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Light Care는 1940년대 러시아 과학자인 크레코
프에 의해 붉은색이 자율 신경계의 교감 신경을 
촉진하고, 푸른색은 부교감 신경을 촉진한다는 연
구가 발표되어 빛이 생화학적인 시스템에 작용하
여 치료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적색은 심장의 박동을 빠르게 하고, 녹색은 심장의 
박동을 느리게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색채가 가진 
생리적인 효과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뇌파와의 연관성 연구에 따르
면,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색에서 알파파의 저하된 평
균 수치가 크게 나타나고 녹색과 청색에서 알파파
의 상승된 평균수치가 크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맥파센서
(PPG, Photo-Plethysmogram)를 이용, 측정된 데이터
와 주변 상황인지 데이터를 통해 스트레스를 지수
화 하고 그에 따른 개인별 색혼합을 표출하고 그
로 인해 스트레스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조명기
기를 구현하고자 한다.  

Ⅱ. 본  론

그림 1. 시스템 구성 및 흐름도

생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PPG를 이용하고 스
트레스 완화용 조명은 16백만 컬러 색상재현을 위
해 RGB + Amber로 LED조명 기구를 제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다른 계절적, 시간별, 외부 조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용 어플리케이션
과는 Bluetooth 연동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위해 개방형 헬스케
어 플랫폼(MAPHIS)과 연동을 위해 게이트웨이 및 
HL7 데이터 프로토콜을 스마트 기기용 어플리케이
션에 구현하였으며, 그 연결은 데이터통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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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 기록을 관리 가능한 스마트 헬스(s-Health),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들과 모
바일 기기들이 헬스케어 도구로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기반의 헬스케어(m-Health)가 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여러 가지 Light Care 제품이 있으나 수면 유도 및 기상 유도 등과 같이 간단한  색상으
로 LED Spectrum을 이용한 제품과 리모콘을 이용한 조명 색상을 조절하는 제품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제 사용자의 스트레스와 생활환경 등의 다중인지 요소를 이용해 스트레스 완화를 위
한 LED 조명을 조정하며, 그 정보를 수집하여 헬스 케어 플랫폼과 연계한 컨텐츠를 구현하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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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로 구현했다.
구현된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으며, 제

작된 시작품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제작된 조명기구와 스마트기기용 어플리

케이션

본 연구에서는 PPG 센서로 심박변이도(HRV, 
Heart Rate Variability)의 해석을 통해 스트레스 지
수를 산출한다. 측정된 심전도(ECG) 간의 거리변
화를 FFT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LF(Low Frequency), HF(High Frequency), LF/HF 
Ratio, SDNN(Standard Deviation of N-N Interval) 
및 RMSSD(Root Meas Square of Standard 
Deviation)을 산출하며,  각각 교감·부교감신경, 그 
균형비율, 피로도 및 심장안정도 등의 기준으로 삼
는다. 파라메타의 기본 측정원리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ECG R-peak간 거리변화 및 변위량의 

주파수 스펙트럼

 산출된 파라메타를 통해 조명기구의 색조합을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게 되며, 또
한 차후 서비스 모델 개선을 위해 개방형 헬스케
어 플랫폼(MAPHIS) 인증을 위한 인식데이터
(identifier) 외에 25개의 OBX 데이터를 구성해, 실 
사용자 100명 기준으로 최소 45일 이상을 측정하
게 되면 최소 200,000여개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되
고 헬스케어 플랫폼에 축적되도록 했다.

그림 4. 센싱 신호처리 및 네트워킹 프로토콜(스

마트폰 – MAPHIS)

Ⅲ. 결  론

본 시스템의 스트레스 완화효능 측정 시험에서 
신뢰수준 95%의 선호색상 LED 및 비선호 LED조
명에 대해 스트레스 완화 및 증가 경향을 나타내
었다. 또한, 청년층(남성 13명, 여성2명)에 대한 실
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Stress Index 
값과 스트레스 반응 척도 설문의 점수가 비례적인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 방향은 본 시스템과 개방형 헬스케어 
플랫폼(MAPHIS)과 연동 데이터를 보완해 실질적
인 서비스로 발전·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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