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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양손 임피던스를 이용한 폐기능 평가에서

최적호흡방식 및 신호 최적화에 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양손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는 다르게

호흡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기존의 임피던스방법을 사용하여 호흡

을 측정하는 시스템은 흉곽에 1회용 전극이나 벨트를 부착함에 따라 환자들로 하

여금 측정에 대해서 불편함을 야기했다.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핸드그립 타

입의 전극을 사용하였다. 또한, 개인마다 기본 임피던스와 호흡에 의해 변하는 임

피던스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폐기능 평가 지표 중 Liter단위로 환산이 필요

로 하지 않는 FEV1/FVC만을 도출해내었다. 또한, 임피던스를 통해서 호흡을 측정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호흡 방식에 따른 Impedance pnemography신호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IP에서의 최적 호흡방식을 찾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제안된 시스템과 레퍼런스 장비인 Powerlab의 Pneum

otachometer와의 1회 호흡량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IP에서 호흡방식은 복식호흡보

다는 흉식호흡이 9.8%의 더 적은 에러율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흉식호흡

을 통한 IP시스템과 레퍼런스장비의 FEV1/FVC가 매우 유의한 결과를 가짐을 검

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환자가 자세를 움직이지 않

고 흉식으로 호흡을 하였을 때 기존에 연구에서도 향상된 호흡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폐활량을 측정하는 Spiromtery와 같은 장비는 부피가 크고 환자의 기

도에 직접적인 연결과 정확도와 재현성을 위해 보정 및 전문가의 수반이 필요하

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연구된 IP방법과 같은 기존 연구들 같은 구속적인 방법에

서 벗어나 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향후 간편하게 사용자의 호흡 용적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개발된다면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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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안한 시스템으로 폐기능 평가 지표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폐기능 평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양손 임피던스,

Impedance pneu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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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만성 폐쇄성 폐 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과 천식

(Asthma)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기도의 폐쇄로 인한 질병이다. 전 세계적

으로 COPD와 천식에 의한 사망률은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COPD와 천식의 진행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 진단

이다. 폐기능 평가는 호흡기 질병들을 진단하거나 폐기능을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1] 예를 들어, 환자가 COPD나 천식으로 고

통받고 있을 때, 정기적으로 폐기능 평가를 시행할 경우 질병의 상태를

측정 할 수 있다.[2,3]

Spirometry는 폐기능평가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Spirometry는

COPD 및 천식과 같은 질병에 따라 호흡 곤란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폐기

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과 치료반응을 관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폐기능

평가의 인덱스는 아래와 같다. 노력성 폐활량(FVC)은 최대 흡기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노력하여 내뿜어내는 공기의 양이다. 1초 강제 호기량(FEV1)

은 최대 흡기상태에서 1초 동안에 강제적으로 노력하여 내뿜는 공기의 양

을 말한다. FEV1/FVC는 FEV1과 FVC의 비율이다.[4]

Spirometry는 부수적 장비를 필요로 하고[5], 환자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접촉 되어야한다. 게다가, 정확하고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장비의

교정이 자주 필요하다. 따라서 Spirometry의 사용은 종종 일반 환자 모니

터링을 위해 실용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렴한 비용과 가벼운 Peak

Flowmeter 같은 Spirometry는 상업 분야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장치들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Peak Flowmeter는 최대 호기 유량

계로써 오직 Peak Expiratory Flow(PEF)만 측정하고, 사용자의 노력과

숙련도에 매우 의존적이다. 그래서 PEF 는 폐용적에 대한 측정이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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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능 질병을 진단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폐기능 평가를 위한 G.O.L.D 가이드라인에서는 폐기능 질병(COPD, 천

식)을 호흡에 의해 발생된다고 한다. 이러한 질병들은 오로지 호흡량과

호흡의 흐름에 의해 진단된다.[6,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폐기능 평가방법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방법중 일반적으로는 Impedacne

pneumography, inductive plethysmography, various other magnetic,

capacitive, 그리고 광학적인 방법 같은 생체임피던스 방법이다.[8]

예를 들어, electrical impedance pneumography (EIP)는 간접적으로 흉

곽에서의 흉부 전기 임피던스 변화를 감지하여 환자의 폐 기능을 측정하

는 방법이다. EIP의 장점은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뿐 만

아니라, 값이 저렴하며, 안전하며 시간적인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9]

Goldensohn and Zablow은 호흡량의 변화와 흉부 임피던스의 변화량의

정량적인 관계를 가장 먼저 보고하였다.[10] 흉부 임피던스 전압의 변화량

을 폐 볼륨 변화량으로 보정하였고, 그를 통해 흉부 임피던스 측정을 통

해 일반적인 호흡을 하는 동안 정확하게 호흡량을 추정할 수 있었다.

[11,12] Houtveen은 흉곽임피던스의 변화를 연구하였고, 4개의 spot전극

을 통하여 호흡신호를 산출하였다.[13] Seppa는 EIP방법의 호흡의 흐름과

호흡량의 신호를 호흡률과 일회 호흡량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14] Agarwal은 일반인과 제한성, 폐쇄성 환자 그룹으로 나누어

EIP 신호를 주파수 분석하여 비교분석하였다.[15] 하지만, 위의 두 연구

임피던스 신호에 대한 제한된 분해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폐 기능 평

가 변수의 직접적인 결정을 할 수는 없었다. Carry는 EIP 방법에 정확성

을 평가하였다. 그 연구에서는 EIP를 다양한 폐기능의 변수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되었고 EIP를 통해 얻은 결과와 Spirometry를 통해 얻은 결과

를 비교하였다.[16]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EIP 신호에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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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평가 지표들을 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상태를 진단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흉부 Impedance Pneumography의 흉곽의 전극부

착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핸드그립 형태의 4전극 방식을 통해 양손임피

던스를 통해 양손과 흉부의 기본임피던스 제거하여 호흡에 의한 폐용적

의 변화에 따른 임피던스의 변화로 호흡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

하여 PowerLab의 호흡유량계(ML-311)와 동시에 호흡을 측정하였다. 호

흡유량계의 각 측정자들에 대한 보정을 통해 정확한 호흡량을 추정하였

고, 호흡량에 따른 임피던스를 Liter단위로 환산하여 흉식과 복식호흡방

식에 따른 Impedance Pneumography의 호흡량을 비교하여 최적의 호흡

방식을 추정해 내었다.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폐기능 평가의 지표 중 기도의 폐쇄정도를 알

수 있는 폐의 총 용적과 최대 흡기 시에서부터 1초간 내쉰 공기의 용적의

비율인 FEV1/FVC를 레퍼런스장비와 개발된 시스템의 비교함으로써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4]



- 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호흡측정법

일반적으로, 호흡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직접 측정 방식과 간접측정

방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직접 측정 방식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호흡 상태뿐만 아니라 폐 기능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 공간적

인 제약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ody Impedance,

Electrocardiogram (ECG), Blood pressure(BP), Photo Pletyhsmography

(PPG)와 같은 다양한 생체 신호를 이용하여 정확한 호흡 신호 및 호흡률

을 추정 및 모니터링 하려는 간접 측정 방식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

며, 최근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개선하여 더욱 높은 질을 갖는 신호를 얻

기 위한 노력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17, 18]



- 5 -

2.2 직접측정방식

2.2.1 질소세척법

질소 세척법은 그림과 같이 폐에 존재하는 질소를 Spirometry를 통해

“세척” 하는 측정방법이다[19].

공기 중에 약 79% 포함된 질소를 세척해 내기 위하여 약 10분 간 혹은

호기 시 기체의 질소 농도가 2% 미만일 때까지 Spirometry를 통해 100%

산소를 흡입시켜 호기 시의 기체를 모두 모은다. 그 이후 환자의 폐에 더

이상 질소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폐포가 낮은 질소 확산 능력

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은 기체의 질소의 양은 모인 기체의 호기 용적

과 기체의 질소 농도의 곱과 같다. [20, 21] Spirometry에 호기되어 모인

기체의 총 량은 질소에 대한 고려가 되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식

2.1을 통해 폐 용적을 계산할 수 있다.

   <식 2.1>

그림 2.1 질소 세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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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헬륨희석법

 헬륨희석법은 아래 그림 2.2와 같다. 환자는 Spirometry를 통해 호흡한

다.[22, 23] 측정 초기에 Spirometry는 일정 농도와 용적의 헬륨을 포함

하고 있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호흡을 한 뒤 헬륨의 농도가 호기말 상태

에서 평형이 되면, 헬륨 농도를 측정한다. 폐포는 헬륨에 대해서 낮은 확

산결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헬륨은 검사 기간 동안 폐에서 혈액과 조

직에 없기 때문에 헬륨의 질량은 변화가 없고, 전체 폐 용적을 제공한

다.[24] 

 헬륨희석법의 관계는 식 2.2와 같다.

        <식 2.2>

그림 2.2 헬륨 희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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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체적변동법

체적변동법의 기본 원리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질량의 기체

에서 압력과 용적의 곱은 일정하다는 Boyle's law (PV = Constant)이다.

환자가 체적변동으로 폐 용적을 측정하기 위해 밀폐된 체적변동기기

(Body Box) 안에 앉는다. 상자 안에는 흉곽 내에 있는 기체와 몸의 바깥

에 있는 기체가 있다. 몸 바깥에 있는 기체의 용적은 상자의 용적에서 환

자에 의해서 대체된 용적(몸무게로 추정)을 뺀 것과 같다. 상자 안의 압력

이 측정되고 나면, 미리 알고 있는 용적의 변화를 보정하기 위해 밀폐된

상자 안으로 적은 용적의 공기를 넣는다.[25]

환자는 마우스피스를 통해 빠르고 얕은 호흡을 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동안, 마우스피스의 셔터는 닫히지만, 환자는 빠르고 얕은 호

흡을 계속한다. 셔터가 닫히면, 폐에 있는 기체는 상자의 나머지에 있는

기체와 소통하지 못한다. 환자가 호흡을 함에 따라 상자 안의 압력에 변

동이 생긴다. 이러한 용적의 변동은 압력의 변화로부터 계산될 수 있다.

동시에 마우스피스 내에 있는 압력 변동기는 입안의 압력의 변화를 측정

한다. 이를 통해 Pmouth(t1, t2) Vlung에 대한 값을 알고 있어, 식 2.3을 통해

호흡량을 측정할 수 있다.[26]

     ∆ 
<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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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직접측정방식의 단점

폐기능 평가의 기존의 방법들인 Spirometry와 같은 부수적인 장비가 필

요하다. 그리고 환자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접촉한다. 또한, 저렴한 비용과

가벼운 Peak Flowmeter 같은 Spirometry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

러한 장비들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Peak Flow Meter는 오직 PEF만 측

정이 가능하며 환자의 노력과 실험 방법에 의존적이다. 그리고 PEF 매

개변수가 측정되지 않는 경우 COPD나 천식을 진단, 관리하는 것에 충분

하지 않다.

이러한 불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접 측정방식으로 EDR,

BDR, PDR 과 같은 생체신호를 통해 호흡률을 측정하는 방식과 사용자의

Body Impedance를 이용하여 호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Electrical Impedacne Plethysmography, Respiratory Inductive

Plethysmography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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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간접 측정방식

간접 측정방식에는 ECG, BP, PPG, 흉부 Impedance와 같은 다양한 생체

신호를 이용하여 정확한 호흡 신호 및 호흡률을 추정 및 모니터링 하려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간접 측정방식의 하나인 EDR method는 호흡률을 추정하는 경

우엔 높은 검출률을 보여주지만, ECG 측정을 위해 전극을 부착해야 한다

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 사람의 흡기 및 호기 상태와 동기화된 신호를 제

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27-28] 또, 다른 대표적인 간접 측정방

식인 가속도 센서 기반의 측정 방법들은 생체 신호의 범주를 벗어나 물리

적인 신호를 통해 호흡 신호를 추정하려는 시도로써, 호흡에 의해 변화하

는 흉곽의 가속도 및 변화 각을 이용하여 호흡 신호를 검출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수면 중 무호흡 검출이나 안정 상태의 호흡 신호

추정과 같은 정적인 상태에서 이루어 졌으며 호흡에 의해 발생하는 가속

도 신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동 잡음에 취약하여 운동

과 같은 동적인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2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양손의 Impedance를 측정하여 호흡을 할

때 미세하게 변화하는 흉곽의 둘레를 통해 이를 호흡유량계와 비교하여

그 정확도를 향상시키며 그에 따른 호흡 방식을 추정해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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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장기의 임피던스

Impedance Plethysmography로 측정하는 물리량은 장기의 임피던스이

다. 표 2.1에서 보면, 신체 장기의 저항들이 혈액은 1.6 [Ωcm], 뼈는 215

[Ωcm] 으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폐의 경우에는 21.7[Ωcm]이다. [30,

31, 32]

장기 ρ(Ωcm) Remarks Reference

Brain

2.2

6.8

5.8

Gray matter

White Matter

Average

Rush and Driscoll

Barber and Brown

Barber and Brown

Cerebrospinal
Fluid 0.7 Barber and Brown

Blood 1.6 HCT = 45 Geddes and Sadler

Plasma 0.7 Barber and Brown

Heart Muscle
2.5

5.6

Longitudinal

Transverse

Rush, Abildskov and

McFee

Skeletal Muscle
1.9

13.2

Longitudinal

Transverse
Epstein and Foster

Liver
21.7

25.0

Rush, Abildskov and

McFee Schwan and Kay

Lung
177

150

Rush, Abildskov and

McFee Geddes and

Baker

Fat 158 Rush and Driscoll

Bone 215

Longitudinal

Circumferential

radial (at

100kHz)

Saha and Williams

표 2.1 장기의 임피던스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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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dance Plethysmography에서 장기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의존적인

요소이다. 다양한 장기들의 임피던스는 서로 다르게 반응을 하는 구성요

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의 임피던스에 적용되는 전류는 주파수에

따라 다르다.[37, 38]

Cole-Cole plot은 주파수 선택을 하는 유용한 방법이다.[39] 그 그림에서

는 실수 구성요소 R 대 임피던스의 허수 구성요소 X로 주파수와 함께 그

려진다. 그림 2.3(B)는 그림 2.3(A)에 보이듯이 single-time-constant에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임피던스의 Cole-Cole plot 이다.

Cole-Cole plot은 식 2.4를 따른다.

∞ 

∞
∞

∞


∞
<식 2.4>

     

Cole-Cole plot은 반원에 (R0 - R∞)/2의 구간을 갖는다. 이로 인하여

식 2.5 실수부(Re)와 허수부(Im)를 증명할 수 있다.



∞
  

∞
 <식 2.5>

앞서 언급했듯이 식 2.5의 원의 반경은 (R0 - R∞)/2 이고 Im = 0과 Re =

(R0 - R∞)/2 일 때, 식의 우변은 상수이다. 그림 2.3(A)의 회로의 세 개의

요소는 R0 = 2R, 그리고 t = R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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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Cole-Cole plot (A)  Three- element model of tissue impedance at 

a single time constant. (B) Cole-Cole plot for impedance with a single time 

constant  (C) The depressed Cole-Cole plot 

실제로, 반원의 중심은 실수 축에 없다, 하지만 실수 축 아래에 위치한다.

실제측정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식 과 같다. [40] 실제 Cole-Cole plot은

그림 2.3(C)와 같다. 내림각은 φ = (1 - α)π/2 이다.[41, 42]

∞
 
∞

<식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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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lectrical Impedance Plethysmography

Electrical impedance plethysmograhy 즉, EIP는 생물학적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설명하고 생리학적 활동(Event)에 대한 간접 전달 메커니즘 역할

을 한다. EIP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전극을 요구하는 간단한 기술이다.

Geddes and Baker 에 의하면 “계절의 변화, 혈액의 흐름, 심장 활동, 호흡

량, 혈액과 신장의 양, 자궁 수축, 신경활동, Galvanic Skin reflex, 혈액 세

포의 부피, 응고, 혈압과 타액”등은 전극 사이의 임피던스로 반영될 수 있

다.[43]

1974년 Kubicek은 4개의 전극으로 장기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그림2.4와 같이 고주파(20 ~ 100kHz), 정전류(0.1 ~ 4mA)를 바깥의 한

쌍의 자극전극(inner electrodes)을 통하여 흘리고 안쪽 한 쌍의 전압감지

전극(outer electrodes)를 통하여 호흡신호 ΔLung을 측정 할 수 있다.[44]

그림 2.4 흉곽 Impedance Plethysmography의

기본적인 전극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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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Respiratory inductive plethysmography.

Inductive plethysmography 는 호흡 중에 호흡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Resipiratory inductive plethysmography(RIP)는

1978년 도입되었다.[45, 46] RIP는 흉부와 복부에 감은 코일에 의해 유도

되는 인덕턴스가 호흡에 의해 증감되는 흉부나 복부의 단면적에 비례한

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인덕턴스를 전압으로 변

환하여 호흡을 할 때, 부피의 변화에 대한 측정으로 호흡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인덕턴스를 전압으로 변환을 할 때에는 RIP의 사용되는 오실레이터

의 주파수와 각 코일의 고정된 내부 캐패시터와 인덕턴스에 의해 결정된

다.

환자에 맞게 교정된 RIP시스템은 호흡량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47]

Inductive plethysmography의 교정을 위해 일반적인 방법으로 아래의 식

2.7과 같다.

 <식 2.7>

VRC와 VAB에서 RC는 흉곽(Rib Cage)을 나타내고, AB는 복부

(abdominal)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VT는 호흡량을 의미합니다. 일단 한

번 보정을 하면, RIP 시스템은 가슴의 용적과 호흡패턴의 변화를 비침습

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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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mpedance Plethysmography 에 대한 기존 연구

Electrical Impedance Pneumography(EIP) 방법은 Impedance Pneumogr

-aphy 방법과 유사하다.[8] 예를 들어, EIP는 간접적으로 흉곽에서 흉부

전기 임피던스 변화를 감지하여 환자의 폐기능을 측정한다. EIP의 주요

장점은 쉽게 모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모든 환

자는 집중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포함해서입니다. 또한, EIP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검사시간, 측정시간에 있어 효율적인 시스템이다.[9]

Goldensohn과 Zalbow는 호흡량과 흉부 임피던스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

가하여 가장 먼저 보고하였다.[10]

그림 2.5는 Spirometry의 신호와 EIP의 신호를 동일한 스케일에 있다.

여기에서 EIP 신호는 폐활량 신호와 쉽게 비교하기 위해 상수를 곱하였

다.

그림 2.5 EIP와 Spirometry의 Volume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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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EIP신호와 Spiormetry의 Flow 신호

그림 2.6과 같이 EIP신호의 원신호를 시간에 따라 필터링하여, Impedance

based 호흡신호를 획득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호흡에서 정확하게 1회 호

흡량을 측정할 수 있다.[11,12] Houtveen 은 4개의 스팟 전극으로 얻은

흉곽 임피던스의 변화를 호흡신호로 산출하였다.[13] Seppa는 호흡의 흐

름과 호흡량의 신호를 모니터링 하는 것에 쓰이는 EIP를 오직 호흡률과 1

회 호흡량을 추정하는데 사용하였다.[14]

Agrawal은 그림 2.7과 같이 정상군, 폐쇄성질환군, 제한적 질환군을

EIP신호의 주파수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2] 그러나, Electrical

Respiratory Plethysmography에 대한 기존 연구는 직접적으로 폐기능 평

가 지표(예를 들어, FEV1/FVC, FVC, FEV1, PEF)를 직접적으로 검출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환자의 가슴에 전극이나 벨트를 부착한 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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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EIP 신호의 주파수 분석에 따른 환자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보다 구속적이지 않은 핸드그립형태의

4전극을 사용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흉곽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 임피던스가 크게 변하지 않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양팔의 임피

던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또한,

임피던스는 측정자세와 호흡방식(흉식과 복식), 호흡패턴에 따라 다른 임

피던스 신호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강제 흡기와 호기를 할 때

에 최대한 숨을 쉬기 위해서 사용자의 몸을 움직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목적은 기존의 방식보다 더 재현성이 높은 신호를 얻고,

폐 기능 평가 인덱스 중 FEV1/FVC Ratio 를 얻을 수 있는 최적호흡방식

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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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본 연구에서 제안한 호흡신호 검출 하드웨어 블록도

제 3 장 시스템 설계

3.1 하드웨어 설계

그림 3.1은 본 연구에서 호흡신호 검출을 위하여 만든 하드웨어의 블록도

이다. 우선, 기존 연구들의 전극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핸드그립 형태의 4전극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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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n bridge oscillator를 이용하여 100kHz의 정현파를 생성하였고 이를

몸에 주입하기 위해 howland current source를 이용하여 1mA의 정전류

를 발생시켰다. 이를 자극전극(CH, CL)을 통해 인체에 주입하고, 호흡에

따라 변하는 흉곽 임피던스 변화에 따라 전압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전압의 변화를 전압감지전극(VH, VL)을 통해 검출한다. VH와 VL을 통

해서 검출된 전압을 차동증폭기를 거쳐 호흡신호가 100kHz Carrier주파

수로 변조된 신호를 얻어, 이를 Full-wave precision rectifier를 거쳐 직류

성분으로 변환시켜줬다. 그 신호는 측정자의 양팔과 흉곽의 impedance이

며, 이는 base impedance이다. 호흡신호는 Base Impedance에 비해 매우

작은 신호이기 때문에 기존연구들에서는 해상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base impedance를 Cortex-M3 (32-bit Arm core)

의 고해상도인 12-bit로 ADC하여 해상도를 수 옴 단위를 검출해낼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리고 호흡 측정을 시작한 후, 초기 1초 간 base impedance

의 평균값을 다시 12-bit로 DAC로 출력하여, 입력 impedance와 차동 증

폭하여 사용자의 Base Impedance만을 제거한 순수 흉곽 임피던스의 변

화, 즉DC성분을 제거하여 호흡신호만을 추출해낸다. 그 후 5Hz

LPF(Butterworth 2차 필터)를 통과하고 호흡신호를 증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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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피던스 교정

정전류(100kHz, 1mA)를 체내에 주입하여 측정된 전압은 임피던스를 나

타낸다. 따라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측정 전압 신호를 통하여 체내 임피

던스를 구할 수 있다 .아래 수식은 100Ω부터 820Ω의 저항을 통해 보정한

임피던스 값이다. 또한, 수식에 의해 임피던스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그림 3.2 저항에 따른 임피던스 교정 결과

   <식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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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피던스 해상도의 개선

피검자의 양손에서의 Impedance를 측정하기위해 전류를 양손을 통해 주

입한다.

Impedance 측정을 위해 1mA RMS값을 갖는 100kHz의 정현파 정전류

원을 사용하였다.[48] 호흡에 의해 변하는 폐의 임피던스의 변화량은

0.1~1% 이다.

따라서 흉곽 Impedance는 폐의 임피던스의 변화보다 매우 크다.[49]

본 연구에서는 그림 3.2에서처럼 정전류를 자극전극(오른손, CH)을 통해

주입된다. 주입된 전류는 접지(왼손, CL)로 전송된다. 전압은 전압감지전

극 VH와 VL에서 측정된다.

전류원의 출력 임피던스는 식 3.2와 같다.

  a a 
<식 3.2> 

그리고, 전압 증폭기의 입력 임피던스는 식 3.3와 같다.

  aa <식 3.3>

그래서, 양손 사이의 Impedacne는 흉곽 impedancce와 폐 임피던스 변화

량의 합과 같다.

     <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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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Base 는 호흡활동에 인해 변하는 ZLung보다 매우 크다.

Full-wave Precison Rectifier를 지나고 난 측정Impedance는 피검자의 양

손 Base Impedance를 제거하기 위한 DAC 출력값과 차동증폭기의 입력

에 연결한다. 그 결과 차동증폭기의 출력은 ∆ZLung에 대한 신호만 출력

이 되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를 얻을수 있다.

∆    

∆









∆ <식 3.5>

본 연구에서는 양 팔, 흉곽의 Base Impedance를 제거하기 위하여 DAC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임피던스의 변화는 오직 호흡신호만을 반영한다.

ZLung의 변화는 폐의 폐 용적의 변에의 관한 수학적 모델은 parallel

column model을 사용한다.[50] 그림 3.3과 같이 Conducting volume (a)는

오른팔, 왼팔, 가슴의 임피던스 같은 ZBase 로 구성되었다. Conducting

volume(b)는 폐의 임피던스의 변화이다. 2개의 Conducting volume은 전

기적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Conducting volume(b) 폐의 임피던스

변화는 비저항 ρ , 길이 L과 호흡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단면적을 가지

고 있다. 또한, Nopp에 의하면 폐 조직의 단위 부피당 전기 전도성 물질

의 양이 흡기의 경우 동안 감소된다.[51] 전기 전도성 응축 물질의 감소는

폐의 저항을 증가로 연결된 다. 그래서 ZLung은 증가한다. 반면 폐의 임피

던스 ZLung은 호기 시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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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피던스의 변화는 식 3.6와 식 3.7에서처럼 볼륨의 변화로 나타낼

수 있다.

∆   

∆ <식 3.6>

∆∝∆ <식 3.7>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측정하는 동안 호흡량을 임피던스의 변화

를 통하여 추정한다. 또한, 기존의 장비의 경우에는 높은 해상도의 신호를

얻어내기 위하여 필터를 이용하여 Base Impedance를 제거하기 때문에,

원신호의 왜곡이 발생한다.[52]

그림 3.3 Parrallel Conducting Volume



- 24 -

흡기 시에는 ΔV 는 ΔZLung과 함께 증가한다. 반면에 호기 시에는 ΔV는

ΔZLung과 함께 줄어든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흉부의 호흡량을

이와 같이 추정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양손전극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

용자의 측정 자세나 측정 방식에 따라 임피던스 값에 큰 차이를 보여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자의 초기 Body Impedance를 DAC하여

호흡에 의한 임피던스의 변화량 즉, ZLung을 도출해 냄으로써 측정 자세들

(Supine, Sitting, Standing) 에 따른 변화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양손에서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폐 기능평가 지표 중

하나인 FEV1/FVC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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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호처리

본 연구에서 양손 임피던스를 호흡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하여

Pneumotachometer(ML-311, ADinstrument, Austrlia)를 레퍼런스로 본 연구에

서 제안된 시스템과 동시에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Reference는 그림 3.4와 같이

호흡유량(Flow) 신호와 호흡용적(Volume) 신호를 PC에서 PowerLab Chart5

(AD Instrument, Australia)를 이용하여 기록된다.

그림 3.4 PowerLab Chart5에서 제공하는 폐기능 평가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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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은 호흡신호에서 FEV1/FVC Ratio를 구하는 과정의 블록다이어그

램이다. 시스템에서 나오는 호흡용적 신호와 Reference 장비의 호흡신호는 동

시에 PowerLab Chart5에서 1kHZ의 샘플링으로 저장되었다. 측정 시작 후 1초

동안의 Body Impedance 신호를 12-bit로 ADC를 한 뒤에 1초 동안의 데이터

를 평균을 내어 다시 12-bit로 DAC를 하여, 호흡 용적에 대한 신호만을 수집

하였다. 이를 통해 피검자가 자세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호흡 용적에 대한 신호

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Impedance Plethysmography는 Seppa가 언급하였듯이 IP 신호자체

에서 CGO(Cardio Genic Oscilation) 즉, 심장에 의해 생성되는 ICG나 ECG같

은 파형이 호흡신호와 같이 나오게 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Seppa는

Savitzky-Golay smoothing filter(S-G filter)를 사용하여 완전히 CGO 신호를

제거하였다.[5]

S-G filter의 경우에는 frame size를 최소한으로 200ms정도로 잡아야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운동을 하거나, 심한 동잡음이 발생할 요인이 없기 때문

에, 그림 3.4와 같이 5Hz LPF(2차 Butterworth)사용함으로써 양자화 오차와

Phase Delay를 최소화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 27 -

그림 3.5 Reference신호와 제안한 시스템의 원신호와 5Hz LPF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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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FEV1/FVC를 검출해내기 위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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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최적 호흡 측정 방식 검증

표 3.1과 같이 총 5명의 피검자(남자3, 여자2)를 대상으로 최적 호흡 방식을

검증하기 위해 레퍼런스 장비 ML-311 (Pneumotachometer, Powerlab,

ADInstruments)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동시에 측정하여 일회호흡량

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림 3.7과 같이 실험 시간은 총 5분이며, 3분 간

안정된 상태로 앉아서 실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숙지하게 한 뒤, 1분 동안

흉곽을 이용하여 호흡을 그리고 1분 동안 복식호흡을 하고 실험은 끝난다.

항목

성별(남/여) 3 / 2

키(cm) 167.8

몸무게(kg) 72.3.

나이(yr) 23.7

질병유무(있음/없음) 0 / 5

표 3.1 일회 호흡량을 추정하기 위한 실험의 피검자 기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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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재현성과 최적호흡신호를 위한 실험 프로토콜 

시스템에 대한 재현성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하여 매 실험마다

Pneumotachometer를 3L실린더를 이용하여 값을 보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제안

된 시스템을 측정하였을 때, 피검자들마다 300mL 실린더를 통해 피검자의 임

피던스를 Liter단위로 환산하여 Pneumotachometer에서 측정되는 일회호흡량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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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racic

of System

Thoracic

of

Reference

Abdominal

of System

Abdominal

of

Reference

Subject1
572.248

±24.1055

575.025

±9.04175

403.2145

±13.127

399.775

± 8.36514

Subject2
483.525

±18.61396

494.38

±12.96247

316.75

±8.24749

336.46

±7.78632

Subject3
436.9302

±9.3481

439.301

±6.36001

267.102

±9.19549

277.907

±6.95275

Subject4
604.75

±27.17687

624.6

±26.58011

389.61

±13.22948

387.55

±19.86434

Subject5
523.7825

±20.28481

514.05

±12.37792

488.4615

±30.0479

517.8

±27.24418

Error Rate

Thoracic 9.8%

Abdominal 28.3%

표 3.2 호흡방식별 Reference와 시스템의 일회호흡량의 평균

실험 결과 표 3.2를 보면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흉식 호흡이 복식 호흡보다

호흡량이 더 많고, 에러율 측면에서도 더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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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Reference와 시스템의 FEV1/FVC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모든 실험과정은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인체 시험 윤리 위

원회의 심의 승인(승인번호 : 1041849-201310-BM-021-01)을 거쳐 실험을 진

행하였다. 실험 대상자는 폐기능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약물 처치 중이

아닌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피검자의 기초 정보는 표 3.3과

같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피검자들은 사전에 실험의 목적과 실험 프로토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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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하였다. 또한, 실험 전 6시간 동안 흡연을 피하도록 하였다.

항목

성별(남/여) 26 / 14

키(cm) 169.35 ±1.55355

몸무게(kg) 66.05 ± 2.26991

나이(yr) 24.9250 ± 0.51439

질병유무(있음/없음) 0 / 40

표 3.3 피검자의 기초 정보

‘Impedance Pneumography에서 최적의 호흡방식을 통해 재현성있는 IP

신호 획득‘ 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허리를 곧게 핀 상태에서 흉식

호흡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대 흡/호기를 도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으며, 측정 중 기침을 하거나 측정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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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다시 재측정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그림 3.8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핸드그립 형태의 전극과 레퍼런스 장비인

ML-311과 PowerLab의 모습이다.

그림 3.8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과 레퍼런스 장비( ML-311 (Pneumotachom 

eter, ADInstrument)), Power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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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FEV1/FVC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프로토콜

Reference와 개발된 시스템은 동시 측정

실험 프로토콜은 그림3.9와 같고, 이를 총 3회 피검자에게 강제흡기를 한

후, 강제호기를 하게하였다. 실험 중 기침을 하거나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그

실험은 중단하고 3분간 휴식을 한 뒤에 재측정하였다. 또한, Pneumotachomete

r는 매 실험마다 3L 실린지를 이용하여 정확한 용적과 유량을 얻기 위해서 보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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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Reference와 개발된 시스템의 FEV1/FVC 결과

제 4 장 결과

4.1 Reference와 시스템의FEV1/FVC결과

 

그림 4.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 얻은  FEV1/FVC ratio에 대

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제안한 시스템과 Reference장비에 대한 대응 표

본 T검정을 SPSS 18.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p<0.05) 

 총 3회의 실험을 통해 검출된 FEV1/FVC의 값이 평균의 20%이상 차이

가 났을 경우에는 그 값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평균값을 FEV1/FVC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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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311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FEV1/FVC의 결과는

시스템 : 90.8512 ± 0.86498, Reference: 90.9901 ±1.02773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 4.2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에서의 결과와 레퍼런

스 장비 ML-311과 FEV1/FVC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rameter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Reference 40 90.99 99.98 79.03 6.49995

System 40 90.85 98.72 79.21 5.47062

표 4.1 Reference와 System의 FEV1/FVC에 대한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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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Reference와 개발된 시스템의 FEV1/FVC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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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V1/FVC 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결과로 평균 .13894로 서로 유사한 평

균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FEV1/FVC에 대한 대응표본 상관계수

N 상관계수 유의확률

대응 1
Reference &

System
40 .882 .000

표 4.3 FEV1/FVC에 대한 대응표본 검정 결과

대응차

t
자유

도

유의확

룰(양쪽)
평균

표준편

차

평균

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대응

1

Reference -

System
.13894 3.07473 .48616 -.84440 1.1222 .286 39 .777

대응표본 상관계수의 결과를 보면 0.882, 유의확률(Sig.) 0.000이므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결과는 서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응표본의 결과인 양쪽 유의확률(2-tailed)이 0.777의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는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유의수준 5% 이하에서 실험 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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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Reference와 시스템의 FEV1/FVC의 Bland and Altman plot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4.3과 같이 Bland and Altman 분석을 이용하여 FEV1/FVC를 검출 하

기위한 각각의 방법들의 차이를 분석하였을 경우, 모든 분산이 mean±2SD 범

위 내에 존재함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스템과 Reference 장비인 ML-311의

FEV1/FVC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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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폐기능평가 지표(FVC,  

FEV1, FEV1/FVC, PEF) 중 FEV1/FVC를 도출해냈다. 이러한 폐기능평

가 지표들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나 천식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낼 수 

있다. 임피던스방법을 사용하여 호흡을 도출해낸 이전 연구들의 경우에는 

폐기능 평가의 지표들에 대한 연구들은 없었다.[6, 8] 그 이유는 호흡에 

의한 임피던스의 변화는 수 옴 단위이기 때문에, 해상도측면에서 문제점

이 있었고, 직접적으로 흉곽에 전극들을 붙여 환자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흉부 Impedance pneumography보다 사용자로 하

여금 더욱 편리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양손만을 이용하여 폐기능 평가를 

시도하였다. 양손을 이용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하면 흉곽에 비해 양손과 

팔에 임피던스가 더해져 임피던스가 크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처리

를 위하여 Cortex-M3의 고해상도의 12-bit ADC 및 DAC를 이용하여 

수 옴 단위의 임피던스 변화를 감지해내었다. 그리고 피검자의 Base 

Impedance를 정확하게 제거하여, 호흡신호만을 검출해내었다.

 그 결과 5명에 대해서 일회 호흡량에 대해서 검증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시스템에서 Base Impedance를 정확하게 제거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

었다 또한, 복식호흡을 하는 경우에는 흉곽의 임피던스와 레퍼런스인 

Pneumotachometer에서 계산되어진 호흡량이 많고, 복식 호흡의 경우에

는 몸이 움직이는 문제와 폐 내에 있는 가스를 다 방출하지 못 하기 때문

에 에러율이 더 높다. 제안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흉식 호흡을 통해 숨을 

쉬는 것이 조금 더 재현성이 높은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또한, FEV1/FVC에 대한 실험의 결과를 통해 Reference와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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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시스템에 대한 평균 90.8%로 서로 유사한 평균값을 가지고 있었

고, 상관계수는 0.882, 유의확률(Sig.)은 0으로 두 결과가 매우 유의하므

로 서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응표본의 결과인 양쪽 유의확률(2-tailed)가 0.777로 유

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실험 방법에 대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Bland and altman 분석에서 모든 데이터가 mean±2SD 범위 내에 

존재함으로 제안한 시스템과 레퍼런스 장비의 FEV1/FVC Ratio는 유사하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에 의해 

추정된 호흡신호가 실제 호흡신호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FEV1/FVC의 측정 시 폐기능 평가와 동일하게 총 3회 측정하여, 평균값

의 20%이상 차이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재측정을 하거나, 그 데이

터를 제외한 후에 3회 이상의 데이터를 평균을 내어 FEV1/FVC를 도출하

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양손 임피던스기법을 통해 폐기능 평가의 지

표 중 기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FEV1/FVC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또한, 폐활량을 측정하는 부피가 크고, 측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기존 장비와 기존 연구들에 비해 흉곽에 전극이나 

체스트 벨트를 이용하는 등 구속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병원이라는 통제

된 환경이 아닌, 가정이라는 Open Space에서도 폐기능 평가 인덱스인 

FEV1/FVC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매우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폐기능 질병을  판별할 수 있는 폐기능 평가 지표  중 Liter단위

의 호흡량인 FVC, FEV1, PEF들은 사용자마다 개인적으로 임피던스신호

를 Liter단위로 환산하기에는 호흡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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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유하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모든 폐기능 평가 지표

들을 도출해내지 않았다. 하지만 일 회 호흡량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사

용자의 호흡자세가 크게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고 향후 간편하게 사용자

의 호흡 용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기가 개발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으로 폐기능 평가 지표를 도출해나가는 것 에도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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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optimal respiration method and signal

optimization in pulmonary function evaluation using

both-hands impedance method

By using the impedance both hands, unlike other studies of existing,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system capable of measuring

respiration. By attaching to the belt and disposable electrodes thoracic, system

for measuring respiration using the methods of the conventional impedance

caused discomfort measurement for the patient. Using the electrodes of the

hand-held in order to eliminate the inconvenience. In addition, since the

difference of impedance that varies with breathing and impedance basic to each

individual exists, FEV1/FVC, which does not require the terms of the Liter

unit of an index for evaluating lung function only began to derive. Further,

since it is a system for measuring respiration through the impedance, the

difference in signal Impedance pnemography respiratory system exists, and

looked for a method of optimal breathing in IP.

As a consequence of this study, the breathing method from the IP through

the comparison of tidal volume and Pneumotachometer of Powerlab is a

reference device and system that was first proposed, rather than the abdominal

breathing, thoracic breathing than 9.8% It was confirmed that it has a small

error rate. Second, it was verified that the FEV1/FVC of reference equipment

and IP system has significant results very through thoracic breathing. When

the patient is breathing at thoracic without moving the position,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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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xisting systems In conclusion, we propose in this paper, it is possible to

obtain a respiration signal is improved. In addition, the device, such as a

Spiromtery that measures the lung capacity, volume is large, companion and

professional calibration is required for accuracy and repeatability and direct

connection to the patient's airway. The presented system which can be

emerged from methods restrictive, such as researchers conventional, such as an

IP studied to replace it, the patient is determined easily at any time, anywhere.

It is believed that devices that can measure the respiration volume the user to

easily continue if developed, and may be in the system proposed in this paper,

we derive a index of pulmonary function.


Key words : Pulmonary function test,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asthma, Both hand Impedance, Impedance pneu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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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 55 -



- 56 -



- 57 -



- 58 -


	1. 학위논문표제
	석사학위논문인준서
	2. 감사의 글
	3. 차례 및 국문요약
	4. 학위논문 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