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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u-헬스 중심으로 건강 건강관리를 위해 수많은 PHD(Personal Healthcare Device)가

개발, 상용화 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기(PHD)들은 각각의 자체적인 프로토콜을 사

용하여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기기간의 상호호환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ISO와 IEEE에서는 표준화 프로토콜 IEEE11073-20601을 제정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표준 프로토콜 ISO/IEEE11073-20601을 이용하여, ECG(Electrocardiogram) 신호를 수

신한 데이터를 Android OS 기반 태블릿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1. 서론

현대 사회는 개인 건강관리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u-

헬스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서비

스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질병예방 등의 역할

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헬스 중심으로 건강관

리를 위한 수많은 PHD가 개발 및 상용화 되고 실생활에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PHD는 표준화된 프로토

콜을 사용하지 않아 타 기기간의 통신에 있어 재사용성의

어려움이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하여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과 생활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다양한 센서와

블루투스(Bluetooth®)를 지원한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한

건강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개발, 상용화 되고 있다.

ISO와 IEEE에서 제정한 표준화 프로토콜

ISO/IEEE11073-20601을 기반하여, ECG 데이터를 수신한

결과를 태블릿에서 보여준다.

2. 관련연구

ISO/IEEE11073 PHD는 ISO/IEEE11073-20601

Optimized Exchange Protocol에서 통신 프로토콜을 정의

하고 있다. 이 프로토콜을 기반하여 표 1과 같이 각 기기

별 프로토콜을 구성하였다.

표 1. 기기별 프로토콜

PHD 표준 번호

산소포화도 11073-10404

혈압계 11073-10407

체온계 11073-10408

체중계 11073-10415

체성분분석기 11073-10420

혈당계 11073-10417

그 외 ECG와 같은 여러 PHD에 관한 프로토콜이 만들

어 지고 있다. 표준은 OSI 7 layer의 5-7 계층의 프로토

콜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 국제 비영리산업 연합에서는

Bluetooth, USB 등의 프로파일을 정의하고 있다

3. Manager 어플리케이션 설계

그림 1은 ISO/IEEE 11073 PHD의 Manager State

Machine으로서 Manager와 Agent간의 통신에 중요한 요

소이다. Manager와 Agent는 Disconnected 상태에서 연결

이 이루어 지며 연결이 확인되면 Unassociated 상태가 된

다. 이 상태에서 Agent는 건강정보신호를 Manager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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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SO/IEEE 11073 PHD Manager State Machine

Agent Device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assocReq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Manager는 Device의 정보를 확인하고

assocRsp 메세지를 전송한다. 기존의 Device의 정보가 있

을 경우 Operation 상태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우

Configuration 상태가 된다. Configuration 상태에서

Agent는 Manager에게 측정된 건강정보의 attribute 정보

를 전달한 후, Operation 상태가 된다. 측정된 건강정보신

호는 Agent가 Manager에게 dataReporting 메시지를 전송

하게 되며, Manager는 Agent에게 언제든지 attribute를

요청할 수 있는 Get MDS request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

다. 전송할 건강정보가 없을 경우, Agent는 assocRsp 메

시지를 전송해 Disassociationg 상태가 된다.

ISO/IEEE 11073-20601에 기반하여 Anodroid OS 기반

으로 설계하였다.

4. 구현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와 같이 ECG 신호를 수신하여 데

이터를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화면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화면 왼쪽 레이아웃에는 통신상

태, 오른쪽 레이아웃에는 수신한 데이터를 표현하였다.

그림 2. ECG데이터 수신 구현

ECG Law-data의 분석을 통한 심박동수(Heart rate)를

추출할 수 있다.

6. 결론 및 향후계획

본 논문에서는 ISO/IEEE11073-20601 프로토콜 기반으

로 ECG 신호를 태블릿(GalaxyTab 10.1)에서 수신하여 데

이터를 보여주었다. 태블릿 뿐만 아니라 Android OS 기반

의 스마트폰에서도 내장이 가능하다. 표준으로 정의된 프

로토콜을 사용하였으므로 표준화된 Agent(PHD)만 있다

면, 블루투스가 가능한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건강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 프로토콜 기반의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은

건강정보측정 기기로 어디에서든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현재 구현은 ECG 신호만 수신을 하지만, 향후 다양한

건강정보(호흡, 온도 등)를 수신하여 사용자에게

Waveform 등의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러한 값들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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