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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활용한 여성의 기초체온 가시화 및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

Visualization of Basal Body Temperature and Its Frequency Spectrum Analysis 
Using an Android Platform Smartphone

박 상 은*․김 정 환*․서 은 아**․최 희 정***․김 경 섭†

(Sang-Eun Park․Jeong-Hwan Kim․Eun-Ah Seo․Heejung Choi․Kyeong-Seop Kim)

Abstract  –  The daily recording of basal body temperature is the most useful method of determining the term of 

ovulation by resolving the rise in temperature. To support this aim, Graphical User Interface (GUI) system is designed 

and implemented to visualize the basal body temperature variations on daily basis by using android platform smartphone 

with programming multi-thread Java modules. To estimate the occurrence of ovulation cycle, a new method of analyzing 

the low-frequency features including a DC level and the second largest peak in frequency spectrum domain is proposed 

with interpreting the prominent features into the average basal-body temperature variations and a menstrual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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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여성의 배란주기는 월경, 임신을 비롯한 여성의 건강과 

한 련이 있다. 배란은 체내 다양한 호르몬 분비의 조

화로운 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육

체 , 정신  스트 스의 증가로 인한 호르몬 분비 조 능력

의 하가 불임 발생의 원인으로 지 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1]. 

배란이란 난소에서 성숙한 난포로부터 난자가 배출되는 

상이다. 배출된 난소는 약 하루 동안 수정 능력을 지니는

데 이 시기에 정자를 만나 수정란을 형성하고 자궁에 착상

을 하는 것이 임신이다. 임신에 실패하면 난소는 퇴화되며 

자궁내막은 탈락되는데 이 듯 자궁내막이 탈락하여 체외로 

배출되는 것이 월경이다. 그러므로 임신과 월경은 모두 배

란과 한 련이 있다. 

결국 임신과 피임을 해서는 배란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측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재까지 배란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측하는 명확한 방법은 없으므로 배란을 측하

는 목 에 따라 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배란을 측

하는 방법에는 월경주기에 따른 배란일 계산법, 기 체온 측

정법, 액 내 배란 련 호르몬 양 측정을 한 액검사, 

난포의 성숙을 직  찰할 수 있는 음  검사, 그리고 소

변 내 황체화 호르몬 양을 측정하기 한 소변검사 등이 있

다[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배란일 단 방법  가장 

간편하고 경제 이기 때문에 흔히 이용되는 기 체온법을 

용하 다. 즉,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을 이용하여 기 체

온 변화를 가시화함으로써 기 체온 변화를 보다 정확하고 

의미 있는 건강 련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시

도되었다.

스마트폰의 사용자들이 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서비스  활용방안들이 다양한 역에서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 기  유지 가능성과 기록  리의 용

이성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리하는데 유용하게 활

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

마트폰에서 여성의 체온 변화를 가시화함으로써 배란주기를 

유형화하고 보다 정확하게 배란일을 단 혹은 측하고 나

아가 주 수 스펙트럼 역에서 분석할 수 있는 로그램을 

구 하고자 하 다.

2. 본  론

2.1 배란과 기 체온 변화

배란이란 성숙한 난포가 난자를 나팔 으로 배출하는 것

으로 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GnRH), 난포자극호르몬

(FSH), 황체형성호르몬 (LH), 유즙분비호르몬, 그리고, 갑상

선호르몬 등이 모두 련되어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이다[3]. 

배란과 련된 난소주기는 난포기, 배란, 그리고 황체기의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난포기는 난포자극호르몬이 분비되어 

난소 속의 난포가 성숙되는 시기로서 월경의 시작부터 약 

10∼14일 정도 지속된다. 난포는 성장하면서 액에 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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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겐을 분비하는데, 액 내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면 시

상하부와 뇌하수체는 난포자극호르몬의 생산을 이라는 신

호를 보내어 더 이상 난자가 성숙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

라 황체형성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한다. 황체형성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되고 28∼36시간 정도 이후, 혹은 황체형성호르

몬 분비가 최고조에 달한 8∼20시간 이후 난소의 난포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이 일어난다[2]. 

난자를 배출한 후 난포는 황체로 변화하는데 이 시기를 

황체기라고 하며 략 14일 정도 지속된다. 황체는 로게

스테론을 다량으로 분비하고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자궁내

막이 수정란이 착상하기에 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된

다. 로게스테론의 분비는 배란 후 약 1주 후에 최고조에 

이르고, 임신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서서히 감소하다가 황체

의 수명이 다하게 되면 더 이상 분비되지 않고 자궁내막이 

탈락되어 체외로 분비되는 월경을 시작한다. 

배란 후 황체에서 분비되는 로게스테론은 체온을 상승

시키는 작용을 하여 황체기에는 난포기보다 섭씨 0.3∼0.6도 

정도 체온이 상승한다. 즉, 여성의 체온은 배란 시 부터 

로게스테론의 향에 의해 고온기(황체기)를 유지하다가 

로게스테론의 분비가 단되고 월경이 시작되는 시 부터 

다음 배란 직 까지 (난포기)는 온기를 유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온기에서 고온기로 이행이 시작되는 시

에서 배란이 발생하 다고 단할 수 있다[4-6].  

2.2 기 체온법

체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인자를 제외하고 하루  

가장 체온이 낮은 새벽 4시 경의 체온을 기 체온이라고 한

다. 단, 기 체온을 스스로 측정하기 해서는 잠에서 깨자

마자 어떤 활동도 시작하기 이  운 채로 측정해야 한다. 

한 기 체온 변화를 확인하고자 일정 시기 동안 매일 측

정하는 경우 동일한 환경, 동일한 체온계를 이용하여 동일한 

부 에서 측정하는 것이 필수 이며, 체온변화의 민감도를 

높이기 해 이 세 한 부인용 화씨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여성 기 체온의 경우 배란을 심으로 온기와 고온기

의 두 가지 시기를 보인다. 월경이 시작되면서부터 배란이 

일어나기까지 (난포기)는 체온이 평균 36.5℃의 온상태를 

유지하다가 배란 시 부터 36.7℃ 이상으로 상승하여 다음 

월경이 시작되기  (황체기)까지 고온기를 유지한다. 즉, 

배란을 심으로 체온이 0.3∼0.6℃ 상승하는 것인데 이는 

배란이 일어날 시 부터 분비되는 로게스테론이 체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도구와 방법으로 측정한 기 체온이  날

보다 상승되었고, 체온 상승의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이미 배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상승된 기

체온이 수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배란이 보다 확실하다. 

이와 같이 기 체온법은 배란을 측하기보다는 배란 이후 

배란이 일어났음을 단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2].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측정한 기 체온에 해 축 된  

자료는 개인의 난소주기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배란일을 

보다 정확하게 측할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3 여성 기 체온 데이터 분석

2.3.1 고온기, 배란기  월경주기, 월경 정일 검출

본 로그램에서는 기 체온 변화의 가시화를 통해 고온

기, 배란기, 월경주기  월경 정일을 도출하 다. 이들은 

모두 임신, 피임, 월경과 련된 주요 건강 정보들이다. 

여성의 월경주기 혹은 난소주기에서 반은 온기이고, 

나머지 반은 고온기이므로 평균 체온을 이용하여 쉽게 고

온기, 온기를 별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평균 기 체온

을 구하는 것이 요하다. 식 (1)과 식 (2)는 평균 기  체

온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 다. 즉, 평균 기 체온은 식 (1)

과 같으며 월경이 시작하는 날부터 다음 월경 시작 날까

지 측정된 개의 기 체온 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균을 구하

게 된다.




 





                      (1)



max min
                    (2)

식 (1)은 측정된 체온을 모두 합하여 총 개수로 나 는 

산술 평균으로 여기서 은 기 체온 데이터 { }

를 의미한다. 식 (2)는 기 체온 데이터 에서 가장 높은 

온도 max 와 가장 낮은 온도 (min )의 간 값을 평균 기

체온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식 (1), (2) 방법을 이용한 

두 평균값 에서 더 작은 값을 최종 평균 기 체온 로 하

고 평균 기 체온   보다 큰 기 체온 값일 경우 고온기로 

단할 수 있다. 하지만 체온은 신체 상태에 따라 갑작스러

운 변화를 보일 수 있다. 그림 3은 체온의 고온기와 고온기

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경우를 보여 다.

 

그림 1 고온기 검출의 오류 범

Fig. 1 Error in estimating high-temperature valued range

그림 3에서 보다 큰 체온 값을 검출하다보면 란색 원

으로 표시한 부분처럼 고온기가 아닌 범 임에도 고온기로 

별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오류를 해결하기 

해 보다 큰 체온 값이 연속 으로  3～4일 기간 동안 유지

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실제 고온기를 별한다.

배란은 난포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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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으로서 정확한 배란 시 을 알기 어렵다. 그 기 때

문에 기 체온의 변화를 바탕으로 배란기를 설정한다. 배란

기를 검출하는 방법은 에서 구한 고온기가 시작되는 날을  

기 으로 5일 까지의 기 체온 에서 체온이 가장 낮은 

날을 배란일로 가정한 다음 구한다. 고온기가 시작되는 날

이 일 때 기 체온이 이고, 배란기 체온을  라면 

식 (3)을 통하여 배란기 체온을 구할 수 있다.

                     (3)

식 (3)에서 구한 배란기 {    }에서 체온이 

가장 작은 값을 가진 날짜를 배란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게 추정한 배란일로부터 약 3일 사이를 배란기로 별할 

수 있다.  

월경주기는 검출된 배란일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축

된 기 체온 자료를 바탕으로 2번의 배란일을 도출한 뒤 

그 간격(일)을 구한 것이 바로 월경주기로 해석된다. 따라서 

월경주기를 구하기 해서는 최소 60개 이상의 기 체온 자

료가 있어야 한다. 

월경 정일 역시 검출된 배란일을 토 로 구할 수 있다. 

일반 인 월경주기가 28일, 배란 후 14일 정도 황체기가 유

지됨을 감안하여 도출된 배란일로부터 14일을 더한 날짜를 

월경 정일로 정하 다. 그러나 월경주기는 실제로 21∼36

일로 다양하고, 월경주기가 불규칙한 경우도 있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장기간의 기 체온 자료가 축 되어 평균 

월경주기가 도출되면 개인의 월경주기에 따른 월경 정일 

측이 가능하고 정확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2.3.2 여성 기 체온 데이터 획득

여성의 정확한 기 체온을 획득하기 해서 이지템사의 

BT-020과 조인메디칼사의 ‘KI-8173’ 의료기기용 체온계 제

품을 사용하여 기 체온을 측정하 다. 두 제품 모두 귓속

형 외선 체온계로써 고막과 주 에서 발생되는 외선 에

지를 검출하여 열에 지를 기신호로 변환시키는 방식으

로 체온을 측정하는 제품이다. 한, 최소  단 는 0.1℃ 

이며 생체온도 범 에서 측정 시 오차 범 는 ±℃를 갖

는다.

체온측정 시간은 2. 2 기 체온법에서 언 했듯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측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매일 일어나서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측정

을 못했을 경우에는 30～40분 휴식 후 측정할 수 있도록 하

고, 측정하지 못한 날이 있다면 바로 날의 체온으로 

체하 다.

체온은 몸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가 심하게 나타

날 수 있다. 를 들면, 술을 먹은 날이나 감기 등과 같이 

몸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일시 으로 체온이 상승할 수 있

다. 따라서 체온을 측정할 때 몸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유용하다. 따라서 비교  면역력이 약하지 않아 질병에 

한 노출이 은 신체가 건강한 2명의 여성들(평균 나이 22

세)을 상으로 약 5개월 동안 아침 기상 직후 1회 측정을 

기 으로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그림 2는 두 명의 여

성 피험자를 상으로 수집된 기 체온 정보를 이용하여 

축은 시간(day)을, 축은 체온(℃)으로 하여 기  체온의 변

화를 그린 것이다.

(a) 피험자 A의 기 체온 가시화

(b) 피험자 B의 기 체온 가시화

그림 2 선택된 시간 역에서의 기 체온 가시화

Fig. 2 visualization of basal body temperature

그림 2(a)의 피험자 A의 기 체온 데이터는 약 35일 정

도의 월경주기를 가지는 뚜렷한 주기성을 볼 수 있다. 반면

에, 그림 2(b)의 피험자 B는 생리불순이 있는 사람으로 기

체온 데이터 그림에서 역시 비교  불분명한 주기성을 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3.3 여성 기 체온 주 수 스펙트럼 분석

여성의 기 체온을 주 수 역에서 분석하기 해서는  

DFT 연산을 하여 신호를 변환해야 한다. 이 후 변환된 신

호를 주 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내 분석을 하 다. 식 (4)는 

DFT의 정의이다[7].

  


  

 

   ≤≤      (4)

여기서 은 기 체온 데이터를, N은   데이터의 총 

개수를 의미하고 의 범 는 ≤≤  이다. 그림 3은 

두 피험자의 기 체온 데이터를 DFT 연산 과정을 거쳐 주

수 역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축은 시간당 

주기 (cycles/day)를, 축은 크기 (magnitude)를 나타낸다. 

주 수 성분이 0의 값을 가질 경우, 이때의 크기가 신호

의 DC 성분을 의미하며, 평균값이 된다. 피험자 A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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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피험자 A의 기 체온 주 수 스펙트럼

(b) 피험자 B의 기 체온 주 수 스펙트럼

그림 3 기 체온 데이터의 주 수 성분

Fig. 3 Frequency spectrum of basal body temperature

기 체온은 35.68℃이고, 피험자 B의 평균 기 체온은 36.2

1℃이다. 축 역수를 취하면 day/cycles가 되는데, 주 수 

스펙트럼에서 DC 성분을 제외하고 크기가 가장 클 때 의 

역수는 월경주기를 의미한다. 그림 3(a)에서 DC 성분을 제

외하고 크기가 가장 큰 때   값은 0.0282이고, 그림 3(b)는 

0.0327으로 이를 날짜로 계산하면 35.4610과 30.5810으로, 피

험자 A의 월경주기는 약 35일, 피험자 B의 월경주기는 약 

31일로 추정할 수 있다. 한, 월경주기의 온도 변화량을 추

정하기 해서 식 (5)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량 계수()를 

계산한다.

  ∙                    (5)

피험자 A의   값은 1.2658이고, 피험자 B의   값은 

0.2527로 두 값을 비교해 보면 기 체온의 변화량이 큰 피험

자 A의   값이 피험자 B에 비해서 훨씬 큰 값을 가진다.

2.4 기 체온 가시화 GUI

2.4.1 GUI 구성

여성의 기 체온을 측정한 데이터를 장하고 리하기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안드로이드 OS에서는 

SQLite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제공하기에 데이터를 효율 으

로 리 할 수 있다[8-9]. 스마트폰은 일반 으로 개인만 이

용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테이블에 날짜

와 체온 필드를 정의해 다. 다음 그림 4는 체온의 값을 

장할 수 있는 GUI 화면을 보여 다. 그림 4에서 재 날

짜를 선택하여 측정된 체온을 기입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할 수 있다. 새로운 날짜에 체온이 입력되면 데이터베이

스에 추가가 되고, 기존 체온 데이터가 있는 날짜에 새로운 

체온이 입력되면 업데이트되는 방법으로 구성하 다. 

그림 4 재 날짜와 체온 입력 GUI 화면

Fig. 4 GUI Interface for adding date and basal body 

temperature

그림 5에서는 입력된 날짜별로 체온의 변화량을 확인할 

수 있는 GUI 구성요소와 온도 변화를 가시화하는 기능을 

보여 다.

그림 5 여성의 기 체온 변화 가시화를 한 GUI 구성요소

Fig. 5 GUI Interface for displaying a basal body temperature 

variations

그림 5에서 기능선택 메뉴와 체온변화 그래 를 표 하는 

화면으로 분할하 다. 먼  기능메뉴 쪽 순서 로 그래

로 보여  기 날짜 선택, 가시화 화면에 보여  체온 범  

선택, 고온기 그래  활성화 선택, 배란기 날짜 검출 선택하

는 기능과 평균 월경주기와 다음 월경 정일을 알려주는 

기능을 넣어주었다. 다음 체온변화 그래  화면은 안드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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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커스텀 뷰 기능을 이용하여 체온의 범 는 34～38 ℃를 

표 해  수 있도록 설계하고, 한 화면에 표 되지 못하는 

날짜의 체온은 터치입력을 이용하여 좌우로 화면을 이동시

킬 수 있는 하나의 커스텀 젯을 생성하여 기능 메뉴와 그

래  화면을 하나의 xml 언어로 통합하여 리해 다. 

한 기 체온 변화를 기본 으로 1개월 단 로 가시화하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개월의 단 로 표 될 수 있다.

2.4.2 스마트폰을 활용한 여성체온변화 가시화

스마트폰은 개인 물건으로써 매일 측정한 체온을 응용

로그램에 장할 수 있다. 장된 체온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래 로써 가시화하고 고온기  배란일을 확인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앞에서 설명된 피험자 

A가 매일 측정한 176일 기간의 기 체온 데이터를 사용하

다. 그림 6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체온 변화를 

가시화하고 고온기와 배란일을 표시하 다.

(a) 1개월 범 의 체온 가시화

(b) 2개월 범 의 고온기 가시화

(c) 3개월 범 의 고온기, 배란일 가시화 

그림 6 체온변화 가시화 결과 화면

Fig. 6 Display of a subject’s basal body temperature 

variations  

그림 6(a)는 기본화면으로 출력되는 기  날짜는 처음 

장된 날짜이고, 가시화된 화면에는 1개월 범 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장된 기 체온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 

월경주기와 다음 월경 정일도 함께 보여 다. 그림 6(b)와 

같은 경우는 기 체온 가시화 화면에서 2개월 범 의 데이

터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온기 부분을 붉은색 그래 로 나타

냈다. 그림 5(c)는 체온 가시화 화면을 3개월 범 의 데이터

를 보여주며, 고온기와 배란기를 표 해 주었다. 고온기는 

붉은색 그래 로 배란기는 란색 그래 로 표 했고, 검출

된 배란일을 알 수 있게 날짜도 함께 표시했다. 그림 6에서 

한 화면에 표 되지 못한 나머지 기 체온 데이터들은 터치 

이벤트를 사용하여 좌우로 화면을 이동시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장된 모든 체온 데이터를 볼 수 있

으며, 최근의 데이터만 확인하고 싶을 경우는 기 날짜를 원

하는 날로 설정하여 보고 싶은 범 만 출력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7은 식 (4) 연산을 용하여 주 수 역으로 변환

하여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DC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 수 역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축을 로그(log) 스

일로 하여 가시화하 다. 

그림 7 여성 기 체온의 주 수 스펙트럼 가시화

Fig. 7 Frequency spectrum of basal body temperature

한 DC 성분을 이용하여 얻은 값을 평균 기 체온으로 

나타냈고, 식 (5)를 용하여 주 수 스펙트럼에서 DC 성분

을 제외하고 크기가 가장 큰 통해 추정한 월경주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3. 결  론

안드로이드 운 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여성의 기 체

온을 이용하여 배란일을 검출하고 체온의 변화를 가시화하

며, 이를 주 수 역으로 변환하여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응

용 로그램을 제안하 다. 기본 인 체온의 변화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고온기와 온기를 확실히 분리하여 보여

 수 있고, 배란일 검출을 통하여 배란기를 가시화하 다. 

재 배란일 검출 방법은 체온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

는 단 이 있고, 측정 체온계는 심부체온계를 사용해야만 보

다 더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매일 측정한 본인의 기 체온 데이터를 스마트폰으로 

리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몸 상태를 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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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고, 가임을 원하거나 원치 않는 여성들에게 임신  

피임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한 온도변화 그래 를 보고 직  단할 뿐만 아니라 

기 체온 데이터를 주 수 역에서 분석하여 평균 온도와 

월경 주기를 나타내 수치 으로 몸 상태를 악할 수 있도

록 하 다. 하지만 아직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아서 

정확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에 알고리즘을 용시킨 뒤 정확

도를 높을 수 있도록 하고, 몸 상태를 직 으로 악 할 

수 있는 정량 인 라미터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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