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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헬스 어 환경에서 ECG 기패턴 QRS을 
이용한 성 심장마비 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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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웨어러블 시스템을 이용하여, ECG 기 패턴을 QRS을 이용하여 성 심장마비 측 감지 시스

템으로, 웨어러블 심장 이상 징후 감지 스마트 워치와, 이를 포함 하고 디지털 ECG (X, Y) 패턴 좌표 DB를 

이용하여 비정상 패턴을 즉시 감지하고, 성 심장마비 방 시스템  그 방법을 보여 다.  특히, 디지털 

ECG(X, Y) 패턴 정보를 이용한 이상 징후 유형과 비하는 단계를 통해서 성 심장마비 발생 시, 골든타임

을 놓치지 않고 응  처치할 수 있음을 보여 다.

ABSTRACT

This paper proposed a heart attack predictive monitoring system using QRS pattern of ECG for wearable healthcare. It detects abnormal heart pattern 

with a ECG (X, Y) coordinate pattern DB on wearable monitoring smart watch. We showed the acute heart failure prevention system and method with a 

proposed scheme. Especially, It proved the method which can do first aid in gold time through abnormal heart analysis with a digital ECG(X, Y) pattern 

information when acute heart failure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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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갑자기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 

50% 이상의 성 심장마비 환자들은 평소 자신이 건

강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를 흔히 돌연사라고 

한다. 평소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사  징후 없이 갑

자기 심장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심장이 

정지하기 때문에 언제 이런 돌연사가 발생하는지 미

리 측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략 으로 돌

연사의 80~90%가 심장병에 의해 발생하고, 10~2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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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으로 사망하는데, 과로사 등을 로 들 수 있

다.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작스러운 심장 이상은 

심장동맥의 동맥경화와 이로 인한 심근경색증, 심장마

비. 부정맥, 심근염, 심근병증, 심장 막질환 등이 원

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심장동맥의 동맥경화와 

이로 인한 심근경색증과 심장마비가 80%를 차지한다.  

동맥경화에 의해 략 30~40% 좁아진 심장 은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표  질환인 심근경색증의 원인  

하나로, 심근경색증은 이 게 좁아진  안쪽에 들

러붙어 있던 불순물이 터지면서 래된다.

그림 1.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성 심장마비
Fig. 1 Acute heart failure which makes heart beat 

fast

이 게  안쪽의 불순물이 터지면  벽 내부

의 성분이 액 성분에게 노출이 되고 응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을 만들게 된다. 이 은  다시 

액흐름을 방해하게 되어 액순환을 완 히 차단하

게 된다. 이러한 심근경색증은 (그림 1)과 같이 평소

에 심장질환이 없었거나 건강진단 때 정상 인 심

도 결과를 받은 사람에게도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미래 유비쿼터스 시 를 열어가는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 사용자가 의도 하지 않아도 유기 으로 타

인 도용이 불가능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생체정보 기반의 무자각/비개입형 웨어러블 본인 

인증  디바이스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디지털화

한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인증 암호화 알고리즘을 설

계하여 비침습형/ 형 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용함으로써 신원확인, 자지불, 스마트키 등의 서

비스를 제공한다[1-7].

인간은 (그림 2)처럼 음식을 섭취하면, 미세한 기

를 발생하여 심장에 충격을 으로서 컴퓨터와 같이 

심장 박동을 뛰게 하는 력을 공 한다. 심 도 

ECG(: Electrocardiography)는 심장의 기  활성 

형을 측정한 값을 말하는 것으로, 이 기는 주기 으

로 기를 생성하여 심장 수축을 유도함으로써 심장

박동을 조 하는 동방결 에서 생성된다.

그림 2. 기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ECG 형 
Fig. 2 ECG wave generated by electronic shock

만약 이러한 심장에 기  문제가 발생하면 성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를 들어 비정상  기

 심장신호는 심장을 격하게 뛰게 만들어 신체와 

뇌에 액과 산소를 달하는 신 경련을 일으키게 

만든다.

Ⅱ. ECG 기 QRS 패턴 

웨어러블 센서에서 얻은 ECG 형 신호는 ECG 

패턴 데이터베이스에서 추론 방법에 의하여 비교 분

석하며, 시스템은 항시 손목에 차고 있기 때문에 항시 

ECG을 분석하여, 비장상 인 형이 발견되면, 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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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게 통보되고,  상황이라 단되면, 119 응

실에 연락하도록 함으로서 ECG 기 QRS(: QRS 

complex)패턴의 요성을 보여 다.   

(그림 3) ECG 정보는 디지털 기  신호를 일정

한 압 벨을 기 으로 이미지 처리되어 P 형, Q 

형, R 형, S 형,  T 형을 가지는 연속 인 

ECG 패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웨어러블 심장 이상 

징후 감지 스마트 워치에서 패턴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8-11].

그림 3. ECG 패턴 분석
Fig. 3 ECG patterns analysis

(그림 3)에서 심장은 1분에 70∼100번 주기로 ECG 

형을 형성한다. 우심방의Sinus Node에서 기를 발

생하면, 우심방, 좌심방에 액을 심실에 보내는 (그

림 4)와 같은 P- 형을 생성하게 된다. 심장에서 가

장 요한 QRS- 형은 심실에서 폐정맥과 동맥으

로 달하는 펌  힘을 의미한다. 좌심실에서 동맥

을 통해서 온몸에 산소를 공 하는 액을 공 함으

로서 생명의 에 지를 만들게 된다.

그림 4. ECG 그래
Fig. 4 ECG graph

심장 부정맥 원인은 QRS- 형의 비정상 인 구조

를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형상에서 심장마비를 감지

할 수 있게 된다. 심장에서 발생되는 류가 두뇌에 

공 되지 못하는 경우, 두뇌는 컴퓨터 기억장치 

Format상태로 기억 내용을 백지상태로 손상되는 생

물인간에 되게 된다. 

(그림 5)는 디지털 ECG 좌표를 이용한 성 심장

마비 방 시스템은, 디지털 ECG 기  신호를 획

득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ECG 기  신호를 처리

하여 디지털 ECG (X, Y) 패턴 정보를 생성하는 단

계, 상기 디지털 ECG (X, Y) 패턴 정보가 정상 징후

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단계, 상기 정상 징후

를 이탈하는 경우 상기 디지털 ECG (X, Y) 패턴 정

보를 이상 징후 유형과 비하는 단계,  상기 디지

털 ECG (X, Y) 패턴 정보가 심장마비 조 증상으로 

정되는 경우 상기 디지털 ECG (X, Y) 패턴 정보를 

지인과 병원에 알람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림 5)는 Sinus Node에서 발생된 기 에 지를 

QRS 동등한 에 지를 보여 주고 있다. 발생된 압 

에 지는 심장 좌심실에 항시 같은 크기 에 지를 주

기 때문에, QRS의 값으로 모든 사람을 구분할 수 있

는 ID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QRS 값은 좌심실에서 동맥으로 달하는 형

의 크기는 다양한 형태에서 동등한 값을 갖게 되는 

갖음을 보여 주고 있다. 흥분하는 경우, R값은 0.761, 

Q값은 -0.052, S값은 -0.410, QRS값은 0.299.정산 인 

경우, R값은 0.621, Q값은 -0.051, S값은 -0.271, 동등

한 QRS값은 0.299을 보여 주고 있다.

  개인식별 정확성은 QRS의 확인 확률을 통해서 

동등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개인인증 방법으로 이용

할 수 있을 보여 주고 있다 [12-15]. 

그림 5. ECG PQRST 패턴 분석
Fig. 5 ECG PQRST patter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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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정상  ECG 패턴 탐지 구조
Fig. 6 Abnormal ECG pattern detection structure

(그림 6)은 스마트 워치의 아날로그 ECG 형 

체를 장하는 방법에서 디지털 방법으로 시간 축 

X-좌표와 심장 압 축 Y-좌표(가령, ECG PQRST 

(X, Y) 좌표)로 처리하고 이를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에 DB 장함으로써, 최소한의 메모리 용량과 간단한 

로그램으로도 술한 디지털 좌표를 처리 장함으

로서 즉시 심장 이상 징후를 감지/경고하는데 있다. 

그림 7. 비정상  ECG 패턴 탐지 알고리즘 
Fig. 7 Abnormal ECG pattern detection algorithm

(그림 7)은 디지털 ECG 좌표를 이용한 성 심장

마비 방 시스템은, 디지털 ECG 기  신호를 획

득하는 단계, 상기 디지털 ECG 기  신호를 처리

하여 디지털 ECG (X, Y) 패턴 정보를 생성하는 단

계, 상기 디지털 ECG (X, Y) 패턴 정보가 정상 징후

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감지하는 단계, 상기 정상 징후

를 이탈하는 경우 상기 디지털 ECG (X, Y) 패턴 정

보를 이상 징후 유형과 비하는 단계,  상기 디지

털 ECG (X, Y) 패턴 정보가 심장마비 조 증상으로 

정되는 경우 상기 디지털 ECG (X, Y) 패턴 정보를 

지인과 병원에 알람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그림 8.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의 비정상 인 
ECG 패턴 탐지 시스템

Fig. 8 Abnormal ECG pattern detection system 
based on wearable device

(그림 8)에서 정상 인 경우,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

의 ECG DB 패턴 High-Low 안에 감지되지만, 비정

상인 경우, ECG PQRST (X, Y) 좌표 처리하고, 

High-Low 패턴  이상 징후 ECG (X, Y) 좌표와 

비교하여 심장의 정상 (X, Y) 좌표가 High-Low 패

턴 이탈 징후 여부를 단하며, 이상 징후 유형에 해

당하는 경우 심장마비 조 증상인 ECG Yellow 패

턴 유형과 유사한지 혹은 성 심장마비 증상인 ECG 

Red 패턴 유형과 유사한지를 다시 단하여 자의 

경우 병원에 ECG 정보를 제공하고, 119 긴  앰블런

스(소방서)에 ECG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ECG 좌

표를 이용한 성 심장마비 방 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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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상 인 ECG 형 패턴 
Fig. 9 Normal ECG signal pattern

그림 10. 뛰고 난 후, 빨라지는 ECG 형 
Fig. 10 Fast ECG signal pattern after exercising

Ⅲ. ECG 이탈 패턴 비교분석

(그림 9)는 정상 인 ECG 형 패턴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10)는 계단을 뛰고 난 후, 2배 빨라지는 

형을 볼 수 있다. 자율신경계에서 발생되는 ECG 

에 지는 일 하며, 형의 크기는 항상 같은 구조를 

발생함을 보여 주고 있다. 정상 인 건강한 사람을 일

정한 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탈되는 경우에 경고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11)은 ECG 형으로 디지털 값은 P(3,2), 

Q(18, -5), R(22, 15), S(25, -12), T(22, 15),  T(36, 

4)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디지털 ECG 형으로부터 추

출되는 ECG 패턴의 특징 을 추출하고 이를 좌표 값

으로 나타냄으로써, 좌표 값을 통해 사용자의 건강 상

태를 단할 수 있고, 이상 징후 유형 DB의 각 기  

패턴과 비하여 정상인지, 병원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지 혹은 상황으로 즉시 응  처치가 필요한지 

단을 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림 11. 정상 인 ECG 패턴 이탈한 심상 이상 
징후

Fig. 11 An abnormal ECG pattern violating normal 
ECG patterns

심 도 ECG 형을 규칙 으로 하는 패턴 데이

터베이스를 만든 후, ECG 이탈패턴이 감지되는 경우, 

심장마비 형태로 분류하여, 주치의에게 자동 통보되

며, 긴  상황일 경우, 119 출동에 자동 연락되어 병

원 응 실로 연경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

여 주고 있다.

P 

Amp.

Q 

Amp.

R 

Amp.

S 

Amp. 

T 

Amp.

Diagno

sis 

0.004 0.001 0.010
-0.00

2
0.004 Nomal

0.005
-0.00

3
0.009

-0.00

4
0.005 Nomal

0.001 0.002 0.004
-0.00

5
0.006 Nomal

0.002
-0.00

5
0.015

-0.01

2
0.004

Abnor

mal

-0.00

1

-0.00

2
0.007

-0.00

6
0.003 Nomal

표 1. ECG PQSRT 기반의 이상짐후 탐지 
Table 1. Abnormality detection based on ECG PQR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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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은 ECG 정상 인 패턴과 비정상 인 성 

심장마비 측을 보여 다. QRS가 정규 형을 이

루며, Normal구조를 이루는 시험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본인의 확인 할 수 있는  개인식별구조 

99.09% 평가를 통해서 김장마비 사  정정보를 보

여 주고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 심장 형에서 얻어지는 디지털 결과는 

웨어러블 장치에 쉽게 장할 수 있으며,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개인인증 256비트 키

를 생성함으로서 사물인터넷 시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센서를 이용한 바이오 로세서 Simband는 심장과 

인간 두뇌에 존재하는 디지털 량을 심으로 심장마

비와 치매 상을 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바이오 산

업에 요한 산업으로 발 하게 될 것이다.  

성 심장마비가 발생되면, 5분 내에 심폐 소생술

이 수행되어야 한다.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심장이 멈

추기 때문에 뇌에 산소 공 이 단되고, 뇌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분이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

에 응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자의 심장 건강 상태에 따라 변경되는 반복

인 심장 생체 압 정보를 이용하여 정상 으로 학습

하고, 성 심장마비를 측하고 감지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시스템은 상기 사용자의 팔에 탑재되어 

상기 사용자의 심장 생체 압정보를 제공하는 복수

의 웨어러블 심장 이상 징후 감지 스마트 워치를 이

용하며, 웨어러블 심장 이상 징후 감지 스마트 워치

는, 심장 생체 압 정보를 이용하여 생체 압(X, Y) 

패턴정보를 제공하고, (X, Y)패턴 정보는 시간축 X-

좌표와 심장 압축 Y-좌표로서 ECG PQRST (X, 

Y)좌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ECG 

좌표를 이용한 성 심장마비 방 시스템을 보여

다.

결론 으로, 디지털 ECG 코드는 차세  정보보호 

비 면 개인식별인증증서로서 충분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두되고 있음을 증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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