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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lectrocardiogram(ECG) and heart rates are essential for diagnosing heart disease. However, conventional
portable ECG devices are possible to only measure heart rates or have limitations in how and where they are
measured.
In this paper, a portable ECG system in which ECG waveforms and heart rates are displayed on smartphone
screens is developed. A smartphone is used as display equipment instead of a computer screen for continuous
monitoring. The developed ECG system filters and amplifies detected analog ECG signals. Next, it converts the
amplified analog ECG signals into digital signals, then transmits to the smartphone via Bluetooth communication.
This ECG system can display and store biomedical signals on a smartphone through the application. As a result, the
waveform and heart rates of the developed portable ECG system has been confirmed to be similar to those of existing
medical devices.
Key Words : ECG , Heart-rate, Portable, Bluetooth, Smartphone

년간 감소하고 있으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6].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
나 병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눈에 들어나지 않으면 병원
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심장 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율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용화
된 심전도 파형이 측정되는 ECG(Electorocardiogram) 기기들
은 고가이고 기기를 설정하는 과정과 측정방법이 복잡하
며 측정하는 장소에 제약이 있다[7]. 한편, 무선랜을 이용
하거나, 또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심전도계가 구현되기
도 하였다[8,9]. 구현된 제품들은 휴대성이 좋고 측정방법
이 간단하지만 심전도 파형을 모니터링 하기위해서는 장
소의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
하기 위하여 휴대가 용이하고 측정 방법이 간단하며 심
전도파형과 심박수를 스마트폰에 전송하여 생체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심전도계를 개발한다.
심전도는 심근세포의 탈분극과 재분극으로 생기는 세

1. 서 론

1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생체정보를 간편하게 측정하는 개인건강기기와
측정된 정보를 전송하고 수집하는 연구 및 개발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1-3]. 그 중 스마트워치의 시장 점유
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박수 만으로 건강상
태를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한다[4,5]. 통계청의 사
망원인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망원인 중 첫째
가 암, 둘째가 심장질환, 세째가 뇌혈관 질환으로 조사되
었고 10세의 아동에서부터 59세의 장년까지의 사망원인
3~4위를 차지 할 만큼 사망원인 순위에서도 항상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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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막의 전위차에 의해 발생하며, 심장 박동의 한 주기 동
안 나타나는 PQRST파형을 측정한다. 심방 탈분극시 나타
나는 P파는 기저선으로부터 상향이며 약간 둥근 모양을
보이며, 심실 탈분극에 의한 QRS군은 순간 뛰었다 내려
오는 파형이고 심실 재분극을 나타내는 T파는 QRS군의
끝점에서 시작된 진폭 5mm이하의 파형을 나타낸다. QRS
군은 심장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신호이다[10].
본 논문에서의 심전도 측정은 표준 12 유도 법 중 오른손
목과 왼손목의 전위차를 통해 심전도를 유도하고 왼발목
에 접지전극을 연결하여 측정하는 표준 사지유도법을 사
용하였다.

2.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Fig. 1은 설계된 심전도계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본 논문
에서 구현한 심전도계는 크게 생체신호 증폭과 잡음 필
터링을 위한 아날로그 회로부와 신호를 스마트폰에 전송
하기 위한 디지털 회로부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전원공
급을 위한 전원부로 구성된다.

리고 전원 잡음 등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9]. 잡음이 제거
된 올바른 심전도 파형을 측정하고 낮은 생체전위를 증
폭하기 위해 Fig. 2와 같은 아날로그 계측 회로를 설계하
였다.
계측증폭기는 동상모드 제거비와 전압이득을 위해 차
동증폭기로 구성하고 수mV의 생체신호를 계측증폭기의
2번째 단의 OP-AMP를 이용하여 51배 증폭한다. 60Hz 대
역의 전원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상태변수 대역저지필터
를 사용하고 0.05~ 150Hz의 생체신호를 제외한 잡음을 제
거하기 위해 고역통과 필터와 저역통과 필터를 사용하여
잡음이 제거된 신호를 20배 증폭하여 전체 이득을 1020으
로 증폭한다.

2.2 디지털 회로 설계
디지털 회로부의 결선은 Fig. 3과 같다. 아날로그 회로로
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저전력형 마이크로컨트롤러인
ATmega-2561을 사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 후 블루투스
모듈인 FB155BC를 통해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변환된 심
전도 신호를 스마트폰에 전송한다.

Fig. 3. Digital Circuit for Processing ECG Signals.
Fig. 1. Block Diagram of the Designed ECG System.

2.1 아날로그 회로 설계

2.3 전원부 설계

피부 표면의 생체신호는 몇 mV 정도로 낮은 활동 전위
를 갖고 심전도는 0.05~150Hz의 주파수 대역을 갖는 생체
신호이다[11]. 또한, 심전도 신호는 호흡과 근육의 잡음 그

Fig. 4는 전원부의 결선을 나타낸다. ECG 아날로그 회로
와 블루투스 모듈은 3.3V를 사용하고 ATmega-2561는 5V의
전원이 필요하므로 레귤레이터 LM7805와 LM1117을 사용
하여 정전원을 시스템에 인가하고 충전이 가능한3.7V리
튬폴리머 배터리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7.4V의 전압원을

Fig. 2. Circuit Diagram for ECG Measurement.

Fig. 4. Power Circuit for Analog and Digital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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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또한 Micro-5pin 단자로 5V의 전압 공급이 가능
하므로 배터리 방전시에도 충전기와 Micro-5pin케이블을
이용하여 심전도계를 사용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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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은 ATmega-2561의 ADC 단자로 전송된 아날로그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코드와 변환된 데이터를 스마트폰
으로 전송하기 위해 블루투스 모듈인 FB155BC와의
USART통신을 하는 코드이다. A/D변환을 위한 ADCSRA의
ADEN과 ADSC 그리고 ADFR을 1로 설정함으로써 첫번째
A/D변환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변환 동작을 수행한다.
USART통신에서는 8비트의 데이터와 하나의 스톱비트를
사용하였고 전송 속도는 9600bps로 설정하였다.

3.2 어플리케이션

Fig. 5. Software Flow Chart.

어플리케이션은 Java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용 어플리
케이션으로 제작하였다. 블루투스를 통해 전송되는 심전
도 데이터를 정수형으로 변환하고 좌표 간격을 변수로
선언하여 다양한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 맞춰 연속적인
심전도 파형을 관찰하기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데이터
값이 점으로 표현될 경우 눈으로 자신의 심전도 그래프
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BarGraph클래스를 통해 점과
점을 선으로 이어주어 파형을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하였
다. Fig. 7에서는 점으로 표현된 데이터와 BarGraph클래스를
이용하여 표현된 데이터의 디스플레이 방식을 비교한다.

Fig. 5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
기 위한 순서도이다. 아날로그 신호가 전송되면 A/D변환
후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블루투스 모듈
과 USART통신을 한다. 블루투스 모듈과 페어링 된 스마
트폰이 데이터를 수신하면 사용자가 심전도 파형과 심박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다. 화면이
꽉 차면 이미지 형태로 심전도 파형을 저장하여 추후 자
신의 심전도 파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1 ADC
…
float Measuring(void)
{
ADCSRA = 0b11101010;
while((ADCSRA & 0b00010000) != 0b00010000);
ADC_Buff = ADCL+ADCH*256;
_delay_us(10);
ADMUX = 0b00010011;
}
…
unsigned char PutChar0 (unsigned char c)
{
while(!(UCSR0A & 0x20));
UDR0 = c;
return 0;
}
…

Fig. 7(a). Data Expressed in Dots Only.
Fig. 7(b). Data Expressed using BarGraph Class.
Fig. 8은 연속적인 심전도 파형을 관찰하기 위해 스마트
폰의 화면이 채워져 디스플레이 할 공간이 없을 경우 가
장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디스플레
이 하기위한 코드이다.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될 공간이
없다면 화면에 심전도 파형이 수 초 동안 기록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화면을 캡쳐하여 이미지로 저장한다.
또한 심박수의 측정 및 디스플레이를 위해 측정 시작
후 60초간의 심박수 데이터는 10초간 전송된 데이터 중 R
파형을 검출 후 수에 6을 곱하여 심박수를 디스플레이 하
며 60초 이후 데이터는 R파형의 카운트 값을 표기한다.

Fig. 6. ECG Measurement and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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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te[] readBuf = (byte[]) msg.obj;
String readMessage =
new String(BytesTrans.bytes2Integer(readBuf, msg.arg1)+"");
{
try
{
tempData = Integer.parseInt(readMessage.trim());
if(m_nECGCount+1 < m_nECGMaxCount)
{
ECGValueArray[m_nECGCount] = tempData / 3;
m_nECGCount++;
}
else {
if(m_nECGCount2 == 0)
{
for(int i=0; i<2; i++)
{
ECGValueArray[i] = 0;
}
}
ECGValueArray[m_nECGCount2] = tempData / 3;
m_nECGCount2++;
if(m_nECGCount2+1 == m_nECGMaxCount)
{
m_nECGCount2 = 0;
}
}
barGraph.setData("ECG data", ECGValueArray,
m_nECGCount);
tempData = 0;
}
catch(Exception e) {
}
…

Fig. 10은 제작된 심전도계의 출력 화면으로 심방 탈분
극시 나타나는 P파와 심실의 탈분극을 나타내는 QRS군
그리고 심실 탈분극시 나타나는 T파가 잘 디스플레이됨
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ECG and Heart-rate Displayed on the Smartphone.
Fig. 11로부터 오실로스코프의 심전도 파형과 스마트폰
으로 전송된 심전도파형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 폰으로 데이터가 정확히 전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 Applications for Smooth ECG Data Processing.

4. 제작 및 측정결과 비교검증
앞의 2.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으로부터 제작된PCB회
로를 Fig. 9에 나타낸다. 크기는 75*40mm이고 중량은 배터
리를 포함하여 76g으로 휴대하기 용이하도록 소형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심전도 집게전극 및 생체 센서패드를
양 손목과 왼쪽 발목에 위치시킴으로써 심전도 파형 및
심박수를 얻을 수 있다.

Fig. 9. Prototype of ECG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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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CG Waveform Measured with an Oscilloscope.

Fig. 12. ECG and Heart-rate Measurement using Dinamik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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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는 휴메디사의 의료용 생체신호 측정기인
Dinamika-p를 이용하여 심전도 파형과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Dinamika-p와 본 논문에서 제작된 심전도계를
이용하여 심박수를 측정한 결과 측정시작 후 60초간의
심박수는 5% 내외의 오차가 있었으나 60초 이후의 심박
수는 의료기기의 측정결과와 크게 차이가 없었고, PQRST
파형이 기존 의료용 기기의 심전도 파형과 다르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제작된 심전도계는 측정된 심전도 파형 및 심박수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화면상에 정확히 출력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 무겁고 측정이 복잡한 심전도계와
심전도파형을 디스플레이 할 수 없던 개인건강기기의 문
제점과 크기 및 가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크기
가 75*45mm이고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가 76g으로 소형화
하였다. 그리고 화면 캡쳐 기능을 통해 심전도 파형과 심
박수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진료를 할 때 보다 정확한 진
단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만약 설계 및 구현된 심
전도계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료서비스가 가
능해지고 심장 질환을 예방 및 진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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