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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신체, 감성, 지성의 생물시계 또는 체내시계라고 일컫는 바이오리듬 PSI 학설 중에서 신체리듬에 대해 실

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한 신체리듬 PRV 엔진을 제안한다. 이 엔진은 IoT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적으

로 신체리듬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되는 신체리듬 패턴은 신체의 건강관리에 

대한 능동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며 실시간으로 신체리듬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생체 데이터는 나이와 성별, 유전적 특징과 

외부적인 환경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신체리듬의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만 있다면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체리듬 패턴분석 엔진을 제안하여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여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신체리듬 벡터(physical rhythm vector), PRV 엔진(physical rhythm vector engine)

I. Introduction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융합이며 사물인터넷과 인공지

능은 물론 기존에 존재하던 기술들이 접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혁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IoT 환경에서 개인의 

헬스케어에 대한 영역도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과학의 

발달과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욕구 

또한 점증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바이오리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을 착안하여 건강한 육체를 위해 신체리듬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패턴분석 엔진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의 바이오리듬과 헬스케어와 관련된 연구를 고찰하고 

3장에서는 신체리듬 PRV 엔진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논문의 기대효과와 결말을 맺는다.

II. Related Research

1906년 독일의 W.프리즈가 환자의 기록카드를 조사해 본 결과 

설사, 발열, 심장발작, 뇌졸중 등에 규칙적인 주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한 결과 남자와 여자는 각각 남성인자(신체:Physical)와 

여성인자(감정:Sensitivity)에 의해 지배되며 남성인자에는 23일, 여

성인자에는 28일의 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기억력 등 

지적인 면에서도 33일을 주기(지성:Intellectual)로 하는 주파가 있다

는 것을 발견하고 1928년에 신체, 감정, 지성의 컨디션을 탄생일로부터 

간단히 산출해 내는 표를 만들어 스포츠나 의학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1]. 생체가 지닌 내인성(內因性) 리듬인 바이오리듬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요소를 수집분석하고 그에 따라 감성에 영향을 

끼치는 조명제어 서비스를 개발하여 바이오리듬과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기상정보, 이동거리 정보를 수집하여 계산된 바이오리듬에 

따라 컬러테라피 조명을 제공하여 감성을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2]. 생체 데이터는 사상의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시간 생체 데이터의 패턴분석을 위한 UB-IOT 

모델링에 관한 연구[3]와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바이오 벡터 생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4]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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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1. Biometric data collection

바이오리듬 PSI 학설 중에서 신체리듬에 대한 패턴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생체 데이터는 IoT 환경에서 센싱 데이터에 의해 수집[5]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신체리듬 벡터로 생성하기 위해 처리되는 과정을 

Fig.1과 같이 나타냈다. 

Fig. 1. Physical Rhythm Vector Generation Process

2. Physical rhythm pattern analysis engin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RV 엔진의 구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IoT 환경에서 수집되는 생체 데이터 집합(PDB)을 대상으로 [알고리

즘1]을 적용하여 군집분석(PCV)을 생성한다. 둘째, PCV를 대상으로 

[알고리즘2]를 적용하여 벡터 그룹(PVG)을 생성한다. 셋째, PVG를 

대상으로 [알고리즘3]을 적용하여 신체리듬 후보 벡터(PPV)를 생성

한다. 넷째, 생성된 PPV를 대상으로 [알고리즘4]를 적용하여 업데이

트를 수행단다. 다섯째, PPV에 대해 더 이상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최종 생체리듬 벡터(FPV)를 생성한다. 이와 같은 과정으

로 수행되는 PRV 엔진을 Fig.2와 같이 제안한다.

Fig. 2. The Proposed PRV Engine

PRV 엔진을 통해 생성되는 파라미터는 Fig.3과 같이 생성된다.

Fig. 3. Parameters Generated By The PRV Engine

3. Physical Rhythm Algorithm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VE 엔진을 구동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1 벡터집합 생성 알고리즘

[알고리즘1]에서는 데이터집합 PDB를 대상으로 벡터집합 PCV를 

임의의 개수로 파라미터를 생성한다.

Algorithm 1. PCV Algorithm

INPUT : PDB

OUTPUT : PCV

PROCEDURE :  

1. 혈압 수축기, 이완기, 심박동 수 등)를 대상으로 파라미터 

PDB ={PDB1, PDB2, ... , PDBN}를 생성한다.

2. PDB 파라미터로부터 PCV = {PCV1, PCV2, ... ,          

PCVK}와 같이 임의의 K 개 벡터집합을 생성한다.

3.2 벡터 그룹핑 알고리즘

[알고리즘2]에서는 임의의 개수로 생성된 벡터집합 PCV에 대해 

벡터 그룹핑을 수행하여 PVG 파라미터를 생성한다.

Algorithm 2. PVG Algorithm

INPUT : PCV

OUTPUT : PVG

PROCEDURE :  

1. 각 PDBj(j=1, 2, 3, ..., N)에 대해 K개의 초기 PCV들과의 

거리 d(PDBj, PCVK)(K = 1, 2, ..., K)를 계산한다. 

CK = {PDBj|d(PDBj, PCVi), i = 1, 2, ... , K}  (식 3.1)

2. 만약, 데이터 PDBj가 초기 PCVK에 가장 가깝다면 이 데이터

를 클러스터 CK에 속하도록 라벨링한다.

3. 이 과정을 통해 K개의 클러스터 {C1, C2, ... , CK}로 나눈다.

3.3 신체리듬 후보 벡터 생성 알고리즘

[알고리즘3]에서는 PVG 파라미터를 대상으로 신체리듬 후보 벡터

인 PPV를 생성한다.

Algorithm 3. PPV Algorithm

INPUT : PVG

OUTPUT : PPV

PROCEDURE :  

1. (식 3.2)를 사용하여 PCV를 갱신한다.

                          (식 3.2)

2. PCV와 PVG의 차이를 계산하여 그 값에 변화가 없거나 설정

된 반복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알고리즘2]를 반복 수행한다.

3. 신체리듬 후보 벡터 PPV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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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최종 신체리듬 벡터 생성 알고리즘

[알고리즘4]에서는 PPV 파라미터를 대상으로 최종 신체리듬 벡터

인 FPV를 생성한다.

Algorithm 4. FPV Algorithm

INPUT : PPV

OUTPUT : FPV

PROCEDURE :  

1. 생성된 신체리듬 후보 벡터 파라미터 집합

   PPV = {PPV1, PPV2, ... , PPVM}

2. PPV생성 이후 외부 요인발생으로 관찰되지 않은 상태의 

Dataset S = {S0, S1}을 시간 t 에서의 상태 qt 로 정의한다.

3. 초기 상태의 확률 π={πi}, 시간 t=1에서의 각 상태의 확률을 

(식3.3)을 사용한다(P:조건부확률).

    πi = P[q1 = Si], 1 ≤ i ≤ M         (식 3.3)

4. 최종 신체리듬 벡터 FPV를 생성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인간의 신체, 감성, 지성의 생물시계 또는 체내시계라

고 일컫는 바이오리듬 PSI 학설 중에서 신체리듬에 대해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한 신체리듬 PRV 엔진을 제안하였다. 이 엔진을 사용할 

경우 IoT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여 동적으로 

신체리듬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된 신체리듬 패턴은 신체의 건강관리에 대한 능동적

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실시간으로 신체리듬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생체 데이터는 나이와 성별, 유전적 특징과 외부적인 환경요인

에 의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헬스케어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PRV 엔진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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