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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생체신호 검출모듈, 다채널 커넥터 모듈 및 이를 포함한생체신호 검출장치

요약

본 발명은 생체신호 검출모듈, 다채널 커넥터 모듈 및 이를 포함한 생체신호 검출장치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의 피부에 접

촉되는 측정전극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해 발열부재를 갖는 생체신호 검출모듈 및 측정전극으로부터 검출된 생체

신호를 외부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에 전송하도록 연결하기 위한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포함한 생체신호 검출장치를 구비함

으로써, 차가운 상태의 측정전극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이나 외부의 온도에 따른

피부 온도변화로 인한 임피던스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왜곡이 없이 안정된 생체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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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신호 검출모듈, 다채널 커넥터 모듈, 생체신호 검출장치, 건성전극, 발열부재, 절연부재, 피부 임피던스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모듈 및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포함한 생체신호 검출장치를 설명하기 위

한 사시도.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모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분리사시도.

도 3은 도 2의 측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모듈 및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포함한 생체신호 검출장치를 설명하기 위

한 회로도.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모듈 및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포함한 생체신호 검출장치의 사용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사용상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

100 : 생체신호 검출모듈, 110 : 전극 하우징,

111 : 인쇄회로기판, 111a : OP-AMP,

112 : 결합홈, 113 : 고정캡,

120 : 발열부재, 121a : (+)전원 연결전극,

121b : 접지전원 연결전극, 122a : (+)전원 연결선,

122b : 접지전원 연결선, 123,135 : 구멍,

130 : 절연부재, 140 : 측정전극,

145 : 결합돌출부, 150, 215 : 전선,

160 : 연결잭, 200 : 다채널 커넥터 모듈,

210 : 커넥터 하우징, 220 : 커넥터부,

220a : (-)전원연결부, 220b : (+)전원연결부,

220c : 접지연결부, 220d : 신호연결부,

230 : 전원공급부, 240 : 상태표시부,

250 : 전원공급용 커넥터, 300 : 생체신호 검출장치,

400 : 생체신호 측정장치, 500 :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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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관통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생체신호 검출장치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의 피부에 접촉되는 측정전극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한 발열

부재를 갖는 생체신호 검출모듈과 측정전극으로부터 검출된 생체신호를 외부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에 전송하도록 연결하

기 위한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구비함으로써, 왜곡 없이 안정된 생체신호를 검출할 수 있는 생체신호 검출모듈, 다채널 커

넥터 모듈 및 이를 포함한 생체신호 검출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피험자는 피부에 측정전극을 부착하게 된다. 통상의 측정전극은 일회용 전극

(disposable electrode) 즉, 수성전극(wet electrode)으로서, 금속전극에 전도성 젤(conductive gel)을 입혀 피부와의 임

피던스를 줄이고 생체에서 흐르는 이온전류(ion current)를 전자전류(electric current)로 변환되도록 촉진시킨다.

그러나, 상기 전도성 젤을 사용한 일회용 전극은 장시간 측정 시 피부와 문제를 일으켜 피부를 빨갛게 상기시키거나 따끔

거리는 통증을 유발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장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하는 이동형 생체신호 측정장치에서 상기 일회

용 전극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장시간의 생체신호 측정을 위해서 전도성 젤을 사용하지 않고 건성전극(dry electrode)을 사용하는 방법이 고안

되었다. 이러한 건성전극은 전도성 폴리머나 도전율이 좋은 금속을 사용한다. 그러나, 피부와 건성전극 사이의 임피던스

차이로 인하여 신호의 왜곡이 발생하고, 상기 건성전극의 부착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안정된 생체신호를 얻

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건성전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버퍼(buffer)를 두어 임피던스를 매칭시켜주는 방

법이 제안되었다. 통상적으로, 건성전극의 커넥터(connector) 부분에 버퍼를 위치시키고 독립적인 전선을 이용하여 생체

신호 측정장치에서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이를 능동전극(active electrode)라고 하는데, 상기 생체신호 측정장치에

서 전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커넥터를 그에 맞게 설계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제안되어 왔다. 예컨대, 미국특허등록 제4,865,039호(Dry

electrode system for detection of biopotentials and dry electrode making electrical and mechanical connection to

a living body)에서는 탄력성 있는 전도성 패드를 이용한 건성전극을 사용하였으며, 커넥터에 생체신호 증폭을 위한 회로

가 구성되고 측정장치에 연결되는 커넥터에 증폭회로 전원 공급용 배터리 팩이 장착된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종래의 기술에서는 상기 전원 공급용 배터리 팩이 상기 건성전극마다 각각 개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채널 시스템의 구성 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사용자의 피부에 접촉되는 측정전극이 착

탈가능하게 결합됨과 아울러 측정전극과 피부의 임피던스를 매칭시키기 위한 각종 회로가 실장된 인쇄회로기판이 내장되

는 전극 하우징 및 측정전극과 전극 하우징의 사이에 게재되어 측정전극을 일정한 온도로 상승시키기 위한 발열부재가 포

함되는 생체신호 검출모듈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사용자의 피부에 접촉되는 측정전극으로부터 검출된 생체신호를 외부의 생체신호 측정장치로 전송

하도록 하나로 묶어 연결하고, 각종 생체신호 검출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급부가 내장된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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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측면은, 사용자의 피부에 접촉되어 각종 생체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측정전

극; 상기 측정전극이 착탈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측정전극과 피부의 임피던스를 매칭시키기 위한 각종 회로가 실장된 인

쇄회로기판이 내장되는 전극 하우징; 및 상기 측정전극과 상기 전극 하우징의 사이에 게재되고,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상기 측정전극을 일정한 온도로 상승시키기 위한 발열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생체신호 검출모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측면은, 전체적인 몸체를 이루는 커넥터 하우징; 상기 커넥터 하우징의 일측에 일부가 노출되도록 내장되

고, 외부로부터 검출된 각종 생체신호를 외부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에 전송되도록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수개의 커

넥터부; 및 상기 커넥터 하우징의 내측에 내장되고, 상기 커넥터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각종 생체신호를 검출하도록 외

부의 생체신호 검출모듈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급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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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모듈 및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포함한 생체신호 검출장치를 설명하기 위

한 사시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장치(300)는 사용자의 피부에 접촉되는 측정전극(140)을 통

해 각종 생체신호 예컨대,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 피부전기반응(Electrodermal Activity, EDA), 체지방 및 호

흡 등을 검출하기 위한 다수개의 생체신호 검출모듈(100)과 측정전극(140)으로부터 검출된 각종 생체신호를 외부의 생체

신호 측정장치(400, 도 6참조)에 전송되도록 연결하기 위한 다채널 커넥터 모듈(200)이 전기적으로 착탈가능하게 연결되

어 있다.

여기서, 생체신호 검출모듈(100)과 다채널 커넥터 모듈(200)은 측정전극(140)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선(150)의 말단에

구비된 연결잭(160)을 사용하여 다채널 커넥터 모듈(200)의 커넥터부(220, 도 4참조)에 전기적으로 착탈가능하게 연결됨

이 바람직하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모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분리사시도이고, 도 3은 도 2의 측단

면도이다.

도 2 및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모듈(100)은 전극 하우징(110), 발열부재(120), 절연

부재(130) 및 측정전극(140)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전극 하우징(110)은 납작한 원판형상으로 전체적인 몸체를 이루며, 그 내측에는 상기 측정전극(140)과 피부

의 임피던스를 매칭시키기 위한 각종 회로(예컨대, 버퍼 및 증폭회로 등)가 실장된 인쇄회로기판(111)이 설치되어 있고,

그 저면의 중앙부에는 원형의 결합홈(112)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결합홈(112)의 전체면을 감싸도록 고정캡(113)이 고

정 결합되어 있다.

이때, 상기 고정캡(113)은 상기 결합홈(112)과 동일한 형상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측정전극(140)의 결합돌출부(145)가

삽입 고정되어 상기 측정전극(140)으로부터 검출된 각종 생체신호를 외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전도성이 좋은 금속(예컨

대, 구리, 은, 백금 등)으로 구현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극 하우징(110)의 일측에는 인쇄회로기판(111)에 전기적으로 연결되고, 그 말단에 연결잭(160, 도 1참조)이

구비된 소정 길이의 전선(150)이 결합되어 있다.

상기 측정전극(140)은 납작한 원판형상으로 이루어지며, 그 상면에는 상기 전극 하우징(110)의 고정캡(113)에 삽입 고정

되도록 원형의 결합돌출부(145)가 일체로 돌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측정전극(140)은 전극 하우징(110)의 저면에 고정 결합되며, 사용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되어 각종 생체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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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de)으로 구현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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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기 전극 하우징(110)과 측정전극(140)의 사이에는 차가운 상태의 측정전극(140)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접촉되

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통상의 측정전극보다 안정된 생체신호를 얻도록 상기 측정전극(140)을 일정한 온도(예컨대, 약

34∼36.5℃ 정도)로 상승시키기 위한 발열부재(120)가 구비되어 있다.

이러한 발열부재(120)는 2차원(예컨대, 원형의 면상 또는 필름 등)의 저항체로 이루어지며, 그 면상의 양단에는 고른 온도

발생을 위해 (+)전원 연결전극(121a) 및 접지전원 연결전극(121b)이 각각 전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상기 (+)전원 연결

전극(121a) 및 접지전원 연결전극(121b)의 끝단에는 상기 인쇄회로기판(111)을 통해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도록 (+)전원

연결선(122a) 및 접지전원 연결선(122b)이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심부에는 측정전극(140)의 결합돌출

부(145)가 관통되도록 구멍(123)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구멍(123)의 직경은 측정전극(140)의 결합돌출부(145)와

접촉되지 않도록 결합돌출부(145)의 직경보다 크게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적용된 발열부재(120)는 2차원의 저항체로 구현됨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으며, 통

상적인 1차원의 저항체로 구현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기 발열부재(120)와 측정전극(140)의 사이에는 발열부재(120)로 흐르는 전류가 측정전극(140)을 통해 사용자

의 피부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부재(130)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러한 절연부재(130)는 납작한 원판형상의 절연지로 이루어지며, 그 중심부에는 상기 측정전극(140)의 결합돌출부(145)

가 관통되도록 구멍(135)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구멍(135)의 직경은 측정전극(140)의 결합돌출부(145)와 접촉되지 않

도록 결합돌출부(145)의 직경보다 크게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적용된 절연부재(130)는 얇은 절연지로 구현됨이 바람직하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으며, 플라

스틱, 고무, 유리 및 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절연체로 구현할 수도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다채널 커넥터 모듈(200)은 커넥터 하우징(210), 커넥터부(220) 및 전원공

급부(2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커넥터 하우징(210)은 납작한 타원의 깔대기 형상으로 전체적인 몸체를 이루며, 그 저면에는 외부의 생체신

호 측정장치(400, 도 6참조)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소정 길이의 전선(215)이 결합되어 있다.

상기 커넥터부(220)는 커넥터 하우징(210)의 내측에 설치되며, 연결잭(160, 도 1참조)을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상기 커넥터 하우징(210)의 상면에 그 일부가 노출되도록 다수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다.

또한, 상기 커넥터부(220)는 4부분 즉, (-)전원연결부(220a), (+)전원연결부(220b), 접지연결부(220c) 및 신호연결부

(220d)로 미도시된 절연체에 의해 각각 분리되어 있다.

상기 전원공급부(230)는 커넥터 하우징(210)의 내측에 설치되며, 상기 커넥터부(220)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각종 생체

신호를 검출할 수 있도록 생체신호 검출모듈(100, 도 1참조)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전원공급부(230)는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 예컨대, 배터리(battery)로서, 별도의 보호회로가 필요하지 않으며 박

막형태로 제작이 가능함과 아울러 작은 부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으며 무게가 가볍고 메모리 효과가 없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Li-polymer battery)를 직렬로 복수개 연결하여 구현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전원공급부(230)의 (+)전원은 상기 커넥터부(220)의 (+)전원연결부(220b)에, (-)전원은 상기 커넥터부(220)

의 (-)전원연결부(220a)에 각각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직렬 연결부분을 접지로 하여 상기 커넥터부(220)의 접지연결부

(220c)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상기 커넥터 하우징(210)의 일측에는 상기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상태표시부(예컨대, LED 등)

(240)가 구비되어 있으며, 상기 배터리의 전원 부족 시 이를 외부로부터 보충할 수 있도록 상기 배터리와 외부의 전원을 연

결하기 위한 전원공급용 커넥터(250)가 구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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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는 6개의 채널 즉, 6개의 측정전극(140)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으로서, 외부의 생체

신호 측정장치(400, 도 6참조)와 연결되는 전선(215)은 6개의 신호선과 하나의 접지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모듈 및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포함한 생체신호 검출장치를 설명하기 위

한 회로도이다.

도 5를 참조하면, 생체신호 검출모듈(100)의 인쇄회로기판(111)에는 측정전극(140, 도 2참조)과 피부의 임피던스를 매칭

시키기 위한 OP-AMP(111a)가 실장되어 있다.

상기 OP-AMP(111a)의 비반전 입력단자(c)는 전극 하우징(110, 도 2참조)의 고정캡(113)에 접속되고, 반전 입력단자(b)

는 출력단자(a)에 접속되며, 상기 출력단자(a)는 전선(150)을 통해 커넥터부(220, 도 4참조)의 신호연결부(220d)에 접속

된다.

그리고, 전원공급부(230)를 구성하는 배터리(battery)의 (+)전원은 커넥터부(220)의 (+)전원연결부(220b, 도 4참조)에

연결되어 전선(150)을 통해 OP-AMP(111a)의 전원단자(e) 및 발열부재(120)의 일단 즉, (+)전원 연결전극(121a, 도 3참

조)과 (+)전원 연결선(122a)에 접속되고, 상기 배터리(battery)의 (-)전원은 커넥터부(220)의 (-)전원연결부(220a, 도 4

참조)에 연결되어 전선(150)을 통해 OP-AMP(111a)의 기준단자(d)에 접속된다.

한편, 상기 발열부재(120)의 타단 즉, 접지전원 연결전극(121b, 도 3참조)과 접지전원 연결선(122b)은 전선(150)을 통해

커넥터부(220)의 접지연결부(220c, 도 4참조)에 접속되어 접지(ground)된다. 이때, 상기 전선(150)은 접지선을 노이즈

보호선(shielding wire)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의 생체신호 검출모듈(100) 및 다채널 커넥터 모듈(200)을 포함한 생체신호 검출장치에 따르

면, 상기 측정전극(140)으로부터 검출되는 각종 생체신호는 결합돌출부(145, 도 2참조) 및 고정캡(113)을 통해 OP-AMP

(111a)의 비반전 입력단자(c)에 전송된다. OP-AMP(111a)를 거쳐 출력된 생체신호는 전선(150)을 통해 다채널 커넥터

모듈(200)로 전송되어 외부의 생체신호 측정장치(400, 도 6참조)에 제공된다. 한편, 상기 OP-AMP(111a) 및 상기 발열부

재(120)는 상기 다채널 커넥터 모듈(200)의 전원공급부(230)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모듈 및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포함한 생체신호 검출장치의 사용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사용상태도이다.

도 6을 참조하면, 셔츠형 의복(500)의 내측 적소에 사용자의 착용 시 측정전극(140)이 피부에 접촉되도록 다수개의 생체

신호 검출모듈(100)을 각각 부착하고, 상기 의복(500)에 형성된 다수개의 관통홀(550)을 통해서 의복(500)의 외측으로

생체신호 측정모듈(100)의 전선(150)들이 빠져 나와 다채널 커넥터 모듈(200)에 연결된다. 이때, 상기 전선(150)들은 눈

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복(500)의 일부분을 이중직으로 처리하여 외피와 내피 사이에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다채널 커넥터 모듈(200)의 전선(215)은 의복(500)의 적소에 형성된 주머니(미도시) 등에 삽입되는 생체신호 측정

장치(400)에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한편, 상기 생체신호 측정장치(400)는 각각의 생체신호 측정모듈(100)로부터 검출된 각종 생체신호의 증폭, 처리, 저장 및

전송 등을 수행한다. 상기 생체신호의 전송은 시리얼(serial) 통신을 사용하거나, 실시간으로 블루투스(Bluetooth) 등의

무선 전송을 사용하여 컴퓨터로 보낼 수 있으며, 휴대폰 모듈을 사용하는 장치 예컨대, 개인정보 단말기(Personal Digital

Assistants, PDA) 등을 통해서 원격지로 전송할 수도 있다.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른 생체신호 검출모듈, 다채널 커넥터 모듈 및 이를 포함한 생체신호 검출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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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본 발명에 적용된 생체신호 검출모듈(100)의 전극 하우징(110), 발열부재(120), 절연부재(130) 및 측정전극(140)

은 납작한 원판형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에 국한하지 않으며, 삼각형, 사각형 또는 다각형 등의 다양한 형상으로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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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생체신호 검출모듈, 다채널 커넥터 모듈 및 이를 포함한 생체신호 검출장치에 따르

면, 사용자의 피부에 접촉되는 측정전극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기 위해 발열부재를 갖는 생체신호 검출모듈 및 측정전

극으로부터 검출된 생체신호를 외부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에 전송하도록 연결하기 위한 다채널 커넥터 모듈을 포함한 생체

신호 검출장치를 구비함으로써, 차가운 상태의 측정전극이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이

나 외부의 온도에 따른 피부 온도변화로 인한 임피던스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왜곡이 없이 안정된 생체신호를 검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 발명은 건성전극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냅형 일회용 전극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범용적인 생체

신호 측정장치와 간단하게 연결 가능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사용자의 피부에 접촉되어 생체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측정전극;

상기 측정전극이 착탈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측정전극과 피부의 임피던스를 매칭시키기 위한 각종 회로가 실장된 인쇄

회로기판이 내장되는 전극 하우징; 및

상기 측정전극과 상기 전극 하우징의 사이에 게재되고,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아 상기 측정전극을 일정한 온도로 상승시키

기 위한 발열부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생체신호 검출모듈.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전극은 전도성이 좋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건성전극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신호 검출모듈.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발열부재는 1차원의 저항체, 2차원의 면상 또는 필름형태의 저항체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신호 검출모듈.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측정전극과 상기 발열부재의 사이에 게재되어 상기 발열부재로 흐르는 전류가 상기 측정전극을 통

해 사용자의 피부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부재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신호 검출모듈.

청구항 5.

전체적인 몸체를 이루는 커넥터 하우징;

상기 커넥터 하우징의 일측에 일부가 노출되도록 내장되고, 외부로부터 검출된 생체신호를 외부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에

전송되도록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수개의 커넥터부;

상기 커넥터 하우징의 내측에 설치되고, 상기 커넥터부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생체신호 검출하도록 외부의 생체신호 검

출모듈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급부;

상기 전원공급부의 전원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 상태표시부;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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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전원 공급부에 의한 전원 부족 시 이를 외부로부터 보충하도록 상기 전원공급부와 외부의 전원을 연결하기 위한 전원

공급용 커넥터

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다채널 커넥터 모듈.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공급부는 충전 가능한 적어도 하나의 배터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채널 커넥터 모

듈.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사용자의 피부에 접촉되는 측정전극에 의해 생체신호를 검출하기 위한 제 1항의 생체신호 검출모듈;

상기 측정전극으로부터 검출된 생체신호를 외부의 생체신호 측정장치에 전송되도록 연결하기 위한 제5항의 다채널 커넥

터 모듈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생체신호 검출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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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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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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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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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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