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신호 센서 기반형 스마트 의류
Bio-signal sensor-based smart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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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활용분야

스마트 의류, 생체신호 측정

기술완성도(TRL)

TRL 4단계(실험단계, 핵심성능 평가단계)
의류에 구비된 센서를 통해 의류를 착용한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감지함으로써

기술요약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측정 가능하고, 센서와 신체에 밀착하여
측정함으로써 생체 정보 데이터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세미나 및 기술 자문, 기술 자료 제공, 기술 교육 ,

기술 이전 방법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참여, 특허 통상실시권 이전 등

사용자가 의류를 입는 것만으로 생체신호를 편리하게 측정하고자 했던 종래의 생체신호 센서 부착
의류는 ①센서가 사용자의 신체와 밀착되지 않고 이격되어 측정이 불완전하고, ②사용자가 의류를 입고
움직이면 센서가 이동 또는 변형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기술은 1)사용자의 신체와 생체신호 측정 센서를 밀착시키고 밀착 상태를 유지하여 측정 성능을
높일 수 있으며, 2)신호 측정 시 전극의 재질로 인해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하고, 3)사용자의 움직임으로
생기는 동작음을 저감시키며, 4)사용자의 움직임으로 인한 센서의 변형 또는 이동을 최소화하여
생체신호를 보다 정확하고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의류에 관한 것이다.

제10-1009541호 생체 신호 측정모듈용 센서 및 이의 제조방법, 생체신호 측정모듈용 센서를 부착한 의류
제10-1494865호 어레이형 유도용량성 생체신호 전극 및 이를 구비한 생체신호 검출키트
제10-1302600호 전도성 직물기반 유도용량성 생체신호 측정 센서
제10-1833119호

인체 동작 시의 형태 변형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의복 및 생체 신호 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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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술은, 의류에 구비되는 센서에 비신축성 소재와 신축성 소재를 함께 사용하여, 센서와 신체의
밀착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생체신호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 비신축성 소재가 신체와 접촉하고 그 위로 신축성 소재가 위치하며, 전극이 실리콘 수지의 상하에
위치한 비신축성 소재와 신축성 소재를 감싸면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0~30%의 신장률을 가지는 신축성 소재는 인체의 굴곡 또는 움직임에 따라 신장됨으로써 신체의
굴곡을 따라 굴신될 수 있다. 따라서, 생체 전극 센서는 사용자의 신체와 밀착을 유지할 수 있다.

제10-1494865호
직물
전극
전극 장착
직물지

불연속
공간

완충 부재

결합부
완충 부재

전극 장착
직물지

직물전극

결합부

밑면 직물지
완충 부재

완충
부재

불연속
공간

밑면 직물지

▶ 본 기술은 생체신호 전극이 생체신호를 측정함에 있어 의류 착용자의 움직임에 의한 영향(즉, 동작음)을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유도용량성 생체신호 직물전극이 장착된 직물과 사용자의 피부 사이를 완충부재를
통해 이격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격공간으로 사용자가 움직여도 전극부가 유동되지 않아 동잡음을
저감할 수 있다.
▶전도성 직물 기반 코일형 자계 센서는 유도용량(Inductance)변화를 통해 생체조직의 체적변화를 검출할
수 있는데, 이를 단일 또는 어레이 형태로 전극을 직물 위에 평면 혹은 입체 구조로 위치시킴으로써 보다
간단하고 간편하며 정확하게 생체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제10-1302600호
전도성 직물기반 유도용량성
생체신호 측정 센서

접촉방지부

▶ 인체를 비접촉 방식으로 감지하는 정전용량형 센서는 종래에
필름 재질로 형성되어, 전극 탈락이 쉽고 전극과 필름 사이의 틈에
열이 생겨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 본 기술은 정전용량형 센서가 중앙에 자속을 집속시킬 수 있도록
회오리 형태의 나선형 코일로 형성하고, 코일선 사이에 절연체인
접촉방지부를 구비하여 잡음을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센 서 는 신 체 움 직 임 을 통 해 유 도 용 량 (Inductance) 변 화 를
감지함으로써 생체조직의 체적변화 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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