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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헬스 어를 한 분산형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제안  설계하 다.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생체

신호를 지그비 모듈에서 게이트웨이로 이 게이트웨이에서 데이터베이스 간의 원활한 정보 교환을 한 로토콜 변환 알고리

즘을 설계  구 하 다. 분산형 게이트웨이 시스템은 생체 신호 획득센서, 지그비 모듈, 분산형 게이트웨이 그리고 데이터베

이스로 구성되며 생체센서에 감지되면 지그비 모듈을 통해 게이트웨이로 송된다. 분산형 게이트웨이에서는 송받는 데이터

를 분석하여, 환자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센서 네트워크, 분산형 게이트웨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 하여 시뮬 이션을 통하여 검증하 으며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 다. 제안한 방

법의 시스템은 향 후 독거노인 활동량 분석, 방범 시스템, 홈 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distributed gateway for ubiquitous healthcare system. We also designed and implemented 

protocol conversion and processing algorithms to exchange a seamless information, the bio signals between the databases 

and the receiving devices from ZigBee to gateway and from the gateway to database and network. The distributed 

gateway system consists of the bio signal acquisition, ZigBee modules, distributed databases, and gateways. The bio 

signals detected by the ZigBee module are sent to the gateway. The distributed gateway analyzes the data being 

transferred, sends those to the receiving devices, and lets the authorized personnel access. The proposed system can be 

utiliz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activity analysis for the elderly, security systems, home network service, and so on.

Keywords : U-Healthcare, Gateway, Zigbee, Biosignal 

Ⅰ. 서  론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원하

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시 으로 네트워크에 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 하기 해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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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장소에 부착된. 다양한 형태의 센서 장치들을 통

해서 수집한 정보는 물론 상황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무선 센서 네트워크 기술이 우선 으로 

요구된다. 이는 물류 보안, 홈오토메이션 생산 자동화 

건물 자동화 등 범 한 응용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노약자나 아동의 보호, 투  군인의 치 악 

화재 진화 에 고립되거나 실종된 소방 의 구출, 의

료 분야 등 개인과 사물의 치인식을 이용하는 응용서

비스들까지 그 응용범 가 매우 넓다[1～2].

헬스 어 서비스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사용자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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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한 피드백을 사용자에게 

달함으로써 사용자의 건강을 지키고 병을 방하는 

것에

가장 큰 목 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무자각 인 유 

헬스 어 시스템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다
[3].

유 헬스 어 시스템은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다양

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는 게이트

웨이 하드웨어 설계  활용방법에 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다양한 연구 하나는 멀티 스마트형 게이

트웨이와 지능형 게이트웨이로 나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센서나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를 

달하기 한 기존의 제안 게이트웨이 시스템으로는 단

일 장치에 한 정보를 단일수신 장치에 송하기 한 

1:1 시스템이 있으며 통합한 하나의 센서정보를 여러 

수신 장치에 보내기 한 인덱스 형태의 자료구조를 지

닌 분산형 시스템들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

템은 다변화되는 센서의 기술과 종류에 따라 확장하거

나 개별 센서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여러 수신장치 등

으로 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며 특히, 분산화된 

정보를 변경하는 것이 시스템 자체에서 허용되지 않거

나 부분 으로 로그램을 재작성하면 변경시킬 수 있

었다[5～6].

이는 분산화된 송, 수신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와 

수신 장치 처리  기 의 리자, 그리고 응용 로그

래머에게 큰 불편함을  수밖에 없고 외부에서 응용하

기 힘든 환경을 제공한다. 이러한 단 을 다  장치와 

수신지를 분산화된 테이블 방식으로 장하고 내부 

로그램에서 근하는 방식을 용하여 여러 센싱 장치

와 수신지에 한 확장이 용이하고 다  장치의 사용자

와 리자를 비롯 담당자들이 근하기 쉬운 방식을 제

안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센

서 네트워크, 분산형 게이트웨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를 구 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재 의료시스템은 이미 건강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

이 직  의료시설에 방문하여 의료진들에게 진료 받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무선에 기

그림 1. 일반 인 유 헬스 어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General U-health care system.

반을 둔 u-Healthcare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구

애받지 않고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u-Healthcare 시스템은 지속 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질병의 후 찰  발병의 조

기 진단이 가능하며 응 상황발생 시 즉각 인 의료서

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센

서 네트워크를 이용한 일반 인 유 헬스 어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1. 센서 네트워크

유헬스 어의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노드의 자율 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여러 환자로부터 수집된 량의 

생체신호는 신속히 분석된 후 근이 용이하고 규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의료기   

보호자에게 신속히 달되어야 한다.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센서노드는 한정된 에 지 자원 제한된 연산처

리 능력 소용량의 메모리 등 최소사양의 하드웨어사양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센서노드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

으로 사용하고 리하기 하여 있는 TinyOS와 같은 

경량 운 체제가 사용된다.

최근 유헬스 어 센서 네트워크는 가정 내의 환자 

치를 악하고 동시에 생체신호 심장 박동, 산소 포화도, 

압 등을 수집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게이트 웨이 

센서 네트워크기의 게이트웨이는 그 요도가 높아

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되고 있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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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능형 게이트웨이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an intelligent gateway.

연구 하나는 멀티 스마트형 게이트웨이와 지능형 게

이트웨이로 나  수 있다
[7]
. 스마트 게이트웨이는 다양

한 산업들이 발 에 필요에 따라 각각의 특성에 맞는 

하드웨어 장비들이 개발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산업들의 

장비들의 통신 방식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경 되는 추

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게

이트웨이 이다. 지능형 게이트웨이는 센서 네트워크로

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DB에 장하여 자체 인 서버 

형태로의 환경과 PAN(Personal Area Network)와 

LAN(Local Area Network)를 융합하여 기존 802.11처

럼 력 IP-USN을 사용하여 센서 네트워크의 인터

넷 망 근이 가능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혹은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상황 정보 인지  응하여 상황 인식

에 따른 엑 에이터에 인공 인 동작 지시를 하기 한 

상황인지 시스템을 구 되고 있다. 그림 2는 지능형 게

이트웨이의 블록도이다. 지능형 게이트웨이는 게이트 

내에 웹서버가 내장되어 있어 장된 정보를 엑세스하

기 해 별도의 응용 로그램  리자 PC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는 인

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게이트웨이 내의 모니

터링 페이지에 속 하여 센서 정보 데이터베이스 

근, 그래   그리드에 의한 실시간 통계치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의 웹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Ⅲ. 제안 분산형 게이트웨이 설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능형 게이트웨이의 장 을 

지니면서도 수집된 데이터를 분산 으로 송신할 수 있

는 분산형 게이트웨이를 제안하 다. 제안한 시스템의 

그림 3. 제안 분산형 시스템의 구조도

Fig. 3. Proposed structure of distributed systems.

체 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시스템의 구성은 첫 단계인 센서 네트워크, 간단계

인 분산형 게이트웨이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데이터베

이스, 웹 응용 클라이언트 응용 그리고 사용자로 구성

된다. 

1.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센서노드들은 주변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환자들로 부터 량의 생체신호를 

수집한다. 이때 각 센서노드들은 지그비와 같은 속통

신 로토콜을 이용하여 통신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 노

드 간 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림 4는 구

된 생체신호 측정을 한 센서노드의 블록 다이어그

램을 나타내었다.

센서노드는 ATmega128L, A/D 컨버터, 시리얼 인터

페이스 UART, ZigBee, RF 트랜시버 CC2420, ECG 

그림 4. 생체신호 측정을 한 노드 블록 다이어그램 

Fig. 4. The block diagram of node for the 

measurement of vital 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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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2, 온도 센서로 구성되며 운 체제는 TinyOS를 사

용하 다. 센서노드가 게이트웨이로 생체신호를 송하

는 차는 다음과 같다. 먼  환자로부터 측정된 아날

로그 신호는 생체센서와 결합되어 있는 A/D 컨버터에 

의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다. 변환된 생체신호는 

19.2Kbps의 통신속도로 시리얼 이블(RS 232c)을 통

하여 지그비 모트(mote)의 UART 인터페이스로 송된

다. 지그비 모트에 도착한 생체신호는 소 트웨어 계층

에서 TinyOS 형식에 따라 일정한 사이즈의 패킷으로 

생성된다. 생성된 패킷은 최종 지그비 RF트랜시버로 이

동하여 게이트웨이로 송된다. 

2. 분산형 게이트 웨이 

그림 5는 의료 정보 시스템의 구성도이며 분산형 게

이트웨이를 통해 센서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된 생체신호

는 미리 정해진 규약에 따라 네트워크로 송되어 분석 

될 뿐 만 아니라 생체신호의 수집시간 정보와 함께 센

서 분산형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분산형 게이트웨이를 구성하는 각 모듈 별 기능은 다

음과 같다. 센서 네트워크로부터 수집된 생체신호  

각종 환경변수 데이터는 센싱 데이터 수집기(Sensing 

Data Receiver) 모듈을 통과 한다. 그 후 센서 데이터 

조작( Sensor Data Handle) 모듈은 수집된 데이터의 종

류에 따라 정보 혹은 순수한 생체신호로 분류한다. 

근규칙(Access Rule) 리자는 센서 장치와 수신 

장치들에 한 정보를 지닌 외부 테이블 계 XML을 

해석하여 수신 장차에 한 인덱스와 센서 장치의 인덱

스를 한꺼번에 테이블 방식의 자료구조로 변환하고 연

정보를 기억하여 활용하기 한 사  동작과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5. 분산형 게이트웨이 구성도 

Fig. 5. Distributed gateway configuration.

근방법(Access Method) 리자는 이러한 외부 테

이블 계 XML에서 지정된 외부 근 장치에 한 상

세정보를 지닌 외부 근 상세 정보 XML을 해석하여 

구체 인 근 방법에 한 리 역할을 수행한다. 특

히 네트워크 근 로토콜에 한 명시와 구체 인 IP 

 포트, 근 정보를 함께 장, 리한다.

외부목표 근(External Target Access) 모듈은 실제 

장치들에게 물리  근하기 한 메서드를 리하고 

실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크게 근 가능한 근정보

와 근하기 한 라이 러리, 함수를 구체 으로 리

하며 로그램 개발 환경에서 제공되는 근 메서드를 

쓰 드로 근 가능하도록 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하드웨어 구성 및 동작설명 

하드웨어구성은 그림 6과 같이 여러 개의 고정노드

와 하나의 게이트웨이로 구성이 된다. 여러 개의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심 도, SpO2, 온도센서로 구성하 으

며 게이트웨이는 일반 컴퓨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자는 필요에 따라 설정이 가능한 정보들은 변경할 

수 있으며 리의 상이되 는 네트워크 노드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설정이 끝나고 옵션들이 결정되

면 데이터 수집모듈은 게이트웨이로 부터 리정보를 

읽어오고 이러한 값들은 데이터 리모듈에 의하여 데이

터베이스에 된다.

분산 환경에서의 센싱 정보 처리를 해서는 센서의 

특성과 목  그리고 리자의 의도에 따라 표 1에서 나

타나는 특정한 방식의 근보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여러 계를 지닌 정

보를 처리하기 한 방법은 여러 가지로 연구되어 질 

그림 6. 제안한 센서 네트워크 환경 

Fig. 6. Proposed sensor network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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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계   

S:Sensor Node

D:Application Node

1:1
하나의 센서 장치와 노드의 정보가 하나의 응용에 

용되는 경우

1:N
하나의 센서 장치와 노드의 정보가 DB와 서버  많

은 응용에 필요한 경우

N:N
여러 센서장치와 노드의 정보가 분산 DB  응용에 

필요한 경우

N:1
여러 센서장치와 노드의 정보가 하나의 DB에 집

되는 경우

표 1. 근방식의 특징  분석

Table 1. Approach an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그림 7. 외부 근 상세 정보

Fig. 7. More information externally accessible.

수 있다. 재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1:1이나 

1:N처럼 단일 센서장치의 처리를 한 방법이며 이는 

향후 증가되어질 센싱 장치와 노드  활용지에 합하

지 않다.

제안한 방법의 특징은 센서 네트워크와 환경의 변환

가 있을 경우에도 로그램을 재 작성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링크 테이블 만을 변경함으로써 쉽게 데이터의 

분산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

다.

표 2는 분산형 게이트웨이의 링크 테이블로 여러 정

보를 수집하는 센서를 센서 ID로 수집된 정보를 보내기 

     센서id

분산id 

심 도 

센서
SpO2 환자ID 가속도

MS-SQL

(병원)
◌ ◌ ◌ ⨯

Oracle

(종합병원)
◌ ◌ ⨯ ⨯

담당의사 ◌ ◌ ◌ ◌
인가된 응용 

로그램 
◌ ⨯ ⨯ ⨯

표 2. 분산형 게이트웨이의 링크 테이블

Table 2. Link table of the distributed gateway.

그림 8. 외부 테이블 계 XML

Fig. 8. XML external table relationships.

한 목 지로써 분산 ID 역으로 분할하여 원하는 센

서와 데이터를 보내고자하는 목 지를 선택하도록 리

하는 테이블이다. 

그림 7은 선택한 링크 테이블을 기반으로 설계된 외

부 데이블 계를 XML로 표 한 것이다. 

표 2의 링크 테이블에 나타난 테이블 링크 정보를 

센서 ID별 연 계로 변환하여 그림 7인 외부 테이블 

계 XML에서 ObjectID 인덱스로 리한다. 이러한 

외부 테이블 계 XML에 한 처리는 센싱정보와 정

보를 송하기 한 상에 한 계를 처리하는 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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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싱정보를 송하기 한 상에 한 세부정보는 

체의 게이트웨이 기능에서 근방법 리자에서 처리

하며 센서정보를 필요한 상에 송하기 한 구체

인 근방법을 외부목표 근 모듈에서 처리한다.

그림 8은 외부 근 상세 정보를 XML로 구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체 인 시스템의 처리시간에 게이트

웨이의 센싱정보에 한 처리시간은 많은 부분을 차지

한다. 이러한 게이트웨이의 센싱정보 처리시간을 세부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센서의 수집을 처리하기 

한 부분과 수집된 센싱정보를 송하기 하여 여러 

센서정보와 센서정보가 필요로 한 상이 될 수 있는 

곳에 한 계정보를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

로 센서정보를 필요로 한 상에 송하는 처리시간이

다. 

각 부분에서 처리시간과 리 인 효율성을 고려하

여 목 지의 정보와 센서에 한 정보가 다 의 계를 

지닌 분산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하 다. 특히 수집 정

보를 한 센서 노드와 센싱 정보를 받아서 처리되어야 

할 상의 기하 수 인 증가에 따라 향을 미칠 것으

로 단된다.

이와 같이 설계한 게이트웨이는 생체 센서 네트워크

에서 수집된 센싱 정보를 분산형 게이트웨이를 이용하

여 링크 테이블의 선택조건에 따라 외부 XML 데이터

에 장되며 이 장된 데이터가 여러 분산 상에서 

수집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 센서 노드와 응용노드

간의 계를 표 1과 같이 작성된 조건에 따라 실험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수집센서들의 확장

과 분산 상의 확장의 리 인 측면에서도 탁월한 것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센서네트워크와 센싱정보의 상인 

시스템과 데이터 수집을 연동할 수 있는 분산형 게이트

웨이를 설계하고 구 된 결과를 제시하 다. 구 된 결

과물로 환자의 ECG, SpO2,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상황

인식 시스템으로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한 분산

형 게이트웨이 상에 생체신호 측정 센서노드로부터 수

집된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 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 게이트웨이에서 센서장치와 

상의 계가 1:1이나 1:N 방법과 비교한 결과 센서정보

와 상에 한 정보가 변경을 해서 게이트웨이 미들

웨어를 재작성하거나 수정해야하는 비용을 일 수 있

었고 체 처리시간에 향을 주는 계정보 처리를 실

세계 계와 동일한 형태의 자료구조로 처리하 으며 

외부 연  정보를 XML로 처리하여 사용자와 응용 로

그래머, 네트워크와 DB 리자에게 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기 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개선되어야할 사항은 분산형 게이

트웨이의 모니터링시스템  미들웨어의 기능고도화 작

업과 보안이다. 센서 정보처리에서는 보안화가 필요하

지만 력과 가벼운 랫폼의 특성으로 실제 용되

기 힘든 부분을 제안한 분산형 게이트웨이에 용함으

로써 향후 상이 되는 곳의 보안성도 함께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산형 게이트웨이의 기능고도화를 통

화여 센서네트워크를 응 으로 리․제어할 수 있는 

연구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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