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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심장 박동 변이 (HRV: heart rate variability) 센서와 표준 기반 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플랫폼

을 활용한 스트레스 측정 시스템을 구현하고 그 활용 방법을 제안한다. HRV를 측정하기 위해 맥파 (PPG)센서와 오픈소스 하

드웨어를 이용해 센싱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추후 분석을 통해 유

추한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플랫폼에 연결된 다양한 기기들을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개인별 스트레스 관리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키워드: 사물인터넷 플랫폼 (IoT platform), 원엠투엠 (oneM2M), 스트레스 (stress), 심박 변이 (HRV)

HRV 센서와 표준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스트레스 측정 시스템
안은솔*, 윤재석O

O*순천향대학교 사물인터넷학과

e-mail: yun@sch.ac.krO

Measuring Stress Using HRV sensor and
Standard-based IoT Platforms

Eunsol Ahn*, Jaeseok YunO

O*Dept. of Internet of Things, Soonchunhyang University

I. Introduction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긴장 상태로 해석된다. 스트레스

는 또한 위협적, 도전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체 시스템의 활성을 

동반하는 물리적 반응으로 정의 된다 [1].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심장병, 

면역 저하, 정신병 등 다양한 질병의 유발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연구들

이 이루어졌다 [2].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 심박 변이도 분석은 

심장 박동 패턴의 불규칙적인 변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신경계 활동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심박 변이 기반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센서 신호 뿐만 아니라 피실험자의 장기적

인 환경 정보들도 필요하며, 이들을 고려한 피드백을 해야 스트레스 

정도를 낮출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표준화된 사물인터넷 플랫폼과 심박 변이 (HRV: 

heart rate variability)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 별 스트레스 정도를 

유추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케어를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결과물을 이용해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를 구현할 수 있다.

II. System Implementation

1. Overall system

구상한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피실험자의 정보와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여 사물인터넷 서버 플랫폼에 올리는 부분과 올라온 정보들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심박 변이 측정 장치는 다양한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동이 용이하게 구현하였다. 또한 측정된 값을 여러 곳에 

제공하고 피드백을 갱신하기 위해 표준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원엠투엠 

오픈 소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값을 업로드한다. 서버에 업로드하기 

위해 Arduino Feather M0를 사용하였다. HRV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맥파 (PPG) 센서를 활용하였으며 Roam BH1792GLC를 

사용하였다.

Fig. 1. System Architecture

2. Sensing and uploading data

Arduino UNO를 통해 맥파 센서에서 측정된 값은 Feather M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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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고, 이를 이차 미분하여 가속도 맥파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 

(Fig. 2). 최종적으로 가속도 맥파 데이터를 WiFi를 통해 연결된 

모비우스 플랫폼의 개별 사용자 컨테이너로 업로드 한다. 

Fig. 2. 2nd Derivatives of PPG Signal

3. Measuring stress and feedback

가속도 맥파 데이터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분석이 가능하

며 특히 많은 기존 연구들이 심박 변이 신호의 분석 방법과 표준에 

대해 다루고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예시로 쉽게 구할 수 있는 

SDNN (QPS 사이의 간격에 대한 표준편차)을 활용하는 분석 방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미있는 특징값을 얻어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맥파 데이터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 플랫폼에 등록된 사용자의 

환경정보와 신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 정도를 낮출 

수 있는 피드백이 가능하다. 예로서 Fig. 3과 같이 플랫폼에 연결된 

기기 제어를 통해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용자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조명과 음악 제공이 가능하다.

Fig. 3. Feedback for Helping Reduce Stress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HRV 센서와 원엠투엠 표준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보인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스트레스 피드백을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스트레스 관리 솔루션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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