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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심전도를 측정하는 스마트 체중계와 이와
연동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심박수와 BMI를 산출하고
부정맥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스마트 체중계로 심전도와 체중
을 계산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RMSSD를 산출하고 부정맥을 진단
한다. 개발한 스마트 체중계의 심전도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Biopac
MP-150과 동시에 심전도를 측정하고 RRI를 산출하여 선형회귀분석과
Bland-Altman plot을 하여 심전도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은 0.96, 평균 차이는 0.0017라는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박수와 함께 화면에 출력한다.
측정이 끝나면 스마트폰에서는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와 신호를 사
용하여 부정맥 진단 결과를 출력한다. 진단한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
장 되어진다. 시스템 구성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1. 서

론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 자극이 잘 만들어지지 않거나 자극의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규칙적인 수축이 되지 않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
로. 최근에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부정맥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며 1000명의 환자에게 20.7명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600만의 개인이 부정맥 진단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1] 그러나 부정맥 증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
는 경우가 많아서 진단하기 어렵고 발병 후에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일상생활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 조기에 부정맥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일상 생활에 간편하게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 심전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체중계를 개발하고 심박수와 BMI(Body
Mass Index), 체중, 부정맥 진단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
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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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성도
3.2 하드웨어

본 논문에서 개발한 체중계는 심전도를 측정하고 BMI를 산출할 수
있는 장비로 STMicroelectronics사의 MCU (Micro Controller Unit)인
STM32F429ZGT6[5]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MCU에서 읽은 심전도는
60Hz의 차단주파수를 가지는 Notch 필터와 0.3Hz 이상을 통과시키는
Highpass Filter와 80Hz 이하를 통과시키는 Lowpass Filter를 거치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아래의 [그림 2]와 [그
림 3]은 각각 심전도 측정회로와 개발한 스마트 체중계이다.

론

2.1 심박수

개발한 스마트 체중계는 60Hz의 샘플링 주파수로 심전도를 측정한다.
심박수를 계산하기 위해 심전도를 Bandpass Filter를 통해 5Hz에서
15Hz 사이의 신호만 남기고 제거하여 움직임으로 인한 노이즈 및 베이
스라인을 제거한다. 필터된 신호는 Pan & Tompkins Algorithm[2]을 이
용해서 R-peak를 산출한 후 RRI(R-R Interval)을 산출하여 심박수를
계산한다.
2.2 특이파형 검출

심전도 신호는 기저선 잡음과 근잡음 등의 많은 잡음들이 포함 되어
있어 정확한 부정맥 판단을 위해선 노이즈가 적게 포함된 심전도를 이
용하여 부정맥을 진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맥을 판단하기위한
신호의 기준으로 측정한 심전도로 심박수를 산출했을 때 심박수가 50에
서 150 사이의 값이고 인접한 심박수 간의 차이가 10이하 일 경우에
‘Good Signal’ 데이터로 판별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Bad Signal’ 데이터
로 판단하였다.

(a)계측 증폭기

2.3 부정맥 진단 알고리즘

부정맥을 진단하기 위해 RMSSD(Root Mean Square of Successive
Difference)[3]를 이용하며, RMSSD가 0.13보다 클 때 부정맥으로 진단
한다.[4]
3. 부정맥 진단 시스템
3.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심전도를 측정하는 체중계와 모니터링
및 부정맥 진단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진단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서버로 구성된다. 체중계는 실시간으로 심전도와 체중을 스마트폰
에 전송한다. 스마트폰에서는 심전도가 특이파형인지를 분석을 하고 심

(b) 노치 필터 및 고주파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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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균 차이는 0.0017로 산출되었다. 선형회귀분석 그래프와
Bland-Altman plot는 [그림 5]과 같다.

(c) 유사 미분 회로도 및 저역 통과 필터
<그림 2> 스마트 체중계 회로도

(a) 선형회귀분석

(a) 스마트 체중계 (b) 체중계 디스플레이 화면
<그림 3> 개발한 스마트 체중계
3.3 어플리케이션

Android SDK 6.0으로 삼성의 Galaxy Tab2을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그림 4]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실행 화면이다. 블루투스 목록에서
연결하려는 기기를 선택하여 페어링하면 측정 대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측정 대기 화면에서 START 버튼을 누르면 측정이 시작되며 체중계로
부터 사용자의 체중과 심전도 데이터를 전송받고 심전도 데이터는 실시
간으로 그래프로 출력한다. 측정시 2초마다 심전도의 파형을 분석하여
화면에 표시하고. 특이파형이 아닐 경우 50초동안 심전도를 측정하고 측
정이 끝나면 부정맥 진단 결과를 화면에 출력한다. 3초동안 결과창을 출
력한 후 심전도를 측정하고 부정맥 진단결과를 출력한다.

(b) Bland-Altman plot
<그림 5> 실험 결과
5. 결

과

본 논문에서는 체중계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부정맥을 진단하는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스마트 체중계에서 측정한 심전도의 정확도
를 계산하기 위해 Biopack MP-150과 동시에 심전도를 측정하고 선형회
귀분석, Bland-Altman plot으로 분석한 결과  은 0.96으로 산출 되었고
평균 차이는 0.0017라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체중계를 이용
하여 체중관리뿐만 아니라 심장질환을 진단하여 보다 수준 높은 건강관
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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