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

AR/VR 서비스 향상을 한 심박 변이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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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ECG 신호를 이용하여 AR/VR 장치 사용 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 스와 심장 상태에 따른 

험 측을 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 다. 제안 방법에는 ECG 신호의 R-R 간격을 이용한 HRV 

,BPM 측정법과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2차원 공간의 치방법을 통해 실시간 진단방법을 제안하 다. 5분단 

로 ECG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율신경계 진단 결과로 도출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d a real-time ECG analytical method for predicting stress and dangerous heart condition 

using the ECG signal in playing AR/VR device. A real-time diagnosis is used as R-R interval based HRV(:Heart rate 

variability), BPM(:Beats Per Minitue) and autonomic nervous research with through mapping method of 

two-dimensional planes. The ECG data were analyzed every 5 minutes and derived from autonomic nervous system 

dia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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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R/VR 장치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가상 실 서

비스가 제시되었지만, 특정 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가상기기를 이용한 서비스 시장이 차 축소되고 있

다. 하드웨어와 가격 그리고 콘텐츠의 3가지가 주요 

요인이며, 하드웨어와 가격은 기술의 발 과 경쟁의 

심화로 해결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측면에서는 차

별화된 서비스가 없어,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서비스

에 한 면 한 분석을 해 HTC와 오큘러스 등 

련 제조사들은 착용자 사용패턴을 통한 자율신경계 

변화를 한 본격 인 연구에 들어갔다. 몇 년 부터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기반으로 제공된 상의 뇌신경 변화를 분석하고 이

를 콘텐츠와 연계하 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VR 기반 fMRI 장치는 크기와 착용성, 가격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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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치료  진단 분야를 제외하고는 활용도가 낮다. 

최근에는 렴하면서도 AR/VR 장치와 연동이 쉬운 

ECG 센서 기반 Bio-Sensor 자료수집 기법[1-2]이 활

용되고 있다. ECG는 착용자가 화면에 따라 생리학

으로 반응하는 심장박동에 의한 QRS 라미터로 피

로도와 흥분도, 스트 스 등 요소를 측정할 수 있다. 

심장 동작은 동방결 의 심박 조율 세포에 따라 동작

하지만, 자율신경계의 향을 받는다. 이러한 동방결

은 부교감신경계와 교감신경계 모두의 제어를 받으

며 상반되는 향이 심박 수를 결정한다. 시각정보는 

인지 활동과 연계되어 심박동에 실시간 변이를 갖게 

된다. 이러한 변이는 ECG의 R-R 간격의 변동으로 

나타나며, 이를 응용한 분석기법이 제시된다[4-8]. 응

용 분석 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스트 스 

추정방법이다. VR Insight는 AR/VR 장치와 서비스에 

따른 ECG 변화 연구를 시험[3]하 고, BSecur [4]에

서의 공포 상  기타 화면에 따른 착용자의 ECG 

신호에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 변

화를 규명하 다 [6-10].

본 연구는 VR 착용자에 따른 생리  변화를 ECG 

기반 시계열 분석을 하고, 이를 2D 지도기반 스트

스 추정 방안을 제시하 다. 2장에는 서비스에 따른 

스트 스  심박변이도의 계 그리고 분석기법을 

설명하 다. 3장은 심 도에서 VR 장치에서 서비스에 

따른 다양한 상황의 심 도 그래  제시하고, 사람의 

BPM을 근간으로 HRV 분석기법과 이를 이용한 2D 

기반 스트 스 지도를 제시하 다. 4장은 MATLAB

의 Tools Box와 개발된 UI 이용해, 표 1와 표2의 변

수를 근거로 제시한 스트 스 맵과 심장박동 변이를 

실시간 표출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Ⅱ. 스트 스와 심박변이도 분석

2.1 스트 스와 심박변이도

심박변이는 일상생활 반에서 착용자의 활동에 따

른 분당 변화로 동맥의 어떤 치나 가능하다. HR 측

정은 신체에 변화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

본 인 생체 신호이며, 신체 활성화 수 을 평가하는 

요한 정보다. 심박 수에 박동 간 변동(Rate-Rate 

interval)은 심 계 기능을 조정하는 교감신경과 부

교감신경이 상호작용을 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이에 따라서 교감/부교감 활성도는 신체의 스트

스 상태를 잘 반 하는 민감한 변수 의 하나이다. 

RR 변이(R-R Variability)를 HRV에 활용하며, R-R 

간격의 변이가 HRV 분석에 큰 향을 미친다. 특히, 

심장을 조 하는 신경기 은 주로 교감신경과 미주신

경의 상호작용으로 굴-리듬(sinus rhythm)과 심방 결

(sinus node)을 통해 나타난다. 즉, HRV를 이용한 

스트 스에서는 미주신경 활성이 어들고 주로 교감

신경에 의해 조 되며, 교감신경은 심장과 을 조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반 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

스 정보를 ECG 센서를 통해 심장박동 신호를 획득하

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교감, 부교감신경에 실시간 변

화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2.2 심박변이도 분석기법

심박변이도 분석은 시간 역(time domain anal 

ysis)과 주 수 역(frequency domain analysis)기법

으로 구분된다. 시간 역은 BPM, SDNN(: Stand 

ard Deviation of N-N Interval), rMSSD(: root Mean 

Square Differences) 등 표 편차, 분산의 통계 인 

라미터 값을 추정한다. 주 수 역은 VLF(: Very 

Low Frequency), LF(: Low Frequency), HF(: High 

Frequency) 역으로 분류하여 주 수 스펙트럼  

LF와 HF의 상 인 비율을 찰한다. 를 들어, 

R-R 간격이 표  범  1000-500ms 사이에 있다면 

건강한 정상 상태를 의미하고, 500m 이하로 나타나거

나 R-R 간격에서 이 과 새로운 주기가 50ms 이상 

부정확한 간격이 나타난다면, 자율신경계의 스트 스 

처능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를 들어 350ms 

이하의 R-R 간격은 고 험 인자로써 극심한 스트

스를 나타낸다.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R-R 간격을 

확률분포로 분석하면, 스트 스받을 때와 아닐 때의 

특징 인 차이를 갖게 된다. 주 수 측정기법을 HF와 

LF 비율을 구해, 변화가 클 때 정신  스트 스가 심

각하다고 정의한다. 시간 역에서 표 된 데이터를 

주 수 역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R-R 간격 시계

열 데이터는 그 시간 간격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 수 역은 가장 

많이 연구되었지만, 실시간 잡음 처리의 다양한 연산

으로 인해 경량화 소형화의 어려움 가진다. 일반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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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정량 수치화의 한계, 실시간처리, 직 성의 

어려움이 있다. 2010년부터는 시간과 주 수 역을 

모두 상호 보완하여 스트 스를 추론하지만,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소형화 장치에 원문제  시스템 자

원의 한계를 가진다.

Ⅲ. VR 착용에 따른 스트 스 분석

3.1 HRV 측정과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실시간 분석 시계열 기반 ECG 분석 

랫폼을 개발하여 활용하 다. 실험 방법은 삼성 갤럭

시 기어 VR을 종단 신경의 서비스에 따른 스트 스 

분석을 해 개발된 ECG 랫폼과 UI를 기반으로 자

료를 수집 분석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 도 정보

를 측정하 다. Lead II ECG를 기 으로 20세, 30세, 

40세의 총 8명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그림 4과 같이 

5분을 기 으로 착용 , 착용 후 그리고 3가지 상

의 실험을 진행하 다. 3개의 극을 갖는 Lead II 

ECG를 착용자의 팔목을 기 으로 테스트를 하고 기

록하 다.

그림 1. VR 장치의 상에 따른 ECG 측정환경
Fig. 1 The ECG measurement according to videos 

content viewing on VR device

3가지 상 실험에 효율 인 분석을 해 10분의 

휴식을 하고 검색 방식에 2가지  상을 4가지로 

한정하여 진행하 다. 그림 2의 개발된 UI는 ECG 측

정과 분석, 생체정보 장을 한 도우 10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BPM, 호흡수(Respiration 

Rate)를 계산하며, 부정맥 상태(Arrhythmia Annota- 

tion)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 ECG 측정과 분석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Fig 2. The User Interface for ECG measurement and 

analysis

3.2 상에 따른 심 도 분석

a) 일반 인 심장박동
a) Normal on heart rate

b) 일반 인 분당맥의 수
b) Normal on beats per minute 

c) VR 장치에서 상에 따라 변화되는 분당맥의 수
c) A BPM Variation by Video in VR device



JKIECS, vol. 15, no. 01, 191-198, 2020

194

d) 스마트폰에서 상에 따른 심박수
d) A BPM Variation by Video in smart-phone

e) VR 장치 착용에 따른 심박수 변화

e) Heart rate Variation of according to VR device 
wearing

그림 3. 일반상황과 VR 상에 따른 심박동비교
Fig. 3 Comparison of heart rate change according to 

normal and VR video.

그림 3은 휴지기일 때와 VR 상에 따른 심 도에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d)는 30  후반이 남성의 

VR 장치 착용 후와 스마트폰으로 동일 콘텐츠를 

시청했을 때에 BPM의 비교이며, e)는 45±1 BPM인 

20  반의 남성이 VR 장치 착용에 따른 심박수 변

화이다. a)의 R-R 간격은 평균 간격(ms)±15ms로 지

속 인 변이를 가지며, b)는 90±2 BPM으로 장치 미

착용할 때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c), e)와 같이 VR 

장치를 착용 후에는 평균 심장수가 20% 증가하 다. 

동일 상을 제공하여도 c), d)와 같이 VR 장치가 스

마트폰보다 심박동 수가 증가한 것을 비교할 수 있다. 

a)-e) 비교에서 VR 장치가 사람의 BPM에 큰 향을 

제공하고, 변이차도 크기 때문에 스트 스 모형에서도 

더욱 효율 인 측정이 가능하다. 

그림 4는 실험자에 착용한 VR 서비스에 따라 변화

된 HR를 확인할 수 있다. 기본 맥박 수(Experimental 

HR)는 78 BPM이지만, VR 장치를 착용 이후 맥박이 

증가하여 ‘서비스의 콘텐츠 검색’에 따른 맥박수가 많

이 증가하 다. 따라서, VR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용

자 인터페이스(이하, UI)의 편리성이 사용자의 근성

에 요한 지수로 활용된다. 측정 결과 동일 증상으로

는 첫째, VR 장치를 착용했을 때 3-20%의 평균 

BPM이 증가하 을 뿐만 아니라 표 편차의 산포도

가 증가하 다. 

그림 4. VR 착용자의 상황에 따른 심박수의 변화
Fig. 4 Changes in HR according to VR wearer's 

situation

3.3 스트 스 측정을 한 2D 모형 설계

평균 R-R 간격을 스트 스 모형 설계에서는 N-N

으로 표 하며, 이를 기 으로 SDNN, SDSD, NN50, 

pNN50, rMSSD 등 계산하여 스트 스 정도를 도출한

다[10-12]. 

Parameter Measure

SDNN
Mean of NN(R-R) intervals for all 

5-minute

SDSD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NN 

intervals

NN50
Number of pairs of adjacent NN 

intervals differing by more than 50 ms 
for 1-minute

pNN50
NN50 count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all NN intervals

SDMMI
The standard deviations of all the NN 
intervals for each 5 min segment

rMSSD Standard deviation of adjacent NN 
intervals

표 1. HRV 분석을 한 요소 정의
Table 1. Defining elements for HRV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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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 Value State Point

SDNN

(ms)

s<15
15∼30
50∼30
70∼50
s≧70

: Very high
: High
: Medium
: Normal
: Good

10
7
5
2
0

SDSD

(ms)

<20
20∼30
20∼50
≧50

: Very high
: High
: Medium
: Normal

10
7
5
2

NN50

(count)

<3
7∼3
7∼13
>13

: Very high
: High
: Medium
: Normal

10
7
5
2

pNN50

(%)

≦12
13∼18
19∼30
≧50

: Very high
: High
: Medium
: Normal

10
7
5
2

SDNNi

(ms)

60>
60>>50
50>>40
<40

: Very high
: High
: Medium
: Normal

10
7
5
2

rMSSD

(ms)

≦10
10∼15
15∼20
20∼40
≧45

: Very high
: High
: Medium
: Normal
: Good

10
7
4
1
0

표 2. HRV 계량을 한 입력 변수 지표
Table 2. HRV analysis of input parameters 

표 1의 지표들은 실시간 스트 스 분석을 해 5분 

이내 도출하면서 신뢰성도 갖는다. SDNN은 특정주기

로 주기로 변화하는 N-N의 표 편차다. SDNN의 수

치는 좌심실의 기능과 련되며, N-N 간격의 미세한 

변화는 체내의 향상성 유지를 해 변화하기 때문에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클수록 변화율이 높다. 15 

이하는 향상성이 빠르게 감소하여 스트 스 높지만, 그

림 3, 4와 같이 VR 장치 착용자들은 표 보다 SDNN 

표 편차 범 가 넓어서 30-50ms보다 큰 60ms 이상이 

좋은 상태로 단하 다. 정상 한 35-60ms로 제시하

다. 다만 SDNN에 100ms 이상 분포는 Cutoff로 심

장의 기능장애로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SDSD는 

N-N 간격의 표 편차가 클수록 건강하며 작을수록 스

트 스가 높다. NN50은 50mns 이상 차이가 나는 

N-N 간격의 개수이며, p50NN는 본 연구에서는 60  

동안 NN50 개수를 모든 N-N로 나  값으로 NN50을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pNN50을 활용하며, 

두 값은 상호 비례 인 특성으로 지표 값의 증가 따라 

스트 스가 감소한다. rMSSD는 인  R-R 간격의 표

편차로, 부교감신경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상수로 10 

이하일 때 스트 스 지수가 높으며 5 이하일 때 발작 

가능성이 크다[12-13]. pNN50은 60  동안의 백분율로 

스트 스 추정에서는 rMSSD보다 많이 선호하며, 교감

신경의 안 성 단에 기 으로 활용된다. rMSSD의 

단기로 측정에서는 비선형 특성이 구간별로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pNN50이 활용된다. SDNNi

은 SDNN index로 N-N 간격의 표 편차 평균으로 주

로 변동성의 크기로 스트 스 정도를 단한다. 

선행 문헌[8-12]들을 참고하여 각각의 상태를 수

로 나타내어 표 2로 나타내었다. 표 2는 3.2장의 VR 

장치를 착용했을 때의 분석값과 ECG 기반 스트 스 

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변수지표와 범 를 정의하

다. 3.2장에 특징을 반 하여 지표의 상태를 계량하

다. 를 들어, SDNN과 rMSSD이 동시에 증가하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에 따른 부교감신경의 항진이 더 

뚜렷하고, 스트 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2는 포인트가 작을수록 스트 스가 고 높을수록 증

가하는 형태이다. 최 수는 8 이며, 최고 수는 

60 이 있다. 하지만, 스트 스 변이 추론에서 1차 방

정식 형태의 단순 모델로는 서비스 모델에 한 반응 

정도 평가에 오류를 갖게 된다. 

표 2의 각 지표의 연 성을 참조하여 Y축은 HRV

를 단하는 값에 선형 방정식이 표 되며, X 축은 

3.1과 같이 BPM 기 표를 그림 5와 같이 제시된다.

그림 5. 제안된 2D 차원의 스트 스 지도
Fig. 5. Proposed two-dimensional stress map

  

표 2의 75∼80 BPM에 표  호흡(Respiration rate, 

Rr)을 15±4회(분)로 기 으로 직  향을 미치는 



JKIECS, vol. 15, no. 01, 191-198, 2020

196

Parameter
HRV Parameter in Pearson

twenties thirties forties

SDNN

(ms)

normal 79.64±9.4 85.41±3.2 109.07±3.8

device 56.8±8.0 62.5±4.5 62.8±4.9

SDSD

(ms)

normal 31.3±5.9 30.3±6.0 29.8±6.0

device 65±11.3 92..4±9..3 82.9±10..4

NN50

(count)

normal 77.1±3.5 63.1±4.7 59.9±8.7

device 49.8±3.9 40.4±2.1 38.5±3.2

SDMMi

(ms)

normal 41.3±3.2 51.0±7.0 51.4±9.8

device 40.0±1.8 43.8±4.9 43.5±4.2

rMSSD

(ms)

normal 52.4±6.8 36.1±8.9 29.8±5.4

device 40±1.4 35.6±4.2 27.4±4.7

표 3. HRV 분석을 한 요소 정의
Table 3. Defining elements for HRV analysis 

SDNN, rMSSD, NN50의 역을 그림 5로 반 하

다. 통상 으로 과호흡은 심박수가 증가하며, 호흡

은 심박수가 감소한다. 호흡이 평균 5씩 증가할 때마

다 SDNN, rMSSD, NN50의 Value 값이 3.5%씩 증가

하며, 호흡수에 따라 표 2에 정의된 3개 항목의 Value 

값이 14%까지 증가하며, 이러한 측정환경을 반 하여 

그림 5를 제시하 다. 

Ⅳ. 자료분석  결과

표 3은 HRV 측정 결과로 참여 인원에 한 지수 

표로 HRV를 측정하기 한 척도로 사용되며, 이를 

이용하여 3.2에서 제시한 2D 차원의 스트 스 지도를 

매트랩 기반에 UI를 개발하여 제시하 다. 

표 3 같이 장치 착용자의 연령 따라서 서로 다른 

변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반 으

로 나이에 따른 추이를 갖고 있지만 SDSD와 같이 

30 와 40 가 다르거나 SDMMi 같이 유사한 30 와 

40 가 착용에 따른 같은 결과를 같기도 하다.

그림 6은 측정된 표 3의 값을 이용해, HRV 계량지

표를 제시하 다. MATLAB에서 개발된 랫폼 2D 

stress MAP 기반에 분석 랫폼이다. 선행연구[15]에

서 이루어졌던 매트랩 공개 소스를 활용하 다. 선행

연구에서는 N-N 간격을 실시간 분석에 활용하 으나 

표 2의 HRV 계량지표를 입하여 실시간 분석된 스

트 스 정보를 나타내었다. 그림 6의 a), b)는 3장에

서 제안된 2D 기반 HRV 스트 스 분석에 따른 실시

간 변화를 나타내었다. ECG 수신 데이터를 근간으로 

실시간으로 N-N 간격의 개별 차이  표 3과 같은 

데이터가 표 2로 통합되어 수로 나타낸 것이다. 

a) 2D 기반 HRV 스트 스 분석

a) two-dimensional based HRV stress 

Analysis  

a) 2D 기반 HRV 스트 스 분석

a) two-dimensional based HRV stress Analysis 

b) 2D 지도기반 스트 스 분석

b) two-dimensional based HRV stress Analysis 

그림 6. VR 콘텐츠 감상에 따른 HRV 
스트 스 실시간 변화도

Fig. 6. The HRV stress real-time variation 
according to VR content viewing  

그림 6. VR 콘텐츠 감상에 따른 HRV 스트 스 
실시간 변화도

Fig. 6 The HRV stress real-time variation according 
to VR content vi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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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VR 서비스에 따라서 착용자에 심

장박동이 즉각 으로 변화하 다. 그리고, 나이에 따

라 동일 서비스라도 서로 다른 심장박동 변이도를 제

공하 다. 공통으로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면 심장박동

의 변이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에서

는 심장박동 변이도를 이용하여 AR/VR 서비스에 따

른 스트 스 측정 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연구는 실험시간  착용자

의 수가 제한 으로 VR 서비스에 따른 스트 스 변

화와 실험군에 개체가 어 정확한 분석 한계를 가진

다. 향후 연구에는 실험군을 확 하여 AR/VR 서비스

에 따른 좀 더 상세한 심박동의 변화와 스트 스의 

계를 분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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