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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의료기기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IT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다양한 의료기기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 발생하는 파형을 디지털화 시킴으로써 컴퓨터 등과 같은 기기를 통하여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파형의 포맷 규격을 정형화 함
으로써 HL7 이나 DICOM 과 같이 상호 호환성,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특히 ECG, EEG 등과 같은 파
형들은 개개인의 건강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ISO/TS 11073-92001 
규격으로 제정된 MFER (Medical waveform description Format Encoding Rules)를 기반으로 바이오 레이
더 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 모듈에 관하여 기술한다. 

 

                                                           
본 연구는 2008년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사업(10030006)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서론 

최근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
양한 바이오 센서 및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생체신호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바이오 레이더는 
무선을 이용하여 비접촉 방식으로 심박 및 호흡 신호
를 측정할 수 있어, 향후 u-헬스케어의 핵심 기술 중
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으며, 최근 관련 연구가 전세
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또한 다양한 의료
기기, 건강측정기기들이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의료 
파형을 디지털화 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접촉 방식의 바이오 레이더 신호

를 저장하기 위한 규격으로 MFER 에 관하여 기술한
다. 제 2 장에서는 생체신호 저장과 관련된 연구를 기
술하며, 제 3 장에서는 원격 바이오 레이더 신호를 위
한 MFER 의 규격을 분석, 구현에 관하여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관하여 기술한다. 

 
2. 관련연구 

2.1 MFER [2] 
MFER (Medical waveform description Format Encoding 

Rules)은 일본의 의료기기업체인 Nihon Kohden 사에서 
ECG, EEG 등과 같은 의료용 파형을 저장하기 위해 
개발된 것을 ISO 국제 표준안으로 제출한 규격이다.  

MFER 은 다른 의료용 저장형식에 비해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로 간단하고 쉽게 구현이 가능하여 의료용 임

베디드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며 둘째로 HL7, 
DICOM, ISO/IEEE11073 과 같은 표준 등과 상호 보완
관계로 파형이외의 정보를 저장 가능하게 한다. 마지
막으로 MFER 은 컴퓨터, 의료기기 등과 같은 기계뿐
만 아니라 인간이 판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따
라서 MFER 내의 텍스트 정보는 사람이 읽을 수 있
다. 
 
2.2 OpenECG [4] 

OpenECG 는 ECG 신호를 상호 호환성 유지를 위해 
유럽에서 제안된 오픈 규격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SCP-ECG(Standard Communications Protocol for 
Computer-Assisted Electrocardiography)는 유럽 규격인 
EN1064:2005 로  ECG 데이터 압축 및 저장, 통신에 
사용되는 표준이다 
 
3. 원격 바이오 레이더 신호용 MFER 

3.1 MFER 코딩 법칙 
MFER 의 기본 코딩 법칙은 Tag-Length-Value 형식

을 따른다. Tag(T)는 데이터 값의 속성을 나타내며, 
Length(L)는 데이터의 길이, Value(V)는 Tag(T)의 실제 
데이터 값을 나타낸다.  
 

 

(그림 1) MFER 기본 코딩형식 

MFER 규격의 인코딩 구조는 (그림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각 프레임의 헤더와 데이터 구조에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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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헤더는 Tag-Length-Value 형식을 따른다. Tag-
Length-Value 형식을 따르는 대표적인 포맷으로 TIFF 
(Tagged Image File Format)가 있다. 
 

 

(그림 2) MFER 인코딩 구조 [3] 

이러한 MFER 파일의 구조는 구현이 쉽고 임베디
드하기 쉽다. 특히 DICOM, HL7 등의 표준과 상호 보
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Tag 를 추
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함이 특징이다. 
 
3.2 원격 바이오 레이더 신호를 위한 MFER 
원격 바이오 레이더 센서는 무선으로 호흡과 심박

을 측정하여 DxR (Daily Any Recorder)와 같은 데이터 
수집장치에 전송하게 된다. 원격 바이오 레이더 센서
에서 전송되는 신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그림 3) MFER 파일 생성 처리도 
 
원격 바이오 레이더에서는 호흡과 심박의 파형 데

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하게 되고 수신측에서
는 전송된 파형을 MFER 인코더를 통하여 저장하게 
된다. MFER 규격으로 저장하기 위해 빅엔디언 방식
으로 설정하고 기본 샘플링은 1KHz 단위로 저장하고 
16-bits 데이터로 저장한다. 호흡과 심박 데이터를 저
장하기 위해 데이터 블록의 크기는 1, 그리고 2 개의 
채널을 사용하게 된다. 각각의 채널 특성을 Tag-
Length-Value 형식에 맞게 저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제 측정된 데이터를 마지막에 데이터 길이와 함께 
16-bits 데이터로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MFER 헤더는 실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MFER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MFER 규격의 파일 저장시 프리엠블, 엔디언 정보, 
샘플링 정보, 데이터 블록 크기, 채널 수, 시퀀스의 
수, 파형의 종류, 채널의 속성 정의, 실제 파형 데이
터는 필수적으로 저장되어야 할 필드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MFER 인코더를 재귀호출을 사용하

지 않고 구현하여 지속적인 바이오 레이더 신호를 저
장할 수 있다. 특히 바이오 레이더의 경우 원격으로 
심박과 호흡을 측정하여 파형을 지속적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량이 일반적으로 크다. 
특히 개발된 MFER 생성모듈의 경우 다양한 운영

체제 및 의료용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단
일 호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개발자들이 쉽게 프
로그래밍 할 수 있다.  
다음 (그림 4)는 개발된 MFER 파일 생성 모듈을 

통해 생성된 파일과 파형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개발된 MFER 모듈의 생성 파형 

4. 결론  

MFER 표준은 다양한 의료기기 간의 파형 데이터
를 저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저장 형식이다. 특히 
Tag-Length-Value 타입의 구조로 확장성 및 구현이 쉬
우며 의료용 임베디드 시스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도플러 레이더 방식의 
원격 바이오 레이더 센서의 파형 데이터를 MFER 규
격을 이용하여 저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
였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단일 생체신호 뿐 만 아니
라 다양한 복합생체신호를 저장할 수 있는 MFER 규
격의 확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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