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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ECG 추출 기능을 가지는 모바일 심전도 측정 시스템 설계

Mobile ECG Measurement System Design with Fetal ECG Extraction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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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Hyung Choi ․ Young-Pil Kim ․ Si-Kyung Kim ․ Jeong-Bong You ․ Bong-Gyun Seo)

Abstract - In this paper, the abdomen ECG(AECG) is employed to measure the mother's ECG instead of the conventioanl 

thoracic ECG measurement. The fetus ECG signal can be extracted from the AECG using an algorithm that utilizes the 

mobile fetal ECG measurement platform, which is based on the BLE (Bluetooth Low Energy). The algorithm has been 

implemented by using a replacement processor processed directly from the platform BLE instead of the large statistical data 

processing required in the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The proposed algorithm can be implemented on a mobile 

BLE wireless ECG system hardware platform to process the maternal ECG. Wireless technology can realize a compact, low- 

power radio system for short distance communication and the IOT(Intenet of Things) enables the transmission of real-time 

ECG data. It was also implemented in the form of a compact module in order for mothers to be able to download and store 

the collected ECG data without having to interrupt or move the logger, and later link the module to a computer for 

downloading and analyzing the data. A mobile ECG measurement prototype is manufactured and tested to measure the FECG 

for pregnant women. The experimental results verify a real-time FECG extraction capability for the proposed system.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CG measurement system that shows approximately 91.65% similarity to the MIT database and the 

conventional algorithm and SNR performance about 10%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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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임신 중인 산모의 태아 심박수(FHR) 모니터링은 태아의 건강 

상태를 관찰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하여, 일반적

으로 Intrapartum Fetal ECG (FECG)를 이용하여 신생아 산혈증 

검출 및 저산소증을 검출 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그러

나 FECG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궁 경부와 태아 두피에 침

습적으로 전극을 접촉시켜야 되는 단점이 있다[2].

일반적으로 비 침습적으로 알려진 FECG 측정 기법은 전극을 

산모의 복부에 배치하여 산모(maternal)복부(abdomina) ECG 

(MECG)측정을 통해 태아의 FHR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산모의 

복부에서 측정한 ECG 신호를 이용 태아의 ECG를 추출하는 신호 

처리 방법에 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3-16].

그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적응 필터링(Adaptive Filtering), 독

립구성 요소 분석(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SVM 

(Support Vector Machine) 등이 있다.

적응 필터는 필터의 계수를 자기 조정하는 필터이다. 적응 필

터의 에러 신호에 따라 구동 최적화 알고리즘이 동작 되며 이 

동작에 맞춰 필터의 계수를 설정 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적응 필

터를 이용하여 태아와 산모의 신호를 분리하는 기법으로서, 단일 

또는 다수의 산모 기준 신호(Refernence Signal)을 이용하여 

FECG를 검출하는 기법이 B. Widrow[3], N.J. Out ram[4], G 

Mihaela Ungureanu[5]와 K. Prasanth [6]에 의하여 연구 되었

으며, 직접 기준 신호를 사용 하지 않고 태아의 QRS를 추출 하

는 알고리즘이 A.G. Farvet[7]과 Y. Park [8]에 의하여 제안 되

었다. 또한 적응 필터링을 Kalman필터를 이용하는 처리 기법이 

Mohammad[9]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R. Sameni[10]의 경우 상태 공간 방정식과 베이지안 필터를 

이용하여 AECG 신호를 모델링 처리하였다. 그러나 이 기법은 임

산부 및 태아의 ECG 신호가 서로 충분히 시간적으로 겹쳐지는 

경우 FECG를 추출 처리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R.Swarnalatha[11]는 흉부 ECG(Thoracic 

ECG)를 이용하여 다단계 적응 필터링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FECG 추출을 성공하였다. 그러나 본 기법은 AECG 신호 및 흉

부 ECG 2개의 다른 종류의 MECG를 측정해야 하는 단점과 또

한, 기준 신호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 된 다른 신호의 Normally 

적응 필터 계수 처리 및 동조처리의 어려운 점이 있어 본 연구

에서 목표로 하는 모바일 플랫폼에 적합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연구로서 B.Widrow[12]은 선형 적응형 필터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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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기법 역시 AECG 신호 및 흉부 ECG 2개의 다른 종

류 MECG를 측정해야 하는 단점과 임산부 및 태아의 ECG 신호

가 시간적으로 겹쳐지는 경우 FECG를 추출 처리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기법은 다변수신호

(Multivariate Signal)를 분리, 독립적인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P. P. Kanjilal[13]는 SVD(Singular Valued 

Decomposed) 기반의 방법으로 태아 심전도 추출 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MECG 구성 요소는 SVD모드에 의해 식별 데이터 

매트릭스를 구성한다. 최종적으로 FECG를 얻기 위해 산모의 

ECG에 해당하는 SV를 분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기법은 그 

어떤 흉부 ECG(Thoracic ECG) 기준 신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효

율적인 특성을 가진다. ICA의 다른 연구는 Lieven De Latauwer 

[14]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멀티채널에서 FECG를 추출하는 

ICA 기법이 A.van Oosterom.[15]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K. V. 

K. Anant hanag[16]는 블라인드 및 세미 블라인드 소스 분리, 

극대화 신호의 통계적 측정, 기저 함수를 이용하여 FECG를 추출

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ICA는 흉부 ECG(Thoracic 

ECG)를 사용 하지 않는 장점은 있으나 알고리즘 처리 계산 량이 

많아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이나 경량 및 휴대용 모니터의 구현에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흉부 ECG(Thoracic ECG)를 사용 하지 않는 

대신 복부 ECG로 측정하고, 실시간 계산(Real Time Computing)

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BLE기반의 모바일 플랫폼에 구

현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

즘은 ICA 처리 시 요구되는 계산적으로 많은 통계 데이터 처리

를 BLE 플랫폼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대치 프로세서를 이용하

여 구현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치 프로

세서는 FECG 추출 결과 및 성능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며 빠르

고 효율적인 FECG 추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ICA 대치 프로세서 기반의 태아의 

심전도 측정 알고리즘을 산모의 심전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모바

일 BLE 플랫폼 무선 심전도 측정 시스템 하드웨어를 설계하였

다. 이는 의학이나 생물학에서의 산모와 태아의 실험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실험용 태아 측정 심

전도 시스템은 측정된 파형을 저전력 무선 전송을 하기 위하여 

주파수 2.4(GHz) 밴드를 총 40개의 Channel로 나누어 활용하는 

BLE(Bluetooth Low Energy) 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무선 기술은 근거리 통신과 IOT를 위한 기술로 초소형, 저 전력 

무선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으며 실시간 심전도 데이터의 전송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산모가 실제 움직이는 동안의 심전도 기

록을 획득하기 위해 이 모듈을 부착시키거나 몸에 부착하여 자유

롭게 운동이 가능하도록 초소형의 모듈 형태로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태아 심전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저전력 기술활용으로 장시간 사용 가능(배터리 교체형)

� 소형 모듈:(63mm x 53mm)

� 통신거리 : 30m~50m

� ICA 대치 프로세서 기반의 태아 심전도 측정 알고리즘

� 태아 및 산모의 임신기간 이력·유지관리 점검이력 정보 제공

� 의사가 태아 및 산모의 일상생활 건강 상태 효과적으로 관리

2. 본  론

2.1. 산모용 초소형 심전도 측정 시스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심전도 측정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선 심전계 모듈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 

되어있는데, 먼저 전체적인 구성과 작동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무선 심전계 모듈의 구성은, 산모로부터 산모의 전

기적 신호의 검출 및 증폭기를 포함하여 디지털 통신 SPI(Serial 

Peripheral Interface Bus)로 디지털 산모 심전도(MECG)값을 전

송하는 계측부(Instrument), 전송된 SPI 통신 MECG데이터를 입

력 받아 FECG 신호처리 및 제어를 위한 프로세서로 구성된 제

어부, 무선 전송을 위한 무선 송수신부로 되어 있다.

그림 1 심전도 측정 시스템 구성도(4-단자 시스템)

Fig. 1 Electrocardiogram monitoring system (4-lead system)

이러한 무선 심전계 모듈의 작동 원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산모의 몸체에 부착된 4개의 단자인 LB(Low Back), 

MA(Maternal Abdomen), LS(Left Side), RS(Right side)에서 오

는 약한 전기적신호를 계측부의 계측증폭기가 증폭을 시킨다.

LB단자는 REF(Reference)단자로서 60Hz의 전원 잡음 등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단자와 비교하여 가장 

상단 중간 복부에 부착한다. 증폭된 심전도 신호는 TI(Texas 

Instrument)의 ADS1298로 구현한 계측기에 내장된 AD 변환기

에 의해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패킷 단위의 데이터로 구성된

다. 이러한 데이터는 직렬 통신인터페이스인 SPI를 통하여 BLE

를 지원하는 CPU 소자(Nordic nRF51822)가 포함된 제어부에 입

력된다. 제어부는 심전도를 분석하여 산모와 태아의 평균 맥박 

수, 태아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BLE를 통해 

무선으로 스마트폰에 전송한다. 무선으로 전송된 심전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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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마트폰의 무선 송수신부로 수신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

드로이드 기반의 일반 어플리케이션에서 태아의 심전도(FECG) 

및 산모 심전도(MECG)를 도시한다.

그림 2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선 심전계 모듈을 나타내었

다. 산모의 몸에 부착시켜 심전도를 측정하기 위해 63mm x 

53mm 크기로 설계 및 제작하였다. 그림 2에서 윗 부분은 계측

부와 제어부가 있으며, 오른쪽에 무선 송수신을 위한 2.4GHz 용 

안테나가 있다. 그림 2에서 아랫 부분은 전원관리 회로가 있다. 

다음 절부터 이러한 심전계 모듈의 각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

명을 하였다.

2.1.1. 계측부: 심전도 신호 검출 및 증폭

계측부는 모듈 윗 부분(그림 2)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별

히 이차전지 사용을 위하여 회로는 3.3V인 단일 전원에 저전압으

로 구동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하여 rail-to-rail I/O 형태의 

증폭기들을 사용하였다.

그림 2 제작된 무선 심전계 모듈 

Fig. 2 Designed wireless ECG module

인체로부터의 전기적 신호 검출을 위한 4개의 전극으로부터 

전달되는 심전도의 전기 신호는 보통 1[mVpp]의 미약한 전위차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단자 간 미약한 신호의 전위차를 측

정하기 위해서 차동 입력을 가지는 차동 증폭기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CMRR(Common Mode Rejection Ratio)이 우수한 계측

증폭기(Instrumentation Amplifier)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TI의 ADS1298을 사용하였다. 이 계측증폭기는 

전극과 회로 간에 연결된 전선으로 유입되는 60Hz 등의 잡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전위 인가 단자에 기준 전위 출력 기능을 

기본 내장하며, MA핀과 LB, LS, RS의 심전도 전압 측정을 위해 

2개의 PGA(Programmable Gain Amplifier) 채널을 사용하였다. 

계측증폭기의 출력은 ADS1298 레지스터에 설정된 Gain 값으

로 증폭되어 출력되고, 내부 ADC 채널을 거쳐 디지털 값으로 변

환되는데, 최소 초당 250에서 32kHz까지 샘플링 가능하며, 

Resolution은 24비트이므로 0부터 1천6백만까지의 해상도를 갖는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PGA(Programmable Gain 

Amplifier)의 증폭도는 1에서 12까지 설정 가능하므로, 본 연구

에서는 태아의 심전도 데이터 추출에 적합성을 고려하여 해당 증

폭도를 6이 되게 해서, 실제 증폭되는 배수는 달라질 수 있으나,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론 상 1[mVpp]인 입력 신호가 

6[mVpp]가 되며 이러한 신호를 24비트의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

어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심전도 전기적 아날로그 신호를 디

지털 데이터로 변환한 후, SPI통신을 통해 그림2에 나타낸 제어

부로 산모 심전도(MECG)신호의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는 작업

을 수행한다. 

2.1.2. 제어부: AD 변환 및 제어

제어부는 모듈 윗부분(그림 2) 계측부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

며, 심전도 기록 저장을 위하여 별도의 Micro SD-Card를 연결하

였다. 사용된 Micro SD-Card의 크기는 16GB로 심전도 데이터를 

수 시간 저장할 수 있다. 

계측부에서 출력된 심전도 데이터는 SPI를 통해 Nordic사의 

ARM 기반 MCU(Micro Controller Unit) nRF51822로 입력된다. 

일반적으로 QRS complex에서 온전한 R 파형을 얻기 위해서는 

태아와 산모의 경우 최소한 200Hz의 표본주파수가 요구된다[1].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의 AD 변환기 

Resolution은 24비트이며, 샘플링 주파수는 250Hz로 하였다. 각 

샘플 데이터는 3byte(24비트)에 해당되며 이러한 데이터는 MCU

의 DTC(Data Transfer Controller)에 의하여 메모리의 일정 영역

에 순차적으로 저장된다. 정해진 개수의 ECG데이터가 모이면 패

킷 단위의 무선 전송을 위하여 Sequence Count 등이 포함된 헤

더 등을 추가하여 BLE의 물리층을 가지고 있는 무선송수신부로 

전송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MCU는 2.4GHz의 무선 송수신부 

칩과 ARM Cortex-M0가 SoC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Nordic의 

nRF51822을 사용하였다.

2.1.3. 무선송수신부: BLE 기반 무선 송수신

MCU에서 디지털 신호화된 심전도 데이터는 일정한 패킷 단위

로 모아서 무선송수신부로 보낸다. 무선송수신부는, RF 소자, 수

정진동자, 기억장치, 안테나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RF 소자와 

기억장치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부와 함께 위치하고 

있으며, 수정진동자와 안테나는 모듈 오른쪽 윗 부분에 있다.

본 논문에서의 무선 송수신부 칩은 nRF51822에 내장되어 사

용되었는데, 이 소자는, BLE의 물리층을 가지고 패킷 단위의 데

이터를 전송한다. 또한 내부에는 MAC 프로토콜을 포함한 BLE 

스택이 저장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따로 할당되어 사용되어진

다. 2.4GHz 안테나는 PCB 패턴으로 프린팅 되어진 Microstrip 

형태로 설계 되었다.

무선 송수신거리는 본 목적의 경우 실내에서 30m 내외가 되

며, 스마트폰에서 BLE가 지원되므로 특별히 수신단에 별도의 

LNA(low noise amplifier)나 송신단에 파워앰프를 부가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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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심전도 도시 및 FECG 추출 알고리즘

2.2.1. 심전도 파형 도시

디지털로 변환된 산모 심전도(MECG) 데이터는 제어부의 

MCU로부터 무선송수신부의 BLE 소자로 전송이 되고, BLE 무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패킷단위로 수신된 데이터는 샘플링 간격에 맞춰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화면에 시간에 대한 심전도로 나타낸다. 표본주파

수가 250Hz 샘플링된 데이터를 스마트폰 모니터에 도시한다. 도

시하기 전에 적절한 저역 및 고역 통과필터와 실내 주위의 전원

으로부터 들어오는 주파수 60Hz 또는 50Hz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노치필터가 필요하다[10]. 또한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의 심

전도기록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림 3은 심전도 신호를 보기 위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

용하여 스마트폰에서 구현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화면으로 

본 논문에서 설계한 심전도 측정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동작하여 

심전도가 도시된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심전도 기기를 

스캔하게 되고, 심전도 기기의 nRF51822 BLE 칩이 타이머 인터

럽트 루틴 내부에서 Softdevice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지속적으

로 Advertising을 시도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기기가 목록에 나타나게 된다.

기기를 선택하면, 캐릭터나 서비스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간

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송수신할 준비가 완료되고, 그림 2의 심전

도 기기에서 패킷화된 데이터를 표본주파수 250Hz로 실시간 전

송하게 된다.

그림 3 안드로이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심전도 도시

Fig. 3 Plot of the ECG based on an Android application

2.2.2. 디지털 필터

측정된 심전도 신호에는 여러 잡음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는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고주파잡음을 제거하여 깨끗한 파

형을 얻는다.

이때 샘플링 주파수의 컷오프 주파수는 30Hz-1kHz 정도로 

사용되었으며, 근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전도 드리프트 신호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25Hz 또는 35Hz 컷오프 주파수 또한 저

역 통과 필터에 포함되어 사용한다. 또한 전원으로부터 들어오는 

60Hz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60Hz 노치 필터 또는 콤 필터

를 사용하며, 약 0.1~2Hz의 저주파 노이즈가 포함되어 심전도 파

형이 드리프트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잡음이 근본적으로 들어가

지 않도록 고역 통과 필터 또한 사용하였다.

2.2.3. FECG 추출 알고리즘

산모 심전도(MECG) 측정을 모바일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ECG 데이터 Preprocessing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였다. 

PCA는 기존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들의 특징을 추

출하고 정해진 주축으로 데이터를 사영시켜 저차원으로 특징 벡

터들을 축소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3]. 

새로 측정한 ECG를 V(t)=[v1(t), … , vp(t)]’라 하면 센싱한 

ECG 신호인 V(t)=[v1(t), … , vp(t)]’의 공분산 행렬을 선형 변환

을 통하여 Whitening된 ECG 신호 벡터를 만든다. Whitening이

란 기존 상관관계가 있는 벡터들을 상관관계가 없는 새로운 벡터

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때, ECG신호의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한다. 여기서는 Eigenvalue Decomposition(EVD)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지만 보다 일반적인 알고리즘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SVD)를 이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벡터 

V(t)의 공분산 행렬을 EVD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는    의 고유벡터 행렬(Eigenvector matrix)

이고, D는 고유 값의 대각행렬이다. 즉, 

        인 행렬이다. 측정된 ECG 신호 벡터

를 다음과 같은 선형 변환을 거쳐 Whitening된 신호 벡터를 만

든다.

★       (2)

따라서, 벡터 Z(t)의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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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rocessing 작업을 통하여 공분산 행렬이 단위행렬이 됨을 

알 수 있다. 즉, ECG 벡터의 상관관계를 없애는 것이 

Preprocessing의 목적이다.

Preprocessing 작업을 통하여 얻어진 z1(t), z2(t), z3(t) ... 데

이터의 SNR은 여전히 좋지 않으므로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Processing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ICA알고리즘에서 적

용된 것과 같이 kurtosis(Fourth-order Cumulant)를 최대화 하

는 방법을 이용하였다[13,14,15].

알고리즘 앞 절의    을 입력으로 사용 하여 

다음의 단계를 거쳐 산모의 TECG(Template ECG)를 를 검

출한다.

먼저, z(t)값 중 Peak 값인 순간(k)에 입력 신호를 z(K)로 정

의하고, 다음 식과 같이 스케일링(Scaling) 처리한다.

 

 
     (4)

위에서 얻어진 TECG() 신호와 태아, 산모의 신호가 함께 

있는 측정 신호 V(t)의 차를 이용하여 태아의 심전도 FECG를 다

음 식과 같이 얻을 수 있다.

       (5)

알고리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z(t)는 미리 계산 되어져

야 한다.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FECG 추출 알고리즘에 대한 블

록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FECG 추출 알고리즘에 대한 블록다이어그램

Fig 4 Block Diagram of the FECG Extraction Algorithm 

3. 실  험

3.1 심전도 측정 및 FECG 추출 실험

심전계 모듈의 하드웨어 펌웨어와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어

플리케이션 등의 개발 및 FECG 추출 알고리즘 유효성을 입증하

기 위하여 그림 5에 나타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드를 이용하

여 실험하였다. 해당 보드는 기존 ‘53mm x 63mm’에서 ‘60mm x 

70mm’로 확대하고 테스트 핀 등을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프로그램 환경은 JTAG로 디버깅이 가능하고 UART를 통하여 

일반스마트폰과 직렬 통신이 가능하다.

그림 6은 심전도 측정 시스템을 사용하여 산모와 태아의 심전

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도시한 그래프이며, 각각 복부 

하단에 LB단자, 복부 중상단에 MA, 복부 양 옆으로 LS, RS 전

극을 부착하여, 심전도를 측정하였다.

해당 전극 센서와 연결되어진 케이블이 노이즈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쉴드 처리하고, 회로와 연결하여 심전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산모와 태아의 심전도를 PC의 Processing 툴을 이용하

여 도시하였다. 그림 6(a)는 AD변환을 통해 얻은 원 신호이며 그

림 6(b)는 컷오프 주파수를 25Hz로 설정한 Biquad 저역 통과 필

터로 처리한 결과이다.

그림 5 실험을 위해 재제작된 무선 심전계 모듈 

Fig 5 Redesigned wireless ECG module for experimental 

usage

(a)

(b)

그림 6 산모와 태아의 심전도 (a) 원 ECG 신호 (b) 저역필터

(fc=25Hz)를 통과한 ECG 신호

Fig. 6 (a) Original ECG signal (b) Low-pass filtered ECG 

signal(fc=2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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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전체적인 심전도 시스템의 작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심전도 신호를 받아 증폭하고 무선으로 전송 후 다시 수신해서 

안드로이드 어플에 도시하는 실험을 나타내고 있다. 왼쪽의 오실

로스코프에는 생체 신호 증폭기인 계측부에서 검출되고 증폭된 

아날로그의 심전도 신호를 도시하고 있으며 오른쪽의 스마트폰에

서는 수신된 심전도를 도시하고 있다. 

그림 7 개발된 BLE 기반의 심전도 신호 무선 전송 시스템

Fig. 7 Photograph of the developed ECG monitoring system 

system with BLE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태아 심전도 

검출 방법을 실제 임산부에서 측정되어진 데이터에 적용하여 검

출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 데이터는 MIT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 중 Fetal ECG Synthetic Database 데이터로서 신뢰성 있

는 데이터이다. 그림 8의 (a)는 산모의 ECG를 측정한 데이터이

고, (b)는 (a)의 데이터로부터 PCA 기법을 이용해 템플릿 

ECG(TECG)를 생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c)는 (a)의 원신호에서 

(b)의 템플릿 ECG를 제거함으로서, FECG를 추출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산모의 심전도의 크기는 

1.2[mVpp]이며, 태아의 심전도는 0.4[mVpp]로 나타났다. 또한, 

산모와 태아의 심전도 주기가 각각 0.67[s], 0.4[s]로써, BPM은 

각각 90[BPM], 150[BPM]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산모와 태아의 심전도 (a) 원 ECG 신호(V(t)) (b) 

TECG(y(t)) (c) 추출한 FECG 신호

Fig. 8 (a) Original ECG signal (b) TECG (c) Extracted FECG 

signal

그림 9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시스템에서 실제 산모의 복부에

서 측정한 산모의 심전도에 대해 FECG 측정 기법을 이용하여 

검출된 심전도 데이터를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 나타낸 실험 

결과이다. 

순서대로 가장 상단에 도시된 그래프는 산모의 ECG를 측정한 

원신호이고, 두 번째 도시된 그래프는 템플릿 ECG를 추출한 것

이며, 마지막 세 번째 도시된 그래프는 추출한 FECG를 나타낸

다. 도시된 그래프로 보아 산모 심전도에 비하여 태아 심전도가 

작은 형태이며, BPM은 안정된 상태에서 산모는 약 88[BPM], 

태아는 약 150[BPM]으로 MIT에서 제공한 데이터와 유사하게 

나타나, 본 알고리즘이 성공적으로 FECG를 추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FECG 실시간 실험 데이터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화면

Fig. 9 Real-time FECG experimental waveform based on 

Android Application Screen

3.2 기존 알고리즘과의 비교

기존에 제시된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비

교하기 위해 SNR을 이용하여 성능 검증을 하였다. 성능 비교에 

이용한 기존 알고리즘은 'TS' 알고리즘[18]과 'TS-Cerutti' 알고

리즘[19]을 사용하였다. TS 알고리즘은 ‘Template Subtraction’

의 약자로, 산모와 태아의 심전도에서 산모의 심전도를 추출하여 

Template으로 만들고, 원 데이터에서 Template을 제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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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G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TS-Cerutti 알고리즘은 TS 알고리

즘에 Template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 후, Template을 최소자

승법(LMS)으로 다시 구하여 원 데이터에서 제거하는 방법이다.

위 알고리즘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비교하기 위

해 아래 식을 이용하여 SNR을 구하였다.

(1) dB1=10*log10V(t)

(2) dB2=10*log10FECG(t) 

(3) SNR=dB2-dB1

여기서, 산모의 ECG 측정 데이터:

VM(t)=[vm1,vm2,vm3 ... , vmn]

노이즈 제거 신호: V(t)=VM(t)-

 

임계값: Tthreshold=

maxmin
 

태아 추출 데이터: FECG(t)=     

    ≥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았으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Method SNR(dB)

TS(Template Subtraction) -5.8940

TS-CERUTTI -5.9540

Proposed Method -5.2772

표    1 기존 알고리즘과의 SNR 비교

Table 1 SNR comparison with existing algorithm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 성인의 심전도만을 측정했던 기존의 무선 

심전도 측정 시스템과는 달리 산모와 태아의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헬스 

케어 분야에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무선 심전계를 개발하였다.

태아와 같이 직접적으로 전극 단자를 부착할 수 없는 심전도

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뢰 있는 데이터를 측정하며, 해당 데이

터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하여 초소형이면서 BLE 기반의 무선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MIT에서 제공하는 Fetal ECG Synthetic Database에서는 산

모와 태아의 심전도가 각각 약 1[mVp-p], 0.4[mVp-p]였으며, 

본 심전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나타난 산모와 태아의 심전도는 

1.2[mVp-p], 0.4[mVp-p]로 거의 흡사하였으며, 심박수 또한 거

의 동일하게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알고리즘

과 SNR 비교를 통하여 기존 알고리즘보다 제시된 알고리즘 약 

10% 더 나은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산모와 태아의 심전도 기록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

는 알고리즘의 연구 및 프로그램 작성이 수행될 예정이며 아울

러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상태를 빅 데이터화하여 보다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 장치의 유용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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