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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 및 이를 포함한 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되는 의복의 내측에

각종 생체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전도성이 좋은 건성전극으로 구현된 측정전극을 포함하는 생체신호 검출모듈을 착탈가능

하게 설치하고, 사용자의 피부에 측정전극이 안정적으로 접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장시간 착용할 수 있으며,

상기 측정전극으로부터 검출된 각종 생체신호를 무선으로 외부장치에 전송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간

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 생체신호 검출모듈, 건성전극, 측정전극수용체, 탄성부재, 생체신호 처리모듈, 제어부, 무선통

신부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전체적인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의 정면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3은 도 2의 A-A'단면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의 배면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의 정면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6은 도 5의 B-B'단면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의 배면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처리모듈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블록구성도이다.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 의복, 150 : 암 벨크로,

200,200' : 생체신호 검출모듈, 210,210' : 측정전극수용체,

211,211' : 공간부, 212,212' : 공간형성부재,

212a,212a' : 고정선, 213,213' : 관통홀,

214,214' : 수 벨크로, 215,215' : 개폐부,

220,220' : 측정전극, 230 : 탄성부재,

240,240' : 지지받침부재, 250,250' :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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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60' : 쿠션부재, 300 : 생체신호 처리모듈,

310 : 증폭부, 320 : 필터부,

330 : 디스플레이부, 340 : 메모리부,

350 : 무선통신부, 360 : 제어부,

400 : 외부장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되는 의복의 내측에 위치하며 생체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전도성이 좋은 건성전극으로 구현된 측정전극을 포함하는 생체신호 검출모듈을 착탈가능하게 설치하고, 상

기 측정전극으로부터 검출된 생체신호를 무선으로 외부장치에 전송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 및 이를 포함한 측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체의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피부에 일회용 전극(disposable electrode)을 부착하게 된

다. 이러한 일회용 전극은 통상의 수성 전극(wet electrode)으로서, 금속 전극에 전도성 젤(conductive gel)을 입혀 피부

와의 임피던스(impedance)를 줄이고 생체에서 흐르는 이온전류를 전자전류로 바꾸는 것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상기 전도성 젤은 많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와 문제를 일으켜 피부를 빨갛게 상기시키거나 따끔거리는 통증을 유

발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장시간(예컨대, 약 2시간 이상)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생체신호 측정장치에서는 상기 일

회용 전극을 사용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종래의 일회용 전극은 피부에 잘 부착되도록 금속 전극에 접착성분이 있는 포말 패드(foam pad)가 붙어

있지만, 피부에 장시간 붙일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한편, 가만히 안정된 자세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피부와 전극이 접촉만 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움

직임이 있는 경우, 즉 움직이면서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피부와 전극 사이의 접촉이 견고해야만 잡음이 덜 혼입된

생체신호를 얻을 수 있다. 즉, 움직임으로 피부와 전극 사이가 떨어지게 되면, 생체신호 측정장치에 들어가는 신호는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되는 의복의 내측에

생체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전도성이 좋은 건성전극으로 구현된 측정전극을 포함하는 생체신호 검출모듈을 착탈가능하게

설치하고, 상기 측정전극으로부터 검출된 생체신호를 무선으로 외부장치에 전송함으로써, 사용자의 피부에 측정전극이 안

정적으로 접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장시간 착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간편하게 모니

터링할 수 있도록 한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은,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되도록 신축성을 갖는 의복; 상기 의복의 내측

에 착탈가능하게 설치되고,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피부에 밀착되도록 구비된 소정의 측정전극을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생체신호 검출수단; 및 상기 측정전극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측정전극으로부터 검출된 생체검출신호

를 제공받아 디지털 생체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변환된 디지털 생체신호를 연산하여 생체정보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생

체신호 처리수단을 포함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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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생체신호 측정수단은, 상기 측정전극으로부터 출력된 각종 생체검출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증폭부; 상기 증폭

부를 통해 증폭된 신호 중에서 각종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하는 생체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필터부; 및 상기 필터부로부터

출력된 생체신호를 제공받아 디지털 생체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변환된 디지털 생체신호를 연산하여 각종 생체정보데이

터를 획득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생체신호 처리수단은, 상기 측정전극으로부터 출력된 생체검출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증폭부; 상기 증

폭부를 통해 증폭된 신호 중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하는 생체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필터부; 및 상기 필터부로부터 출력

된 생체신호를 제공받아 디지털 생체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변환된 디지털 생체신호를 연산하여 생체정보데이터를 획득

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실시예는 본 발명의 권리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예시로 제시된 것이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설명하기 위한 전체적인 구성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의복(100)과, 의복(100)의 내측에 착탈가능하게 설치되어 사용자의 각종 생체신호 예컨대, 심전도

(Electrocardiogram, ECG), 피부전기반응(Electrodermal Activity, EDA), 체지방 및 호흡 등을 검출하기 위한 생체신호

검출모듈(200)과, 의복(100)의 적소에 설치되어 생체신호 검출모듈(200)로부터 검출된 생체검출신호를 제공받아 생체정

보데이터로 연산한 후, 이를 무선으로 외부장치(400)에 전송하기 위한 생체신호 처리모듈(30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의복(100)은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되도록 고탄력의 신축성을 갖는 상의로 구현되며, 그 내측 적소 즉,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적당한 위치에 생체신호 검출모듈(200)의 수 벨크로(214, 도 3참조)와 맞물려 착탈되도록 적어도 하나의

암 벨크로(150)가 형성되어 있다.

생체신호 처리모듈(300)은 의복(100)의 내측 또는 외측에 형성된 주머니(미도시)에 삽입되어 장착됨이 바람직하지만, 이

에 국한하지 않으며, 의복(100)의 내측에 벨크로(Velcro)를 부착하여 단단히 고정시킬 수도 있다.

외부장치(400)는 생체신호 처리모듈(300)로부터 출력된 생체정보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장치

로서, 통상의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이동통신 단말기(Mobile Phone) 및 개인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s, PDA) 등으로 구현됨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외부장치(400)를 개인정보 단말기(PDA)로 구현할 경우, Gmate사의 YOPY3700 모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Intel StrongARM SA-1110 32-bit RISC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동작되며, 운영체계는 ARM Linux(LinupyTM)를 사

용한다. 또한, CDMA2000 1x를 지원하는 폰모듈이 부착되어 있고, 무선 랜카드를 CF 슬롯에 삽입하여 AP(Acess Point)

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Hot Spot)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단말기(PDA)는 생체신호 처리모듈(300)과의 무선통신을 위하여 Sysonchip사의 Bluetooth CF 카

드를 사용할 수 있고, 오픈 소스(Open source) 기반의 Bluez 스택을 포팅(Porting)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접속화

면은 리눅스(Linux) 버전 2.4 OS 기반의 GTX 버전 1.2로 구축할 수 있다.

한편, 외부장치(400)로 이용되는 개인정보 단말기(PDA)에서는 생체신호 처리모듈(300)로부터 전송되는 생체정보데이터

를 저장하고, 임의로 선택한 하나의 채널의 생체정보데이터 예컨대, 심전도를 표시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의 정면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3은 도 2의 A-A'단면도이

며,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의 배면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도 2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200)은 측정전극수용체(210), 측정전

극(220), 탄성부재(230), 지지받침부재(240), 전선(250) 및 쿠션부재(2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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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측정전극수용체(210)는 부드러운 섬유재질의 주머니(pouch) 형상으로 전체적인 몸체를 이루며, 그 내부에는 일

측이 개방된 소정의 공간부(211)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부(211)는 측정전극수용체(210)와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

진 공간형성부재(212)를 측정전극수용체(210)의 내부에 위치시킨 후, 정면 및 배면에 마련된 고정선(212a)을 따라 재봉

하여 형성된다.

또한, 측정전극수용체(210)의 일측면 즉, 정면에는 측정전극(220)의 일부분이 노출되도록 소정의 관통홀(213)이 형성되

어 있으며, 그 타측면 즉, 배면에는 의복(100)의 암 벨크로(150)와 맞물려 착탈되도록 수 벨크로(214)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공간부(211)의 개방부분에는 측정전극(220)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선(250)을 고정시킴과 아울러 개폐가 용이하도

록 예컨대, 암수형태로 이루어진 벨크로 테입(Velcro Tape)의 개폐부(215)가 형성되어 있다.

측정전극(220)은 공간부(211)의 개방부분을 통해 내측으로 삽입되고, 사용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되어 생체신호를 검출하

기 위한 것으로, 전도성이 좋은 금속(예컨대, 금, 백금 및 Ag/AgCl 등)으로 형성된 건성전극(dry electrode)으로 구현됨이

바람직하다.

탄성부재(230)는 공간부(211)의 내측 즉, 측정전극(220)의 하부측에 구비되어 측정전극(220)이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되

도록 측정전극(220)을 받쳐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탄성부재(230)는 소정의 탄성복원력을 갖는 나선형 스프링

(helical spring)으로 구현됨이 바람직하다.

즉, 탄성부재(230)로써 나선형 스프링을 이용하면, 외부의 압력을 받아 스프링이 압축되어도 스프링 사이가 나선형으로

서로 닿지 않아 임피던스(impedance)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왜곡 없이 생체신호를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그리고, 탄성부재(230)의 일단은 측정전극(220)의 배면에, 그 타단은 지지받침부재(240)의 정면에 각각 고정 설치됨이 바

람직하다.

지지받침부재(240)는 측정전극(220) 및 탄성부재(230)의 하부측에 설치되어 측정전극(220)으로부터 탄성부재(230)를

통해 입력되는 압력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벼운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재로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전선(250)은 측정전극(220)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측정전극(220)을 통해 검출된 생체검출신호를 생체신호 처리모듈

(300)로 전송하기 위한 것으로, 지지받침부재(240)에 연결되어 공간부(211)의 개방부분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게 된다.

쿠션부재(260)는 측정전극수용체(210)의 전체적인 탄력을 유지시켜줌과 아울러 피부와의 밀착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간부(211)의 외측 전체를 감싸도록 측정전극수용체(210)에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쿠션부재(260)는 솜 및 스폰

지 등의 신축성을 갖는 섬유재질로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의 정면을 나타낸 사시도이고, 도 6은 도 5의 B-B'단면도

이며, 도 7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의 배면을 나타낸 사시도이다.

참고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적용된 생체신호 검출모듈(200')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서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200)과 동일한 구성 예컨대, 측정전극(200'), 개폐부(215') 및 전선(250') 등에 대한 설명은 생

략하기로 한다.

도 5 내지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200')은 측정전극수용체(210'), 측정

전극(220'), 지지받침부재(240'), 전선(250') 및 쿠션부재(2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측정전극수용체(210')는 부드러운 섬유재질의 주머니 형상으로 전체적인 몸체를 이루며, 그 내부에는 일측이 개방

된 소정의 공간부(211')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간부(211')는 측정전극수용체(210')와 동일한 재질로 이루어진 공간형

성부재(212')를 측정전극수용체(210')의 내부에 위치시킨 후, 정면에 마련된 고정선(212a')을 따라 재봉하여 형성된다.

또한, 측정전극수용체(210')의 일측면 즉, 정면에는 측정전극(220')의 일부분이 노출되도록 소정의 관통홀(213')이 형성되

어 있으며, 그 타측면 즉, 배면에는 의복(100)의 암 벨크로(150)와 맞물려 착탈되도록 수 벨크로(214')가 형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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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받침부재(240')는 측정전극(220')의 하부측에 설치되어 측정전극(220')을 통해 입력되는 압력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

로, 가벼운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재로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쿠션부재(260')는 측정전극수용체(210')의 전체적인 탄력을 유지시켜줌과 아울러 피부와의 밀착을 더욱 향상시켜주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200)의 탄성부재(230)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공간부(211')의 외측

전체를 감싸도록 측정전극수용체(210')에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쿠션부재(260')는 솜 및 스폰지 등의 신축성을 갖는 섬유

재질로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앞서 설명한 일 실시예 또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모듈로 예컨대, 사용자의 심전도(ECG)를 측정하기 위해서

는 복수개의 측정전극이 필요한 바, 6개의 측정전극이 각각 오른쪽과 왼쪽의 가슴부분과 어깨의 경계부분에 RA(Right

Arm), LA(Left Arm), 위에서 4번째와 5번째 왼쪽 갈비뼈 부분의 V1, 5번째와 6번째 오른쪽 갈비뼈 사이의 V6, 배꼽 죄

우측의 RA와 LA의 세로축과 만나는 지점에 접지(Ground)와 LL(Left Leg)에 위치되도록 하여 측정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6개의 측정전극을 통해 얻어진 생체신호는 행렬 변환(matrix conversion)을 통해서 12 리드(lead) 신호로 변환되

어 심전도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호흡은 임피던스 방법을 사용하여 심전도 측정전극의 RA와 V6의 위치

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 또는 다른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모듈에서 측정전극을 제외한 구성들은 일회용으로 제작

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처리모듈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블록구성도이다.

도 8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처리모듈(300)은 증폭부(310), 필터부(320), 디스플레이부

(330), 메모리부(340), 무선통신부(350) 및 제어부(36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여기서, 증폭부(310)는 측정전극(220,220')으로부터 출력된 미세한 생체검출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필터부(320)는 증폭부(310)를 통해 증폭된 신호 중에서 노이즈(Noise)를 제거하여 원하는 생체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노이즈 제거는 기존의 노치 필터, 밴드 패스 필터로 전력선에 의한 60㎐ 노이즈와 움직임에 의한 노이즈를 제거

하는 것을 포함한다.

디스플레이부(330)는 제어부(360)에 의해 획득된 생체정보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메모리부(340)는 제어부(360)에 의해 획득된 생체정보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무선통신부(350)는 제어부(360)의 동작에 따라 상기 생체정보데이터를 무선으로 외부장치(400)에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이러한 무선통신부(350)는 구체적으로 CSR사의 BlueCore2를 장착한 Hitachi Maxell Bluetooth 모듈로 구현됨이

바람직하다.

제어부(360)는 필터부(320)로부터 출력된 생체신호를 제공받아 통상의 A/D변환기(미도시)에 의해 디지털 생체신호로 변

환한 후, 상기 변환된 디지털 생체신호를 연산하여 생체정보데이터를 획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디지털 생체신호를 연산

하여 생체정보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은 기존의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과 같이 디지털 생체신호의 특징값을 미분연산, 평균

연산, 극대치 검출을 통하여 획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생체신호 처리모듈(300)은 사용자의 생체정보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외부장치(400)에 무선 전송할 수 있으며, 상

기 외부장치(400)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생체신호 감시센터(미도시)로 전송하여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생체신호 처리모듈(300)은 이벤트(event) 버튼을 구비하여 사용자가 응급한 상황일 경우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사

용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이를 전송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며,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의사가 요구하는 시간에 생체신호가 측정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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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체신호 처리모듈(300)은 측정전극(220,220')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생체신호뿐만 아니라 인체에 장착이 가

능한 체온, 혈압 및 산소포화도 등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장치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하

기 위한 가속도 측정센서 예컨대, 2축의 가속도 센서인 ADXL250(Analog device), KXG30-L20(Kionix) 및 ADXL202

(Analog device) 등을 내장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 사용자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온도센서 예컨대, 상온(+25℃)에서 ±0.2℃의 정밀도(accuracy)를

갖는 LM35CAZ(National Semiconductor)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겨드랑이 부분에 위치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생체신호 처리모듈(300)은 휴대폰 기능이 있는 개인정보 단말기(PDA)와 블루투스 또는 무선랜으로 연결하여 생체

정보데이터를 직접 의료기관의 생체신호 감시센터로 전송할 수 있으며, 무선 통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메모리부(340)에

저장하였다가 차후에 무선통신부(350)를 통하여 전송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는,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되는 의복의 내측에 생체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전도성

이 좋은 건성전극으로 구현된 측정전극을 포함하는 생체신호 검출모듈을 착탈가능하게 설치하고, 측정전극으로부터 검출

된 생체신호를 무선으로 외부장치에 전송함으로써, 사용자의 피부에 측정전극이 안정적으로 접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장시간 착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른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 및 이를 포함한 측정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지

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한 도면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또한 본 발명에 속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하면, 첫째,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되는 의복의 내측에 생체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측정전극을 포함하는 생체신호 검출모듈을 착탈가능하게 설치하고, 측정전극으로부터 검출된 생체신호를 무선으로 외부

장치에 전송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신축성을 갖는 의복의 내측에 생체신호 검출모듈의 수 벨크로가 착탈되도록 부드러운 암 벨크로를 형성함으로써, 사

용자의 피부에 측정전극이 안정적으로 접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장시간 착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체형에

따라 정확한 생체신호 측정위치에 생체신호 검출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생체신호 검출모듈의 측정전극을 전도성이 좋은 금속으로 형성된 건성전극으로 사용함으로써, 장시간 착용하여 생

체신호를 측정하여도 사용자의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넷째, 측정전극수용체의 공간부에 내장된 측정전극의 하부측에 소정의 탄성복원력을 갖는 탄성부재 즉, 나선형 스프링 또

는 쿠션부재를 구비함으로써, 사용자의 피부와 측정전극의 밀착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 없이

생체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섯째, 측정전극수용체의 공간부 외측 전체를 감싸도록 소정의 탄성복원력을 갖는 쿠션부재를 측정전극수용체에 내장함

으로써, 측정전극수용체의 전체적인 탄력을 유지시켜줌과 아울러 피부와의 밀착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여섯째, 섬유재질로 형성된 의복과 측정전극 검출모듈의 측정전극수용체를 따로 분리하여 세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

시간 착용으로 인한 이물질을 간편하게 제거하여 청결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되도록 신축성을 갖는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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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의복의 내측에 착탈가능하게 설치되고, 그 내부에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피부에 밀착되도록 구비된 측

정전극을 수용하기 위해 일측이 개폐되도록 공간부가 형성되고, 일측면이 상기 측정전극의 일부분이 노출되도록 관통홀이

형성됨과 아울러 타측면이 상기 의복의 내측에 착탈되며, 섬유재질로써 전체적인 몸체를 이루는 측정전극수용체와, 상기

측정전극수용체의 공간부에 내장되고, 상기 측정전극을 지지하기 위해 상기 측정전극의 하부측에 설치되는 지지받침부재

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생체신호 검출수단; 및

상기 측정전극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상기 측정전극으로부터 검출된 생체검출신호를 제공받아 디지털 생체신호로 변환

한 후, 상기 변환된 디지털 생체신호를 연산하여 생체정보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생체신호 처리수단을 포함하여 이루어

진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전극은 금, 백금 또는 Ag/AgCl 중 어느 하나의 금속으로 형성된 건성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전극 수용체의 일측면에 상기 의복의 내측 영역에 형성된 암 벨크로와 맞물려 착탈되도록 수

벨크로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전극과 상기 지지받침부재의 사이에 상기 측정전극이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되도록 탄성복원력

을 갖는 탄성부재가 더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부재는 나선형 스프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전극 수용체에 내장되어 전체적인 탄력을 유지시켜줌과 아울러 피부와의 밀착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기 공간부의 외측 전체를 감싸도록 구비된 쿠션부재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부재는 탄성복원력을 갖으며, 섬유재질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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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신호 처리수단은,

상기 측정전극으로부터 출력된 생체검출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증폭부;

상기 증폭부를 통해 증폭된 신호 중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하는 생체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필터부; 및

상기 필터부로부터 출력된 생체신호를 제공받아 디지털 생체신호로 변환한 후, 상기 변환된 디지털 생체신호를 연산하여

생체정보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제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

청구항 11.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의 동작에 따라 상기 연산된 생체정보데이터를 무선으로 상기 외부장치에 전송하기 위한 무

선통신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

청구항 12.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에 의해 획득된 생체정보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디스플레

이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

청구항 13.

제 10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에 의해 획득된 생체정보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부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측정장치.

청구항 14.

사용자의 생체신호를 검출하기 위해 피부에 밀착되도록 구비된 측정전극;

그 내부에 상기 측정전극을 수용하기 위해 일측이 개폐되도록 공간부가 형성되고, 일측면이 상기 측정전극의 일부분이 노

출되도록 관통홀이 형성됨과 아울러 타측면이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되도록 신축성을 갖는 의복의 내측에 착탈되며, 섬유

재질로써 전체적인 몸체를 이루는 측정전극수용체; 및

상기 측정전극수용체의 공간부에 내장되고, 상기 측정전극을 지지하기 위해 상기 측정전극의 하부측에 설치되는 지지받침

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

청구항 15.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전극 수용체의 일측면에 상기 의복의 내측 영역에 형성된 암 벨크로와 맞물려 착탈되도록 수

벨크로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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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전극과 상기 지지받침부재의 사이에 상기 측정전극이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되도록 탄성복원

력을 갖는 탄성부재가 더 포함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

청구항 17.

제 16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부재는 나선형 스프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

청구항 18.

제 14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전극 수용체에 내장되어 전체적인 탄력을 유지시켜줌과 아울러 피부와의 밀착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기 공간부의 외측 전체를 감싸도록 구비된 쿠션부재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부재는 탄성복원력을 갖으며, 섬유재질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

듈.

청구항 20.

제 19항에 있어서, 상기 쿠션부재는 소정의 탄성복원력을 갖으며, 섬유재질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착용형 생체신호

검출모듈.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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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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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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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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