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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의 목적은 가정에서 안정 시 인체의 생리적 활력 정보를 센서와 ICT 정보 기술을 통해 연속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당뇨병증 유무를 예측하는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방법과 필수적인 기본 변수 값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정상인(DM-) 20명과 당뇨병(DM+) 15명을 대상으로 BCG와 ECG 센서의 심박수 측정값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상관 계수는 R2=0.959이다. Artificial Neural Network(ANN) 기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당뇨병증 예측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입력 변수는 심박변이도의 시계열정보와 심박수, 심박변이도, 호흡율, 박동량 
정보, 최저혈압, 최고혈압, 년령, 성별이며 ANN 기계학습 예측 정확도는 99.53%이다. 그리고 향후 ANN 기계학습 방법
을 활용하여 BMI 정보를 이용한 당뇨예측 모델, 심장 기능 장애 예측 모델, 수면장애 분석 모델 등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심탄도, 당뇨예측, 인공신경망, 스마트 헬스케어, 심박수, 심박변이도 

Abstract  The thesis presents a system that continuously collects the human body's physiological vital 
information at rest with sensors and ICT information technology and predicts diabetes using the 
collected information. it shows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 machine learning method and essential 
basic variable values. The study method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heart rate measurements of 
BCG and ECG sensors in 20 DM- and 15 DM+ subjects.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machine 
learning program was used to predictability of diabetes. The input variables are time domain 
information of HRV, heart rate, heart rate variability, respiration rate, stroke volume, minimum blood 
pressure, highest blood pressure, age, and sex. ANN machine learning prediction accuracy is 99.53%. 
Thesis needs continuous research such as diabetic prediction model by BMI information, predicting 
cardiac dysfunction, and sleep disorder analysis model using ANN machine learning.
Key Words : ballistocardiogram, diabetes predic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smart healthcare, heart 

rate, heart rate var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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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서론

1.1.1 필요성
예방 의학적 관점에서 개인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진료 의료정보, 유전체정보, 라이프로그이다. 진료를 기
반한 전국민 대상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생
애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정보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한 환
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렇지만 잘못된 생활습관, 일상 
생활의 편리성 및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부
분의 사람들은 시나브로 변화되는 병증 신호를 알지 못
하고 있지만, 심장의 이상을 파악하는 심박수와 심박변이
도 정보를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의 병증은 원인이 불분명하지
만 장기간의 생활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에 의한다. 만성
질환은 일단 진행이 되면 치료 및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예방의학 관점에서 라이프 로그 정보인 심박수, 호흡율 
및 심박변이도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질병 예측과 건강
관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2018년 국내에서 당뇨로 진료 받은 사람은 3,037천
명이며, 2010년은 2,019천명으로 8년간 50% 급증하였
으며, 30세 이상에서는 국민 7명 중 1명은 당뇨이다
[1,2]. 그러나, 당뇨병은 증가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질병 
인지율은 ‘당뇨병 팩트시트2018’ 에서 30세 이상에서 당
뇨병 인지율은 62.6%로 2014년에서 나타난 70.7%보다 
더 낮았다[3]. 당뇨를 진단하는 혈당 정보가 아닌 신체 안
정 시 심장 활동과 신경계의 변화 정보를 분석하여 당뇨
의 상태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선행 연구 결과가 발표
되고 있다[4,5]. 이와 관련하여 심박수 변화 정보를 정확
하게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센서와 정보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당뇨병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진단·예측 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필요하다[6]. 

진화하는 센서기술, 정보처리 기술 및 통신기술의 
ICT 융합 기술을 응용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인체의 
생리적 변화 정보를 수집 저장한다. 실시간 정보를 이용
하여 인공신경망 학습모델과 당뇨 예측을 수행하는 시스
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비접촉식 방법으로 인체의 활력 정보인 심
박수, 박동량, 호흡율, 심박변이도를 디지털 신호 값으로 
연속적으로 수집,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인공신경망 학습
모델을 이용하여 당뇨 유무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시하

여 생활 기록을 이용한 스마트 헬스케어로 예방의학적 
관점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1.2 목적 
활력 정보(체온, 혈압, 맥파 및 호흡율)의 연속적인 측

정 및 수집은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응용 분
야에서 중요하다.

심장의 생리 신호를 수집하는 방법은 심전도와 같이 
다수의 센서 전극을 신체에 접촉하는 침습적 방식이 일
반적으로 표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심장 활력정보 수집 방법은 무구속, 비침습적 방식이다. 
심장의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물리적 신호를 측정하는 센
서는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마이크
로 전자 기계 시스템) 기반 심탄도(ballistocardiogram) 
센서이다. 센서는 심장 박동으로 발생하는 인체의 진동 세
기 변화를 아날로그 신호로 측정하고 디지털 수치 변환를 
통해 디지털 값으로 변환시킨다. 인체 활력 로그 신호인 
심박수, 심박변이도, 1회 박동량 및 호흡율 정보를 연속
적으로 수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신경망 학습 모
델를 사용하여 당뇨병증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확인한다.

연구의 목적은 가정에서 안정(주로 침대에서 수면 또
는 휴식하는 상태)시에 있는 인체의 생리적 활력 정보(심
박수, 1회 심박동량, 호흡률, 심박변이도)를 심탄도 측정 
센서와 ICT 정보 기술을 통해 연속적으로 수집하는 시스
템과 수집된 정보를 기반하여 당뇨병증 유무를 예측하는 
인공신경망 방법과 예측에 필수적인 기본 변수 값를 제
시하고자 한다. 

2. 이론
2.1 인체생리

인체의 자율신경계, 심혈관 및 호흡기계는 인체의 심
장 생리에 관여한다. 이 특성은 인체의 심장박동 신호 측
정에 특히 중요하며, 데이터 기반의 당뇨 예측 분석에 활
용 된다.

2.1.1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 
자율 신경계는 중추 신경계(CNS)의 일부이다. 자율신

경계는 인체의 자발적 활동을 관리한다. 그것은 뇌와 척
수에서 신체의 특정 기관으로 자극 신호를 전달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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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은 신체 상태에 따라 장기의 기능을 조절한다.

자율신경계는 인체의 심혈관, 체온 및 위장관의 항상
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심박수(HR), 혈압, 호흡률(RR) 및 
소화를 조절한다. 자율신경계는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
경계로 구성된다[7]. 

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와 신체 활동 중에 지배적이며 
신체의 "투쟁⦁도주(fight-or-flight)"시스템으로 설명될 
수 있다[8]. 교감신경계는 혈액과 산소를 인체 기관으로 
순환시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심장의 심박수와 박
동량을 증가시키고 기도를 확장시켜 폐의 호흡량을 늘린
다. 그러나 위장관의 활동은 감소한다[7].

신체가 회복되는 동안 부교감신경계는 휴식과 소화 기
능에 지배적이다. 교감신경계와 달리 심장 박동수와 호흡
수를 줄이고 위장관 시스템의 활동을 증가시켜 회복을 
향상시킨다[9]. 

교감신경계 및 부교감신경계는 심혈관 및 호흡기 시스
템을 조절한다. 조절은 불수의적이며 자발적으로 발생한다. 

2.1.2 심혈관계(Cardiovascular System) 
심혈관계는 신체의 혈액 순환을 담당한다. 이 시스템

은 심장과 혈관으로 구성된다. 혈관 시스템은 폐순환과 
전신 순환으로 더 구분할 수 있다. 폐 순환은 폐에서 산
소를 운반하고 혈액에서 이산화탄소를 전달한다. 전신 순
환은 신체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폐
기물을 처리 기관으로 이송시킨다[10].

심장은 폐 사이에 있다.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및 우
심실의 4 개의 챔버로 구성되어 있다. 챔버는 심실에서 
심방으로의 혈액 흐름을 막는 밸브로 분리되어 있다. 심
방은 혈액을 받아 심실로 전달한다. 이로 인해 심실이 심
방보다 크고 심장 근육의 벽이 두껍다. 우 심실은 혈액을 
폐 순환으로 펌핑하며 심근이 얇다. 좌심실은 혈액을 전
신 순환계로 운반한다[11]. 심장근이 얇으면 신호의 진폭
이 크고, 두꺼우면 신호의 진폭이 작다.

1회 심장 주기에서 심장에서 박출되는 혈액의 양을  
박동량(SV)라 정의한다. 심장 박동은 1회의 심장 주기이
다. 맥박과 맥박은 두 개의 연속된 심장 주기의 시간 간
격이다. 심박수는 1 분 동안의 심장 박동의 횟수로 계산
된다. 분당 심박출량(CO, Cardiac output)은 60초 동
안 심장이 펌핑하는 혈액의 양으로 계산식 1과 같이 HR
(심박수)과 SV(박동량)로 계산할 수 있다[12].

계산식 1 :    CO  = HR * SV  
심박출량은 심장의 전부하, 심근수축력 및 후부하에 

의해 결정된다. 전부하는 수축 직전 심실의 최대 혈액량
과 관련이 있다. “프랭크-스탈링(Frank-Starling)” 법칙
에 따르면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 근육의 신축력도 
증가한다. 더 강력한 심실 수축력으로 더 많은 양의 혈액
을 심장에서 펌핑된다. 이로 인해 전신 및 폐 순환을 통
해 펌핑되는 혈액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좌심실의 
전부하가 높을수록 전신 순환계로 펌핑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 이것은 우심방이 받는 혈액량을 증가시켜 우심
실의 전부하를 증가시킨다. 심근수축력은 심실 수축의 강
도를 결정하며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13]. 심근수축력이 높을수록 박동량이 증가한다. 심장 
후부하는 허파동맥과 대동맥의 압력이다.

후부하가 증가하면 심실과 대동맥 사이의 혈압 차이가 
낮아서 심장에서 혈액이 덜 펌핑되어 박동량이 줄어든다. 
심장에는 심방과 심실의 올바른 순서와 효율적인 수축을 
보장하는 전도 시스템이 있다. 동방결절[SA node]은 심
장이 수축되도록 하는 전기 자극을 생성하여 심박수를 
조절한다. 자극은 불쾌감, 온도 조절, 호르몬, 수면-각성
주기, 식사, 신체 활동 및 스트레스에 따라 자동 조절된다
[14].

심박변이도(HRV)는 연속적인 박동 간격(Beat- to-Beat)
의 시간 차이이다. 심박변이도는 자율신경계(ANS)와 호르몬
의 심장 수축 빈도의 조절로 인해 발생한다. 호흡, 운동, 스
트레스, 질병 또는 수면과 같은 자극에 반응하는 심장의 
능력을 나타낸다[15]. 교감 활동은 박동 시간 간격을 줄
이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반면 부교감 활동은 그 반대
이다.

심박변이도 분석은 심장의 박동과 박동 사이의 간격을 
이용하여 심박 시계열(times series)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16]. 

HRV는 인체의 안정된 상태에서 이완과 스트레스 수
준을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17,18]. 맥박를 감지하
는 방법은 심전도(전기), 심탄도(기계식, MEMS) 또는 광
혈류측정(광학)이 있고 계산할 수 있다. HRV는 시간 영
역, 주파수 영역, 기하 또는 비선형 방법으로 분석 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계열 분석 방법은 
SDNN, pNN50 및 RMSSD이다[19,20]. 호흡은 심박변
이도(HRV)에 간접적으로 관여한다[21].

2.1.3 호흡기계(Respiration System) 
호흡기는 상부 및 하부기도, 폐 및 호흡 근육으로 나눌 

수 있다. 호흡기계는 호흡를 통해 인체의 산소와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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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를 교환한다. 호흡은 흡기와 호기의 두 단계로 구성
된다. 흡기하면 폐로 산소를 공급되는 공기가 전달되고,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폐 주위 근육은 숨을 쉬는 동안 공기를 흡입하고 배출
한다. 횡격막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골격근이다. 횡
격막 수축은 폐 주변의 공간을 확장시켜 음압 공간을 만
든다. 이 압력은 폐가 팽창하여 빈 공간을 채우고 흡기 
시 더 많은 공기가 유입되도록 한다. 횡격막 이완은 폐를 
수축시키고 공기를 강제로 배출한다. 호흡기를 통해 호기
된 공기가 인체에서 배출된다[22].

1회 호흡주기는 흡기와 호기로 구성된다. 호흡률은 1
분당 호흡량으로 측정된다. 호흡율 변이도(RRV)은 연속
적인 호흡시간 간격의 변동을 나타낸다. 호흡 깊이 
(Rdepth)는 1회 호흡 주기에서 폐를 통과하는 공기의 
상대적 부피이다. 분당호흡량(V)은 계산식 2에 따라 RR 
및 Rdepth 에서 계산할 수 있다.

계산식 2 :  V = RR * Rdepth  
안정된 상태에서, 호흡율의 감소는 전체 공기 흐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Rdepth가 증가한다. 호흡은 자율
신경계에 의해 자발적으로 조절된다. 교감신경계가 지배
하는 움직임은 Rdepth와 RRV를 증가 시킨다. 부교감 
신경 활동은 반대 효과가 있다. 호흡률과 동적인 활동은 
심장 박동과 박동량의 변화에 관여한다[23,24].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심박출량 변화로부터 호흡을 측정 할 수 있다.

2.1.4 심탄도계 검사(Ballistocardiography)
심장 활동은 주로 심전도(ECG)를 이용하여 심장의 기

능을 제어하는 전기 자극을 측정한다. 심전도는 심방과 
심실의 탈분극과 재분극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적 활동을 
크기와 방향의 그래프로 나타낸 기록이다. ECG 펄스는 
그림1과 같이 QRS 복합파형으로 구성된다[25]. 심장 박
동은 R파로 식별되며 박동 간 시간은 후속 R-R 간격에
서 산출 된다.

Fig. 1. The pulse form of one heart 
beat from an ECG recording

심탄도(BCG, Ballistocardiogram)는 신체에서 발생
하는 기계적 힘인 심장 박동으로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
하는 방법이다[26]. 이 현상은 Gordon이 1877년에 처
음으로 연구했다[27]. 2000년대에 BCG 신호를 평가하
는 새로운 방법은 기존 ECG 측정과 비교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28]. 이후 센서 기술과 신호 
처리 방법이 개선되어 생체신호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진입하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신체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역학적인 힘은 심장, 혈액 순환 및 호흡에서 비롯된다. 심
장 박동은 측정 할 수 있는 주기적 이벤트이다. BCG 측
정은 생리학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른다[29]. 뉴톤
의 운동 제2법칙에 따르면, 심장 동맥의 수축은 혈액에 
힘을 실어 가속시키고 혈액을 순환시킨다. 뉴턴의 제 3 
운동 법칙에 따라, 가속된 혈액과 심장의 기능은 같은 크
기의 반대 방향으로 반발력을 발생시킨다. 이 힘은 몸에 
반동 효과를 일으키고 센서를 통해 그림 2과 같이 심탄
도(Ballistocardiogram)로 나타낼 수 있다.

Fig. 2. A Diagram of the commonest 
form of the normal 
ballistocardiogram. The 
BCG pulse is noted with 
letters from H to N

심방 수축하면 BCG 맥파가 시작되고 이어서 심실이 
수축한다. 맥파 최대 값과 최소값은 H에서 N까지 문자
로 표시한다. 심실 수축기에 해당하는 H-K 파와 심장의 
이완에 해당하는 확장기 동안 L-N 파가 발생한다[26]. 
BCG 맥파의 파형은 심장과 혈액 흐름에 의해 생성되는 
힘의 조합이다. 이로 인해 파형을 특정 생리적 현상과 관
련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개별적으으로 인체의 물리적 
특성은 다른 BCG 펄스를 나타낸다[30].

I 파는 심실 수축기 직후에 발생한다. 주로 대동맥으로
의 혈액 가속으로 인한 반동 효과에 의해 발생한다. 머리 
방향으로의 혈액 흐름은 다리 방향으로 반동력을 유발한
다. 대동맥궁이 아랫 방향으로 향하면 혈액 흐름의 방향
이 바뀐다. 이떄 머리 방향으로 반동력을 생성하며, 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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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강한 J 파를 나타낸다. K-파는 체순환 혈류 감속으
로 인해 발생한다고 추정한다. 이완기 L-, M- 및 N- 파
의 해석은 불확실하다. 이 파형들은 주로 말초 순환의 혈
류 방향 변화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심장으로 순환되어 
심방이 채워지는 이완기 혈액 흐름은 이완기 파형에 작
은 영향을 미친다[31]. 호흡 효과로 인해, I 및 J 파는 일
반적으로 흡기 동안 진폭이 증가하고 호기 동안 진폭이 
감소한다[31]. 모든 파형의 합은 상대적인 심박출량을 나
타낸다. 심탄도(ballistocardiogram)는 일반적으로 머
리로 향한 힘이 상승파로 나타나고 다리로 향한 힘이 감
소파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32].

힘의 크기는 하나의 단방향 벡터로 측정 할 수 있다. 
신체의 세로 방향으로 작용하는 심탄도의 힘은 가장 강
력하다. 그러므로 가장 쉽게 측정 할 수 있다. BCG 파형
의 진폭과 비교하면 안정 상태에서는 주변 노이즈는 작
다. 일반적으로 BCG 장치는 종적 구성 요소만 측정한다. 
3 차원 BCG는 여전히 진화하는 연구 분야이다[28]. 고
정형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동형 장치에 비해 더 좋은 결과를 
생성한다. 침대에서는 몸 전체가 종적으로 배치되어 1축
의 측정 정확도가 높아진다. BCG는 심장 이벤트와 호흡 
이벤트를 감지 할 수 있다. 호흡은 설명한 것처럼 BCG 
파형 진폭에 영향이 있는 박동량을 조절한다. 맥파의 진
폭 합은 흡기 동안 더 크고 호기 동안 더 작다. 펄스 변조
에서 호흡율(Respiratory rate)을 계산 할 수 있다. 호흡 
깊이는 BCG 펄스의 진폭과 관련이 있다. 

BCG는 주로 심장으로부터의 혈액 박출과 대동맥과  
주요 세동맥에서 맥동하는 혈액에 반응하여 전반적인 신
체 반동을 측정한다[33].

BCG를 사용하면 안정 상태, 즉 휴식 또는 수면 중에 
심장 및 호흡의 이벤트를 정확하고 비침습적으로 측정 
할 수 있다[34-36]. 생활 로그의 생체신호는 비침습적인 
BCG 기술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가정 수면 정보를 수집
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한다.

BCG로 안정상태의 심박수, 호흡 및 움직임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 [37-39]. BCG 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움
직임으로 인한 힘을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HRV는 개인마다 다르다. 

2.1.5 당뇨, 심박수 및 심박변이도
당뇨는 고혈당을 나타내는 대사성 질환을 말하며, 유

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
게 된다[40]. 환경 인자에는 비만증, 운동(신체활동)의 감

소, 노화(aging), 물리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식사 및 
약물 등이 있다[41].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사
망원인으로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고의
적자해(자살)에 이어 당뇨병이 6번째이며, 사망율은 17.1%
이다[42]. 당뇨병은 복부미만(47.8%), 고혈압(50%이상), 고
콜레스테롤혈증(34.9%)의 동반질환이 있었다[43].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관리 및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생활습관 질환인 당뇨 유병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라이프 로그 정보와 데이터 분석
을 통한 예측 및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안정 시 심박수가 높을수록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이 증
가되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4,5]. 안정 시 심박수는 대사
증후군 및 제2형 당뇨병 위험인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
며, 대사증후군과 제2형 당뇨병의 유병률을 예측할 수 있
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44]. 한국 성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안정시 심박수가 높을수록 
BMI,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혈압, 중성지방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45]. 안정시 높은 심박수는 여성
의 2 형 당뇨병 증가 요인과 관련이 있다. 높은 심박수와 
높은 체질량지수(BMI), 복부지방율(WHR) 및 혈압(BP)
은 당뇨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하였다[46]. 연령과 
심박수는 심박변이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47]. 지역
사회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당뇨병(DM+)과 비당뇨병
(DM-)의 심박변이도(HRV)의 시계열 분석한 결과에 의
하면 부교감 신경조절에 영향에 있으며[48], 당뇨병 대사 
장애가 있는 45-64세의 심박변이도(HRV)의 9년간 변화 
정보를 분석하여 심장 자율 기능의 점진적인 악화가 있
는 것으로 발표하였다[49]. 

최근에 당뇨병의 임상 데이터를 근거한 인공 지능 기
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당뇨병을 예측하기 위해 다양
한 분석 방법들이 수행되고 있으며[50,51]. 대표적인 당
뇨병 가능성을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 샘플은 Pima 
Indian Diabetes 데이터이다[52].

3. 연구방법
3.1 심박수 모니터링 및 분석

심박수 모니터링의 표준은 심전도(ECG)법이다. ECG
는 침습적 방법으로 3분, 5분간 생리학적 신호를 모니터
링 한다. 가정용 ECG시스템이 보급되고 있으나 다수의 
리드를 몸에 부착해야 하고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초음파, 압전센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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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센서 같은 비침습적이고 연속적으로 방식으로 심
박수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발전이 되고 있
다. 심박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 데이터 획득, 데
이터 송신, 분석 프로세스와 연구 데이터의 검증은 아래
에서 기술한다.

3.2 시스템개요
3.2.1 요구사항
최신 센서와 분석 방법의 연구자료를 근거하여 모니터

링 및 분석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능 요구 사항을 갖
는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시스템은 장기간 작동할 수 있어

야 한다.
- 다중 센서 수용 : 시스템에 하나 이상의 센서를 통합하

고 다수의 센서 데이터를 분석 할 수 있다.
- 편안함 : 솔루션은 불편함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 이벤트 발생 : 생리학적 신호가 임계값을 초과하거나 

문제의 이벤트가 센서에서 발생된 경우 사용자에게 알
린다.

- 평가 및 활용 : 수집되는 심박수 정보를 평가한다. 그리
고 인공신경망 예측기술을 이용하여 질병 예측이 가능
하다. 

3.2.2 시스템 아키텍처
Fig.3은 기능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아키텍처이다.
센서장치(A)는 인체의 활력 정보를 수집한다. 데이터 

수집, 노이즈 처리, 통신 모듈이 결합되어 센서에서 획득
되는 생체 신호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및 데이터 인코
딩과 통신 기능을 수행 한다.

서버 영역(B)에서는 표준 TCP/IP 네트워크 기반의  
통신 장치를 통해 센서장치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
이터를 수집, 분류, 저장 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 처리
한다. 또한 데이터를 사용자 장치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상태를 유지한다. 

사용자 장치(C)는 분석된 데이터를 UI 방식으로 정보
를 그래픽 처리하거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한다.

서버 영역에서는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머신러닝 학
습, AI 알고리즘에 의한 데이터 분석 기능을 수행한다.

3.3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는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안정상태의 생체 정보

를 연속적으로 수집한다. 센서와 제어 MCU(Micro 
Controller Unit)장치는 대역폭을 보상하고 충분한 분
해능을 제공하고, 노이즈 제거와 필터링(불필요한 신호 
제거)을 수행하여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확한 신호를 제
공한다[53]. 

연속적인 생체신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센서는 
ballistocardiogram(BCG) 센서를 이용하였다. BCG센
서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상인(DM-) 20명과 당뇨
병증(DM+) 15명을 대상으로 심탄도(BCG) 센서와 심전
도(ECG)를 이용하여 동시에 심박수와 심박변이도 정보
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BCG 센서와 ECG 센서의 수집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수집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BCG 센서는 인체가 양와위 상태인 경우 심
장 라인 선상의 침대 프레임에 부착된다.

3.4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데이터는 WI-Fi 표준통신과 LAN 네트워크를 이용하

여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를 수행하는 서버 영역에 송∙
수신된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3개 영역으로 구현되
었다. 사용자 부문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와의 상
호 작용한다. 데이터 처리 부문은 신호 처리, 저장 및 분
석 알고리즘으로 구성된다. 물리적 인터페이스 부문에서 
통신이 수행된다.

3.5 데이터 관리
수집된는 데이터는 DBMS(데이터저장관리시스템)에 

센서정보, 신호 분류, 일자 등의 정보로 구분하여 저장 관
리한다.

3.6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모델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는 딥 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다. ANN은 입력층, 출력층 및 2개 이상
의 은닉층(hidden layer)으로 구성된다[54]. 은닉층은 
계산과정에 이용되는 신경회로망을 의미한다. 옵티마이

Fig. 3.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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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함수는 Adam, 손실 함수는 binary cross-entropy,  
중간은닉층은 ReLu(Rectified Linear Unit), 출력층에
는 Sigmoid 함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당뇨병 여부 예측 학습모델은 
Fig.4와 같다. 센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표
준데이터 셋을 생성하여 기계 학습를 수행하였다. 당뇨병 
여부를 예측 모델은 입력층과 5개의 은닉층 및 출력층으
로 구성된 다층 신경망을 이용하였다[55].

Fig. 4. The proposed Artificial neural network

4. 데이터검증
4.1 BCG 센서 데이터 검증

인체의 활력 신호를 획득하기 위해 BCG센서를 이용
하였다. 그리고 센서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
하기 위해 심박수, 박동량, 호흡율, 심박변이도 정보를 검
증하였다. 데이터 수집 과정은 선문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IRB 심의를 받았다.

1단계는 ECG에서 획득되는 심박수와 BCG에서 검출
되는 심박수 값을 비모수 상관분석을 통해검증하였다. 2
단계는 Fig.5와 같이 인공신경망 기계학습 모델을 이용
하여 당뇨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Fig. 5. Overview of diabetes classification algorithm

4.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의학적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

인[DM-] 20명과 혈당이 126mg/dL이상인 당뇨병증
[DM+] 15명의 연구대상자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효성을 확인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0.2(±18.6)세이다. 

4.3 데이터 획득 장치
인체의 활력 정보인 심박수를 수집하기 위해 MEMS 

BCG센서를 이용하였다. 데이터 획득은 베드에 누위있는 
양와위 자세이며, 신체의 급격한 움직임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센서는 심장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 
심장 박동과 혈관에서의 혈류 변화 및 호흡에 따른 진동
세기를 계측한 값이다. 제품은 SCA-11H(murata)이다. 
BCG 센서 사양은 Table 1과 같다.

Attribute Attribute Value
Sensing Axis 1-Axis
Acceleration +/- 0.5 g, +/- 1 g
Sensitivity 427 LSB/g
Interface Type 802.11 b/g/n(Wi-Fi)
Operating Supply Voltage DC 9V
output 1 Hz output rate
Pulse detection range 40 - 120 BPM

Table 1. Sensor Specifications[56].

센서와 제어장치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심박수
(HR), 호흡율(RR), 박동량(SV), 심박변이도(HRV), 신호
세기 등이다. 

병원 베드에서 12 Lead 심전도와 베드에 부착되어 있
는 심탄도 센서를 이용하여 동시에 심박수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베드에 부착된 BCG 센서에서는 심박수, 호흡
율, 박동량, 심박변이도 정보를 수집한다. 데이터 수집은 
3분이다.

4.4 신호 처리
심탄도 센서의 신호 세기는 1g(중력가속도)이며, 심장 

박동과 호흡 변수를 이용하여 Table2의 계산식을 이용
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값으로 전환한다. 계산식의 
변수 값의 Fig.6를 참조한다.

Variable Equation Units
Interval time 
beat-to-Beat tb2b(n) = tn– tn-1 msec

Table 2. BCG Basic data acquisition Equation[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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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CG signal interpretation and respiration 
modulation

4.5 데이터 분석
ECG와 BCG 심박수의 데이터의 상관관계 분석은 

SPSS(Version 23, IBM Corporation, USA)를 이용하
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당뇨를 예측하는 인공신경망 ANN모델은 구글
(google)에서 제공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
우(Tensorflow)와 파이썬 라이브러인 keras를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하였다. 1에 근접할수록 높은 예측정확
도를 나타낸다.

5. 연구결과 및 고찰
5.1 데이터 평가

5.1.1 심박수 
ECG와 BCG의 심박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선

형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심전도와 
심탄도 심박수는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유의확률 p<0.05, 유의수준 α=0.01 미만이다. 상
관 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 값은 R2=0.959으
로 95.9%의 매우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Model B SE β T P
Constants -1.435 2.832 -0.507 0.616
BCG-HR 1.017 0.037 0.979 28.637 0.000

R2=0.959, Adju-R2=0.957, F=763.783, P=0.000. 

Table 3. Linear regression analysis

회귀식은 ECG = 1.017*BCG - 1.435이며. 이 회귀
분석은 P<0.05 으로 유의미하다.

Fig. 7. Scatter of Heart Rate in ECG and BCG  

5.2 당뇨예측 모델
당뇨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BCG센서의 심박

수, 심박변이도, 호흡률, 박동량 정보와 더불어 SDNN, 
RMSSD, PNN50, 최저혈압, 최고협압, 년령, 성별 의 입
력 변수이다.

Feature
(Time Domain) Description

Mean tB2B Mean of all tb2b
SDNN Standard deviation of all tb2b

RMSSD The square root of the mean of the sum of the 
squares of differences between adjacent tb2b

NN50 Number of pairs of adjacent tb2b differing by 
more than 50ms in the entire recording

pNN50 NN50 count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all 
tb2b

Table 4. Features of heart rate variablility for 
classification of diabetes.

SDNN은 3분간 BCG기록에서 정상적인 tB2B 간격의 
표준편차이다. 





 
  



  


Heart Rate HR = Avg10sec( 60000 / tb2b(n)) 1/min
Heart Rate 
Variability

HRV = 
Avg10sec  

msec
(Relative)

Stroke Volume Avg10sec (An-1, An, An+1.....) a.u.

Respiration
Rate

RR = ( 60000 / tr2r) tr2r=  F(tr2r(1), tr2r(2))tr2r(n)= t (max A)m - t (maxA)m-1 
1/min



심탄도를 이용한 연속적인 심박수 모니터링 및 당뇨 예측 가능성 연구(파일럿연구) 239
SDNN의 감소는 좌심실 기능 장애, 심실빈맥의 위험

도 증가를 예측 할 수 있다. 심탄도 기록이 짧아질수록 
SDNN은 보다 짧은 시간을 추정하게 된다. 또한 분석 구
간이 길수록 심박변이도의 전체 분산은 커진다. 심장 박
동과 박동간의 간격의 차이값으로부터 계산되는 측정치
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RMSSD, pNN50이다. 
RMSSD는 인접한 HRV 간격의 차이에 대한 제곱근의 합
을 평균한 뒤 제곱근으로 나타낸 값이다. 값이 클수록 건
강한 상태이다. 

NN50은 전체 beat-to-beat(b2b) 간격 중 연속되는 
심박동(b2b) 간격 차이가 50ms를 초과하는 개수이며, 
pNN50은 전체 b2b간격 중 NN50의 값의 비율을 나타
낸다. NN50수는 당뇨병증 환자에서 자율신경병증과 상
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58,59].

NN50=COUNT(duration(b2b)>50msec)
 


×

5.3 ANN 기계학습 당뇨예측 결과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 정보는 표5와 

같다. 당뇨병증 유무를 구분하여 두 집단간의 평균값 차
이를 비교하는 비모수 검정인 Wilconxon signed rank 
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유의수준은 
95%, 유의 확률은 0.0001미만이다.

Features
(BCG)

No diabetes
[Mean±STD]

diabetes
[Mean±STD] p-value

HR 73.42±0.24 79.48±0.20 <0.0001
RR 10.79±0.11 12.22±0.09 <0.0001
SV 43.00±0.28 46.34±0.25 <0.0001

HRV 100.03±1.55 95.73±1.42 <0.0001
SDNN 42.88±0.47 41.37±0.30 <0.0001

RMSSD 20.03±0.15 17.79±0.09 <0.0001

Table 5. statistical analysis result 

당뇨병증이 있는 경우 BCG 신호는 HR, RR, SV이 평
균값이 정상보다 높게 나타나며, HRV, SDNN, RMSSD
의 값은 적게 나타났다. 

당뇨가 있는 경우 혈액 점도(Blood viscosity) 및 전
단응력(shear stress)의 증가에 따른 혈류 변화가 있다. 
당뇨병증에서 혈당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혈관내피세포 

및 혈구 멤브레인의 당화(glycation) 및 산화
(oxidation)가 나타난다. 이로 인해 적혈구의 응집 
(aggregation) 증가와 변형능(deformability)의 감퇴와 
이에 따른 혈액 점도의 증가와 혈관유동저항(peripheral 
flow resistance)이 증가 된다[60].

심탄도 신호를 이용하여 당뇨병증을 예측하기 위해 
ANN을 이용하여 기계학습을 수행하였다. 학습모델 코드
는 Fig.8와 같다 

Fig. 8. ANN Classification Source code 

학습에 사용되는 입력층 정보는 나이, 성별과 심탄도
의 측정값(심박수, 박동량, 호흡률, 심박변이도)와 
SDNN, RMSSD, pNN50. 최저혈압, 최고 협압이다. 

모델A는 년령,성별, 심박수, 박동량, 호흡률, 심박변이
도, SDNN, RMSSD, PNN50, 최저혈압, 최고협압을 입
력변수로 하여 기계학습하였다. 모델B는 입력 변수에서 
최저혈압, 최고협압을 제외하고 학습하였다. 모델C는 입
력변수에서 년령, 성별, 최저혈압, 최고혈압을 제외하고 
학습하였다. 

model A model B model C
number of input variables 11 9 7
epochs 100 100 500
batch size 300 200 300
validation split 0.2 0.2 0.2
accuracy 0.9953 0.9446 0.8802

Table 6. Model fit variables

기계학습의 모델 값과 예측정확도는 Table6과 같다. 
당뇨 예측에 년령, 성별, 최저혈압, 최고혈압의 입력 변수
로 사용한 기계학습은 예측모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Fig. 9. ROC Curves 

RM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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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학습 과정의 ROC커브는 그림 9와 같다. 학습모
델의 데이터는 2,585개이며, 당뇨병증 데이터 수는 
1,708개이다. ANN 정확도는 99.53%이다.

6. 결론
연구의 목적은 인체의 활력 상태인 심박수와 호흡율 

등의 정보를 센서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처리
하는 시스템과 수집된 정보를 이용한 당뇨를 예측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체 활력정보를 
24시간 계속적으로 수집하여 인공신경망 모델과 기계학
습을 수행하면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표로써 
활용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데이터 획득 센서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와 
BCG의 심박수(HR) 데이터를 선형회귀분석한 결과 
R2=0.959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심박수, 호흡율, 박동량, 심박변
이도와 SDNN, RMSSD, PNN50 정보를 계산하여 당뇨
병증을 예측하기 위해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다. ANN 학습모델에서 심박수, 호흡율, 박동량, 심박변
이도의 실시간 정보와 개인특성이 반영되는 연령 ,성별, 
혈압 정보를 사용하면 당뇨 예측 정확도는 99.53%이다.

심탄도센서와 ICT기술이 융합하여 신뢰성 있고 계속
적으로 개인 활력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당뇨 예측 등 예방적 건강관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제한점은 1인용 병원용 베드를 사용하였고, 안
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조건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베드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 생애건강관리 등
의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및 예측하는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당뇨병증에 영향이 있는 BMI 정보를 이용한 당
뇨 예측모델, 심장의 기능 이상 예측모델, 수면장애를 분
석 모델 등의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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