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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develop clothing for a companion animal that can provide stable ECG measurements. A
pattern for the smart clothing of a companion dog was manufactured using the replica method to select a location and method that best suited the stable measurement of ECG and improved the clothing's fitness. The smart
clothing was developed as the following three types: strap type, top type, and combined top and vest type with
a detachable wireless ECG monitor. The detection abilities of these were observed using the PQRST rate taken
after ECG measurements while the three companion dogs were tested while resting and moving. The results revealed that apart from using an electrode, applying a gel pad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achieve stable ECG
measurements, and the central chest region is more reliable than the left armpit for providing steady readings.
The combined top and vest type showed the highest average ECG PQRST detection number, meaning that the
ECG signal measurement was steady. These results may contribute to the measurement of ECG in smartwear
for U-Healthcare to measure other biometric data of a companion dog.
Key words: ECG, U-Healthcare, Close-fitting pattern for a companion dog; 심전도, U-헬스케어, 반려견 밀
착패턴

I. 서

4만 불 시대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저출산 및 고령
화,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개인주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 · 경제적 요인의 변화로 삶에 대
한 가치관 역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인 1,5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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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Hwang & Sohn, 2021). 최근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
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
상이 확산하면서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다수 등장하며 프리미엄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보
다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
지능(AI) 등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펫 테크(Pet-tech)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Park,
2021; Shin & Kim, 2020).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제품
들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의 위치 확인 및 일일 건강 상
태 목표를 설정해 반려동물 상태 측정과 약물 치료 상
태를 파악하게 해주는 ‘휘슬(Whistle)’, 반려동물의 분
단위 활동, 수면의 질, 소모된 칼로리 등을 통해 전반
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주고 소재 파악도 가능한 ‘피
트바크(FitBark)’, GPS와 각속도 센서를 탑재해 보행
과 활동량을 파악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트
랙티브(Tractive)’와 ‘스타워크(StarWalk)’, 반려동물
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운동량을 도출해주는 ‘원더우
프(WonderWoof)’, 투약이나 식사 시간 등의 일정을
LED 불빛으로 알려주는 알람 기능이 있는 헬스케어
전용 ‘펫 스테이션(Pet Station)’ 등이 있다. 또한 펫 테
크와 관련된 연구(Cho & Lee, 2020; Hong, 2017; Kang
& Lee, 2019; Lee, 2016; Lee et al., 2017; Lin et al., 2018;
Pyun, 2019; D. Wang et al., 2020)들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Lin et al.(2018)은 반려동물의 심박수,
심박 변이도, 고주파수 비율, 호흡수 등을 파악하여 건
강과 기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 특수 센서가 내장된 스
마트웨어를 개발하였다. Kang and Lee(2019)는 반려
견이 산책 시 느끼는 후각적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즉
각적으로 LED 컬러로 나타내 줄 수 있는 맥박 센서와
CO2 센서가 탑재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여
반려견의 실시간 감정 반응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
한, Cho and Lee(2020)는 비문 인식을 통해 반려동물
개체를 인식하고, 펫 로봇을 통해 반려동물을 유도하
여 간식, 놀이, 클리커(Clicker) 등을 훈련하며, 펫 밴드
로 바이털 모니터링, 운동량 측정 등을 수행하는 맞춤
형 반려동물 케어 및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현재
반려동물 스마트케어 관련 연구와 제품 개발은 주로

려인들이 반려동물의 건강에 매우 큰 관심이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과 전반적인 환경 개선으로 반려
동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노령 반려동물의 비중
이 커지면서 노화로 인한 질병에 대한 반려인의 관심
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심장병은 노화와 더불
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래에는 반려동물의 정
기적인 건강 검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더불
어 선천적 질환이 조기에 발견되기도 하고 반려동물
의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변에 대한 장 · 단기적
케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선천적으로
서맥이나 빈맥을 동반하는 부정맥 증상을 보이는 심
장 관련 질환도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한 실정이다. 반려동물의 심전도 측정은 각종 심장 질
환의 진단을 위하여 필요한데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주로 세 개의 전극을 부착하는 유선 심전도 측정기가
사용되고 있다. 심전도 측정 시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를 완화하기 위하여 무선 심전도 측정기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Krvavica
et al.(2016)은 심전도 측정용 무선 신체 전극을 개발하
여 부정맥이 있는 개를 대상으로 15분 심전도를 측정
한 후 정상적인 8마리 개의 표준 심전도와 비교한 결
과, 민감하게 부정맥을 식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파동
의 심박수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으며 측정 지속 시간
도 표준 심전도 전극과 동일함을 입증하였다. P. Wang
et al.(2020)은 반려동물의 수면 모니터링 및 건강 평
가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반려동물 호흡과 심
박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초광역대 레이더 기반 비
접촉식 생체신호 모니터링 방법을 개발하였고, 실험
결과 95% 이상의 정확도를 갖춘 것을 확인하였다. 현
재까지의 반려동물 헬스케어 스마트웨어 연구는 주
로 운동량, 활동량, 소모 칼로리 측정 등 간단한 건강
상태 점검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려동물
의 안정적인 심전도 측정을 위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선 심전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심전도 측정 시 안정적으로 심전도가 측정되도록 밀착
성이 향상된 반려견용 심전도 측정 의복을 개발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심전도 측정 위치 및 부
착 방법을 선정하고, 둘째, 레플리카(Replica) 방법과
평면패턴의 비교를 통한 밀착패턴 제작 방법을 제안
한 다음, 셋째, 레플리카 패턴 특징을 반영한 3종의 밀

헬스케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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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저항이 0.1 Ω인 전도성 천(Silver coated Conductive fabric, Soitex, Co., Ltd., Korea)을 추가로 사용
하여 부착 방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반려견 심전도 측정 의류 개발을 위한 측정 위치의

착 측정 의복을 개발하여 심전도를 측정하고 분석 평
가하였다.

II. 연구방법

선정을 위하여 Walisser et al.(201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Fig. 2>와 같이 강아지의 (1) 가슴 중앙에 세로로
부착, (2) 왼쪽 겨드랑이 아래 비스듬히 부착하는 두 개
의 위치에 대하여 심전도를 측정하여 측정 신호가 잘
나오는 부위를 최종 위치로 선정하였다.

1. 심전도 측정 장비 및 측정 위치와 부착 방법
밀착성이 향상된 반려견의 심전도 측정 의복을 개
발하기 위하여 무선 심전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반려
견의 체간에서 심전도가 잘 측정되는 위치 및 부착 방
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 위치 2곳(가슴
중앙, 왼쪽 겨드랑이 아래)과 부착 방법 4종(일회용
전극, 전극과 겔패드의 결합, 전극과 전도성 천 간의 결
합, 전극과 겔패드 그리고 전도성 천 간의 결합)에서의
심전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위치와 부착 방
법을 선정하였다.
무선 심전도 측정기는 <Fig. 1>과 같이 (주)솔미테
크의 리핏패치 USD7(Solmitech Co., Ltd., Korea)을 사
용하였고 측정 데이터는 Happ+(Android/iOS) 앱과 연
동되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되었다. 측정기의
배터리는 DC 3.7 V, 180 mA이고 데이터 전송은 Bluetooth 2.1/4.0, 소비 전력 50 mW로 샘플링 속도는 250
SPS, 필터 범위는 0.5~40 Hz, 전송 거리는 10 m 미만이
었다. 측정기의 크기는 지름 35 mm와 두께 12 mm인 전
원 모듈과 메인 모듈 2개가 연결된 형태였다. 측정기 부
착에 사용된 전극은 일회용 ECG, EKG 전극(3M Co.,
Ltd., USA)을 사용하였고, 반려견 피부의 특성상 털이
있는 경우 데이터 측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털을 1.3 mm로 짧게 자르
고 측정하였다. 좀 더 정확한 측정 방법 선정을 위해 겔
은 EMS 저주파 기구용 표준형 겔패드를 사용하였고
일회용 전극에 추가로 부착해서 신호를 측정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신호의 증폭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

2. 밀착패턴 개발
반려견용 심전도 측정 의복의 밀착성 향상을 위하
여 레플리카 방법을 이용하여 밀착패턴을 제작하였
다. 레플리카 제작을 위한 반려견의 신체 치수는 몸무
게 4.2 kg, 가슴둘레 40 cm, 목둘레 28 cm, 등길이 28 cm
로 일반 L 사이즈(가슴둘레 42 cm, 목둘레 28 cm, 등길
이 31 cm)에 해당하였다. <Fig. 3>은 반려견의 몸통을
비닐랩으로 감싸고 종이테이프를 붙인 다음 주요 구

Wireless ECG

(1)

Wireless ECG

(2)

Fig. 2. Attachment points of the wireless ECG for developing an ECG measurement clothing designed for a companion dog center of chest (l)
under the left armpit (2).

Fig. 1. Wireless ECG reader, disposable electrode, and gel pad for a low-frequency
instrument used for the development of an ECG measurement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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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nufacture of close-fitting patterns for a companion dog using the replica method.

평면패턴은 <Fig. 4>와 같이 반려견 옷 기본패턴(Yoo,
2017)을 이용하여 제작했다. 두 가지 패턴의 외곽의 형
태는 Yuka CAD(Youth Hitch, Japan) 프로그램상에서
밀착패턴과 평면패턴을 앞뒤 중심선을 기준으로 정렬
한 후, 각 패턴의 면적을 비교하였다.

성선(목둘레선, 가슴둘레선, 허리둘레선, 어깨선, 옆
선, 앞중심선, 뒤중심선 등)을 표시한 후에 뒤중심선
과 옆선을 절개하여 밀착패턴을 분리하는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반려견의 사이즈에 맞게 일반
평면패턴을 제작하고 밀착패턴과 비교하였다. 일반

M
L
O
K

G

J
B

I

D
C
B

A

H

E

F

A = Back length
B = A/5
C = Bust/2
D = 2C/5
E = 3C/5
F=A‒B
G = (A/2) ‒ 1
H = 1 cm
I = (Bust/10) ‒ 1
J = N.C/4
K = N.C/8
L = N.C/5
M = N.C/10
N.C = Neck circumference
O = Shoulder length
XS: 2.0 cm
S: 2.5 cm
M: 3.0 cm
L: 4.0 cm
XL: 5.0 cm

Fig. 4. Standard pattern of a companion dog clothing.
Adapted from Yoo (2017).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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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전도 측정 의복 개발 및 평가

Boundaries를 이용해 심전도의 파형인 PQRST 웨이브
(wave)를 추출하여 추출된 개수로 측정의 정확도를 비
교하였다(Fig. 5). 또한 Low pass filter를 통해 노이즈
제거 및 심전도 파형인 PQRST에 대한 탐지를 높이고
자 하였다. 또한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
를 계산하여 의복 형태와 반려견의 안정 및 동작 상태
별 상대적인 산포도를 비교하였다(Eq. 1.).

세 종류의 심전도 측정 의복은 유기농 면(cotton 100 %)
과 저지 2종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스트레치 원단의
특성에 맞춰 기본패턴을 축소하기 위해 원단 및 스트
랩의 신장율을 500 g 추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Ziegert
& Keil, 1988) 측정한 값을 반영하여 패턴을 축소하였
다. 심전도 측정 의복은 스트랩(strap), 탑(top), 탑과 베
스트(vest)의 세 종류로 제작하였고, 무선 심전도 측정
기와 일회용 전극을 부착한 다음 반려견에게 착용시
킨 후 안정 및 동작 상태에서 각각 약 1분간 3회 측정
하였다. 이때 심전도 측정 의복은 반려견의 가슴 부위
형상을 레플리카 패턴으로 고찰한 후 공식화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은 사이즈와 종이 다른 반려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상 반려견은 총 3마리로 시츄(D1), 포
메라니언(D2), 푸들(D3)이었고, 각 반려견의 치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그리고 레플리카 방법으로
제작된 밀착패턴 고찰은 반려견 기성복 패턴과의 비
교를 통해 이루어졌고, 기성복 패턴 제작에 사용되는
표준 치수(Yoo, 2017)는 <Table 2>와 같다.




...... Eq. 1.

  

σ: 표준편차,  : 평균

III. 연구결과
1. 심전도 측정 위치 및 부착 방법 선정 결과
반려견용 심전도 측정 의복을 제작하기 위하여 무
선 심전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심전도가 잘 측정되는
최적 위치와 측정 방법을 선정하고자 측정 위치 2곳
(가슴 중앙, 겨드랑이 아래)과 일회용 전극, 겔패드, 전
도성 천과 측정기의 부착 방법 4종(일회용 전극, 전극
과 겔패드의 결합, 전극과 전도성 천 간의 결합, 전극과
겔패드 그리고 전도성 천 간의 결합)에서의 측정값을
살펴보았다. 3회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대표적인 심전도 측정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반려견
의 가슴 중앙과 겨드랑이 아래 부위에서 일회용 전극

4. 심전도 분석 방법
측정 의복의 종류와 반려견의 안정 및 동작 상태에
따른 심전도 분석은 Acqknowledge 프로그램(Biopac
Systems, Inc., USA)을 이용하였다. 의복의 형태별과
안정 및 동작 상태에서 반려견의 Locate ECG Complex

Table 1. Body measurements of three dogs

Size

Weight
(kg)

Neck circumference
(cm)

Bust
(cm)

Back length
(cm)

Shih Tzu

L

4.3

28.0

40.0

28.0

D2

Poodle

XL

6.5-7.0

31.0-32.0

50.0-51.0

32.0-33.0

D3

Pomeranian

L

4.0

27.0

42.0

30.0

Type
D1

Table 2. Dimensions used in the manufacture of a companion dog clothing

Size

Neck circumference
(cm)

Bust
(cm)

Back length
(cm)

XS

18

28

20

S

20

30

23

M

24

35

27

L

28

42

31

XL

31

4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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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ample of PQRST evaluation using Acqknowledge Software.
Table 3. Representative graph of the ECG measurement result and three measurements of BPM per body part
(central region of the chest and under the armpit) using a disposable electrode, gel, and conductive fabric

Type

Electrodes

Center of chest

Examples

BPM

Electrodes &
gels

-

-

-

-

-

69

80

44

54

-

-

-

-

-

-

-

-

76

81

64

-

-

-

Examples

BPM
Electrodes &
conductive
fabric & gels

-

Examples

BPM
Electrodes &
conductive
fabric

Under armpit

Examples

BPM
BPM: beats per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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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부착하여 측정하면 신호가 잘 나오지 않았고, 일회
용 전극에 겔패드를 부착하고 측정하면 가슴 중앙에
서는 세 번 모두 beats per minute(BPM) 신호가(BPM=
69, 80, 44) 안정적으로 측정되었고 겨드랑이 아래 부
위에서는 한 번 정도만 신호가(BPM=54) 잘 측정되었
다. 한편 일회용 전극에 전도성 천을 부착하여 측정하
는 경우 두 부위 모두 신호가 잘 측정되지 않았는데, 일
회용 전극, 전도성 천, 겔패드를 부착하면 가슴 중앙 부
위는 신호가 측정되고(BPM=76, 81, 64), 겨드랑이 아
래 부위는 잘 측정이 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심전도
신호 측정 시 심전도 측정 위치 및 부착 방법에 따른 신
호의 감지 성능은 <Table 4>와 같다. 따라서, 측정 의복
제작 시 무선 심전도 측정기의 부착 위치는 가슴 중앙
에 세로로 설계하였고 일회용 전극와 겔패드의 조합
으로 심전도를 측정하였다.

A

C.B

C.F

Replica
Flat pattern
A: Armhole depth
C.F: Center front
C.B: Center back

2. 레플리카 패턴과 평면패턴의 비교를 통한 밀
착패턴 제안

Fig. 6. Replica pattern and flat pattern aligned with the
front center line and back centerline based on
the armhole depth line A (armhole depth).

반려견용 심전도 측정 의복의 밀착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L 사이즈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제작한 레플리
카 패턴과 평면패턴은 <Fig. 6>과 같다. 두 개의 패턴을
진동 깊이선(A)을 기준으로 앞 중심선과 뒤 중심선을
맞춰 정렬했을 때 목둘레선, 어깨선, 진동선의 위치를
비교하여 보면 레플리카 패턴이 평면패턴보다 체간을
커버하는 면적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동 깊이
선(A)을 기준으로 위쪽의 패턴의 면적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Table 5). 패턴 앞판에서의 면적을
비교한 결과, 레플리카 패턴은 102.9 cm2, 평면패턴은

67.5 cm2로 레플리카 패턴의 면적이 35.4 cm2 컸고, 뒤
판에서의 레플리카 패턴은 87.8 cm2, 평면패턴은 62.6
cm2로 레플리카 패턴의 면적이 25.5 cm2 컸다. 특히 레
플리카 앞판 패턴을 살펴보면 평면패턴과는 다르게
앞 중심선 위쪽에 다트가 형성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
다. 이는 볼록한 흉곽의 형상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
로 보이는데, 평면패턴의 경우 앞목점을 깊게 파줌으
로써 앞목 부분에서 들뜸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

Table 4. ECG signal measurement results according to conduction measuring location and attachment method

Type

Center of chest

Under armpit

Electrodes

No signal

No signal

Electrodes & gels

Good

Inaccurate

Electrodes & conductive fabric

No signal

No signal

Electrodes & conductive fabric & gels

Good

No signal

Table 5. Comparison between replica pattern and flat pattern surface area

Area

Front

Back

Replica

102.9

87.8

Flat pattern

67.5

62.6

Difference

35.4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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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 탑, 탑과 베스트가 결합한 형태로 <Fig. 8>과
같이 디자인을 변경하여 심전도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
다. 제작에 사용된 유기농 면(cotton 100%) 과 저지 2종(fa-

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의복의 경우 여유분이
생기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생체 데이터 측정을 위한 스마트웨어는 밀착되
는 정도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
전도 측정기의 위치가 가슴 중앙이기 때문에 가슴 앞
목 깊이가 낮고 밀착되는 형태로 패턴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특성을 반영하여 새
롭게 패턴 공식<Fig. 7>을 개발하였고, 사이즈와 종이
다른 반려견의 평면패턴도 이를 적용하여 설계한 후
각각의 측정 의복을 제작하였다.

bric 1, fabric 2), 신축성 스트랩의 신장율은 <Table 6>과
같다. 스트랩과 탑에 사용된 원단1의 신장율은 위사
25.0%, 경사 8.0%이었고, 베스트에 사용된 원단2의 신
장율은 위사 6.5%, 경사 9.5%이었다. 베스트의 경우 탑
위에 착용하여 반려견의 몸에 잘 밀착되면서 센서 부
착 부위를 눌러줌으로써 심전도 측정의 안정성을 향
상하기 위하여 탑에 사용된 원단보다 위사의 신장율
이 작은 원단을 사용하였다. 스트랩 형태에 부착된 신
축성 스트랩의 신장율은 43.5%이었다. 각 반려견의 사
이즈에 맞춰 제작한 패턴은 밀착성을 주기 위하여 위
사 방향으로 패턴을 축소하였고, 이때 스트랩과 탑의
패턴은 기본패턴의 90.0%, 베스트 패턴은 95.0%로 축
소하였다.
반려견의 치수에 맞춰 제작된 심전도 측정 의복에
무선 심전도 측정기와 일회용 전극과 겔패드를 부착

3. 심전도 측정 의복 제작 및 평가 결과
반려견용 심전도 측정 의복 제작을 위해 새롭게 개
발된 패턴은 <Fig. 7>과 같다. 이는 반려견의 레플리카
패턴의 특징 고찰을 통해 심전도 데이터가 안정적으
로 측정되도록 목둘레선, 어깨선, 진동선을 수정하여
밀착성을 향상하였다. 또한 개발된 패턴을 이용하여

P

L´

M´

O´

P

Q´

O´

R´

G´

K´
I´
J´
B´
E´
A´

C.B

C.F

D´
C´

F´

A´ = Back length
B´ = A´/3
C´ = Bust/2
D´ = 3C´/5
E´ = 2C´/5 + 1
F´ = 2A´/5
G´ = Back length
I´ = (Bust/10) + 1
J´ = N.C/4
K´ = N.C/5
L´ = N.C/3 ‒ 0.7
M´ = N.C/30
N.C = Neck circumference
O´ = Bust/10
Q´ = C´/10
R´ = Back length/5.5
3.5
P
Shoulder gradient (Front) =
0.5
Shoulder gradient (Back) =
P
4.2
P = Side neck point

2.0

1 cm 1 cm

Flat pattern before modification
Flat pattern after correction

C.F: Center front, C.B: Center back
Fig. 7. Basic pattern with improved adhesion, modified neckline, shoulder line, and vibration
line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plica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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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ap

(b) Top

(c) Vest

Fig. 8. Three types of ECG-measuring clothes.
Table 6. Elongation of the fabric used for the three types of ECG measurement clothing for a companion dog

Fabric 1

Type

Fabric 2

Course

Warp

Course

Warp

Elastic strap

Original length (cm)

20.0

20.0

20.0

20.0

20.0

Extended length (cm)

25.0

21.6

21.3

21.9

28.7

Elongation (%)

25.0

8.0

6.5

9.5

43.5

하고 반려견에게 입힌 후, 안정과 동작 상태에서 각각
약 1분간 3회 측정하였고 각 변인에 해당하는 대표 그
래프를 <Table 7>‒<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7>
과 같이 안정 시 스트랩, 탑, 탑과 베스트 세 가지 형태를
착용하였을 때 모두 심전도가 잘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작 시에는 걷기, 뛰기, 털기 등의 동작이 반려
견의 자율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안정 시에 반해 동작
시에는 <Table 8>과 같이 측정 신호의 노이즈가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레플리카 패턴으로 제작된 옷을
착용한 시츄(D1)의 경우 동작 시에도 다른 반려견에 비

Table 7. Representative graph of the ECG measurement result of a companion dog at rest when wearing the three
types of ECG measurement clothing: strap, top, top and vest

Type

Strap

Top

Top and vest

D1
(Shih Tzu)
BPM

53

53

60

56

47

55

55

54

58

112

87

101

110

117

110

89

98

101

90

81

83

69

73

76

105

90

99

D2
(Poodle)
BPM
D3
(Pomeranian)
BPM

BPM: beats per min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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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presentative graph of the ECG measurement result of a companion dog while in motion when wearing
the three types of ECG measurement clothing: strap, top, top and vest

Type

Strap

Top

Top and vest

D1
(Shih Tzu)

BPM

123

131

124

84

160

138

127

151

83

157

178

210

226

126

104

130

143

152

138

209

193

101

147

174

120

144

171

D2
(Poodle)

BPM

D3
(Pomeranian)

BPM

BPM: beats per minute

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작 시에는 PQRST 검출개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나 예외적으로 D3(포메라니언)
의 경우 탑을 착용하였을 때 안정 시의 심전도 PQRST
의 검출능력이 운동 시보다 낮게 나타났다(안정=20.00,

하여 측정 신호의 노이즈가 적게 나타나 심전도 측정
의복이 옷의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 밀착성과 맞음새
가 측정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털이 길고 밀도가 빽빽한 포메라니언(D3)의 경우 시츄
(D1)나 푸들(D2)에 반해 측정 신호의 노이즈가 좀 더
크게 나타났다. BPM 신호는 모든 측정 의복에서 안정
시와 동작 시에 세 번씩 잘 측정되었다.

동작=35.00). 이 경우에는 탑을 입고 안정을 취할 때 엎
드리는 자세에서 풍성한 털에 의한 공극이 발생하여
가슴 부위의 밀착도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작 시 각 측정 의복의 형태에 따른 PQRST 검
출개수를 살펴보면 탑과 베스트의 형태일 때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D2(푸들)의 경우는 스트랩 형
태로 된 측정 의복의 신호가 잘 검출되었다. 변동계수
는 안정 시 스트랩은 평균 0.33, 탑은 평균 0.15, 탑과 베
스트는 평균 0.23이었고, 동작 시 스트랩은 평균 0.30,
탑은 평균 0.24, 탑과 베스트는 평균 0.30이었다. 종합
적으로 볼 때 탑과 베스트가 조합된 형태로 제작된 측
정 의복이 PQRST 검출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변동계
수도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의복별 PQRST 분석 결과
세 종류의 심전도 측정 의복에 대하여 안정과 동작
상태에서 반려견의 심박수의 파형인 PQRST를 검출
하고 변동계수를 구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안정
시 PQRST 검출개수의 전체 평균값을 살펴보면 탑과
베스트를 착용하였을 때 평균 39.00개로 가장 높았고
스트랩과 탑의 경우에는 34.33개와 35.00개로 PQRST
검출개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반
려견에 해당하는 평균 검출개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탑 및 탑과 베스트의 경우에는 35.00~44.00개로 스트
랩의 33.00~37.00개에 비해 높아서 탑의 형태로 제작
된 측정 의복의 심전도 PQRST의 검출능력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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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Number of PQRST detections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V) of three types of ECG measurements at rest
and in motion

D1 (Shih Tzu)

Type

Rest

Motion

D2 (Poodle)

D3 (Pomeranian)

Total

Mean (S.D.)

CV

Mean (S.D.)

CV

Mean (S.D.)

CV

Mean (S.D.)

CV

Strap

37.00 ( 7.32)

0.47

33.00 ( 1.73)

0.05

33.00 (15.10)

0.46

34.33 (11.32)

0.33

Top

44.00 ( 7.94)

0.18

41.00 ( 5.20)

0.13

20.00 ( 3.00)

0.15

35.00 ( 5.25)

0.15

Top and
vest

41.00 (13.75)

0.34

41.00 ( 5.20)

0.13

35.00 ( 7.94)

0.23

39.00 ( 8.97)

0.23

Strap

25.00 (11.36)

0.45

27.33 ( 7.09)

0.26

24.00 ( 4.58)

0.19

25.44 ( 7.63)

0.30

Top

24.33 ( 4.16)

0.17

21.33 ( 6.66)

0.31

35.00 ( 8.00)

0.23

26.89 ( 6.45)

0.24

Top and
vest

30.00 (12.53)

0.42

17.00 ( 4.36)

0.26

39.33 ( 8.96)

0.23

28.78 ( 8.63)

0.30

과 베스트가 결합하는 형태를 착용하였을 때 가장 높

을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전도 신호가 잘 측정되는 위치 및 부착 방법
을 선정한 결과 반려견의 가슴 중앙에 세로 방향으로
무선 심전도 측정기가 위치하였을 때가 겨드랑이 아
래 비스듬한 위치보다 신호가 안정적으로 측정되었
고, 반려견의 가슴 부위의 털이 짧은 상태에서 일회용
전극에 저주파용 겔패드를 부착하였을 때 신호가 가
장 잘 측정되었다.
둘째, 측정 의복의 밀착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레플
리카 방법으로 반려견의 밀착패턴을 제작하고 일반
평면패턴과 비교한 결과 일반 평면패턴을 이용하여
밀착이 잘되는 측정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요소로는
심전도 측정기가 부착되는 가슴과 목 부위의 면적이
커지고 다트가 형성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스트랩, 탑, 탑과 베스트 형태인 세 종류의 반
려견 심전도 측정 의복을 디자인하여 심전도를 측정
하고 평가한 결과 안정 시에는 세 가지 형태의 측정 의
복 모두 신호가 안정적으로 측정되었고, 동작 시에는
스트랩, 탑과 베스트, 탑 순으로 측정 신호의 노이즈가
증가하였다. 또한, 동작 시 새롭게 개발한 패턴으로 제
작된 옷을 입은 D1(시츄)의 경우 다른 두 반려견에 비
하여 노이즈가 적게 나타나 측정 의복이 탑의 형태일
경우에는 밀착성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넷째, 반려견 심전도 측정 의복의 형태별 심박수의
PQRST 개수를 검출하여 분석한 결과 안정 시에는 탑
과 베스트를 착용하였을 때 평균 검출개수가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스트랩과 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운동 시에는 PQRST 검출개수가 안정 시보다 전반
적으로 낮아졌으나 측정 의복의 형태에 따라서는 탑

게 나타나 안정 시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변동계수 역
시 동작보다 안정 시에 대체로 낮게 나타났고 측정 의
복 별로 비교해보면 탑을 착용하였을 때 변동계수가
다소 낮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측정 의복 모두 전체적
으로 낮은 변동계수를 보여 개발된 심전도 측정 의복
의 검출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반려견의 심전도 측정 의복에는
신장율이 좋은 스트랩을 사용하여 밀착도를 향상하거
나 탑의 형태일 경우 반려견의 체형이 잘 반영된 패턴
으로 심전도 측정 의복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려견의 털의 상태가 심전도 측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각각에 특징에
맞는 측정 의복의 형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스트랩 형태의 경우 밀착을 위해 반려견의
가슴 부위를 조여야 하는데 이때 반려견에게 심한 압
박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압력에 관한 연구도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반려견의 심전도 측정 의복 제작이 이
루어진다면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면서도 안정
적으로 심전도 신호 감지 성능이 향상된 심전도 측정
의복 제작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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