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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랫폼을 이용한 통합형 유헬스 어 시스템 설계하여 개인의 건강 리 서비스를 

한 시스템을 제안하 다. 통합형 생체 계측 시스템은 심 도, 산소포화도, 압, 호흡, 체온 등 모듈을 통하여 생체 신호를 

계측하고 신호처리된 생체 정보를 무선 통신모듈을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랫폼 게이트웨이로 송한다. 송

된 생체 데이터는 모바일 시스템에서 건강상태를 감시하거나 유헬스 어 서버로 송하도로 설계하 다. 생체신호 감시 시스

템을 구 함으로서 측정되어진 생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호자의 이동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장 을 보 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개인 건강 리  응 환자 감시 시스템을 한 유헬스 어 시스템 발 에 도

움이 되리라 본다.

Abstract

 In this paper, using the Android-based mobile platform designed and integrated U-healthcare systems for personal 

health care system is proposed. Integrated Biometric systems, electrocardiogram (ECG), oxygen saturation, blood pressure, 

respiration, body temperature, such as measuring vital signs throughout the module and signal processing biometric 

information through wireless communication module based on the Android mobile platform is transmitted to the gateway. 

Biometric data transmitted from a mobile health monitoring system, or transmitted to the server of U-healthcare was 

designed. By implementing vital signs monitoring system has been measured in vivo by monitoring data to determine 

current health status of caregivers had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guarantee mobility respectively. This system is 

designed as personal health management and monitoring system for emergency patients will be helpful in the development 

looks U-healthcare system .

Keywords : U-Healthcare, Biosignal, Android, Mobile Gateway

Ⅰ. 서  론

인구의 고령화와 국민의 소득증 에 따라 건강 리

형태의 다양한 변화에 복지향상이 맞물려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보건의료서비스인 유헬스 어

에 한 심이 차 으로 증 되어 가고 있다. 유헬

스 어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의료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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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장소에서 일반인, 환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용자

의 건강상태 체크와 건강 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해 네트워크와 연계한 시스템이다. 유헬스 어 

시스템은 주로 체온, 압, 당, 심 도, 심박수, 산소

포화도 등 주로 생체 상을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체크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1～2].

유헬스 어 시스템을 통하여 보건의료는 병원 심의 

진료에서 생활과 진료공간을 자연스  결합시키면서 일

상속에서 보편 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즉 병원 심

에서 시민 심으로 의료 환경변화를 진시키고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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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단 치료 사후 리의 모든 과정을 균형 으로 발

시킬 것으로 망 된다[3～4]. 

유비쿼터스 시 의 요구에 부응하고 생체신호를 획

득하기 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다

양한 사용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모듈 개발 요구가 많으

며 새로운 신상품으로써의 무선 생체신호 획득 모듈을 

용한 시스템 모듈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연구개발과 련된 기술 인 검토와 생체신호 획득

에 련된 하드웨어 즉, 송수신 모듈과 사용할 목 에 

맞는 하드웨어 인 시스템 구축과 기반 시설 등을 연구 

검토하고 련 소 트웨어를 연구 분석하여 개인  독

거노인 U-Life 랫폼에 용할 시스템 인터페이스 모

듈을 개발 하 다.  

본 논문에서는 무선 생체신호계측 시스템과 안드로

이드 기반의 모바일 랫폼을 이용한 게이트웨이를 설

계하여 개인 건강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헬스 시스

템 구 을 하고자 한다.

 제안한 개인 건강 리 서비스를 하여 통합형 생

체신호 계측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랫

폼을 이용하여 게이트웨이를 설계하 다. 통합형 생체

신호 계측 시스템은 심 도, 산소 포화도, 압, 호흡 등

의 계측 기술을 바탕으로 구 하 으며 무선 송수신 

로토콜을 이용하여 송하 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

반 게이트웨이로 수신된 데이터 통신 로토콜을 분석

하여 웨이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를 디스 이 하도

록 하고 압  시스템 라미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다. 

이와 같이 모바일 랫폼의 생체신호 계측  모바일 

랫폼을 이용한 게이트웨이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개인건강 리  다양한 U-Life 분야에 용가능 하도

록 하 다. 

Ⅱ. 원격 생체신호 감시 시스템 

제안한 U-Healthcare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각종 생

체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생체 신호로는 심 도

(맥박),  산소포화도, 호흡, 압, 체온 등을 원격으

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제안한 

생체신호 계측  안드로이드 기반의 게이트웨이로 구

성된 유 헬스 어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구 한 생체신호 측정 모듈의 구성은 센

그림 1. 유핼스캐어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Structure of U-Healthcare System. 

싱부에서 측정된 생체신호는 잡음제거  증폭부에서 

생체신호를 처리 가능한 신호형태를 생성한다. 증폭된 

생체신호는 ADC를 거쳐 헬스 신호처리부에서 건강지

수로 산출되며 산출된 건강지수는 블루투스를 통해 안

드로이 기반의 게이트웨이로 송된다. 송된 신호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랫폼을 통해 유헬스 어 

정보 리 서버로 송된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게이트웨이의 모니터에는 

수신된 생체신호 데이터에 한 웨이  는 숫자로 표

시된다. 

1. 생체신호 계측 시스템 

가. 심전도 모듈

심장은 수축할 때마다 미량의 활동 류를 내보낸다. 

이런 심장박동에 따라 발생하는 기  변화를 심 계

를 이용하여 곡선으로 신체표면에서 기록하는 것이 심

도이다. 이 심 도검사는 심장활동에 한 많은 정보

를  수 있으므로 심장의 기능을 알아보는데 필수

인 검사이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구 한 ECG 블록

도이다. 

심 도 검출을 해 슨 앙 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림 2. 심 도 모듈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E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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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의 극  세 개는 각각 같은 값을 갖는 항을 

통해 공통 (node)에 속되어 있다. 슨 앙단자

인 이 의 압은 각 극 압의 평균치가 된다.

특정리드의 부하효과를 최소로 하기 해 어도 5M

Ω 이상이어야 한다. 좀 더 실제 인방법은 각 극과 

등가 항사이에 버퍼 압 로워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앙 과 LA간의 신호를 VL, 앙 과 RA간의신호

를 VR, 앙 과 왼쪽발사이의 신호를 VF라 한다. 이 

들 각 리드에 해 앙 과 사지 극 사이의 회로가 

항 R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찰하고자하

는 신호의 진폭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를 변형하여 앙

단자와 측정 인 사지사이의 속을 제거한 것이 증가

리드이다. 이 게 함으로써 리드벡터의 방향에는 아무

런 향을 주지 않으면서 신호의 진폭을 50% 이상 증

가시키게 된다. 유헬스캐어 측정모듈에 내장할 심 도 

측정 모듈에서는 3-채  ECG를 측정한다. 

측정 맥박수는 신호처리부를 통해 검출된 ECG 신호

에서 구할 수 있다. 원리는 ECG 신호가 미리 설정한 

값보다 큰 값이 들어오면 타이머가 동작하며 다시 큰 

값이 들어 올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한다. 맥박수는 1분

에 뛰는 심박동수를 의미하므로 타이머가 동작되는 시

간이 0.5 라 가정하고 1분에는 1 : 0.5 = X : 60 이라는 

비례식에 넣어 보면 X = 120이 된다.

나. 혈중 산소 포화 농도 (SpO2) 

산소포화도는 헤모 로빈 에 어느 정도가 산화헤

모 로빈으로 있는가 하는 것을 % 값으로 표시한 것이

다. 따라서 산소포화도(S)는 

 헤모글빈농도
산화헤모글로빈농도

×

로 해서 구한다. 동맥 에서는 어느 부 에서도 차이가 

없고 그 값이 95%이상이 정상값이다. 정맥 은 부 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산소소비량이 큰 조직을 흘러온 정맥

 일수록 산소포화도는 낮다. 측정 알고리즘은 설명한 

바와 같이 헤모 로빈은 산소를 취해 산화헤모 로빈으

로 되면 선홍색이 되고, 환원이 되면 다시 암 색으로 바

는 상을 이용한다. 빛의 장이 같은 주 수 스펙트

럼에서 흡수되는 상을 이용하여 외선과 색 의 흡

수도 차이를 활용하기 때문에 원으로서 외선과 색

이 함께 이용된다. 그림 3은 신소포화도 측정용 로

그림 3. 산소 포화도 측정 

Fig. 3. Oxygen saturation measurements.

의 원과 연결 노드를 나타내었다. 

압은 심장 상태를 나타내 주는 좋은 생리  변

수이다. 이러한 압측정은 험스러운 고 압 증상을 

미리 경고해 으로써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구할 수 있

게 한다. 일상 인 임상 검사에서 압계에 의해 비

인 방법으로 압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 방법은 어떤 기  값까지 무작 로 상승시킨 후 

조 씩 압력을 이면서 단계 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자처럼 상승시킨 후 압력을 이는 방법을 연산 으

로 계산하여 일순간 계단 와 같이 인 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은 후자가 자보다는 빠르다. 

그리고 최소치 압값을 측정한 후 압축시간을 결정한 

후에 직  최고치 압값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자 두 방법에서 생기는 Dead Time이 존재하

지 않으며 한 그 측정 시간 한 다(약 40  이내). 

한 측정 시 환자에 움직임에 의한 측정 오차 시, 자동

으로 자에 방법으로 환되므로 다른 측정방식보다는 

측정시간이 단히 은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라. 호흡

호흡을 측정하는 방법은 임피던스 뉴모 그래 인 피

검자의 흉부에서의 교류임피던스가 호흡에 따라 변한다

는 성질을 이용한 측정방법이다. 인간이 호흡을 함에 따

라 폐에 공기가 출입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폐의 임피

던스가 변하는 것을 이용하여 인체의 호흡운동을 나타

낸 것이다. 호흡수 측정 모듈은 인체로부터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한 신호 검출부 검출된 신호를 증폭하는 증

폭부와 증폭된 신호를 필터링  정형하는 신호처리부 

처리된 신호를 송하기 한 송부로 구성되어 있다. 

2. 통신 프로토콜 

생체신호 계측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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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간의 통신 로토콜은 MSB를 헤더(Header) 와 

데이터의 구분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실질 으

로 7 Bit 통신을 사용하는 로토콜을 사용하 다.

통신 규격

- RS-232C, 19200 bps, 8 bit, 1 stop bit, No parity

패킷 구성

 -. 1 Packet = 3 Byte 

 -. Packet structures 

    1hhhhhhh-0dddddd-0dddddddd

 -. header 는 7 bit, data 는 2 개의 7 bit 총 14 bit 

를 갖는다.

표 1은 송수신 로토콜 분석을 한 각 패킷구성을 

나타낸 것이며 표 2는 데이터 비트의 해석을 한 구성 

그리고 의미를 정리하 다. 

웨이  데이터는 의 범 는 0～1023로 하 으며 빈

종류 해더 데이터(사용 비트)

ECG Wave 20H 0000uuuuuuuuuu (10)

SpO2 Wave 21H 0000uuuuuuuuuu (10)

RESP Wave 22H 0000uuuuuuuuuu (10)

HR 30H 0000dddddddddd (10)

SpO2 38H 0000dddddddddd (10)

RESP 3AH 0000dddddddddd (10)

TEMP 3CH 0iiidddddddddd (3+10)

(N)IBP MEAN 40H niiidddddddddd (1+3+10)

(N)IBP DIASTOLIC 41H niiidddddddddd (1+3+10)

(N)IBP SYSTOLIC 42H niiidddddddddd (1+3+10)

표 1. 로토콜 분석 테이블

Table 1. Protocol analysis table.

데이터 형식 의   미 데이터 범위

b(boolen) 1 bit data

ddddddd (data) 7 bit data

dddddddddd(data) 10 bit signed data -512 ~ +511

uuuuuuuuuu(data) 10 bit unsigned data  0 ~ 1023

www(wave) 3 bit data

iii(id) 3 bit data

n(ibp/nibp) 
1: invasive

0: non-invasive

표 2. 데이터 비트 해석

Table 2. Data bit analysis.  

도수는 120Hz로 설정하 다. 그리고 ECG 웨이  데이

터의 수 표 은 (Wave-512)/100 mV로 SpO2와 RESP 

웨이 의 단  없고 512 기 으로 +/- 변 를 가지고 

정수로 표 하 다. 를 들어 ECG Wave의 값이 512

이면 0 mV가 되고 ECG 웨이 의 값이 12는 -5mV가 

된다. 원격 압계측을 한 제어모드는 다음과 같다. 해

더 값을 [46H]로 하여 압계를 제어하 다. 여기서 데

이터 값이 00H일 때는 멈추고, 01H 일 때는 시작과 멈

춤울 반복하도록 하고 02H는 시작하도록 하 다. 

Ⅲ. 유헬스케어 시스템 구현 및 실험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 하는 유헬스 어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4와 같이 통합형 생체계측 시스템과 안드

로이드 기반스마트 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이트웨이로 

구성하 다.

생체계측 시스템에서는 심 도와 호흡 모듈, 산소 포

화도 모듈, 압 모듈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로 구성하

다. 안드로이드 기반 게이트웨이 에서는 수신 로토

콜을 통하여 해더부와 데이터로 나 다. 분석된 해더와 

데이터를 그래픽모드에서 웨이 와 숫자 데이터를 디스 

이 하도록 한다.  

그림 4. 유헬스 어 시스템의 구

Fig. 4. Implement of U-healthcare System. 

1. 통합형 생체 계측 시스템 

원격으로 생체신호를 감시하고자 구 한 시스템은 

그림 5와같이 메인보드와 각 센서모듈로 구성하 다.

생체계측 센서 모듈로는 심 도와 호흡 모듈, 산소 

포화도 모듈 그리고 압 모듈로 구성하 으며 메인보

드는 생체 신호처리 부분으로 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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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통합형 생체계측 시스템 구성도

Fig. 5. Integrated biomedical instrumentation system   

configuration.

생체신호를 화면 표시 장치로 보내어 표시하는 기능, 

생체신호로 부터 얻어지는 결과의 험 여부를 사용자

에게 알려주는 알람 기능, 사용자가 각종 모니터링의 

알람 수치를 조정하거나,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목 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능, 무선 데이터 송 부분

으로 구성하 다.

2.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게이트웨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신된 데이

터를 다음 그림과 같이 블루투수를 이용하여 무선 생체 

시스템으로부터 송된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된 데이

터는 서를 통해 헤더와 데이터로 분석한다. 분석된 

데이터를 그래픽 유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디스 이

하고 압은 원격 제어되도록 하 다. 한 블루투수로 

그림 6. 제안한 게이트웨이 순서도

Fig. 6. The proposed gateway flowchart. 

그림 7. 안드로이드 클래스 다이어그램[1] 

Fig. 7. Android class Diagram[1].

그림 8. 안드로이드 클래스 다이어그램[2]

Fig. 8. Android class Diagram[2].

수신된 데이터는 무선 WiFi/3G망을 통하여 원격 서버

로 송하게 된다. 생체신호 계측 모듈로부터 계측  

분석된 수치데이터는 3바이트의 로토콜을 이용하여 

생체계측 시스템과 스마트 폰  탭으로 송한다. 수

신된 3바이트의 로토콜을 분석하여 디스 이 하고 

압  각 라미터를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

하 다. 한 수신된 원 데이터는 유헬스 어 서버로 

송하여 실시간으로 클라이언트로 송하도록 구 하

다. 그림 6은 안드로이드기반의 모바일 랫폼을 이

용한 게이트웨이의 로그램 순서도이다.

제안한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랫폼에서 데이터 

송수신 로그램 개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그림 7과 

8은 제안한 알고리즘에 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그림 9, 10은 제안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랫

폼을 이용한 게이트웨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이다. .그

림 9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로토콜 분석을 통하여 각 

생체 신호의 데이터를 텍스트 모드로 출력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림 10은 수신된 데이터를 로토콜 분석 후 

그래픽 모드에서 웨이 와 숫자 데이터를 출력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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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안드로이드 기반 생체 데이터 (텍스트 모드) 

Fig. 9. Android-based biomedical data (text mode).

그림 10. 안드로이드기반 수신 데이터 디스 이

Fig. 10. Android-based display incoming data.

이다.

제안한 시스템의 실험결과 무선생체 계측 데이터를 

블루투스모듈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랫폼을 이

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제어 한 가능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렛폼을 

이용한 통합형 유헬스 어 시스템 제안하여 개인의 건

강 리 서비스를 한 시스템을 제안하 다. 

무선통신모듈인 불루투스를 이용하여 측정한 생체신

호를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랫폼 게이트웨이로 

송하여 개인 건강 리 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

고 통합형 생체신호 계측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생체

신호를 계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다.

생체신호 감시 시스템을 구 함으로서 측정되어진 

생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보호자의 이동성을 보장 할 수 있는 장

을 보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형 유헬스 측정 시스템과 안

드로이드 랫폼을 연동하여 원격 개인 건강 리 서비

스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 하 다.

이는 유비쿼터스 사회구 에 일조  지속  지능  

원격 유 헬스 어로 인한 생활의 변화에 향을 주며 환

자의 의료서비스에 한 비용 감 행정의 효율성 임상연

구의 용이성  근성 향상을 한 유 헬스 의료 정보 

서비스 시스템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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