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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 및 그 방법

요약

본 발명은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필름형 압박 센서가

구비된 손목 시계 형태의 운동량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운동 시 소비된 열량을 쉽고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는 사용자의 신체로부터 측정되는 맥박의 압력을

감지하는 필름형 압박 센서부와, 상기 측정된 맥박 압력을 기초로 분당 심박수 및 소비 열량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사용

자의 분당 심박수 및 소비 열량을 디스플레이하는 본체부와, 및 상기 필름형 압박 센서를 부착하고, 상기 본체부와 결합되

는 밴드부를 포함한다.

대표도

도 2a

색인어

필름형 압박 센서, 운동량 측정 장치, 분당 호흡수, 소비 열량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종래의 전극 센서를 이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는 운동량계의 구성도.

도 1b는 종래의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는 운동량계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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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에서 필름형 압박 센서와 밴드부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에서 밴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의 내부 블록도.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적응형 필터를 이용한 잡음 제거 방법을 나타낸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방법에서 잡음 신호를 제거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10 : 운동량 측정 장치

100 : 필름형 압박 센서부 200 : 몸체부

300 : 밴드부 210 : 잡음 처리부

220 : 계산부 230 : 저장부

240 : 디스플레이부 250 : MP3 모듈

260 : 블루투스 모듈 270 : 제어부

310, 320 : 제1 및 제2 밴드부

330 : 돌출부 340 : 전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필름형 압박 센서가

구비된 손목 시계 형태의 운동량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운동 시 소비된 열량을 쉽고 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1a는 종래의 전극 센서를 이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는 운동량계의 구성도이다. 여기서 운동량계란 사용자에 대한 정보

를 입력하고 나서 이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면 운동 시에 소비한 열량을 측정해 주는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전극 센서(Electric Sensor)에서 측정된 분당 심박수(Heart Rate: 이하 HR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량계는 전극 센서가 부착된 체스트 밴드(Chest Band)와 HR을 모니터링 하는 HR 모니터링 시계로 구성되어 있다.

가슴에 착용되는 체스트 밴드와 팔목에 착용되는 시계형 운동량계는 일반적으로 RF(Radio Frequency)를 사용하여 체스

트 밴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시계형의 운동량계로 전송한다.

그 다음, 전송된 측정 데이터를 기초로 운동량계에서 HR을 계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운동시 소모된 열량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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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을 이용하여 HR을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운동량을 체크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가슴에 체스트 밴드를 착용한

다. 여기서, 체스트 밴드에 부착된 2개의 전극 센서가 가슴의 양쪽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여 착용을 한다.

그 다음, 시계 형태의 운동량계의 측정 시작 버튼을 눌러 측정을 시작한다. 그러면, 체스트 밴드에 있는 2개의 전극 센서에

서 전위차를 측정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전위차를 측정하는 이유는 사람 심장의 규칙적인 운동은 몸 전위의 규칙적인 변

화를 일으키게 되므로 전위를 측정하면 심장의 운동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측정된 몸의 전위 변화를 RF를 이용하여 운동량계로 전송한다. 이에, 운동량계에서는 전송 받은 데이터를 바탕으

로하여 HR을 구한다.

그 다음, 구해진 HR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운동 시에 소모된 열량을 구한다. 여기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HR은 사

람이 운동 시 필요한 산소의 양과 선형 관계가 있고, 또한 필요한 산소의 양은 몸에서 산화되는 열량과 선형의 관계가 있으

므로, 이 관계를 이용하여 소모된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 정해진 일정 시간 간격마다 HR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동 시에 소모된 열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극을 이용하여 HR을 측정하는 방법은, 전극을 이용하여 HR을 계산하기 때문에 전극이 항상 사람의 피부에 닿

아 있어야 하므로 최대한 체스트 밴드를 가슴에 밀착 시켜야 한다. 이에, 사용자들은 체스트 밴드 착용 시 많은 압박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체스트 밴드 착용에 따른 압박감과 불편함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체스트 밴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문제점이 있

다. 또한, RF를 사용하여 전송을 하기 때문에 간섭에 취약하여 부정확한 데이터가 전송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 1b는 종래의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는 운동량계의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정한 부위에 부착하고 움직임을 센싱하여 운동 시 소모된 열량을 계산하

는 운동량계는 허리에 착용하는 페이져(Pager)형과 팔뚝에 착용하는 암밴드(Armband)형 등 2가지 형태가 있다.

여기서, 페이져형 및 암밴드형은 디바이스 안에 있는 가속도계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 양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운동시 소모된 열량을 계산한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운동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물리학적으로 에너지(사람이 소모한 열량)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므로 운동 시 움직임의 속도를 구하면 소모된 열량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속도를 이용하여 소모된 열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가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동 시 소모된 열량을 구하는 것이다.

먼저, 사용자가 운동량계를 정해진 위치(예를 들어, 페이져 형태는 허리, 암밴드 형태는 팔뚝)에 착용한다.

그 다음, 사용자가 운동량계를 착용한 후에 운동을 시작하여 몸을 움직이면, 고정된 위치에 부착된 운동량계의 3축 가속도

계 센서가 각각 X축, Y축, 및 Z축으로 움직이는 가속도를 측정한다. 그 다음, 측정된 가속도를 바탕으로하여 속도를 측정

하고, 측정된 속도를 바탕으로하여 운동 시 소모된 열량을 계산한다.

그러나, 가속도계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반드시 정해진 위치에 운동량계를 착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 가속도

센서를 정해진 위치에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 각 부위가 움직

이는 속도 및 범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착용을 하면 같은 운동을 한 후라도 소모된 열량이 다르게 표시되

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속도계 센서를 사용하는 운동량계들은 정해진 부착 위치에 운동량계를 부착하여 운동할 경우, 단위 시간당 소비

되는 열량을 실험을 통하여 얻은 후에 운동량계에 반영하여 열량을 계산한다.

이때, 운동량계를 부착하는 위치를 선정할 때도 손 또는 발과 같은 부분은 사람마다 움직임의 양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

에, 허리 또는 팔뚝과 같이 운동 시에도 비교적 움직임이 적은 위치를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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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속도계 센서를 부착시키는 위치가 사람들이 부착하고 운동하기에는 불편한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허리에 착용하는 페이져 형태의 경우에는 허리 띠와 같은 것이 있어야 운동량계가 잘 움직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에, 사용자는 운동 시에도 허리 띠 등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국공개특허 2002-080831(휴대용 맥진장치)은 박막 형상의 반도체 압력센서와 저주파의 맥박 신호만을 필터링하는 저

역 필터를 이용한 맥진장치를 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가압센서를 소형으로 만들어 이를 시계의 밴드에 부착하여 맥박을 측

정하는 장치로서, 본 발명과 같이필름형 압박 센서가 구비된 운동량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운동시 소비된 열량을 구하는

어떠한 방법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사용자가 운동 시에 필름형 압박 센서가 구비된 손목 시계 형태의 운동량계를 착용함으로써, 운동 시 소비된 열

량을 쉽고 편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사용자에게 신체적 부담 및 압박감을 주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분당 심박수 및 운동 시 소비한 열

량을 바로 측정 및 확인 할 수 있는 운동량계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목적들은 이상에서 언급한 목적들로 제한되지 않으며,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목적들은 아래의 기재로부터 당업

자에게 명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는 사용자의 신체로

부터 측정되는 맥박의 압력을 감지하는 필름형 압박 센서부와, 상기 측정된 맥박 압력을 기초로 분당 심박수 및 소비 열량

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사용자의 분당 심박수 및 소비 열량을 디스플레이하는 본체부와, 및 상기 필름형 압박 센서를 부

착하고, 상기 본체부와 결합되는 밴드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방법은, 사용자의 운동 시 감지되는 맥박의 압력을 측

정하는 단계와, 상기 측정된 맥박 압력에 대한 잡음 신호를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잡음 신호가 제거된 맥박 압력을 기초로

사용자의 분당 심박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계산된 분당 심박수를 기초로 사용자가 소비한 열량을 계산하는 단계와,

및 상기 계산된 소비 열량 및 분당 심박수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기타 실시예들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상세한 설명 및 도면들에 포함되어 있다.

본 발명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

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러나 본 발명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발명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발명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

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운

동량 측정 장치(10)의 상면도를 나타낸 도면이고,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운동량 측정 장치(10)의 측면도를 나타낸 도면

이다.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10)는 필름형 압박 센서(100), 몸체부(200), 및 밴

드부(300)로 구성된다.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는 사용자의 신체로부터 측정되는 맥박의 압력을 감지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손목에서 실시간으

로 맥박이 뛰면서 변하게 되는 압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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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부(200)는 사용자로부터 측정된 맥박의 압력을 기초로 분당 심박수(HR) 및 운동 시 소비된 열량을 계산하고, 계산된

HR 및 소비된 열량을 디스플레이 한다. 즉,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로부터 전달받은 박맥의 압력 값을 바탕으로 사용자

의 HR을 구하고, 구해진 HR을 기로초 운동 시 소비된 열량을 구한다.

또한, 본체부(200)는 사용자의 HR 측정 시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되는 잡음(noises)을 제거함으로써, 사용자가 운

동 시 소비한 열량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밴드부(300)는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를 부착하고, 본체부(200)를 결합한다. 여기서, 밴드부(300)는 소정의 탄성을 갖

으며, 본체부(200)의 측면과 일단이 결합되는 제1 밴드부와, 제1 밴드부의 타단과 결합되며,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를

보호하는 제2 밴드부로 구성된다.

제1 밴드부는 본체부(200)와 결합되는 부분으로, 사용자의 손목 크기에 따라 늘어나도록 탄성을 가진 탄력 밴드이며, 제2

밴드부는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 필름형 압박 센서(100)를 보호하기 위해 탄력이 없는 밴드

이다.

또한, 밴드부(300)는 제2 밴드부의 일측면에 위치되어 사용자의 피부와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돌출부, 및 필름형 압박 센서

부(100)가 측정한 맥박 압력을 몸체부(200)로 전달하는 전선을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도 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운동량 측정 장치(10)는 제1 밴드부(310)의 일단과 본체부(200)의 일단이 연결되며, 제1 밴드

부(310)의 타단과 제2 밴드부(320)의 일단이 결합된다. 또한, 제2 밴드부(320)에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가 부착되어,

사용자의 맥박 압력을 측정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운동 시에 필름형 압박 센서(100)가 구비된 손목 시계 형태의 운동량계를 손목에 착용하고 운동할 경우,

사용자의 HR 및 운동 시 소비된 열량을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에서 필름형 압박 센서와 밴드부의 구조를 나타낸 도면

이다. 도 3a는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력 센서(200)와 밴드부(300)의 측단면도 이고, 3b는 본 발명에 따른 밴드부(300)

의 하면도 이다.

도 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름형 압력 센서부(100)를 탄성이 없는 제2 밴드부(320)가 감싸며, 탄성이 없는 제2 밴드부

(320)의 일측면(즉, 사람의 손목과 접촉하는 부분)에는 사용자의 피부와 부착성을 높이기 위한 돌출부(330)가 위치된다.

필름형 압력 센서부(100)는 사용자의 손목에서 맥박이 뛸 때 마다 변하는 압력을 감지하여 전달하며, 여기서 필름형 압박

센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탄성이 없는 제2 밴드부(320)를 이용하였다.

또한, 탄성이 없는 제2 밴드부(320)의 일측면에 부착되는 돌출부(330)는 딱딱한 보형물 종류로, 사용자의 맥박을 좀 더 정

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목은 혈관, 피부, 및 근육 때문에 표면이 고르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표면에서 압력을 좀 더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좀 더 잘 밀착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딱딱한 보형물인 돌출물을 탄성이 없는

제2 밴드부(320)의 일측면에 부착시켜 사람의 피부에 부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좀 더 정확한 맥박 압력의 측정이 가

능하도록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에서 밴드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a는 본 발명에

따른 밴드(300)의 측단면도이고, 도 4b는 본 발명에 따른 밴드(300)의 상면 단면도 이다.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탄성이 있는 제1 밴드부(310)의 사이에 필름형 압력 센서부(200)로부터 측정된 맥박의 압력값

을 전달하는 전선(340)이 위치된다. 여기서, 탄성이 있는 제1 밴드부(310)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손목 크기에 따라

운동량 측정 장치(10)의 밴드 부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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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선(340)은 일자형으로 구비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파형 형상으로 구비된다. 여기서, 전선

이 파형 형상으로 구비된 것은 제 1 밴드부(310)가 사용자의 손목에 맞도록 늘어날 경우, 전선에 장력이 발생되어 끊어지

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파형 형상으로 구비된 전선은 제1 밴드부(310)가 늘어나는 길이에 따라 파형 형상이 펴지게

된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의 내부 블록도이다.

본 발명의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는 크게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와 본체부(200)로 나눌 수 있으며,

본체부(200)는 잡음 처리부(210), 계산부(220), 저장부(230), 디스플레이부(240), MP3 모듈(250), 블루투스 모듈

(Bluetooth Module)(260), 및 제어부(27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는 사용자의 맥박 압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필름형 형태로 구비된 압박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신

체로부터 측정되는 맥박의 압력을 감지한다.

잡음 처리부(210)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되는 잡음 신호를 제거하는 것으로,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를 통해 사

용자의 맥박 압력 측정 시 사용자의 움직임 등 외부의 요인을 통해 발생된 잡음 신호를 처리한다.

예를 들어,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로부터 전달받은 신호에는 사람의 움직임 등에 따른 잡음 신호가 섞여 있게 되므로 이

를 제거하기 위하여 잡음 제거(Noise Reduction)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 잡음 신호의 제거 과정은 적응형 필터

(Adaptive Filter) 방법을 통해 잡음을 제거한다.

도 6을 참조로 하여 적응형 필터를 이용한 잡음 제거 방법을 설명한다.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로부터 전송된 값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리면 비슷한 곡선이 반복되는 형태를 그리게 되며, 이

때 손목의 맥박이 가장 크게 뛸 때의 압력이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압력이 높아서 주변보다 값이 큰 극대 값 (Local Upper

Peak)을 가지는 모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극대 값은 소정의 주기(시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최대 값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극대 값은 사용자의 심장이 박동에 비례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손목의 맥박에서 맥이 가장 강하게 뛸 때가 심장이 수축하는 때가 되므로 그래프의 좌표 값들 중에서 인접한 두 극대

값(local upper peak) 사이의 시간이 심장이 한 번 뛰는 데 걸린 시간이다.

도 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로부터 측정되어 입력된 신호는 일정 범위(즉, 저대역 필터(Low Pass

Filter) 및 고대역 필터 (High Pass Filter)) 내에서 소정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이때, 그래프의 극대 값이 저대역 필터 또는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작거나 크게 되면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외부 충격

으로 인해 발생된 잡음으로 인식하게 된다.

즉, 소정의 시간 크기로 정해진 하나의 윈도우 안에서 N개(예를 들어, 4개)의 연속적으로 그려진 극대 값 중 1개의 극대 값

만이 저대역 필터 또는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작거나 큰 경우, 저대역 필터 또는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작거나

큰 극대 값은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된 잡음으로 판단하고, 이에 사용자의 HR 계산시 고려되지 않

는다.

그러나, 소정의 시간 크기로 정해진 하나의 윈도우 안에서 N개의 연속적으로 그려진 극대 값 모두가 현재 설정된 저대역

필터 또는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작거나 크면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된 잡음이 아니라, 사용

자로부터 측정된 맥박 압력이라고 판단하여 저대역 필터 또는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을 최근 연속하여 들어 온 N개의 극대

값의 평균으로 변경한다.

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로부터 전송된 맥박의 압력을 입력받고, 입력된 맥박의 압력값이 극대

값인 경우, 최근 N개(예를 들어, 3개)의 극대 값이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모두 작은지를 체크한다.

체크 결과 입력된 극대 값이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모두 작은 경우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을 최근 3개의 극대 값의 평

균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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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최근 N개(예를 들어, 3개)의 극대 값이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모두 큰지를 체크한다.

체크 결과 입력된 극대 값이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모두 큰 경우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을 최근 3개의 극대 값의 평균

으로 변경한다.

따라서,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를 통해 측정된 맥박 압력에서 사용자의 움직임 등 외부의 요인을 통해 발생된 잡음 신호

가 제거된 사용자의 맥박 압력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계산부(220)는 필름형 압박 센서부(100)를 통해 측정된 사용자의 맥박 압력을 기초로 HR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HR을

기초로 운동 시 소비된 열량을 계산한다.

여기서, 계산부(220)는 사용자의 맥박 압력을 기초로 HR을 계산하는 심박수 계산 모듈, 계산된 HR을 기초로 운동시 소비

된 산소량을 계산하는 산소량 계산 모듈, 및 계산된 HR과 산소량을 기초로 운동 시 소비된 열량(즉, 칼로리)을 계산하는 열

량 계산 모듈을 포함하여 구성된다(도시되지 않음).

열량(E) 및 HR을 구하는 식을 알아보자.

먼저, 사용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은 신진대사라고 하는 일정의 산화

과정이며, 산화 과정에서는 산소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운동을 함으로써 열량을 소비한다는 것은 산소를 소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 시간 및 단위 체중당

소비된 열량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만큼 단위 시간 및 단위 체중당 필요한 산소의 량이 늘어나게 된다.

즉, 단위 시간 및 단위 체중당 소비된 열량(E)을 구하는 식 다음과 같다.

수학식 1

E=aO+b

여기서, 'O'는 소비된 산소(Oxygen)량이고, a, 및 b는 사용자 정보 및 운동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계수이다. a 및

b는 모든 사람, 모든 운동 종류에 따라 동일한 값이 아닌, 사람의 성별, 체중, 운동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에 a

및 b는 사용자의 정보 및 운동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계수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또한, 사람이 좀 더 많은 산소를 공급 받기 위해서는 호흡을 빨리 해야 하며, 이때 운동을 하여 에너지를 평소보다 많이 소

모하게 되면 분당 호흡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즉, 분당 호흡수(HR)와 소비된 산소의 양은 다음과 같은 선형의 관계가 성립된다.

수학식 2

HR = c+Od

여기서, 'O' 소비된 산소(Oxygen)량이고, c, 및 d는 사용자 정보 및 운동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계수이다. c 및 d

는 모든 사람, 모든 운동 종류에 따라 동일한 값이 아닌, 사람의 성별, 체중, 운동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에 c

및 d는 사용자의 정보 및 운동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계수를 적용해 주어야 한다.

저장부(230)는 사용자 정보 및 계산된 소비 열량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용자 정보는 사용자의 성별,

체중, 및 신장 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용자 정보는 계산부(220)에서 소비 열량을 계산할 때 이용된다.

디스플레이부(240)는 계산부(220)를 통해 계산된 사용자의 HR 및 소비 열량을 디스플레이 한다. 또한, 디스플레이부

(240)는 현재 시간 및 사용자의 운동 및 건강 관련 서비스를 디스플레이 한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부(240)는 사용자에게 오늘의 운동량, 및 소비 칼로리량 등을 디스플레이 해줌으로써, 사용자에게

건강 정보 및 운동 정보 등을 제공한다. 여기서, 운동 및 건강 관련 서비스는 블루투스 모듈(260)을 통해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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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모듈(260)은 소정의 외부 기기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전송 받거나 음악 파일을 전송받는다. 여기서, 외부 기기는

블루투스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PC, 노트북, 및 PDA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운동량 측정 장치(10)는 사용자가 단순히 자신의 운동 시 소모한 열량만을 제공하는것 뿐만 아니라, 비만 관리와

같은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한 수단의 일부로도 사용된다.

이에, 정확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소모한 열량을 외부 기기로 전송해야 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예를 들어,

최대 심박, 사용자의 몸무게 등)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보를 운동량 측정 장치(10)에 전송하여 사용자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하여 블루투스 모듈(260)이 사용된다.

MP3 모듈(250)은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전송된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것으로, 즉 외부 기기로부터 전송된 음악 파일을 블

루투스 모듈(260)이 전송받고, 전송된 음악 파일은 MP3 모듈(250)에 저장된다. 여기서, 사용자는 무선 헤드셋(headset)

을 통해 MP3 모듈(250)로부터 제공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에, 사용자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으며, 무선 헤드 셋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유선 헤드셋을 사용한 경우

선이 사용자와 엉키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운동 시의 불편함을 최소화 한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먼저, 사용자가 운동량 측정 장치(10)를 팔목에 착용한 후, 운동량 측정 장치(10)의 동작을 온(on) 시키고 운동을 시작한다

(S100, S110).

여기서, 운동량 측정 장치(10)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운동량 측정 장치(10)를 온(on) 시킨 후, 운동량 측정 장

치(10)에서 다수의 사용자 목록 중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선택한다(S102).

그 다음, 사용자는 자신이 할 운동의 종류를 선택 한다(S104). 여기서, 사용자가 운동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운동의 종류

에 따라 운동 시 소모된 열량을 계산하는 인자들(a, b, c, 및 d)의 값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본 발명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운동의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 사용자가 운동을 시작하면, 필름형 압력 센서부(100)에서 사용자의 신체로부터 감지되는 맥박의 압력을 측정하

여, 제어부(270)로 전송한다(S120).

그 다음, 제어부(270)는 전송받은 사용자의 맥박 압력 데이터를 잡음 처리부(210)으로 전송하고, 이에 잡음 처리부(210)

는 전송된 맥박 압력 데이터에서 잡음(noise)을 제거한다(S130). 여기서, 잡음 처리부(210)는 사용자의 움직임 등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 잡음 신호를 제거하는 것으로, 이는 정확한 사용자의 HR 계산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하, 도 8에서

잡음 신호를 제거 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 다음, 잡음이 제거된 맥박의 압력을 기초로 계산부(220)가 사용자의 HR을 계산한다(S140).

수학식 3

HR = 60/T

여기서, T는 심장이 한번 뛰는데 걸리는 시간이며, T는 잡음 신호 제거 시 이용되는 맥박 압력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다음, 계산된 HR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운동 시 소비한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된 산소량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산소량을 계산하기 위해 상기 도 5에서 전술한 [수학식2]을 이용한다.

즉, [수학식3]에서 계산된 HR 값과 사용자 정보 및 운동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c, 및 d 값을 대입하여 산소량 O를 계산

한다.

그 다음, 계산된 산소량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운동 시 소비한 열량을 계산한다(S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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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용자가 운동 시 소비한 열량을 계산하기 위해 상기 도 5에서 전술한 [수학식1]을 이용한다.

즉, [수학식1]에서 계산된 산소량(O)과 사용자 정보 및 운동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a, 및 b 값을 대입하여 소비된 열량

(E)를 계산한다.

그 다음, 계산부(220)는 계산된 사용자의 HR 및 소비된 열량을 제어부(270)로 전송하고, 이에 제어부(270)는 전송된 데이

터 값을 저장부(230)에 저장한 후, 디스플레이부(240)를 통해 사용자의 HR 및 소비된 열량을 디스플레이 한다.

이로써, 사용자가 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소비한 열량을 확인 할 수 있다(S160).

그 다음, 사용자가 운동을 계속할 경우(S170), 단계 S120 내지 단계 S160 과정을 계속 수행하고, 만일 사용자가 운동을 종

료하면 계산부(220)는 사용자의 총 운동 시간(T)과 소비한 열량(E)을 기초로 사용자가 운동 시 소비한 총 열량을 계산하

여 제어부(270)로 전송한다.

여기서, 사용자가 운동 시 소비한 총 열량을 계산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수학식 4

총 열량 =

이에, 제어부(270)는 전송된 데이터 값을 저장부(230)에 저장하고, 디스플레이부(240)를 통해 사용자의 HR 및 소비된 총

열량을 디스플레이 한다(S180).

따라서, 사용자는 자신의 HR 및 운동 시 소비한 열량을 바로 제공 받을 수 있어, 자신이 운동을 통해 얼마만큼의 열량(즉,

칼로리)를 소비하였는지 바로 알 수 있고, 자신의 HR을 체크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

다.

한편, 사용자는 운동량 측정 장치(10)의 블루투스 모듈(260)을 통해 외부 기기로부터 사용자가 하루 소비해야 하는 열량

정보 및 건강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외부 기기를 통해 사용자 정보를 입력 및 갱신 할 수 있으며, 음악 파일을 운동량 측정 장치(10)의 MP3 모

듈(250)로 전송할 수 도 있다.

이에, 사용자는 MP3 모듈(250)로부터 제공되는 음악 파일을 블루투스 모듈(260)을 통해 무선 헤드 셋을 이용하여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 보다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방법에서 잡음 신호를 제거하는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먼저, 잡음 제거부(210)로 사용자의 맥박 압력이 전송되면, 잡음 제거부(210)는 전송된 사용자의 맥박 압력이 극대 값인지

를 판단한다(S130-1).

그 다음, 판단 결과 극대 값이 전송된 경우 잡음 제거부(210)는 설정된 임의의 시간 내에 소정 개수(예를 들어, N개)의 극

대 값이 입력되는지 체크한다(S130-2).

그 다음, 체크 결과 N개의 극대값이 입력된 경우, 입력된 N 개의 극대 값이 설정된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모두 작은지

판단한다(S130-3).

판단 결과 입력된 극대 값이 모두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작은 경우, 잡음 제거부(210)는 입력된 극대 값의 평균을 계

산하고, 계산된 평균값으로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을 변경한다(S130-4, S130-5).

그 다음, 잡음 제거부(210)는 현재 시간을 체크하여 설정된 시간 값과 현재 시간값을 비교하고(S130-6, S130-7), 비교 결

과 현재 시간(T)이 (Time out) 보다 큰 경우, 현재 시간을 0으로 바꾸고, 단계 S140 과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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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비교 결과 현재 시간(T)이 (Time out) 보다 작은 경우, 설정된 시간이 가 될 때까지 단계 S130-2 내지 단계

S130-7 과정을 수행한다.

한편, 체크 결과 입력된 극대 값이 설정된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모두 큰 경우(S130-9), 잡음 처리부(210)는 입력된

극대 값의 평균을 계산하고(S130-10),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을 상기 계산된 평균 값으로 변경한다(S130-11).

한편, 체크 결과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크거나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작은 극대 값이 존재하는 경우(S130-12),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크거나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작은 극대 값을 제거한 후(S130-13), 단계 S130-7를 수행

한다. 여기서,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크거나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작은 극대 값을 제거하는 것은, 사용자의 움

직임 등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된 잡음 신호를 제거하는 것이다.

만약, 체크 결과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크거나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작은 극대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S130-

12), 잡음 처리부(210)에서 처리할 잡음 없기 때문에 바로 단계 S130-7 과정을 수행한다.

이상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 및 그 방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하나 혹

은 그 이상 있다.

첫째, 사용자가 운동 시 필름형 압박 센서가 구비된 손목 시계 형태의 운동량 측정 장치를 착용하기 때문에 신체적 부담 및

압박감을 받지 않으며, 운동량 측정 장치를 통해 운동 시 소비한 열량을 바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사용자는 외부 기기 및 운동량 측정 장치를 통해 자신이 하루 소비해야 하는 열량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하루의 운동

량을 정할 수 있으며, 운동시 소비한 열량(즉, 칼로리)을 바로 체크 할 수 있어 운동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사용자는 자신의 HR을 체크하면서 운동할 수 있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사용자는 블루투스 모듈이 구비된 운동량 측정 장치와 무선 헤드 셋을 통해 운동에 방해를 받지 않고, 음악을 들으면

서 운동을 할 수 있어 보다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의 신체로부터 측정되는 맥박의 압력을 감지하는 필름형 압박 센서부;

상기 측정된 맥박 압력을 기초로 분당 심박수 및 소비 열량을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사용자의 분당 심박수 및 소비 열량을

디스플레이하는 본체부; 및

상기 필름형 압박 센서를 부착하고, 상기 본체부와 결합되는 밴드부를 포함하는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

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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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밴드부는

소정의 탄성을 갖으며, 상기 본체부의 측면과 일단이 결합되는 제1 밴드부;

상기 제1 밴드부의 타단과 결합되며, 필름형 압박 센서를 보호하는 제2 밴드부;

상기 제2 밴드부의 일측면에 위치되어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돌출부; 및

상기 필름형 압박 센서부가 측정한 맥박 압력을 상기 본체부로 전달하는 전선으로 구성되는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

량 측정 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부는,

상기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되는 잡음을 제거하는 잡음 처리부;

상기 측정된 맥박의 압력을 기초로 분당 심박수를 계산하고, 상기 계산된 분당 심박수를 기초로 운동 시 소비된 열량을 계

산하는 계산부; 및

상기 사용자의 분당 심박수 및 소비 열량을 디스플레이 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는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

정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부는,

상기 계산된 소비 열량 및 상기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소정의 외부 기기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전송 받거나 음악 파일을 전송 받는 블루투스 모듈; 및

상기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전송된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MP3 모듈을 더 포함하는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장치.

청구항 5.

사용자의 운동 시 감지되는 맥박의 압력을 측정하는 단계;

상기 측정된 맥박 압력에 대한 잡음 신호를 제거하는 단계;

상기 잡음 신호가 제거된 맥박 압력을 기초로 사용자의 분당 심박수를 계산하는 단계;

상기 계산된 분당 심박수를 기초로 사용자가 소비한 열량을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소비 열량 및 분당 심박수를 디스플레이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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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해 상기 사용자의 맥박 압력을 측정하는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방법.

청구항 7.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된 맥박의 압력에 대한 잡음 신호를 제거하는 단계는,

설정된 시간 내에 소정 개수의 극대 값이 입력되는지 체크하는 단계;

상기 체크 결과 소정 개수의 극대 값이 입력되면, 입력된 극대 값이 설정된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모두 작은지 판단하

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입력된 극대 값이 설정된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모두 작은 경우, 입력된 극대 값의 평균을 계산하고,

상기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을 상기 계산된 평균 값으로 변경하는 단계;

상기 체크 결과 입력된 극대 값이 설정된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모두 큰 경우, 입력된 극대 값의 평균을 계산하고, 상

기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을 상기 계산된 평균 값으로 변경하는 단계;

상기 체크 결과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크거나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작은 극대 값이 존재하는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 결과 고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크거나 저대역 필터의 한계값 보다 작은 극대 값이 존재할 경우, 존재하는 극대

값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방법.

청구항 8.

제 5항에 있어서,

다수의 사용자가 운동량 측정 장치를 이용할 경우, 상기 운동량 측정 장치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해당 사용자를 선택하

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방법.

청구항 9.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자가 하고자 하는 운동의 종류를 선택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필름형 압박 센서를 통한 운동량 측정 방법.

도면

공개특허 10-2006-0019869

- 12 -



도면1a

도면1b

공개특허 10-2006-0019869

- 13 -



도면2a

도면2b

도면3a

공개특허 10-2006-0019869

- 14 -



도면3b

도면4a

도면4b

공개특허 10-2006-0019869

- 15 -



도면5

도면6a

공개특허 10-2006-0019869

- 16 -



도면6b

도면6c

공개특허 10-2006-0019869

- 17 -



도면7

공개특허 10-2006-0019869

- 18 -



도면8

공개특허 10-2006-0019869

- 19 -


	문서
	서지사항
	요약
	대표도
	색인어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발명의 효과


	청구의 범위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2a
	도면2b
	도면3a
	도면3b
	도면4a
	도면4b
	도면5
	도면6a
	도면6b
	도면6c
	도면7
	도면8




문서
서지사항 1
요약 1
대표도 1
색인어 1
명세서 1
 도면의 간단한 설명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2
  발명의 목적 2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2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4
  발명의 효과 10
청구의 범위 10
도면 12
 도면1a 13
 도면1b 13
 도면2a 14
 도면2b 14
 도면3a 14
 도면3b 15
 도면4a 15
 도면4b 15
 도면5 16
 도면6a 16
 도면6b 17
 도면6c 17
 도면7 18
 도면8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