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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가속도센서와 자이로센서의 융합을 통한 동적인 

환경에서의 향상된 호흡 신호 검출 기법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가속도센서와 자이로센서를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융합함으로써 기

존 연구에서 발표된 단일 가속도센서 기반의 호흡측정 방법보다 동적인 환경

에서 향상된 호흡 신호를 검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

고리즘의 성능 향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슴 착용 형 계측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모듈을 이용하여 트레드밀을 이용한 유산도 운동과, 숄더프레스와 레그프

레스 운동기기를 이용한 저항성 근력 운동 중 실험자의 호흡상태를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 및 기록하였고 이 때 측정된 신호를 레퍼런스 장비로 사용한 

Powerlab 의 Pneumotrace II 장비의 출력과 단일 가속도 센서 기반의 호흡추

정 알고리즘으로 얻은 호흡신호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호흡률 측면에서

는 트레드밀 운동시 4.6%, 레그프레스 운동시 9.54%의 향상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호흡신호를 모니터링

할 경우 레퍼런스 장비의 출력과 비교할 때 평균 0.638s 의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지연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

고리즘은 제한된 환경이 아닌 동적인 운동 환경에서 기존에 발표된 단일 가속

도 센서 기반의 호흡측정 알고리즘보다 향상된 호흡 신호를 얻을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호흡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제1장 서 론 

이전에 보고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흡 신호를 모니터링 하고 분

석하는 것은 의학과 운동 생리학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1, 

2]. 일반적으로, 호흡 신호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크게 a)직접 측정 방식

(e.g., spirometer, rib inductance plethysmography, thermistors for 

measurement of oro-nasal airflow, pulse oximetry, end-tidal O2 

measurement) b)간접 측정 방식(e.g., Electrocardiogram Derived 

Respiration(EDR), accelerometer-based methods, body-impedance based 

method)으로 분류 할 수 있다[3, 4].  

직접 측정 방식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호흡 상태뿐만 아니라 폐 기능에 대

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공간적인 제약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운동 중 호흡신호를 모니터링 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lectrocardiogram(ECG), Blood pressure(BP), Photoplethysmography(PPG)와 

같은 다양한 생체 신호를 이용하여 정확한 호흡 신호 및 호흡률을 추정 및 모

니터링 하려는 간접 측정 방식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개선하여 더욱 높은 질을 갖는 신호를 얻기 위한 노력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5, 6]. 

대표적인 간접 측정방식의 하나인 EDR method는 호흡률을 추정하는 경우

에는 높은 검출률을 보여주지만 ECG 측정을 위해 인체에 전극을 부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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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 사람의 흡기 및 호기 상태와 동기화된 신호를 제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7, 8]. 또 다른 대표적인 간접 측정방식인 가

속도 센서 기반의 측정 방법들은 생체신호의 범주를 벗어나 물리적인 신호를 

통해 호흡 신호를 추정하려는 시도로써, 호흡에 의해 변화하는 흉곽의 가속도 

및 변화 각을 이용하여 호흡 신호를 검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수면 중 무호흡 검출이나 안정 상태의 호흡 신호 추정과 같은 정적인 상태에

서 이루어 졌으며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가속도 신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는 동 잡음에 취약하여 운동과 같은 동적인 상황에 바로 적용하

기 어렵다[9]. 위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3축의 가속도 데이터를 융합

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등의 신호처리를 통해 

호흡 신호의 질을 높이려는 연구가 보고 되었으나, 가속도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호흡 추정 알고리즘이나 완벽하게 다른 방식의 호흡 측정 장비

와의 비교 분석 결과가 생략되어 있어 알고리즘의 향상 정도를 정확하게 가늠

하기 어렵다[10]. 또한 Mann 등에 의해 동적인 상태에서 가속도 센서를 이용

해 호흡 신호를 추정하려는 연구가 선행 되었지만, 움직임의 정도가 비교적 

한정적인 상태인 4mph의 저 강도의 트레드밀 운동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이 또한 다양한 동적인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11].  

본 연구에서는 운동 모션에 따른 동 잡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슴 밑 명

치 부위에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동시에 부착하고, Kalman-filter를 

이용해 두 센서를 융합 함으로써 가속도 센서만을 사용하여 호흡 신호를 추정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블루투스 통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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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모듈을 제작하여 최대 9km/h 속도의 트레드밀 운동과, 상체 및 하체 근

력 운동 중 호흡에 의해 미세하게 변화하는 흉곽의 수평면 각도를 무 구속적

으로 측정하였고 이 신호를 이용하여 동적인 상태에서의 호흡 신호를 추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추정한 호흡신호와 단일 가속도 센서 기

반의 알고리즘으로 추정한 두 종류의 호흡 신호를 레퍼런스 장비로 사용된 생

체 신호 측정 장비인 PowerLab의 piezo-electric sensor 기반의 벨트를 이용

하여 측정한 호흡신호에 각각 비교 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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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2.1 호흡의 생리학적 정의 

호흡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가스교환을 통하여 

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에너지를 만드는 작

용을 말한다.  

호흡은 크게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눌 수 있다[12]. 외호흡은 폐와 

그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 차에 의한 기

체교환으로 공기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작용을 

말한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나 입으로 숨쉬는 것을 일컫는다. 내호

흡은 세포호흡이라고도 하며, 폐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혈액속의 헤모글로

빈이 세포내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해 주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이용

하여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분해시켜서 에너지를 얻는 작용을 말한다. 

이때 포도당은 물과 이산화 탄소로 분해되고 세포내 모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성되어 생물체의 기능이 유지된다. 그림 1은 외호흡과 내호흡

의 구분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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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간의 호흡 

 

2.2 호흡에 의해 변화하는 흉곽의 가속도와 각속도 

인간의 흉곽은 호흡을 하는 동안, 들숨 때는 anterior 방향으로 날숨 

때는 Posterior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때 흉곽은 반구 형태로 부풀어 오

르며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림 2(a)와 같이 anterior-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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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s 외의 나머지 두 축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가속도 신호가 검

출된다. 같은 위치에 자이로 센서를 부착하고 호흡에 의한 회전 각속도를 

측정 하면 그림 2(b)와 같은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센서가 신체에 

잘 고정되어 있다면 Coronal plane 위의 회전각인 피치는 0 이라고 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호흡에 의한 흉곽의 움직임은 Z축의 직선운동과 Y축 

회전운동의 2자유도 운동으로 볼 수 있으며 Coronal plane에서의 수평자

세를 결정 할 수 있다. 

운동 중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가속도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

속도 센서의 부착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13]. 이때 측정되는 신호는 가속

도 센서의 특성상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가속도 신호 뿐만 아니라 인체의 

자세, 센서의 부착 위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림 3에서 표시한 가슴 밑 

명치 부위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고, 이점을 원점으로 하는 직교 좌표계

(Cartesian coordinate)를 설정 할 경우 호흡에 의해 발생한 흉곽의 가속

도 정보가 포함된 각 축 방향의 가속도 신호를 획득 및 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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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안정 상태에서의 호흡 측정 시 나타나는 가속도와 각속도 (a) 

accelerometer, (b) gyro-sensor 

 

 

그림 3. 센서 모듈의 부착 위치와 실험에서 설정한 직교 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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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오일러각을 이용한 흉곽의 회전각 및 각속도 정의 

18세기 수학자 Leonard Euler에 따르면 오일러각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에 강체의 위치를 표시 할 수 있다[14]. 오일러각은 그림 4와 같이    

x축, y축, z축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강체가 회전된 정도를 나타내는 

∅,θ,φ  로 구성된 세 각의 세트로 표현되며 이 때 회전 행렬(rotation 

matrix) R 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수식 (1)). 

 

 

그림 4. 오일러각을 이용한 3차원 공간 상의 강체의 위치 표현 

 

8 

 



 𝐑𝐑 =  𝑅𝑅𝑧𝑧(φ) ∙ 𝑅𝑅𝑦𝑦(θ) ∙ 𝑅𝑅𝑥𝑥(∅)                                                                                                           (1)  

= �
cos θ cos φ sin ∅ sin θ cosφ − cos ∅ sinφ cos ∅ sin θ cos φ + sin ∅ sinφ
cos θ sin φ sin ∅ sin θ sinφ + cos ∅ cosφ cos ∅ sin θ sinφ − sin ∅ cos φ
− sin θ cos θ sin ∅ cos ∅ cos θ

� 

𝑹𝑹𝒙𝒙(∅) = �
1 0 0
0 cos ∅ − sin ∅
0 sin ∅ cos∅

�  𝑹𝑹𝒚𝒚(θ) = �
cos θ 0 sin θ

0 1 0
−sin θ 0 cosθ

�  𝑹𝑹𝒛𝒛(φ) = �
cosφ − sinφ 0
sinφ cosφ 0

0 0 1
� 

 

2.3.1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흉곽의 오일러각 추정 

자이로 센서는 강체의 오일러각이 아닌 각속도를 출력하기 때문에 이 

값을 직접 적분하여 오일러각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오일러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이로 센서의 출력을 변형하여 오일러각의 변화율을 구한 후에 

적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오일러각의 변화율과 각속도 사이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수식 2). 

�
∅ ′
𝛉𝛉′
𝛗𝛗′
� = �

1 sin∅ tanθ cos∅ tan θ
0 cos∅ − sin∅
0 sin∅ cos θ cos∅ cosθ

� �
𝑝𝑝
𝑞𝑞
𝑟𝑟
�    (2) 

 
where 

  p : x축 회전에 의해 생성된 각속도 

q : y축 회전에 의해 생성된 각속도 

r : z축 회전에 의해 성성된 각속도 
 

강체의 초기 위치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식 (2)를 이용하여 

구한 오일러각의 변화율을 적분 할 경우, 강체의 현재 위치를 계산해 낼 

수 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센서의 노이즈 성분이 적분 과정

에서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한 드리프트(drift)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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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일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 방법

은 매우 정밀한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의 운용 시간이 짧은 

경우 이외에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다(그림 5). 따라서 자이로 센서만을 

이용해 호흡에 의해 미세하게 변화하는 흉곽의 변화 각을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림 5. 자이로 센서만을 이용하여 강체의 회전각을 추정 할 경우 발

생하는 센서 드리프트 현상 

 

2.3.2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흉곽의 오일러각 추정 

가슴에 부착한 가속도 센서로부터 측정한 가속도 신호에는 호흡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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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하는 가속도 성분 외에도 중력가속도와 센서의 방향이 바뀔 때 생

기는 가속도 등 다양한 종류의 가속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수식 (1)의 회전 행렬을 이용하여 수식화 하면 아래와 같다(수식 

(3),(4)). 

 
 𝐚𝐚 = 𝑣𝑣′ + (𝑣𝑣 × 𝜔𝜔)  +  𝑅𝑅𝑇𝑇𝑔𝑔             (3) 

 

 �
𝒇𝒇𝒙𝒙
𝒇𝒇𝒚𝒚
𝒇𝒇𝒛𝒛
� =  �

𝑣𝑣𝑥𝑥′
𝑣𝑣𝑦𝑦′

𝑣𝑣𝑧𝑧′
� +  �

0 𝑣𝑣𝑧𝑧 −𝑣𝑣𝑦𝑦
−𝑣𝑣𝑧𝑧 0 𝑣𝑣𝑥𝑥
𝑣𝑣𝑦𝑦 𝑣𝑣𝑥𝑥 0

� �
𝜔𝜔𝑥𝑥
𝜔𝜔𝑦𝑦
𝜔𝜔𝑧𝑧
� +  𝑔𝑔𝑧𝑧 �

− sin θ
cos θ sin ∅
cos θ cos ∅

�  (4) 

 
where, 

𝒗𝒗′ =  �𝑣𝑣𝑥𝑥′ 𝑣𝑣𝑦𝑦′ 𝑣𝑣𝑧𝑧′ �
𝑇𝑇

 𝑖𝑖𝑖𝑖 𝑡𝑡ℎ𝑒𝑒 𝑙𝑙𝑖𝑖𝑙𝑙𝑒𝑒𝑙𝑙𝑟𝑟 𝑙𝑙𝑎𝑎𝑎𝑎𝑒𝑒𝑙𝑙𝑒𝑒𝑟𝑟𝑙𝑙𝑡𝑡𝑖𝑖𝑎𝑎𝑙𝑙 
𝐰𝐰 =  [𝜔𝜔𝑥𝑥 𝜔𝜔𝑦𝑦 𝜔𝜔𝑧𝑧]𝑇𝑇  𝑖𝑖𝑖𝑖 𝑡𝑡ℎ𝑒𝑒 𝑙𝑙𝑙𝑙𝑔𝑔𝑎𝑎𝑙𝑙𝑙𝑙𝑟𝑟 𝑣𝑣𝑒𝑒𝑙𝑙𝑎𝑎𝑎𝑎𝑖𝑖𝑡𝑡𝑦𝑦 
𝐠𝐠 =  [0 0 −9.81]   
 

일반적으로 호흡 시 발생하는 흉곽 이동 속도와 가속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수식 (5),(6)과 같이 이동속도와 이동 가속도를 

0으로 가정 할 수 있다. 

𝑣𝑣𝑥𝑥 =  𝑣𝑣𝑦𝑦 =  𝑣𝑣𝑧𝑧 = 0                                        (5) 

𝑣𝑣𝑥𝑥′ =  𝑣𝑣𝑦𝑦′ =  𝑣𝑣𝑧𝑧′ = 0                                         (6) 

이 경우 equation (4)는 다음과 같이 다시 근사화 하여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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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𝒇𝒇𝒙𝒙
𝒇𝒇𝒚𝒚
𝒇𝒇𝒛𝒛
�  ≅  𝑔𝑔𝑧𝑧 �

− sinθ
cos θ sin∅
cos θ cos∅

�       (7) 

 
 

where 
𝐠𝐠 =  [0 0 −9.81] 
 

수식 (7)을 오일러각에 대해 정리하면, 수식 (8),(9)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얻은 오일러각은 호흡에 의해 움직인 흉곽의 변화 각을 의미한다. 

𝛉𝛉 =  sin−1 �−𝑓𝑓𝑥𝑥
𝑔𝑔
�      (8) 

 
∅ =  tan−1 �

𝑓𝑓𝑦𝑦
𝑓𝑓𝑧𝑧
� = sin−1 �

𝑓𝑓𝑦𝑦
𝑔𝑔 cos θ

�     (9) 
where 

𝐠𝐠 = −9.81 m/𝑖𝑖2 
 

수식 (5),(6) 에서 흉곽의 속도와 가속도의 크기가 매우 작다고 가정

하였으므로, 가속도 센서만으로 흉곽의 변화각을 추정할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호흡을 검출하거나 혹은 호흡 중 직선 방향으로 큰 가속도가 발생할 

수 있는 높은 강도의 운동 중에는 큰 오차를 보일 수 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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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가속도 센서만을 이용하여 강체의 회전각을 추정 할 경우 발

생하는 오류  

2.3.1절과 2.3.2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단일로 이용 하는 경우에도 흉곽의 변화각을 추정 할 수 있지만 두 센서 

모두 센서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두 센서를 융합 함으로써 

각 센서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여 정적인 상태일 때 보다 상대적으로 잡음

에 취약한 환경인 운동 중에 흉곽의 변화를 측정하여 호흡 신호를 추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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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스템 설계 

3.1 하드웨어 설계 

그림 7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실제 운동 중 호

흡 신호를 획득하기 위해 구현된 단말기 이다. 단말기의 크기는 48mm x 

57mm이고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부분이다. 가속도 센서는 

Freescale 사의 MMA7361L을 사용하였다. 소비전력은 최대 400uA로 저전력 

설계가 가능하고 1.5g/6g의 민감도를 선택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호흡에 의한 미세한 가속도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1.5g의 민

감도로 설계하였다. 측정된 가속도 신호는 STMicroelectronics사의 

Cortex M3 기반의 32bit MCU인 STM32F103RE에 의해 12bit AD 변환 된다. 

이 때 MCU는 72Mhz 코어 클럭을 사용하였다. 자이로 센서는 Pitch와 Roll

의 측정을 위해 Invensense사의 IDG-300을 사용하였고, Yaw 측정을 위해 

Analog Devices사의 ADIS16100을 같이 사용하였다. IDG300의 출력을 

ADIS16100의 외부 AD포트에 입력시켜 MCU와 ADIS16100간 SPI통신을 함으

로써 서로 다른 두 칩의 데이터를 동기화 하여 획득 하였다.  

두번째는 통신 부분이다. 측정의 효율과 편리성을 위해 무선 블루투스 

통신 방식을 채택하여 wireless 시스템을 구축 하였다. Blutooth v2.0 + 

EDR, Class 2의 통신 방식에 SPP 프로파일을 탑재하고있는 F1Media 사의 

F1E21모듈을 장착함으로써 무선으로 PC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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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마지막은 전원 부분이다. 650mAh의 Li-polymer 배터리를 사용하여 상용

전원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또한 가스 게이지 기능이 내장되

어 있으며 최대 1A의 충전전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STMicroelectronics

사의 STw4102 이라는 배터리 충전 IC를 사용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재충전 할 수 있게 하였고,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MCU와 이 칩간의 통신은 I2C 통신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 모듈은 

모든 기능을 사용하면서 최대 11시간 30분간 동작 할 수 있다. 

구현된 모듈을 동작시키기 위해 Keil사에서 제공하는 RTX-Kennel을 이

용하여 Real-Time Operating System(RTOS) 환경에서 펌웨어를 구성하였다. 

이 때 사용된 컴파일러는 Keil사의 uVision 4.50 을 사용하였다. 그림 8

은 구현된 하드웨어와 펌웨어 사이의 통신방식을 나타내는 블록 다이어그

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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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험을 위해 구현된 모듈 

Batterry
Power Management 

IC

MCU
STM32F103RE

Key & Reset GPIO

Custom LCD

Bluetooth
IC

USB

Analog ECG 
Circuit

Digital TEMP 
IC

Analog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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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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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

USART2

GPIO

I2C1

UART1

Analog 
Impedance

Circuit

ADC3
Ch*2 Gyro-Sensor

IDG-300

Gyro-Sensor
ADIS1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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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IO

 그림 8. 하드웨어와 펌웨어의 통신방식을 나타내는 블록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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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알고리즘 

3.2.1 Kalman Filter 

칼만필터는 루프만 칼만이 1960년대 초 개발한 필터로 최근 들어서

는 로봇, 로켓, 위성, 미사일 제어뿐만 아니라 GPS, 주식, 날씨예측, 

센서융합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된다[15, 16]. 칼만 필터의 

기본 개념은 과거와 현재 값을 가지고 재귀적 연산을 통하여 최적의 

값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림 9는 칼만 필터의 기본 알고리즘을 도식

화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9. 칼만 필터의 기본 알고리즘 

 

위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입력과 출력 값이 하나씩인 아주 간단한 구

조로서, 측정값인 𝑧𝑧𝑘𝑘를 입력으로 받아 추정값인 𝑥𝑥�𝑘𝑘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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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만 필터의 첫번째 단계에서는 추정값과 오차 공분산을 예측한다. 

이 단계에서는 2~4단계에서 사용되는 𝑥𝑥�𝑘𝑘- 와  𝑝𝑝𝑘𝑘- 를 계산한다. 이 때 

계산에 사용되는 A 는 시스템 행렬값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는 나타낸다. Q 행렬은 상태 모델의 공분산 행렬로 시스템의 잡음을 표

현하는 행렬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칼만 이득인 𝐾𝐾𝑘𝑘를 계산한다. 이 때 사용되는 H 행

렬은 측정값과 상태 변수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R 행렬은 측정 잡음을 

나타내는 공분산 행렬이다. 앞서 언급한 Q행렬과 R행렬은 각 잡음의 분

산으로 구성된 (m x m) 의 대각행렬로 구성된다. 이 때 잡음의 특성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오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석학적인 결정 이외에도, 설계자의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trial-and-error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되는 경우

가 많다[17]. 

세번째 단계에서는 입력된 측정값으로 추정값을 계산하며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오차 공분산을 구하여 추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평

가하게 된다. 이 오차 공분산을 검토하여 앞에서 계산한 추정값을 믿고 

쓸 것인지 아니면 버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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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Kalman Filter를 이용한 가속도센서와 자이로센서 융합 

2장에서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각각 단일로 이용하여 강체의 

변화각을 추정하려 할 때 생길 수 있는 단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자이

로 센서의 경우 회전각의 추정을 위해 적분 과정이 수반되면서 센서 드

리프트 현상이 발생하지만, 가속도 센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적분 과정

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대로 가속

도 센서만을 이용하여 회전각을 추정 할 때는 자이로 센서에 비해 그 

추정 에러의 정도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서로

의 단점을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두 센서를 융합하

기 위해 칼만 필터를 사용 하였다. 

회전각 결정시 발산하지 않는 가속도 센서의 출력 값을 칼만 필터의 

측정값인 𝑧𝑧𝑘𝑘로 하여,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은 자이로 센서의 회전각

을 보정하였다. 이 때 칼만 필터의 시스템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시스

템 모델의 변수로 오일러각을 사용할 경우 유일해 문제(singularity 

problem)을 야기 할 수 있다. 이 문제점은 오일러각을 쿼터니언

(quaternion)으로 변환하여 사용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18]. 각속도

와 쿼터니언의 관계식으로부터 칼만필터의 시스템 행렬 A는 아래와 같

이 정의 된다. 

A = I +  ∆t ∙ 1
2
�

0
𝑝𝑝

−𝑝𝑝
0

−𝑞𝑞 𝑟𝑟
𝑟𝑟 −𝑞𝑞

𝑞𝑞 −𝑟𝑟 0 𝑝𝑝
𝑟𝑟 𝑞𝑞 −𝑝𝑝 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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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10)의 시스템 모델 행렬의 상태변수가 쿼터니언이기 때문에 가속도 

센서로부터 결정한 오일러각 형태의 측정값도 쿼터니언 형태로 변환하여야 한

다. 오일러각과 쿼터니언의 상관식은 아래와 같다[19]. 

�

𝑞𝑞1
𝑞𝑞2
𝑞𝑞3
𝑞𝑞4

� =

⎣
⎢
⎢
⎢
⎢
⎢
⎢
⎢
⎡cos

∅
2 cos

θ
2 cos

φ
2 + sin

∅
2 sin

θ
2 sin

φ
2

sin
∅
2 cos

θ
2 cos

φ
2 − cos

∅
2 sin

θ
2 sin

φ
2

cos
∅
2 sin

θ
2 cos

φ
2 + sin

∅
2 cos

θ
2 sin

φ
2

cos
∅
2 cos

θ
2 sin

φ
2 − sin

∅
2 sin

θ
2 cos

φ
2⎦
⎥
⎥
⎥
⎥
⎥
⎥
⎥
⎤

                                       (11) 

 
 

수식 (10) 과 수식(11) 에 의해 모든 상태 변수가 측정되므로 칼만 

이득과 오차 공분산 계산시 이용되는 H는 단위행렬로 설정하였으며, 이때 

잡음의 공분산 행렬 Q와 R은 칼만 필터의 구현 과정에서 trial & error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다. 

H =  �
1 0 0 0
0
0
0

1 0 0
0 1 0
0 0 1

�              (12) 

 
 

Q = 10−4  �
1 0 0 0
0
0
0

1 0 0
0 1 0
0 0 1

�   , R = 102  �
1 0 0 0
0
0
0

1 0 0
0 1 0
0 0 1

�         (13) 

      

 상태 변수와 오차 공분산 행렬의 초기값은 모두 0이라 가정하고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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𝑥𝑥�0− =  �

𝑞𝑞1
𝑞𝑞2
𝑞𝑞3
𝑞𝑞4

� =  �
1
0
0
0

�  , 𝑃𝑃0− = �
1 0 0 0
0
0
0

1 0 0
0 1 0
0 0 1

�                  (12) 

 

3.3 신호처리 

그림 10은 전체 신호처리 과정의 블록다이어그램이다. 일반적인 호흡

의 주파수 영역은 0~1Hz 사이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가속도 센서와 자

이로 센서의 출력 데이터는 중심 주파수의 10배 이상인 20Hz로 샘플링 하

여 에일리어징 현상을 방지하였다. 칼만 필터의 상태변수를 쿼터니언으로 

설정 하기 위해 가속도 센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흉곽의 변화 정도를 오

일러각으로 변환 한 후 수식(11)을 이용하여 쿼터니언으로 최종 변환하였

다. 자이로 센서의 출력 데이터는 수식(10)을 이용하여 쿼터니언 형태로 

변환하였다. 쿼터니언은 강체의 회전을 표현할 때 물리적인 의미를 갖지

만, 그 값 자체는 복소수로 구성되어있어 실생활에서 쉽게 인지하기 어려

우므로 칼만 필터를 거쳐 출력되는 쿼터니언 형태의 추정값은 다시 오일

러각 형태로 변환하여 호흡 신호의 특징점 검출 및 호흡률 계산을 위한 

신호원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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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신호처리 블록다이어그램 

호흡률 계산을 위해 모든 측정 신호는 detrending 과정을 거쳤으며, 

운동 중 생길 수 있는 동잡음에 의한 노이즈성 피크를 제거하기 위해 

Savitzky-Golay smoothing filter(frame size = 200ms, second-order 

fitting)를 사용하였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가속도 센서만을 이용해 호

흡신호를 추정한 데이터로 호흡률을 계산할 때 너무 심한 노이즈 때문에 

fixed filtering 만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여 adaptive filter를 적용하

였지만[20], 칼만 필터를 통한 센서 융합과 Savitzky-Golay smoothing 

filter 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사후 신호처리로 효율적으로 호

흡률을 계산 할 수 있었다. 레퍼런스 신호로 사용되는 PowerLab의 piezo-

electric 센서 기반의 벨트형 호흡 측정기기인 Pneumotrace II 의 경우,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융합 기반의 호흡 추정 신호에 비해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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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큰 SNR을 보이므로 Savitzky-Golay smoothing filtering 한 후 

threshold 기법을 바로 적용하여 호흡률을 계산하였다.  

그림 11은 Powerlab pneumotrace II 로부터 얻은 호흡 파형의 raw 

data 와 호흡률 계산을위한 Savitzky-Golay smoothing filter 를 거친 후

의 파형을 표시하였다. 

 

 

그림 11.  Powerlab pneumotrace II 로부터 얻은 호흡 파형의 raw 

data Savitzky-Golay smoothing filter 를 거친 후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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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실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실험과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인체 시험 윤리 위원회

의 심의 승인 (승인번호 : 2012-01)을 거쳐 약물 처치 중이 아닌 10명의 젊고 

건강한 남성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표 1은 실험에 참여한 피검자에 

대한 정보이다.  

표1. 실험에 참여한 피검자 정보 (n = 10) 
 Age Height (cm) Weight (kg) 

Mean 25.60 174.61 71.71 

Std 2.49 6.16 8.80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검자들은 사전에 실험의 목적과 실험 프로토콜 및 

실험 중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하였고, 실험 동의서를 작성하여 실험 중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예

방하였다. 가슴 착용형 모듈의 정확한 부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검자는 

남성으로만 제한하였다. 그림 12는 실제 피검자가 가슴에 모듈을 착용하고 실

험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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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설계된 모듈을 착용하고 실험에 임하는 피검자의 모습 

 

   실험에 사용된 프로토콜은 크게 유산소 운동 프로토콜과 저항성 근력운동 

프로토콜로 나눌수 있다. 먼저 유산도 운동은 STEX사의 8020T 라는 트레드밀

을 사용하였다. 유산소 운동은 급격하게 가속도가 변하는 구간에서 데이터의 

질을 비교하기 위해 3km/h 와 9km/h의 interval 운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속도

가 변화하는 구간을 breath holding 구간으로 설정하여 이 구간에서는 피검자

에게 호흡을 멈추고 운동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속도가 급격히 변하며 순간 

가속도가 발생할 때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호흡신호를 잘 추정하는지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실험 대상자는 같은 유산소 운동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동일한 운동을 3회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저항성 근력운동은 TECHNOGYM 사의 Shoulder Press 와 Leg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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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종류의 운동 기구를 사용하여 상, 하체 운동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같은 운동을 해당 프로토콜로 총 3세트 실

시하며, 각 세트별로 6~8번째 운동은 breath holding 구간으로 설정하여 

asymmetrical 한 호흡 신호 추정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다(그림 13).  

 

그림 13. 실험에 사용된 프로토콜 

 

실험 대상자들은 구현된 모듈과 레퍼런스 장비로 사용된 PowerLab 

Pneumotrace II를 동시에 가슴에 장착하고 그림 13 의 프로토콜에 따라 한종

류의 유산소 운동과 두종류의 저항성 근력 운동을 각각 세 세트씩 수행한다. 

이 또한 유산소 운동과 마친가지로 실험 프로토콜에 breathing hold 구간을 

추가함으로써 앞서 밝힌 기존 연구의 문제점인 asymmetrical 한 호흡 추정에 

대한 우리의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력이 실제 

호흡신호를 대변하는지 혹은 필터에 의한 유사 호흡 파형인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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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단말기에서 PC 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고 저장하기 위해 

National Instrument 사의 Labview 2011 SP1 을 사용하였다. 동시에 

ADInstruments 사에서 제공하는 Chart 5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owerlab 

Pneumotrace II 의 신호를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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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과 

5.1 유산소 운동에 대한 시계열 분석 

그림 14는 breath holding 구간을 기준으로 한 3km/h 와 9km/h 의 인

터벌 운동 중 측정한 호흡 신호이다. 트레드밀 운동의 특성상 Anterior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구간이 대부분이며, 속도가 변화하는 중에

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므로, 가속도 센서의 anterior 방향 정보인 z

축 출력에서는 움직임의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가속도가 

검출된다.  

빠른 속도로 운동 할 경우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가속도 성분은 모든 

축에서 같이 검출되지만, 이 정보는 호흡의 주파수에 비해 고주파 성분이

므로 필터링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다만 트레드밀의 속도가 급격

하게 변화하는 구간에서는 변화하는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Anterior 방향

으로 Positive or Negative acceleration 이 크게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가속도는 가속도 센서만으로 호흡신호를 추정하는데 큰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속도가 변화하는 구간에서 호흡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속도 센서만을 이용하여 추출한 호흡신호에서 움

직임에 의한 잡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정한 호흡 파형에는 이런 노이즈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호흡률 검출시 발생하는 에러의 대부분은 호흡을 하지 

28 

 



않는 구간에서 호흡을 한 것처럼 피크를 보여서 발생한 false positive 

형태이다.  

그림 15를 통해서 단일 가속도 센서 기법에 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호흡율이 에러율 측면에서 4.6%의 정확성 향상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트레드밀 운동 중 획득한 모듈의 출력 : (a) Powerlab 

pneumotrace II (piezo-electric sensor 기반의 벨트형 호흡 측정기) , 

(b) 가속도 센서의 z축 출력, (c) 칼만필터를 이용한 가속도 센서와 자이

로 센서 융합 알고리즘에 의한 출력 

 

29 

 



 

그림 15. 유산소 운동 중 단일 가속도 센서 방법과 센서 융합 기법으

로 각각 계산한 호흡률의 error rate 와 total error rate  :  (a) 각 실

험 대상자 별로 수행한 총 3세트의 운동 중 데이터를 통합하여 Powerlab 

의 Pneumotrace II 의 출력에서 얻은 호흡율을 기준으로 error rate 를 

계산하였다. (b) 모든 실험 대상자의 정보를 통합하여 추정 방법 별 

total error rate 를 계산한 결과 가속도 센서 단일 기법은 총 11.9% , 

칼만 필터 기반의 센서 융합 기법은 7.3% 의 error rate 를 보인다. 

 

5.2 저항성 근력 운동에 대한 시계열 분석 

대부분의 근력운동은 상체를 고정한 채로 운동을 진행하므로 올바른 

자세로 운동 할 경우 anterior 방향으로의 가속도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검자는 static 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에서 밝힌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여러가지 static 한 환경에서의 호흡 

추정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매우 높은 performance 를 확인 할 수 

있다.(그림 17(a).) 하지만, 실험에 사용한 TECHNOGYM 사의 Leg-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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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기구와 같은 경우에 anterior-posterior 방향으로 몸이 이동하면서 

운동을 수행하므로 가속도 센서만을 이용하여 호흡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운동 중 몸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가속도의 크기보다 매우 크고, 이때 발생하는 

가속도의 주파수 영역도 호흡 신호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breath holding 상태로 일부 구간의 운동을 진행 

함으로써, 실제 출력이 호흡의 신호를 대변 하고 있는 것인지를 

검증하였다. 그림 16(b) 의 breath holding 구간을 보면, 가속도 

센서만으로 호흡을 추정 할 경우 호흡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중 발생한 순간 가속도가 필터에 의해 호흡 파형처럼 추정이 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그림 16(c)의 우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출력은 이러한 현상을 일부 보상해 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eference signal 인 PowerLab 의 piezoelectric 

seonsor 기반의 벨트형 호흡 측정 장치의 출력에서 breath holding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호흡 파형이 보이는 이유는 호흡을 

참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복부에 힘이 들어가며 발생한 

압력과 상체의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6(a)). 이로 인해 

Refefence 신호로 사용한 Powerlab 장비의 호흡률 추정이 에러를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피검자로 하여금 최대한 상체를 움직이지 않고 

바른 자세로 운동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16은 1세트 10회의 운동 중 

3회의 breath holding 을 갖는 프로토콜로 운동 할 때 획득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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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가속도센서 단일 호흡 추정 방법과 우리가 제안한 퓨젼 센서 

기반의 알고리즘의 호흡율에 대한 에러율을 표시한 것이다. 

 숄더프레스의 경우 호흡 횟수를 검출함에 있어 두 방법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레그프레스의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Kalman Filter 

기반의 센서 융합 기법이 약 10% 정도 더 좋은 performance 를 보여준다. 

 

그림 16. THECHNOGYM 사의 leg press 장비를 이용하여 근력 운동을 할 

때 측정 호흡 신호 : (a) Powerlab Pneumotrace II , (b) 단일 

Accelerometer 방법, (c) 칼만 필터 기반의 센서 융합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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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근력 운동 시 추정한 호흡수의 에러 : (a) 숄더프레스 운동 

중 단일 accelerometer 방법과 우리가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각각 호흡 신

호를 추정 하였을 때 발생하는 에러와 total error 를 보여준다. 실험 대

상자 별로 수행항 총 3세트의 운동 결과를 통합하여 표현하였으며, 상대

적으로 static 한 상태에서 운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일 가속도 센서 기

법에 비해 큰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는다. (b) : 운동 시 상체가 움직이

는 레그 프레스와 같은 운동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퓨전 센서 기법

이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error rate 는 단일 가속도 기법으로 추정하였

을 때 총 15.24% , 가속도센서와 자이로센서 퓨전 기법은 5.7% 로 약 10% 

의 향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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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유산소 및 근력 운동에 대한 시간-주파수 영역 분석 

본 연구에서는 wavelet cross spectrum(WCS) 을 이용하여 refence 

singal 로 사용하는 Powerlab 의 pneumotrace II 와 칼만 필터 기반의 

센서융합 기법으로 추정한 신호의 패턴과 스펙트럼 분포가 서로 같음을 

검증하였다. Reference signal 은 20Hz 로 down-sampling 하였으며 두 

입력 신호는 -1 ~ 1 사이로 normalization 하였다. 이 때 사용한 wavelet 

은 complex Gaussian wavelet 이며 scale 을 128로 설계하였다. 그림 

18에서 두 신호의 WCS 는 scale 15 와 scale 25 사이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 때 각 스케일은 호흡신호의 주파수 영역인 0.4 ~ 

0.67Hz 에 해당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두 추정 호흡 파형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8. Wavelet Cross Spectrum 기법을 이용한 time-frequency domain 

분석 : 실제 호흡 주파수에서 강한 correlation 을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실제 호흡 파형을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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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실시간 디스플레이를 위한 시간 지연에 대한 분석 

그림 19는 실제 호흡신호와 우리가 제안한 알고리즘의 출력신호간의 

시간 지연을 나타낸다. 실제 호흡 신호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phase distortion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흡기의 최종 단계에서 신호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점을 호기(expiration) 시작점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두 신호의 time-delay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평균 0.638초 

(표준편차 : 0.026) 의 time delay 가 발생하였다.  

출력 신호의 시간 지연 현상은 측정 모듈의 착용 위치와 신체적 특징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대 1초 미만의 

시간 지연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신호를 디스플레이 함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그림 19. Powerlab Pneumotrace II 의 출력 파형과 가속도 센서와 자이

로센서 퓨전 기법으로 추정한 호흡 파형의 time-delay 비교 : 호기 시작

점 기준으로 평균 0.638초 (표준편차 0.026) 로 real-time respiration 

monitoring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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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토의 

인체의 자율신경계는 생명 유지 및 항상성 유지를 위해 항상 자율적으로 

제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율신경계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호르몬에 

의해 제어되지만, 강제적인 호흡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운동 중의 호흡이다. 규칙적이고 알맞은 호흡활동은 심장 박동을 어느 정도 

제어함으로써 유산소 운동에서의 운동지속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근력 운동에서는 잘못된 호흡습관으로 인한 근육과 폐에 관련된 

운동상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알맞은 호흡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규칙적인 호흡을 통한 근력 운동은 근육에 효율적인 로드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운동 중 실시간 호흡 

모니터링은 안전과 효율적인 운동방법 연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호흡 추출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수면 중 혹은 정적인 

상태에서의 생체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들은 

수면 중 무호흡을 검출하거나 안정상태에서의 호흡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호흡 검출을 위해 

물리적 센서(가속도 센서 등)를 이용하여 호흡신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달리기와 같은 동적인 환경에서의 호흡 

검출이나 저항성 근력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범주의 운동에서 실시간 호흡 

검출 방법에 대한 접근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다양하게 시도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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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이로센서와 가속도센서를 칼만필터를 

이용해 융합 함으로써 기존의 가속도 센서만을 이용하여 호흡을 추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된 방법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호흡신호 추출 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두 신호를 융합하여 보다 안정적인 호흡 신호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자이로 센서 만을 이용하여 호흡에 의해 변화하는 각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적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서에서의 드리프트 

현상이 발생하고, 반면에 가속도 센서 만을 이용하여 그 각을 추정했을 때 

호흡의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선형 가속도가 존재할 경우 호흡 신호와 

큰 오차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칼만필터의 특성을 이용해 두 센서의 

출력을 융합하여 자이로센서의 드리프트 현상을 줄임으로써 운동 

환경에서의 실시간 호흡 검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우리는 제안한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블루투스 통신 기반의 측정 모듈을 설계하였으며, 

트레드밀, 숄더프레스, 그리고 레그프레스에서 운동 중 가속도 데이터와 

각속도 데이터를 piezo-electric sensor 기반의 호흡 신호와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레드밀에서 운동시, 트레드밀의 특성상 

anterior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또한 달리기 운동시 생기는 

충격에 의한 고주파성 노이즈는 호흡신호의 주파수 밴드와 큰 차이를 

보이므로 필터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센서가 부착된 상체는 거의 정적인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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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만을 이용했을 때에도 흉곽의 가속도 변화 성분으로 호흡을 추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인터벌 운동과 같이 속도가 변화하는 경우, 운동에 

의한 가속도는 순간적으로 변화하며 변화하는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anterior 방향으로 positive 또는 negative 가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여 호흡신호를 추정하는데 큰 노이즈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 우리는 트레드밀에서 인터벌 운동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속도가 변화하는 구간에서 호흡을 멈춘 상태로 각각의 신호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 가속도 센서만으로 추출된 

호흡신호에 비해 안정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항성 근력운동에서는, 운동 시 상체가 고정되는 숄더프레스와 상체가 

움직이는 레그프레스에서 검출된 호흡신호를 비교하였다. 숄더프레스의 

경우,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 운동 중에 호흡률 추정에 있어서는 가속도 

센서를 단일로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큰 성능 향상은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레그프레스와 같이 몸이 이동하는 동적인 상태에서의 호흡신호 

검출에서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었다. 상체가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레그프레스의 경우 운동 시 상체의 변화로 인한 가속도 신호가 매우 크게 

측정되기 때문에 그림 16(b)에서와 같이 호흡 추정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필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레그프레스 운동과 호흡 주파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호흡 

정보를 잃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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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가속도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호흡 신호를 

획득할 수 있는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동 중 실시간 호흡 검출은 운동지속능력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제시한 알고리즘이 실시간 호흡 모니터링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리적인 센서의 특성 상 흡기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아 호기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지연 현상을 평가하였다. 

우리는 time-delay 가 1 초 미만으로 형성됨을 확인하였고 (평균 0.638 초), 

운동 시 실시간으로 호흡 신호를 모니터링 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으로 추정한 보다 향상된 

퀄리티의 호흡 신호가 호흡률의 계산뿐만 아니라 호흡 신호 자체를 

모니터링 하는 데에도 강점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WCS 방법을 통해 

레퍼런스 호흡 신호와의 time-frequency domain 분석을 한 결과 호흡의 

주파수 영역에서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에 의해 추정한 호흡신호가 실제 호흡 신호를 

매우 잘 대변 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운동 중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센서를 칼만 필터로 

융합하여 실시간으로 호흡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개선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의 제한된 운동환경에서 벗어나 동적인 운동 

환경에서도 높은 질의 호흡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운동 간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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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운동지속능력 및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을 

제시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근전도 및 복부 압력에 의한 노이즈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모듈의 착용점에 

따라 변화하는 출력 결과에 대한 실험 및 보완에 대한 연구가 미처 

수행되지 못하여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향후 textile electrode 를 이용하여 

측정한 ECG, Impedance 등의 다양한 생체 정보를 전송 받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앱 등이 함께 개발된다면, 실내에서의 운동뿐만 아니라 

outdoor 환경에서의 운동 중 생체 신호의 변화를 무 구속적으로 저장하고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의 확장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값싸고 효율적인 개인용 수면 다원 검사 장치나 무호흡 검출 장비의 

개발에도 활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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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of dynamic respiration monitoring 

through sensor fusion of accelerometer and gyro-

sensor 

 

In this paper, we suggest a method to improve the fusion of an 

accelerometer and gyro sensor by using a Kalman filter to produce a 

more high-quality respiration signal to supplement the weakness of 

using a single accelerometer. To evaluate our proposed algorithm’s 

performance, we developed a chest belt-type module. We performed 

experiments consisting of aerobic exercise and muscular exercises with 

10 subjects. We compared the derived respiration signal from the 

accelerometer with that from our algorithm using the standard 

respiration signal from the piezoelectric sensor in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s during the aerobic and muscular exercises. We also 

analyzed the time delay to verify the synchronization between the 

output and standard signals. We confirmed that our algorithm 

improved the respiratory rate’s detection accuracy by 4.6% and 9.54% 

for the treadmill and leg press, respectively, which are dynamic. We also 

confirmed a small time delay of about 0.638 s on average. We 

determined that real-time monitoring of the respiration signal is 

possible. In conclusion, our suggested algorithm can acquire a more 

high-quality respiration signal in a dynamic exercise environment away 

from a limited static environment to provide safer and more effective 

exercises and improve exercis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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