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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도 무구속적인 방법으로 심장의 활동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

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무구속 심탄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자의 상부와 하

부사이에 3-로드셀을 부착하였으며, 사용자가 의자에 착좌 시 심장박동에 따른 미세한 무게 변화를

검출하여 심탄도를 측정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심탄도와 상용 심전도 계측 시

스템을 이용하여 동시 계측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신호에서 심박동 검출을 통해 심탄도 계측 시스

템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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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 및 만성질환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건강관리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관리는 주로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치

료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더

불어 삶의 질 향상, 건강에 대한 욕구 증대로 항

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1]. 특히, 사망원인 중 수위를 기록

하고 있는 심장질환은 지속적인 관리에 따라 예

방도 가능하며, 질병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의료기술과 IT기술을 접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인 심장의

활동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부각되

고 있다[1]. 하지만 심장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극을 신체에 부착하는 과

정을 거쳐야 하며, 전극과 계측시스템의 연결을

위해 리드선을 사용함으로 인해 피검자로 하여금

활동의 불편함을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무구속적

인 방법으로 심장의 활동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무구속 심탄도

(ballistocardiogram, BC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

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자의 상부와 하

부사이에 3개의 로드셀을 설치하였으며, 사용자가

의자에 착좌 시 심장박동에 따른 미세한 무게변

화를 검출하여 심탄도를 계측하였다.

구현 된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심탄도

와 상용 심전도 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시 계

측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신호에서 심박동 검

출을 통해 심탄도 계측 시스템의 유용성 평가를

수행 하였다.

Ⅱ. 심탄도 계측 시스템 구현

심탄도는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 심장과

혈관에서의 혈류변화에 따른 탄도를 계측한 신호

로써 심장에서의 심근기능 손상에 따른 역류 및

이상혈류현상에 대한 정보와 심근이상의 관리, 모

니터링, 진단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2]. 심전도와

유사하게 심장의 활동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만, 심전도의 측정과는 다르게 신체에 전극을 부

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구속 무자각 상태에

서 신호계측이 가능하며, 장시간 동안 심장상태의

모니터링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2].

본 연구에서는 심탄도를 계측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3개의 로드셀 SB-50L(50kgf, Cas Co,,

Korea)을 의자의 상단부와 하단부 사이에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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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사용자가 착좌 시 로드셀에 가해지는 무

게 변화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심탄도 신호의 계측범위는 0 ~

7mg, 주파수 대역은 0 ~ 40Hz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로드셀로부터 심탄도 신호를 측정

하기 위하여 심탄도 계측 회로를 구현하였다. 먼

저 로드셀에서 출력되는 심탄도의 미세신호를 증

폭하기 위하여 계측용 증폭기를 이용한 전치증폭

회로를 구성하였으며, 일반 상용전원으로부터 방

사되는 60Hz 전원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2차

Twin-T 노치필터를 구성하였다. 또한 신호에 포

함된 고주파 잡음과 체중신호가 포함된 심탄도

신호로부터 체중신호에 의한 오프셋을 제거하기

위해 고역통과필터를 구성하여 최종 심탄도를 계

측하였다. 필터링 된 심탄도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블루투스 모듈 FB155BC(Firmtech.co.,Ltd.,

Korea)를 사용하여 모바일기기에 전송한다.

그림 1. 의자형 심탄도 계측 시스템

Ⅲ. 모바일 심탄도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무구속 상태에서 지속적인 심장

의 활동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

바일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또한 심

탄도 계측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및 유

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용 심전도 계측 시스

템(P-400, Physiolab Co.,Ltd, Korea)과 동시 계측

실험을 수행하였다. 구현된 심탄도 모니터링 애플

리케이션 및 동시 계측 실험의 일례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의 심전도 및 심탄도 동시 계측 실험결

과에서 심탄도의 혈액 방출 전 단계, 방출기, 심

장 확장기, 각각의 파형이 확인되었으며 심전도와

심탄도의 심박동의 간격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구현된 의자형 무구속 심

탄도 계측 시스템이 전극 부착의 불편함을 가지

는 심전도 계측 시스템을 대체하여 무구속적으로

심장 활동상태의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a)심전도, (b)심탄도

그림 2. 심전도 및 심탄도 동시 계측 실험 결과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도 무구속

적인 방법으로 심장의 활동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무구속 심탄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현된 시스템의 성능 및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심전도와 심탄도의 동시 계측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구현된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험군을 대상으로 심

탄도 신호계측을 통해 심장질환의 자동판별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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