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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으로 스마트 폰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 폰을 잘 활용하기 한 많은 애 리 이션들이 

등장하 다. 특히나 건강 리에 한 애 리 이션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회는 자기 몸 상태, 심

근경색 등의 허 성 심질환, 선천성 심질환, 심근증, 심장 막질환 등 심장의 변화, 고도의 스트 스, 

카페인, 술, 흡연, 불충분한 수면등 환경의 변화 등이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부

정맥에 걸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부정맥을 방하기 해 부정맥을 찾는 애 리 이션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심박을 통한 부정맥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고 구 하 다. 

1. 서론

   부정맥이란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 인 경우, 규칙 이

라도 필요 이상으로 빠르거나 느린 경우이다.  사회 

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으며, 부정맥

에 걸리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부정맥이 발생하 을 때 

두근거림, 맥이 빠짐, 어지러움, 가슴통증 등 표 인 증

상을 나타날 수 있다[1]. 부정맥은 나이를 먹을수록 발생

하는 확률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더 험한 

상황이다. 이를 방하기 해 부정맥을 체크하는 시스템

이 필요하다.※

 부정맥의 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 도는 진

단 방법  하나이다. 심장은 기 달체계의 기  활동

에 의해 박동한다. 심장의 이러한 기  활동은 신체 

반으로 달되기 때문에 가슴 부 와 팔, 다리에 극을 

연결하여 이것을 기록하면 심장의 기  활동 상태를 

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심 도 검사이다. 심 도 검사는 

(그림 1)과 같다.

※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CT융합고 인력과정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5-H8601-15-1009)

(그림 1) 심 도 검사[2]

그러나 본 시스템에서는 카메라와 래시를 이용하여 

심 도 검사를 한다. 손가락을 카메라와 카메라 아래에 있

는 래시 부분에 면 빨간 빛을 내며 심박을 체크한다. 

사람의 피부는 투명하기 때문에 손가락에 강한 빛을 비추

면 속이 훤히 비친다. 하지만 심장이 뛸 때마다 피부 속에

서 피가 움직이기 때문에 손가락의 투명도가 조 씩 변한

다. 이를 읽어내면 심장이 얼마나 뛰고 있는지 계산할 수 

있다. 측정한 결과에 따라 심 도를 그린다. 

본 시스템은 측정한 심박수를 이용하여 부정맥을 발견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어 을 이용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 싫은 사람들과 나이가 많으신 고령인 사람들에게 좋

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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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박수를 이용한 부정맥 검사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심박수를 이용하여 부정맥을 찾는 검사 

시스템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시스템 흐름도

  본 논문에서 가장 핵심 으로 측정해야 할 심박수를 체

크하는 방법은 (그림 3)과 같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

하여 측정하고, 손가락 상은 RGB 색상의 간 값인 

128을 취하여 수행하 다. 수행은 2  동안에 128보다 큰 

값이면 pulse수가 기록하고 다음 값으로 받는다. 이 게 

기록된 값들에서 심박수치는 기록된 pulse수를 2로 나

면 된다. 이 과정에 따라 5번을 수행하여 평균을 구하여 

사용한다.

(그림 3) 심박수를 체크하는 방법

   다음으로 카메라로 측정한 손가락 상으로 얻은 심박

수 데이터를 스마트폰 어 로부터 받아서 그래 를 만든

다. (그림 4)는 그래 를 그리는 과정이다. 

(그림 4) 그래 를 그리는 과정

  마지막으로 그래 에 따라 결과를 단한다. 그래 는 

직선, 사선(상승), 사선(하향), 불규칙 그래  등 4가지로 

나 어 그린다. 직선인 경우에는 심박 박동이 규칙 으로 

뛰고 있으므로 메시지를 ‘정상상태’로 출력하도록 하 다, 

상승 사선이거나 하향 사선인 경우는 심장 박동이 지속

으로 상승하거나 하향하는 경우이므로 지속 인 찰이 

필요한 경우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속 인 찰’을 

출력하도록 하 다, 불규칙 그래 인 경우는 심장박동이 

불규칙 하게 뛰는 경우이므로 이것이 부정맥을 나타낸다

고 단할 수 있다. 그래서 불규칙 그래 인 경우는 ‘부정

맥 상태’를 출력하도록 한다. 결과 그래 에 따라 메시지

와 의사 의견을 같이 화면에서 출력한다. 4가지에 결과에 

따른 화면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4가지 결과 화면

3. 심박수를 이용한 부정맥 검사 시스템 구

  

   (표 1)은 심박수를 이용한 부정맥 검사 시스템 구  환

경울 나타낸 것이다.

시스템 구성요소 시스템 세부 내용

Server
Window 7

Java JDK 8.1

Equipment Android Mobile Phone

Develop Tools Android Studio

Language Java

(표 1) 심박수를 이용하여 부정맥 검사 시스템 구  

환경

  심박수를 이용한 부정맥 검사 시스템의 구  기화면

과 소개 화면은 (그림 6)과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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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화 화면 (그림 7) 소개화면

 원리와 사용 방법을 알고 나면 소개화면에 있는 시작 버

튼을 클릭한다. 소개화면에서는 애 리 이션의 원리하고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시작버튼을 클릭한 후에 

심박을 체크하기 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켜지고 심박

을 측정한다. 

  심박수을 이용하여 부정맥 검사 시스템의 구 실행 화

면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a) 측정을 기다리는 화면

      

(그림 8-b) 측정 인 화면

  

  (그림 8-a)는 심박을 측정하기 해 기다리는 화면이다. 

스마트 폰 카메라를 통해 심박 체크하기 때문에 시작하자

마자 측정하면 불안 상태가 될 수 있어서 3 정도 기다

리다가 안정 상태가 된 후에 측정한다. 빨강색 부분은 카

메라를 모니터링 하는 내용이다. (그림 8-b)는 심박수를 

측정하여 결과를 그래 로 나타내주는 화면이다 

  (그림 9)는 측정된 화면에 따라 그래 를 정하고 그래

에 따라서 의사의 분석 결과를 같이 출력해주는 화면이

다.

  출력 결과에서 정상 인 상태는 부정맥이 유발되는 상

황(카페인, 술 섭취, 스트 스)을 알고 그런 상황을 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속 인 찰 요망에 

서는 잘못된 부정맥을 검사하는지 확인하고 맥박이 100회 

이상인 빈맥은 다른 질환이 원인일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

할 필요가 있다.  한, 맥박이 60회 이하인 서맥 한 다

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부정맥 상태에서는 빨리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추천한다. 

      

     

(그림 9)심박수에 따른 네 가지 결과화면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ICT융합고 인력과정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IITP-2015-H8601-15-1009)

4. 결론

   최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건강 리하는 어 리 이션의 필요성을 많이 요

구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심박수를 이용하여 부정맥 검사 

시스템을 구 하 다. 

하지만 심박수를 이용하여 부정맥 검사 시스템은 스마

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빛의 강렬함과 어

둠의 측정 결과에 한 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 를 만

들을 때 심박의 수치를 5개만 얻기 때문에 결과치가 불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는 심박의 

수치에 한 데이터를 많이 측정하고 빛에 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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