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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경제 과 함께 생활습  변화  한 만 질환  지 적  가하고 다. 그  심뇌혈 질환  사망
원  약 20%  차지하  우리나라  주  사망원 다. 심  상  측정하  검사  심전도검사 , 심  리
듬  전 적  측정하여 평가하  다. 심전도 검사에  가  향  미치  것  전극  착 치 , 간
호사  상  연 한 결과에   정확하게 착한 것  2.6%  나타났다. 라  본 연  러한 문제

 해결하  해 프 젝   강현실 술  사용하여 환  본  Chest X-ray 사진  에 첩시켜 투
시킴  정확한 전극 착 치  쉽게 알 수  시스  개 하 다. 존   측정한 결과  개

한 시스  측정한 결과  비 하 니 2.6cm  차  보 다. 그에  심전도 결과에 도 V1, V2, V3 치
에  에 띄  파형  차 가 었다. 본 시스  정확하게 측정  심전도  료진들  환 리  상적 
사결정에 크게 도움   것 다.

주제어 : 강현실, 심전도 측정 치, 료 상전 시스 , 심전도 측정시스 , 엑스 , 프 젝

Abstract Chronic diseases are increasing nowadays as daily habits changed due to economic growth. Among chronic
diseases, heart cerebrovascular disease is one of the major causes of death in South Korea that accounts for 
approximately 20% of mortality. Tests to measure anomaly of the heart is ECG tests, which measures and 
analyzes the electrical heart activity. Any mistakes in lead attachment location critically affects ECG testings, 
and statistical facts showed that only 2.8% of the nurses properly located leads to patients. As a solution,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based on a projection-based augmented reality technology to generate X-ray images to 
the patient’s chest to point out exact attachment locations of ECG leads. Evaluation comparison results showed 
a 2.6 cm difference between the conventional system and the proposed system. ECG test results also showed 
significant signal differences between the systems in leads V1, V2, and V3. The ECG measured accurately by 
the proposed system would help greatly in patient management and clinical decisions of clin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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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환경이 좋아지면서 우리의 식생

활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 왔다. 과거 채식 주의 식사에

서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육식 주의 서구식 식사를 하게

됨에 따라 생활습 병인 암, 당뇨, 고 압, 심장병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에서 심뇌 질환은

2012년 사망원인 2, 3 로 체 사망 원인의 19.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1], 단일 질환

으로서 뇌 질환은 사망 원인 1 이다.

심장의 이상을 측정하는 간편하고 기본이 되는 검사

는 심 도(Electrocardiogram; ECG) 측정이다. 심 도는

신체 각 부 에서 심근수축 시 심근세포의 탈분극과 재

분극에 의해 일어나는 작은 기 흥분상태를 증폭시켜

서 기록하는 것으로[2,3] 심장의 기 인 활동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 심 도 검사는 심장의 부정맥(비정상

리듬)을 확인하는데 가장 효율 인 방법이며[4], 다른

방법보다 측정이 간단하고 비침습 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 심 도 검사를 통해 흉통, 심근경

색, 심낭염 등의 심장질환 진단이 가능하다[5,6].

극 부착 치의 요성에 하여는 AACN(American

Association of Critical-care Nurses)에서 “정확한 진단

을 내리기 해 극을 정확한 치에부착하는 것”이 필

수 이라고 부정맥 모니터링 지침[7]과 ST분 모니터

링 지침[8]에 명시하 으며, 극의 잘못된 치 선정으

로 인하여 잘못된 심 도를 얻은 연구가 있었다[9,10].

심 도 측정 시 정확한 치에 극을 부착하는 것은

정확한 심 도 측정을 해 선행되어야 할 요소이다. 그

러나 [11]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분의 간호사들

이 정확한 치에 극을 부착하지 못하 다. 이는 측정

지식이 부족해서 극을 정확한 치에 부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 도 측정 시 극부착 치가 겉으로 드

러나 보이지 않는 가슴 를 기 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환자의 가슴 를 확인하기 해 손으로 만져서 가

늠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이는 환자에게 거부감을 수

있어 간호사들은 일반 으로 경험과 으로 극을

부착하게 된다.

우리나라 환자실 간호사들의 심 도 찰 련 지

식에 한 연구 극 부착 치에 한 연구[11]에서도

체 156명의 상자 RA(Right Arm), LA(Left Arm),

LL(Left Leg)와 흉부유도에 한 V1 치 등 4곳의 극

부착 치를 모두 정확하게 표시한 상자는 2.6%이었

고, 흉부유도 V1을 제외한나머지 RA, LA, LL 극의 부

착 치를 모두 정확하게 표시한 상자는 7.7%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체 상자의 97.4%인 152명의 간호사는

네 개 극 하나 이상을 바르지 않은 치에 표시하

다. 그 에서 흉부유도인 V1의 극 치를 찾는 연구에

서는 19.9%의 간호사들이 정확하게 표시하 으나, 정확

한 치에 가깝게 표시한 간호사는 27.6%, 다른 곳

에 표시한 간호사는 42.9%이었고, 아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9.6%나 되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측정된 심 도는 정확한

진단과 환자 리에 매우 요하게 작용하지만 부정확하

게 측정된 심 도는 부정맥과 같은 치명 인 병리 상

황을 심 도 상에 나타나지 않게 하거나, 실제로는 발생

하지 않은 병리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여 수도 있다

[12,13]. 이로 인해 꼭 필요한 치료가 제때 시행되지 못하

거나 불필요한 치료가 시행될 수도 있게 하는 부정 인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로

젝션 기반의 증강 실 기술을 사용하여 환자의 Chest

X-ray 사진을 흉부에 첩시켜 투 시킴으로써 정확한

극 부착 치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하 다. 서론

에 이어 2장에서는 련연구로써 심 도검사, 증강 실

에 하여 기술하고, 3장에서는 시스템설계 구 , 4장

에서는 결과 고찰,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기술하

다.

2.  연

2.1 심전도

심 도 검사는 피부에 극을 붙이면 기 인 흥분

이 심장에서부터 피부로 달되며, 심장의 기 활동

을 기록한다. 표 심 도는 심장의 기 인 활동을 12

곳에서 기록하는 12유도(12-lead) 체계이다. 심 도의 12

유도는 심장을 수직 으로나 수평 으로 12개의 측면에

서 찰하는 것으로 6개의 사지유도(심장을 면에서 수

직 으로 바라 )와 6개의 흉부유도(수평선상에서 심장

을 바라 )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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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유도는 3개의 양극유도(lead I, II, III)와 3개의 단

극 유도(AVR, AVL, AVF)로 구성되어 있다. 양극유도는

사지의 2개의 극을 이용해서 차를 측정함으로써

심장의 기 인 압의 흐름을 측정하는 것이다. 단극

유도는 각 사지에 붙인 양극의 와 심을 음극이라

보고 차를 기록하는 것이다. 표 양극 사지유도는 I,

II, III라고 부른다[14].

흉부유도(V1, V2, V3, V4, V5, V6)는 심장을 잘 바라

볼 수 있는 좌측 방의 6곳에서 측정한 것으로, 이 단극

유도는 가슴에 붙인 6개의 양극과 3개의 표 사지 유도

의 평균 를 나타내는 심 음극 사이의 를 비교

하는 것이다. 삼각형의 기 심의 극과 흉벽에 장

착한 극 사이의 차를 나타낸 것을 흉부 유도

(Chest leads)라고 한다. 이때 흉벽에 부착하는 극은

흉벽 좌흉벽에서 심장의 왼쪽을 둘러싸듯이 6개를 장

착하고 각각 V1~V6로 나타낸다.

표 극사지 유도법과 증폭 단극사지 유도법은 수

직면에서의 심기 력 변화를 찰하는 반면에, 흉부 유

도법은 수평면에서의 심기 력 변화를 찰할 수 있다.

흉부 유도의 극은 [Fig. 1][15]과 같은 치에 정확하게

부착[14]하며 그 치는 아래와 같다.

[Fig. 1] Diagram of Positioning of the 6 chest leads

① V1: Right parasternal’s 4th intercostal

② V2: Left parasternal’s 4th intercostal

③ V3: The center dot between V2 and V4 on the Breastwork

④ V4: 5th intercostal on the mid clavicular line

⑤ V5: Anterior axillary line at V4 height

⑥ V6: Mid axillary line at V4 height

2.2 강현실

증강 실이란, 사용자가 직 으로 보는 실 세계

에 가상의 세계를 결합하는 기술로 가상 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이며 이와 련된 시장 아이템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6]. 실 세계에 원래부

터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법으로, “증 ”,

“확 ”라는 의미의 증강(Augmentation)이라는 단어와

실제 실(Reality)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

어이다[17,18,19,20].

증강 실시스템 모니터 기반 증강 실시스템은 가

장 기본 인 형태로서 모니터와 카메라를 연결하여 콘텐

츠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는 시스템에 한 몰입도가 높

지 않고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한다는 단 이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Smartphone), 아이패드(ipad)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Device)의 도입으로 활용분야가 넓어지

고 있다[21]. QR(Quick Response) 코드 등에 의한 마커

기반(Marker base) 증강 실의 경우는 카메라를 통해 스

캔(Scan)하여 콘텐츠를 입체 으로 볼 수 있다는 장 을

갖고 있으나 마커 배열이 회 할 경우 마커 배열ID를 오

인식하는 단 이 있다[22,23,24]. 특히 스마트폰의 화

로 스마트폰이 연계된 Marker base AR 시스템이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다[25]. 모니터 기반 증강 실 시스템은

실 세계를 카메라로 이미지를 획득한 후, 상을 처리

하여 실 세계와 가상 이미지의 합성된 정보를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한, 모니터기반증강 실 시스템보다 조 더발

된 형태의 HMD(Head-Mounted Display)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찰자의 앞에 직 상을 제시하여 데스크탑

는 스마트폰의 모니터 보다 찰자의 몰입을 증 시킨

다.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 는 HMD기반의 증강 실은

사용자의 주변 시야를 차단하게 되고 제한된 공간에서만

출력되는 이미지에 집 시키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체를

구속한다는 단 이 있다. 반면, 차세 증강 실 분야로

주목 받고있는공간증강 실(Spatial Augmented Reality)

은 사용자가 별도의 모니터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

용자의 으로 증강 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정 공간

에 상을 출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본 인 시스템은

모니터 기반 증강 실 시스템과 유사 하지만, 스크린에

국한되어 출력된 가상 정보를 실제 환경에 직 제공한

다는 에서 다르다[2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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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증강 실의 한 종류인 로젝션 기반 증강 실

(Projection-based Augmented Reality)은 로젝터를 사

용하여 모니터 기반의 증강 실 시스템 기술이 가지고

있던 공간상 제약과 단 을 극복한 기술이다. 3차원 객체

에서 가상의 정보를 경험할 수 있어 완 한 몰입과 실제

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해

로젝션 기반 증강 실은 원래 상의 범 에서 벗어나

는 값을 보정하는 상 보정 기술과 상 객체를 인식하

고 그 에 가상 정보를 투 하는 추 투 기술, 상

호작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을 사용한다[29].

의료분야에서는 이동성과 정확성이 강조되고 있고, 모

니터화면만을 응시하며 진료 처치를 할 수없어 모니

터 화면을 벗어나 실 세계의 객체에 직 비된 상

을 비추는 로젝션 기반 증강 실 기술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시스  계  현

3.1 측정

정확한 심 도 측정을 하기 해서는 정확한 극의

치를 찾아 부착하는 것이 요하다. 의료기 에서 심

도의 측정방법은 일반 으로 환자를 침상에 눕 안정

을 시킨 후 의 2.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환자의 사지

와 흉부에 극을 붙여서 측정한다. 그러나 측정자의 개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서 극 부착 치가 조 씩

다르며, 이는 측정결과에도 지 한 향을 미친다.

극의 부착 치를 정확하게 찾아내기 해 본 연구

에서는 환자마다 체형, 키, 몸무게 등이다르다는 에 착

안하여 환자 자신의 X-ray이미지( 극의 부착 치를 사

에 이미지에 표시)를 환자의 흉부에 첩시켜 보여주

는 로젝션 기반 증강 실 기술을 사용하 다. 이 시스

템은 극이 부착되는 치를 시각화함으로써 이 의 방

법 보다 쉽고,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극 부착 치를 찾

아내도록 하 다.

3.2 시스  계  개

설계된 시스템의 흐름도는 [Fig. 2]와 같다. 먼 심

도를 측정하기 해 진료실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

심 도를 측정할 환자가 검사실에 도착하게 되면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에서 심 도 처방을

확인하고 수를 한다. 환자 수와 동시에 OCS

DB(Database)를 조회하여 환자의 Chest X-ray 처방이

있는지확인한다. 처방이있을경우해당하는날짜의X-ray

사진을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s System)

로부터 이미지를 요청하여 수 PC로 DICOM(Digital

Imaging and Communications in Medicine) 형식으로 다

운로드 한다.

만약 환자의 Chest X-ray 처방이 없을 경우 기존의

방식 로 측정을 하되 오류를 이기 해 숙련되고 자

격을 갖춘 측정자가 측정하도록 한다.

측정하기 해 침 에 워있는 환자에게 PACS 서버

로 부터 다운받은 이미지를 로젝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흉부에 증강 실의 형태로 첩시킨다. 측정자는 겹쳐진

이미지를 확인하고 심 도 센서를 부착시킨다. 만약 환

자가 로젝션된 이미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

존의 방식 로 측정을 진행한다. 증강 실을 이용한 심

도 측정 는 기존의 방식 로 심 도 측정이 완료되

면 결과를 OCS로 송하고 검사를 종료하게 된다.

[Fig. 2] Flow Chart of ECG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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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마다 성별, 체형, 키, 몸무게 등에 따른 치차이

를 해결하기 해 빔 로젝터의 , , 치 변경 등

의 기능을 활용하 다. 한 극 부착 시 빔 로젝터가

비춰지는 을 고려하여 내부 조명이 자동으로 조 어

두워지도록 설정하고, 시각화되어 보이는 X-ray 사진

로 미리 시스템에서 계산되어진 흉부유도의 치를 V1

부터 V6까지 붉은색 과 숫자로 보여 다. 간호사는 흉

부유도의 부착 치를 확인하며 극을 부착시키고 심

도 검사를 진행한다. PC는 검사실 내에 치하고 있고,

HIS 서버는 병원내에 치하며 이들 간에는 통신망을 통

해 상 데이터를 교환한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심 도 극 부착을 한 시스템의 체 구성도

이다.

[Fig. 3] System diagram of accurate electrocardiogram

measurement

[Fig. 4] Diagram of accurate electrocardiogram 

measurement using augmented reality

[Fig. 4]는 환자의 X-ray 사진에 극 부착 치를 표

시한 사진을 빔 로젝터를 통하여 환자의 실제 흉부와

겹쳐보이도록 투 한 장면이다.

4.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 개발한 심 도 측정시스템을 구 하기

하여 임의로 꾸며진 진료실 천장에 로젝터를 설치하

다. 로젝터는 환자가 워있는 가슴을 향하여 상

이 비춰지도록 아래 방향으로 고정하 다. 그리고 로

젝터로 X-ray 이미지를 출력하기 해 수 컴퓨터와

로젝터를 연결하 다.

환자의 심 도 측정 시 기존의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해 기존의 방법 로 측정한

후 심 도 극이 부착된 치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표시된 란색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 다. 그 후 새롭게

제안한 방법 로 환자의 X-ray 이미지를 실물과 첩시

킨 후 극을 부착하여 심 도 검사를 하 다. 측정이 완

료되면 극을 떼고 그 치에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표

시된 빨간색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인 후 기존의 방법과

서로 비교하여 보았다. 개발된 시스템으로 측정한 치

의 앙지 으로부터 기존의 방법 로 측정한 치의

앙 지 까지의 거리를 오차범 (Error Range)로 보았으

며 cm로 나타내었다.

심 도 련 경험이 풍부한 종합병원 환자실 근무

경력이 15년차인 간호사가 실험에 참여하 고, 실험

상자는 총 3명으로 모두 남성이었으며, 병원에서 심장과

련된 질환에 한 진단을 받은 이 없는 사람을 상

으로 하 다.

4.1 제안시스  적용 전과 후  측정 치 

차  비

[Fig. 5]는 기존의 방법 로 심 도를 측정하는 간호

사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심 도 극 부착 치를

찾은 경우로, 실제 매일 부착하여 검사하는 치에 극

을 부착한 모습이다. 즉, 심 도 측정 시 가슴 를 직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여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으로

가슴의 치를 보고 부착한 경우이다. [Fig. 6]은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극을 부착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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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측정 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해 기존 방식의

치에는 란색 동그라미 스티커, 제안한 방식의 치

에는 빨간색 동그라미 스티커를 부착[Fig. 7] 하 으며,

그 차이를 Error Range로 표시하 다.

[Fig. 5] Picture of the conventional application 

of the electrode mounting position

[Fig. 6] Picture of the application of the electrode

mounting position of the proposed system

[Fig. 7] Picture of the positional deviation differences

between the conventional application 

and the proposed application

<Table 1>은개발한 시스템의 용 과 후의 측정

치 차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즉, 개발시스템을 사용하

여 부착한 극의 심 치로 부터 기존의 방법 로 측

정한 극의 심 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cm

로 나타낸 것이다. 총 3회의 각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측

정을 하 으며 얻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수치비교 결과 V1 치의 경우 정확한 치(제안한

시스템의 치)로부터 평균 3.1cm 떨어져 있었고, V2는

평균 2.5cm, V3는 평균 3.1cm, V4는 평균 2.7cm, V5는

평균 2.3cm, V6는 평균 1.9cm 떨어져 있었다. 흉부유도

인 경우 6개의 치를 비교한결과 평균 2.6cm 떨어져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lectrode position

of chest leads

after
average

Ⓐ Ⓑ Ⓒ

V1 3.4 2.9 3.1 3.1

V2 2.3 2.5 2.6 2.5

V3 3.0 3.3 2.9 3.1

V4 2.7 2.6 2.7 2.7

V5 2.4 2.1 2.3 2.3

V6 1.9 2.1 1.6 1.9

average 2.6 2.6 2.5 2.6

<Table 1> Distance between the conventional 

system’s leads and the proposed 

system’s leads

4.2 제안 시스  적용 전과 후  심전도 차

비

개발한 시스템의 용 과 후의 심 도를 비교하

다. [Fig. 8]은 제안 시스템의 용 (Ⓐ), 후(Ⓑ)의 심

도를 치별로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극의 치별로 일정한 형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

이지만V1, V2, V3의 치에서 에 띄는 변화가 보 다.

제안 시스템의 용 후의 심 도에서 형의 높낮이가

용 보다 더욱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환

자 개개인의 x-ray 이미지를 환자의 흉부에 첩시켜서

정확한 치에 극을 부착시킴으로써 심장의 신호를 더

정확하게 측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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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본 논문에서는 로젝션 기반 증강 실 기술을 활용

하여심 도를 측정할 때 정확한 치를 찾을 수 있는시

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 다. 심 도 측정은 간단하게

구나 할 수 있지만 선행되어야 할 제조건은 정확한

치에 극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으로

보이지 않는 흉부의 치를 이론 으로 알고 있고, 매

일 부착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치에 극을 부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병원

에 구축되어 있는 OCS, EMR, PACS를 이용하여 환자의

X-ray 이미지를 검색하고, 이미지를 로젝션 기반 증강

실 기술에 이용하 다. 즉, 환자의 흉부에 X-ray 이미

지를 첩되게 투 하여, 환자 피부에 가려 보이지 않는

환자의 흉부 가 보이도록 함으로써 간호사가 신속정확

하게 극을 부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

다.

병원에 측정시스템을 구축하 고, 그 안에서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극을 부착하고 결과를 비교한 결

과 제안한 시스템의 용 과 후는 극 치의 차이와,

심 도 결과에 있어서 차이를 보 다. 흉부유도 치에

따른 극 치의 차이는 6곳의 치 모두 , 후 차이를

보 으며 평균 2.6cm의 차이를 보 다. 그에 따른 심 도

결과에서도 V1, V2, V3에서 에 띄는 형의 차이가 있

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용하여 정확

한 극부착 치를 찾음으로써 기존 방법 보다 더 정확

한 심 도 검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기존 병원의 시스템을 최 한 활용하여 환자들에게

잘못된 측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보기술에 기반

을 둔 과학 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 다.

이를 사용함으로써 의료진도 부정확한 심 도 검사로 인

한 오진 미세한 심장의 리듬도 확인해야 할 증의 심

장질환자에 한 모니터링 등에 한 심리 부담을 낮

춰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심

도 결과에 한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실험자의 수

가 3명으로 은 이 연구의 한계 으로 남는다.

Before Ⓐ After Ⓑ

[Fig. 8] Comparison of the results sheets of the electrocardiogram measurement between the 

conventional system and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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