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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심정지  갑 스러운 심   상실  하여 수  안에 뇌  비 하여  몸에 혈액 공  

지 않아 사망  어지  적  질환 다. 특  병원 밖에  발생하  병원  심정지 환  생존  

매우 낮다. 그  갑 스런 발병  해 주변사람들  심정지 환 라  것  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식

한다 하 라도 전  료지식  없어 정확한 조  취하  것  어  다. 존  심정지  연  

 심정지 발생 후  료법 방안에 집 어 었 나,  근본적  제해결  어 워 생존   

한계가 었다. 러한 제  해결하  해 본 에  리 보  스마트폰  활용하여  심정지 환  

한 알림, 사전 방, 조  등   갖   루  개발하 다.  루  활용하   심정지  사전

에 방할 수 고, 사 발병한다고 하 라도 주변사람에게 신 하게 알  한 골든타 (4 )  지킬 수 ,

1차 발견 가 신 하고 정확한 심폐 생술  실시할 수 어 생존  한    것  한다.

주제어 :  심정지 환 , 심폐 생술, 정맥, 스트 스, 질환

Abstract Cardiac arrest is a serious intensive emergency disease that causes death within less than several 

minutes by depriving the body and brain of blood supply. Survival rate of cardiac arrest patients outside of 
hospitals is especially low. This is because pedestrians usually do not perceive the patient as a sick person, 
also, even if they do so, they have no medical knowledge to properly react to such emerg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olution that uses widely spread smart phones to alert pedestrians of the cardiac 
arrest patient, prevents cardiac arrest, and provides first-aid measures. By applying the proposed solution, 
cardiac arrest can be prevented in advance, pedestrians can be alerted to keep the golden time(4 minutes), and 
first witness can quickly proceed with CPR, ultimately enhancing the survival rate of the cardiac arrest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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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 심정지는 갑작스러운 심장 기능의 상실로 인하

여 수 분 안에 뇌와 온 몸에 액 공 이 되지 않아 사망

으로 이어지는 표 인 증응 질환이다. 성 심정지

환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병원

안에서 발생하는 병원 내 심정지(In-Hospital Cardiac

Arrest, IHCA) 환자와 병원 밖에서 발생하는 병원외 심

정지(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HCA) 환자로

나 수 있다. 병원 내 심정지 환자는 주변 의료진에 의

해 빠른 치료가 가능하지만, 병원외 심정지 환자의 경우

에는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 후가 좋지 않다[1]. 국내 성 심정지 환자 발생

은 2006년 10만 명 당 37.5명에서 2013년 10만 명 당 46.8

명으로 증가하 고, 2009년 119 구 일지를 바탕으로 후

향 으로 분석한 국민 심정지 코호트 조사에 따르면,

병원 밖 심정지 환자 발생은연간 약 2만 건 발생하는것

으로나타났다[2, 3]. 이는 인구 10만명 당 41명꼴로 발생

한 것이다. 한 병원 안에서 심정지로인해 사망하는 환

자를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환자들이 심정지로 인해 사

망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

지 환자들의 생존율은 2.4%에 불과하다[3]. 이는 선진국

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성 심정지(Sudden Cardiac

Arrests : SCA) 환자가 연간 약 350,000만 명 발생하는

데, 이 생존율은 11.4% 정도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4, 5]. 스웨덴과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심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은 각각 14.0%, 10.2%를 보이고

있어미국보다도생존율이 높은것을알 수있다[4]. 더욱

이 국내 심정지 환자는 회복된 후 뇌손상 정도가 경미하

여일상생활이가능(Cerebral Performance Category[CPC]

1∼2)한 상태로 생존한 경우는 0.66%이며, 이는 일본

(6.1%), 미국(3.5%)에 비해 1/5, 1/10 수 에 불과하다[3,

6]. 매년 병원 밖에서 심정지 환자가 2만 명 발생하는데,

이 19,520 명이사망하고 480 명만이생존한다. 생존자

348 명은 뇌손상이 심하여 식물인간이거나 간병이 지

속 으로 필요한 태상태이며, 단지 132 명만이 스스로

기본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국내 실이다.

국내 의료가 국제 인 수 으로 발 한 것과는 달리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선진국들에 비해 무 낮기 때

문에 련 문가들의 많은 연구가 실히 요구된다. 심

정지환자의생존율이낮은것은바로뇌생존(Brain survival)

과 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들 부분이 뇌기능 상실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왜냐하면 심정지 환자들이 회복해서 뇌에

액을 공 해야만 하는 골든타임은 불과 4분밖에 되지 않

는데 비해 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만약 4분이 지나면 산

소 공 을 받지 못한 뇌가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하기 때

문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더라도 사망할 확률이

격히 높아진다[7]. 그리고 회복을 하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할 확률 한 매우 높다. 4분이라는 골든

타임은 119응 의료체계의 평균 출동시간 약 7.5분에 비

하면 크게 부족한 시간이다[8]. 따라서 1차 발견자의 침

착하고 올바른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 심정지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심정지 환자 일

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은환자는 2.1%에 불과하다

고 한다[9]. 최근 심폐소생술에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흉부 압박만으로도 심정지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따라서 심폐소생술에 한 문

인 지식을 갖춘 의료진이 아니어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최근 심정지 련 연구에 따르면, 심정지의 사 징후

로 알려진 심실세동, 심실빈맥과 같은 부정맥 외에, 심정

지 발생 한 달 는 일주일 는 하루 에 흉통,

호흡곤란 등과 같은 사 징후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 졌

다[11, 12]. 이와 같은 심정지 사 징후가 발생했을 때

문 의료진에게 진찰을 받도록 환자에게 권고함으로써 심

정지 발생을 사 에 방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자신에

게 심정지 발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

르지만 심정지 발생은 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다가 올

수 있는 죽음의 질병이다. 그러므로 심정지가 발생하기

에는 사 에 방하고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는 신속하

고 정확한 처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정지를

체계 으로 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심정지 환자

의 80%는 기존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발생하

기 때문에 심장질환( 상동맥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더

욱 더 심정지 발생에 비할 필요가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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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의료와 IT기술의 융합은 세계 으로 높은

심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리를 받아야 했지만, IT기술이 발달하면서 휴

용 개인건강기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의료진에게

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형 의료용 센서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 데이터를

환자와 의료인 간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모

바일 헬스(m-health)는 BASN(Body Area Sensor

Network)를통하여 환자의건강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

간으로 분석하며, 질병을 사 에 방하는 의료시스템이

다[14, 15, 16, 17, 18, 19, 20, 21, 22]. 세계 으로 모바일

헬스(m-health)에 한 심이 높아지고있는데, 그 이유

는 스마트 폰의 보 과 련이 있다. 국내의 스마트 폰

보 률은 2015년 7월 기 83%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이는 10명 8명 이상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세계 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다[23]. 스마트 폰

의 보 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웨어러블헬스 어 시

장도 성장하고 있는데,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은 2012

부터 2017년 사이 약 6년 동안 4000%성장이 기 되어진

다[24, 25]. 스마트 폰과 웨어러블 기기의 보 률이 증가

하면서 구나 쉽게 렴한 가격으로건강 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심정지 련 연구는 부분 119 응 치료의질

을 향상시키는 방안, 병원 이송후 치료에 한 연구들이

부분이었다[26, 27, 28, 29]. 그러나 이와 같은 치료도

빠른 심폐소생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심정지환자의 특

성상 환자 생존에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최근 국내외

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m-health

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연구는 스피

커폰기능을이용한 의료지도를 통해 119구조 가 의사들

의 지시에 따라 응 처치를 함으로써 기 응 처치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한 연구[30]를 했고, 해외에서는

스마트 폰 상을 통해 심폐소생술을조언해 으로써 심

폐소생술의 횟수를 맞추는 방안[31, 32], 알맞은 깊이를

압박하는 방안[33]에 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이 확실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심정

지 환자가 발생한 박한 상황에서애 리 이션을 실행

하여 훈련을 받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황이 없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심정지 발생 후 처치도 요하지만, 사

징후를 사 에 감지하여 심정지 발생을 방하는 것이

더 효과 이고 실효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정지 환자들의 사 징후를 감지

하여 험상태를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의료진에게

알려서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

는 즉각 으로 119 구조 에 구조 요청함과 동시에 소리

알림을 통해 주변 사람에게도구조요청을 한다. 그리고 1

차 발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효과 으로 실시할 수 있게

도와 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치료가 즉각 이고 정확하

게 이루어지도록지원하는시스템을설계 구 하 다.

2. 연

2.1  심정지(Sudden Cardiac Arrest)

성 심정지는 심장이 갑작스럽게 동작을 멈추는 상

태로 뇌와 다른 신체 기 에 액 공 이 단된다. 그러

므로 성 심정지가 발생한 후, 수분 안에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치명 인 응 질환

이다. [Fig. 1]과 [Fig. 2]에서보는바와 같이 부정맥이발

생할 때, 심장박동은 무 빠르거나 무느리게 뛰어 불

규칙 인 리듬을 갖는다. 이 게 불규칙 인 리듬을 갖

고 있는 심장 질환자들은 성 심정지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심정지의 발생 원인으로는 표 으로 심실

세동, 상동맥질환, 스트 스 등이 꼽힌다. 실제로 심정

지 환자의 부분은 기 심 도가 심실세동, 심실빈맥

등의 부정맥으로 나타난다고 한다[34]. 최근 발표한논문

에 의하면 심정지 환자의 약 50%가 사 징후로서 4주

부터 최소 하루 에 흉통이나 호흡곤란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12].

한편, 최근 들어 m-health를 활용하여 심정지 환자를

효과 으로 치료하는 것을 도와주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미국심장 회는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폐소생술 훈련 시에 흉부압박의 깊이, 속도의 권

고사항에서 구조자의 집 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 ,

청각 안내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최근에 몇

몇 연구들은 스마트 폰 스마트 와치와 같은피드백장

비를 이용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다[31, 32, 33]. 즉,

스마트 장치의 화면과 음향을 이용하여 흉부 압박의 속

도 깊이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심폐소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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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극 화 하려는 연구들이다. 한 휴 폰의 스

피커폰 기능을 사용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을 신고한 1차

발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그 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심폐소생술의 기 효과를 높이려는연구도 있

다[30].

이 듯 기존의 연구들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후에

조치를 취함으로서 그 효과가 매우 낮고, 심정지 환자인

지 발작 환자인지 알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해서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기 에 사

징후를 감지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방한다면더 효과

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 Normal ECG

[Fig. 2] Ventricular Fibrillation ECG

2.2 PPG(Photo Plethysmo Graphy) 

PPG 센서는 에 흐르는 류량을 측정하여 심박

활동에 련된 정보를 추출하는 장치로 [Fig. 3]과 같이

Light Source(LED 구)와 Light Detector(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Light Source에서 나온 외선과 같은

을 손가락 끝이나 손목 부근에 비춘 후 반사되어 나오

는 빛을 Light Detector가 감지하게 된다. 감지되는 빛의

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체의 류량이 변하는 것과

비례하여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형을 형성한다. 이것은 비침

습 인 방법으로 생체신호를 측정함으로써 환자에게 압

박감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 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측

정 결과는 건강이나 질병을 단할 수 있는 요한 지표

로 사용되며, 나아가 심 계의 질병을 측하는데 활

용할 수 있다.

기존의 PPG 센서는 색 을 많이 사용하 으나, 최

근에는 정확도가 더 높은 녹색 을 사용한 펄스센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35].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심장박동을

측정하는데 있어 녹색 을 사용한 PPG 센서가 ECG 센

서만큼 심박변화를 측정하는데 정확하다는 결과가 있었

다[36]. 만약 정확성이 확보된다면 녹색 을 사용한

PPG 센서는 ECG 센서의 약 이었던 부착의 불편함을

해결함으로서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로 리 사용될 것으

로 상된다.

[Fig. 3] Fundamentals of PPG Sensors

[Fig. 4] Blood Signal Measurement through PPG 

Sensor

2.3 GSR(Galvanic Skin Response)

GSR(Galvanic skin response) 센서는 피부의 기

도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두개의 극 사이에 아주 약한

류가 지속 으로 흐르고 있을 때 기 항의 변화

를 기록한 것이다. [Fig. 5]와 같이 피부의 땀샘(Sweat

gland)이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피부의 기 도도는 피검사자

의 심리 신체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로 쓰이고

있다. 일반 으로 스트 스는 [Fig. 6]과 같이 정상 상태

에서 흥분 상태를 거쳐 스트 스 상태, 이완기 상태로 단

계 으로 진행하며, 이 단계에 맞추어 기 도도는 흥

분상태에서 상승하여 스트 스 상태일 때 가장 높은 값

을 갖고 이완기 상태에서 낮아진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GSR 센서를 이용하여스트 스를 감지하는 연구들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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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더 나아가서는 감정을 측정하고 감정에 따라 분 기

를 바꾸는 감성조명 시스템에 한 연구, e-learning을

받는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평가하는 연구 등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37, 38, 3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스트 스가 심장박동에 향을 미치고, 심정지의 주요

원인 하나이기 때문에 스트 스를 감지하기 해

GSR 센서를 활용하 다.

[Fig. 5] Reaction between Stres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Fig. 6] Stress Signal

3. 시스  계

3.1 전체 시스  

[Fig. 7]은 심정지 방 처치 시스템의 체 구성도

이다. 제안한 시스템은 크게 웨어러블 기기부분과 애

리 이션(스마트 폰에 탑재) 부분으로 구성하 다. 웨어

러블 기기 부분은 아두이노 마이크로컨트롤러와 두개의

센서( PPG와 GSR 센서)로 구성되었다. 애 리 이션 부

분은 심정지 환자의 사 징후(심정지 상태 포함)에 따라

심정지 방이나 응 처치를 정확하게 실시하도록 도와

다.

[Fig. 7] Overall System Architecture

3.2 웨어러블 

웨어러블 기기는 생체정보 측정센서(PPG, GSR 센서)

로부터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하여 심정지 사 징후가 발견되면 분석결과 값을 블루투

스 모듈을 통해 스마트 폰으로 송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이를 해기기를 센서, 아두이노(Arduino), 블루투스

모듈로 구성하 다.

3.2.1 

센서는 PPG센서와 GSR 센서를 사용하 다. PPG센

서는 사용자의 류량을 감지하는 장치인데 감지 결과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형으로 나타

나며, 이 센서를 통해 검출된 형은 아두이노에서 분석

하여 부정맥을 단하게된다. GSR 센서는 피부 기

도도의 변화를 측정하며 역시 아두이노에서 분석하여 스

트 스 상태를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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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아

아두이노는 센서(PPG 센서, GSR 센서)가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센서로부터 수집된 데이

터를 분석하며, 분석결과 부정맥으로 명되면 블루투스

를 통해 그 결과(부정맥, 스트 스 정보)를 스마트 폰으

로 송한다.

분석은 심박 수(BPM)를 계산하고, 심박 수가 정 심

박 수(담당의사의 처방) 보다 거나 많은 경우 부정맥으

로 단한다. PPG 센서의 감지신호는 일반 으로 [Fig.

8]과 같으며, 가장 높은 값인 수축기 피크 값(Systolic

Peak)과 이완기 피크 값(Diastolic Peak)이 있다.

[Fig. 8] Signal Measurement through PPG Sensor

심박 수는 1분 동안에 수축기의 피크 값이 몇 개인지

를 의미하며 찾아내는 알고리즘은 [Fig. 9]와 같다. 여기

서 수축기 피크 값을 P, 이완기 피크 값을 T라고 하고,

Timer Interrupt 함수를 사용하여 PPG 센서가 0.2 간

격으로 류의 양을 측정하며, 측정값을 R이라 하자.

기 입력신호 R은 P값과 비교하여 큰 경우에는 수축기

피크 값을 향해 상승하는 상태이며, R값이 P값에 비해

작은 경우에는 수축기 피크 값을 지나 하강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완기 피크

값을 지나면 일시 으로 상승하는 것을알아내기 해 P

의 값을 T에 장한 후 입력신호 R과 T값을 비교한다.

R값이 크면 일시 으로 상승하는 경우이고, 그 반 인

경우에는 계속 하강하는 상태가 된다.

[Fig. 9] Heart Rate Calculation Flowchart(Heart Rate)

이알고리즘을통해분당맥박수를측정할 수있다. 이

때 맥박수가정상범 인 60회에서 100회사이범 안에

들어오면 정상 심박, 그 지 않으면 부정맥 신호가 검출

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편 환자의 활동에 따라

맥박수가 변하게 된다. 즉 환자의 활동이 많으면 심장박

동이 빨라져서 맥박수가 많아지게 되고 활동이 으면

그 반 상이 일어난다. 이것을고려하여 휴식 상태, 걷

기 상태, 달리기 상태 모드를 설정하도록 하 다.

3.2.3 블루투스 듈

블루투스 모듈은 아두이노에 의해 처리된 결과(부정

맥, 스트 스)를 스마트 폰으로 송하는 기능을 담당한

다. [Fig. 10]은 아두이노 블루투스 모듈과 스마트 폰의

연결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Sequence Diagram이다. 먼

스마트 폰은 Manager 함수를 시작하면서 아두이노의 연

결 요청을 기한다. 아두이노가 블루투스 연결을 시도

하는 Connect 메시지를 송하고, 스마트 폰이 메시지를

수신하면, Application_Activity 상태가 된다. 아두이노와

스마트 폰 간에 연결 상태가 되면, 아두이노는

Association Request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스마트 폰

은 아두이노의 configuration 정보를 요청한다. 아두이노

는 configuration 정보를 송하여 연결 설정을 완료한다.

연결 되면, 아두이노는 측정된 생체정보를 스마트 폰으

로 송한다.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Cardiac Arrest Supporting System Using Wearable Dev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33

[Fig. 10] Transmission Protocol Between Bluetooth 

and Smart phone

3.3 스마트 바  

스마트 모바일 장치는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스마

트 폰을 사용하며, 웨어러블 기기로부터 송된 데이터

(부정맥, 심정지, 스트 스)에 따라 합한 조치를 취하

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해 [Fig. 11]

에서 보는 바와같이 응 상황 매니 , 사 징후 처리 매

니 , 통신 매니 로 구성하 다.

3.3.1 상황 매니저

응 상황 매니 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 을 때 즉

시 실행되어 환자의 구조가 신속 정확하게 일어나는 모

듈로 Emergency Massage Controller, CPR 교육 DB, 제

세동기 치 DB로 구성하 다. Emergency Massage

Controller는 자동 으로 환자의 질병정보(심정지)와

GPS 치정보를 119구 로 SMS 메시지 형태로 송

한 후 “비상 음”을 크게 발생시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는다. CPR교육 DB는 1차 발견자에게 심폐소

생술 가이드라인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고환자에게 효과

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박자에 맞춰 지

속 으로소리를 낸다. 제세동기 치 DB모듈은 “ 앙응

의료센터”가 제공하는 제세동기 치 DB를 활용하여

1차 발견자에게 제세동기의 치를 제공한다. 1차 발견

자가 CPR교육을 받으면서 제세동기의 치를 동시에알

수 있도록 스마트 폰의 화면을 분할하여 사용한다.

[Fig. 11] Smart Mobile Device Structure

3.3.2 사전징후 처리 매니저

사 징후 처리 매니 는 웨어러블 기기로부터 심정지

의 사 징후(부정맥, 스트 스)를 수신하면 실행되는 모

듈로서 Push Massage Controller를 포함한다. Push

Massage Controller는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

자자신이 답하도록 질문을 스마트 폰 화면에 보여 다.

메시지를 보내면서 심정지의 사 징후로 알려진 흉통이

나 호흡곤란이 있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진찰받기를 권고

한다.

[Fig. 12] Cardiac Arrest Early Signs Processing 

Flowchart



웨어러블  사용한 심정지 환  지원 시스  계 및 현

23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Jan; 15(1): 227-238

4. 시스  현 결과

4.1 시스  현 환경

제안한시스템의 구성요소는 <Table 1>과 같다. 센서

는 PPG 센서와 GSR 센서 모두 Grove 타입을 사용하

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 고,

스마트 모바일 기기는 안드로이드 젤리빈 버 의 OS를

탑재한 갤럭시 넥서스를 사용하 다. 개발 언어는

Sketch, XML을 사용하 다.

Item Specification

PPG(Photo.Plethysmo.

Graphy) Sensor
PPG Sensor(Arduino Pulse Sensor C77)

GSR(Galvanic Skin

Response) Sensor
GSR Sensor(Grove GSR Sensor)

Micro Controller Arduino Uno

Smart Mobile Device
Galaxy Nexus(SHW-M420S), OS Version

4.1.1

Program Language
Arduino code in C and Android Application

GUI in XML, Functionality in Java

<Table 1> System Requirements

4.2 시스  현 결과

웨어러블 기기는 아래 [Fig. 13]과 같이 로토타입을

구 했다. 2개의 센서, 아두이노 컨트롤러, 블루투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환자의 몸에 부착하고 생활하게

된다. 센서는 각각 부정맥과 스트 스를 감지하고, 이를

아두이노 컨트롤러에서 분석하여 사 에 설정된 정상범

(의사의 권고사항)를 벗어나면 분석결과를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 폰으로 송한다.

[Fig. 13] Prototype of Wearable Device

웨어러블 기기로부터 송된 분석결과는 스마트 모바

일 장치에 의해 응 상황인지 사 징후인지에 따라 애

리 이션이 자동 으로 실행된다. [Fig. 14]는 사 징후

(부정맥)가 발견된 경우 환자에게 통증과 호흡곤란을 묻

는 스크린 샷이다.

[Fig. 14] Screen Shot of Questionnaire Pop-up 

When Early Signs of Cardiac Arrest is 

Detected

응 상황(심정지)인 경우는 우선 주변사람에게 알리

기 해 “알림 음”을 크게 내면서 119 구 에 환자의

치와 구조 요청 문자를 송한다. 구조 요청 문자메시

지는 [Fig. 15]와같이 환자 발생과 GPS 치를 함께알린

다.

이어서 1차 발견자로 하여 응 조치를 정확하게 취

할 수 있도록 [Fig. 16]에서 보는바와같이 심폐소생술을

도와주면서 제세동기 치를 알려 다.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Cardiac Arrest Supporting System Using Wearable Dev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35

[Fig. 15] Emergency Location Notification message

[Fig. 16] CPR Education and Defibrillator Location

Indication Screen Shot

5. 결  및 향후 연 과제

성 심정지는 갑작스러운 심장 기능의 상실로 인하

여 수 분 안에 뇌와 온 몸에 액 공 이 되지 않아 사망

으로 이어지는 표 인 증응 질환이다. 그 병원

외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이루

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부분 후가 좋지 않다. 심정지

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이면서 소 골든타임도 약

4분가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은 매우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웨어러블 기기를 이

용한 성 심정지 환자 지원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스마트 폰으로 분석결과를

송한다. 분석결과는 2가지로 나타나는데 사 징후와

심정지이다. 심정지의 사 징후가 발견되면 환자 자신에

게 다시 증상(통증, 호흡곤란)을확인해서 증상이 있으면

환자에게 치료를 권고하고,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주변사

람에게 알리기 해 “알림 음”을 크게 내면서 119 구

로 환자의 치정보와 구조요청 문자를 발송한다. 이어

서 1차 발견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

도록 교육과 동시에 주변에 비치된 제세동기의 치를

알려 다. 그런 다음 심폐소생술을 지속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분에서 60회 정도의 박자를 소리로 내 으로

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하면 성 심정지를 사 에 방할

수 있고, 설사 발병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사람에게 신속

하게 알려 최 한 골든타임(4분)을 지킬 수 있으며, 1차

발견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어

생존율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 한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성 심정지 환자 지원 시스템을

설계 구 을 하 지만 성 심정지 환자에게 용하

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실제로 필드에서 성능평가를 하지 못한

이다. 향후 시스템을 더 소형화하고 법한 방법을 찾아

성능평가를 함과 동시에 성능을 개선하는 연구를 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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