 , 침 보와 매트리스 사이

에 치하여, 무구속 으로 측정한 호흡 신호에 근거

하여 렘수면 구간 측정이 가능한지에 한 확인 연구

를 시행하 다. 한 Baek et al.(2014)의 연구는 정  

온습도센서를 이용하여 탐지하고 경보할 수 있는 휴

형 수면무호흡 측정기의 설계와 구  방법을 제안

하 으며, 이는 디바이스 로토타입의 연구이다. 

Kim et al.(2001)은 수면다원기록법으로 확진된 폐쇄

성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임상특성과 호흡장애지수와 

수면 구조간의 상 계를 밝히는 연구를 시행하

다. Lee et al.(2010)은 3축 가속도 센서를 활용한 수면 

 호흡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복부에 

용하 고 수면 무호흡과 같은 호흡상태 이상 유무에 

한 유효한 정보를 측정하 으나 엎드려 자는 수면

자세  움직임 상황에서는 호흡 상태에 한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었고 코골이와 같은 미동의 호

흡 이상 상태는 검출하지 못한 제한 이 있었다. Lee 

et al.(2013)은 안 형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검출 시

스템을 하여 숙면을 돕기 해 착용하는 안 의 코 

부분에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실제 호흡에 따른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시스템과 알림 설정을 하여 스마

트폰과 연동하여 어 리 이션을 구 하 다. 이는 

실측 데이터를 서버  웹 모니터링 시스템에 구 하

는 것에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Kim(2013)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수면 무호흡증 모니터링 시스

템을 개발하고 호흡 모니터링을 해 가속도 센서를 

7번 갈비  근처에 치하여 측정하 다. 한 수면무

호흡 모니터링을 한 임피던스 단층 상을 얻기 

하여 흉부에 다수의 극을 개별 부착하고 각 극에 

별도의 신호선을 이용하여 시스템과 연결하는 불편함

을 해소하고자, Park(2017)은 수면  움직임에 의해 

극의 이 변화되지 않도록, 극 벨트 구조를 설

계하여 하나의 벨트에 다채  극을 연결하여 인체

에 부착할 수 있게 설계하 다. 

이와 같이 지 까지의 연구는 표 화된 수면다원검

사가 비용이 고가이며 측정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수

면 다원검사의 지표  한 가지를 선택하여 호흡의 유

무를 측정할 수 있는 가속도 센서나 온습도센서를 이

용하여 연구하 고, 인체를 무구속하는 이다를 침

상 근처에 두고 무호흡을 측정  모니터링 하는 방법

에 한 연구가 부분이다. 수면다원검사는 많은 센

서를 부착하고 수면을 취해야하므로 환자들에게는 거

부감이 크고 비용이 고가이므로, 많은 연구에서는 지

표  일부만 측정하여 진단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

으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이며 인체를 무구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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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일체형 무

구속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몇 가지 지표를 함께 측정 

가능한 웨어러블 제품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검사를 해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번거로운 검사 장비의 부착으로 평소

로 잠들지 못하거나 착도구의 불편함 등 피부 알

르기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 치 섬유센

서를 이용한 무구속 상태의 웨어러블 모니터링 시스

템을 개발하고 의복과 일체화된 디자인으로 제품화하

여 그 유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티셔츠 형태의 웨어러블 일체형 모니터링 

시스템 

성인 남성용 롱 슬리  티셔츠를 제작하여 착용형 수

면무호흡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를 개발하고자 한다. 수

면무호흡 진단 지표  호흡수(breathing rate), 산소포화

도(oxygen saturation), 호흡기류(airflow)의 총 3가지 지

표를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수면무호흡 모니터링 스마

트 의류를 제작하 다. 기존 EMG (Electromyography)

의 기  근육 활성도 측정방식의 센서 타입이 아닌 

MMG (Mechanomyography)의 기계  근육 활성도 측

정 방식의 유연한 텍스타일 센서를 통한 호흡수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하드타입의 센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 다. 의류 제작은 남성 타이트 

T-shirt로 cotton 95%/span 5% 혼용 원단을 사용하

고 사이즈는 Table 1에, 모니터링 셔츠의 구조는 Fig. 

2에 나타내었다.

3.2. 디바이스 작동 과정과 하드웨어 랜 

측정 항목은 호흡수, 호흡기류, 산소포화도이며, 이

를 해 섬유센서, 호흡기류 센서, 산소포화도 센서를 

연결하 다. MCU와 원모듈은 상단에 배치하 으

며, 극부는 MCU  원모듈의 하단의 죄우측에 

치하 고 산소포화도 센서와 호흡기류 센서는 연결

을 해 4핀 커넥터를 이용하여 배치하 다. 호흡수 

측정용 텍스타일 센서는 커넥터를 MCU  원모듈

의 하단 앙에 배치하 다. 그 외 력을 공 하는 

배터리는 Li-Po Battery를 사용하 고 착용감  이물

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소형 디바이스 제작  경량화 

소재를 사용하 으며 데이터를 송하는 USB로 구성

된다. 작동 과정은 Fig. 3과 같다. 각 모듈의 사양과 세

부 모델은 Table 2에 보여진다.

Shoulder width Chest circumference Sleeve length Shirt length Wrist circumference

43.5cm 84cm 67cm 83cm 27cm

Table 1. T-shits size

Fig. 2. Sleep Apnea Monitoring Smart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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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vice operation process 

Part Model name Specification

MCU nRF52832 Including bluetooth 

Respiratory flow 
sensor

MPL3115A2 Barometric sensor

Oxygen saturation 
sensor

MAX30105 PPG sensor

Battery BVT 301022
3.7V 45mAh, 

Including PCM 

Table 2. Model name and specification of parts used

3.3. 호흡수 측정용 텍스타일 센서 디바이스 구조  

시스템

호흡수 측정을 하여 티셔츠 내부에 스트 치센서 

 압력 센서섬유를 사용하 으며, 도성 스트 치 

센서의 제작은 스트 치 원단에 CNT 입자를 3WT% 

(weight percent) MEK solvent에 녹여 분산시킨 용액

에 다음의 조건으로 함침하 다. 함침 조건은 음  

장비의 사용 유무, 스터링 6시간, 건조온도 100도, 함

침 횟수 3회 혹은 4회로 진행하 다. Table 3에 함침 조

건을 나타내었다. 이후, gauge factor 테스트는 tension 

측정과 동시에 멀티미터를 통한 도성 측정이 동시

에 가능한, 인장하면서 항 변화값을 데이터로 얻을 

수 있는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실험 시 모든 샘 을 지길이 30mm를 기 으

로 8mm 인장 후 다시 원래 치로 돌아와 8mm 밴딩

하는 조건으로 진행하 다. Table 4에 그 테스트 조건

을 나타내었다. 

Sample
Ultrasonic 

waves
(minuit)

Stirring
(hour)

Drying 
temperature

(℃)

Impregnation
number 
of times 

1 0 6 100 3

2 0 6 100 4

3 60 6 100 4

4 60 6 100 3

Table 3. Sinking condition

Sample 
size

Initial
position 

Tension
Post 

tension  
position

Bending
Post 

bending 
position

10cm × 
10cm

30mm 8mm 38mm 8mm 22mm

Table 4. Gauge factor test condition 

게이지 팩터는 센서의 민감도에 한 수치로서, 인

장시 변화하는 기 길이 비 변화와 기 항 비 

변화한 값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센서의 항 변화값 

측정을 통한 gauge factor를 계산하는데, 계산식은 다

음과 같다.

gauge factor(GF) = 

∆






(∆: 길이 변형 후 센서의 항 변화, : 길이 변형 의 

항,  : 센서의 변형 후 길이 : 센서의 변형  길이)

Fig. 4에는 텍스타일 센서의 크기  극부 설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 텍스타일 센서와 디바이스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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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

t - s h i r t s 

center

electrode

t-shirts center

t-shirts center

t-shirts center

Fig. 4. Textile sensor design and connection between textile sensor and device

front

back

Fig. 5. Device appliance design and PCB

연결을 보여주고 있다. 검은색 부분의 센서부와 회색 

부분이 극부로 나뉘어지며, 호흡에 의해 변화된 길

이만큼의 항 값을 디바이스가 감지하여 호흡수를 

측정하게 된다. 

3.4. 호흡기류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 

호흡기류(airflow) 측정은 호흡 유량 정도를 통한 호

흡기류 분석을 하 고 산소포화도는 측정 센서를 손

목부분에 결합한 형태로 티셔츠에 결합하여 제작하

다. 산소포화도 센서는 외선과 색 가시 선을 이

용하여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

3.5. 센서 디바이스 구조  시스템 

호흡수 측정, 호흡기류 측정, 산소포화도 측정  정

보 취합  달 가능한 PCB 설계  소형 디바이스와 

소형 배터리 활용으로 작동시간 연장을 한 력 

설계를 진행하 다. 생체정보 취합 소형 IoT 디바이스

는 마그네틱 체결방식을 사용하여, 호흡수, 산소포화

도, 호흡유량 데이터 취합  블루투스를 이용한 정보 

송신을 가능하게 하 다. 기구 설계  스마트 의류와

의 체결을 해 support plate를 티셔츠 쪽에 배치하

으며, 극부와 커넥터가 티셔츠 바깥쪽으로 돌출되

어, 도성 소재의 사용으로 결합과 동시에 작동 가능

하 다. 디바이스 구조와 사진은 Fig.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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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세탁 후 사용 가능 여부 테스트

의류용 제품의 경우 세탁이 가능해야 하며, 도성 

재료로 구성된 제품 특성상, 세탁 내구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따라서 세탁 20회 이상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하여, 세탁 후 샘 의 항 변화  gauge factor 변

화 분석  세탁 내구성을 단하 다. 스트 치 센서

의 세탁조건은 KS K ISO 1A 규격을 수하여, 세탁

온도 40도, 세탁용액량 0.2L, 세제량 0.37%, 6mm 세

탁볼 10개, 세탁 시간 45분으로 세 하 고 세탁 후, 

상온에 건조하 다. 건조 후 인장- 항 변화를 분석하

여 세탁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여 gauge factor 값의 

변화를 확인하 다. 한 센서 부 의 변퇴색의 세탁 

견뢰도를 확인하기 하여 센서를 부착한 원단 상태

를 KS K ISO 105-C06시험을 진행하여 세탁에 한 

내구성을 확인하 다. 

3.7. 섬유센서, 호흡기량, 산소포화도 측정 

본 연구에서 개발한 스마트 수면무호흡복을 착용하

고 섬유센서, 호흡기량,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기 하

여 25세-30세의 평균체형을 가진 4명의 남성 피험자

를 선정하 고 각 사이즈는 Table 5에 제시하 다. 착

용시 수면무호흡복은 피험자들의 가슴부분  체

으로 붙는 형태로, 섬유센서가 착되는 형태 으며, 

허리부분은 약간의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Subject
Age

(years)
Height
(cm)

Chest
circumstance

(cm)

Waist
circumstance 

(cm)

1 26 174 84 82

2 29 172 85 83

3 27 178 87 85

4 30 173 82 79

Table 5. Measured data of subjects

피험자는 조용한 실험실의 간이침 에 워 30분간 

휴식한 상태에서 실험에 참여하 다. 호흡기 유량 테

스트 조건은 3회 숨을 크게 내쉴 때 호흡유량을 측정

하 는데, 이는 수면무호흡 에는 10  이상 무호흡

을 하다가 한 번에 몰아서 크게 호흡하는 경우가 있어

서, 이 때 호흡유량 체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기 한 것이다. 산소포화도 측정은 산소포화

도 측정 후, 숨을 참으며 변화하는 산소포화도 값을 

측정하 고 이는, 호흡이 없을 때, 산소포화도가 떨어

지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최소로 측정 가능한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인지 악하기 한 것이다. 

4. 연구결과

4.1. 수면무호흡복 제작 

4.1.1. 티셔츠에 텍스타일 센서 부착

호흡을 측정할 센서의 부착 치는 호흡시 부피 변

화가 측정 가능한 치로 목둘  심에서 수직으로 

7cm 떨어진 지 으로 지정하 고, 함침한 센서는 이

 커 한 후, 지정한 치에 열부착하 다. 의류 안쪽

의 티셔츠 앙 부에 아래 그림과 같이 호흡수 측정용 

ㄷ자 모양 스트 치 센서를 부착하 다. 의류와 디바

이스의 체결을 한 서포터  볼트 트 구조의 조립 

구조는 Fig. 6과 같다. 네오디뮴 마그네틱으로 의류와 

디바이스를 결합하고 데이터 송을 일체화하 다. 

4.1.2. 티셔츠에 호흡 유량 센서, 산소포화도 센서 부착 

사용한 호흡 유량 측정기는 Fig. 7과 같이 산소투여

용 튜 카테터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에 연결하 고, 

산소포화도 센서를 티셔츠의 손목 부 에 부착하여 

제작하 다. 최종 완성된 티셔츠는 Fig. 8과 같다.

Fig. 6. Inner clothing sensor part (left,center) and outer clothing device joi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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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ube cartes for respiratory flow measurement

Fig. 8. Clothing for sleep apnea monitoring
(Left: t-shirts, Right: Oxygen saturation wrist part)

4.2. 섬유센서, 호흡기량,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

4.2.1. 호흡수 측정용 섬유센서 성능 

측정 결과 4번 sample에서 gauge faotor 20.3을 확

인하 고 센서의 민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4번 sample의 제조 컨디션 그 로 센서 제작을 진

행하 고. Fig. 9에는 측정한 센서들의 guage factor 

값을 나타내었다. Vu & Kim(2018)의 연구에서 스트

치 센서의 guage factor 값이 4.1-8.5 정도를 나타내

었으며. 이는 센서로서 민감한 수 으로 스트 치 센

서로서의 용에 합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본 

실험의 센서의 결과가 매우 민감한 센서임을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스트 치 센서로 합한 센서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2.2. 호흡기 유량 측정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 

호흡기 유량 테스트 조건은 3회 숨을 크게 내쉴 때 

호흡유량을 측정하 고, Fig. 10에서와 같이 최  호

흡유량은 2048ml을 나타내고 있다. 산소포화도 측정

은 산소포화도 측정 후, 숨을 참으며 변화하는 산소포

화도 값을 측정하 고 산소포화도 최소값이 69.45%

로, 최소 측정 가능 산소포화도 70%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6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값을 나

타내고 있다. 성인 평균 1회 호흡량이 300-1200ml임

을 감안할 때, 최  호흡유량 2000ml 이상의 측정값

과 최소 측정 산소포화도값이 70% 이상이므로 일반

으로 사용 가능한 범 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Fig. 10. Respiratory flow rate measurement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length(mm)  length(mm)

 length(mm)  length(mm)

Fig. 9. Measuring sensor gauge factor using a universal tes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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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Heart Rate SPO2 Heart Rate SPO2 Heart Rate SPO2
60 99.87 60 99.94 62 99.9
60 98.86 57 98.93 62 98.6
60 97.85 75 97.92 60 97.58
62 96.84 75 96.91 57 96.56
60 95.83 75 95.9 55 95.54
60 94.82 68 94.89 55 94.52
57 93.81 68 93.88 57 93.5
57 92.8 68 92.87 57 92.48
55 91.79 75 91.86 57 91.46
57 90.78 75 90.85 57 90.44
57 89.77 75 89.84 57 89.42
57 88.76 75 88.83 57 88.4
57 87.75 75 87.82 57 87.38
57 86.74 78 86.81 60 86.36
57 85.73 75 85.8 60 85.34
57 84.72 75 84.79 60 84.32
57 83.71 75 83.78 60 83.3
60 82.7 75 82.77 57 82.28
57 81.69 75 81.76 57 81.26
57 80.68 78 80.75 60 80.24
57 79.67 83 79.74 60 79.22
57 78.66 83 78.73 60 78.2
57 77.65 78 77.72 57 77.18
57 76.64 78 76.71 57 76.16
57 75.63 78 75.7 57 75.14
55 74.62 78 74.69 57 74.12
57 73.61 78 73.68 57 73.1
57 72.6 78 71.1 60 71.03
57 71.59 78 70.05 60 70.48
57 70.58 78 69.45 60 70.13

Table 6. Oxygen saturation measurement results

Conductive ink 
impregnation 

number of times
2 3 6

GF  11.856  20.303  12.465

Washing 10 times, GF   9.487  18.901   8.855

Washing 20 times, GF   8.190  17.908   5.628

Table 7. Change of resistance after washing

4.3. 세탁 후 사용 가능 여부 테스트 결과

텍스타일 센서를 10회, 20회 세탁 후 인장에 따른 

센서 성능 평가 결과는 체 으로 gauge factor 가 다

소 떨어진 것은 확인하 지만, 함침횟수 3회의 센서에

서 gauge factor 18 수 의 값으로 측정 정확도에는 큰 

향이 없음을 확인하여, 세탁 후에도 센서를 사용 가

능하다고 사료된다. Table 7에 세탁 후, gauge factor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한 세탁견뢰도 KS K ISO 

105-C06 시험에 따른 견뢰도 테스트에서 변퇴색, 오

염에서 4-5 등 으로 나타나 센서의 성능은 세탁 후에

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논의
 

본 연구에서는 수면무호흡증이 다양한 합병증을 유

발하고, 표 화된 수면다원검사의 비용이 고가이며 측

정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기존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확한 검사를 해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검

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 다. 번거로운 검사 

장비의 부착으로 평소 로 잠들지 못하거나 착도구

의 불편함 등 피부 알 르기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 치 섬유센서를 이용한 무구속 상태의 웨어

러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복과 일체화된 디

자인으로 제품화하여 그 유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성인 남성용 롱 슬리  티셔츠를 제작하여 착용형 

수면무호흡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를 개발하 고, 수

면무호흡 진단 지표  섬유형 센서를 기반으로 측정

하는 호흡수(breathing rate) 측정용 섬유센서 성능, 산

소포화도(oxygen saturation), 호흡기류(airflow)를 실시

간 측정하 다. 수면무호흡 모니터링 스마트 의류는 

기존 EMG 방식의 센서 타입이 아닌 MMG 방식의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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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센서를 통한 호흡수 측정방법을 활용하고 섬

유형 센서를 용하여 가정용으로도 개발해 볼 수 있

다고 사료된다.

도성 스트 치 센서의 제작은 스트 치 원단에 

CNT 입자를 3WT%(weight percent)로 MEK solvent에 

녹여 분산시킨 용액에 다음의 조건으로 함침하 다. 

함침 조건은 음  장비의 사용 유무, 스터링 6시간, 

건조온도 100도, 함침 횟수 3회 혹은 4회로 진행하

다. 이후, gauge factor 테스트는 tension 측정과 동시

에 멀티미터를 통한 항 변화값을 측정하 다. 실험 

시 모든 샘 을 지길이 30mm를 기 으로 8mm 인

장 후 다시 원래 치로 돌아와 8mm 밴딩하는 조건

으로 진행하 다. 의류 안쪽 심 부에는 호흡수 측정

용 ㄷ자 모양 스트 치 센서를 부착하 다. 최 의 조

합비 샘  4가지를 통한 gauge factor를 측정한 결과, 

4번 sample에서 gauge factor 20.3을 확인하 고 4번 

sample의 제조 컨디션 로 센서 제작을 진행하 다. 

호흡유량은 3회 숨을 크게 내쉴 때 측정하 고 최  

호흡유량은 2048ml 다. 산소포화도 측정 후, 숨을 참

으며 변화하는 산소포화도 값을 측정하 으며, 산소

포화도 69.45%로 최소 측정 가능한 산소포화도 약 

70%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세탁조건은 KS K 

ISO 1A 규격에 수하여, 센서를 10회, 20회 세탁 후 

인장에 따른 센서 성능 평가 결과는 체 으로 gauge 

factor 18 수 의 값으로 측정 정확도에는 큰 향이 

없음을 확인하 고, 세탁견뢰도 테스트 결과, 세탁에 

한 내구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수면효율이 

떨어지고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는 문제에 해, 가정

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착용형 수면무호흡 모니터

링 스마트 의류를 개발하여 호흡수측정용 섬유센서, 

호흡유량, 산소포화도의 3가지 지표를 측정 가능함을 

확인하 다. 고령화 사회에 어들면서 다양한 합병

증을 방하는 차원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실시간 데

이터를 서버나 클라우드에 장하여 주변의 가족들이

나 의료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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