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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mart Device의 성능은 기존 Embedded System과는 비교가 무의미할 만큼 성장하 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외부의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해서는 아직 Smart Device의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한 방안으로 신호의 처리와 리는 풍부한 자원을 가진 서버에서 수행하고 스마트 

기기는 신호 달  처리 결과 수신의 제한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Cloud System이 필요하며 

덧붙여, 시스템을 다양한 계측 분야에서 유연하게 활용하기 해 여러 종류의 신호들을 다양하게 

처리해  수 있는 Cloud Cluster와 이를 리해  Platform의 구축이 이 져야한다.
 본 연구는 그 에서도 실시간성을 요하는 모델을 고려하여 Real Time Cloud System Platform의 

구축을 한 기반연구로서, Smart Device와 Senser 간의 Interoperability에 을 두고 Proto Type의 

구 과 몇몇 세부 쟁 에 한 실험  연구 분석 결과를 포함한다.        

 

1. 서론

 스마트폰의 속한 확장으로 는 1인 1 PC 시 에서 

1인 1 Smart Device 시 로 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Smart Device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를 들

자면 U-Health 분야가 될 수 있다.
 U-Health 분야는 사회 고령화와 개인의 건강에 한 심

의 증 로 속히 성장한 분야이다. 여기에 이동 단말을 

이용한 생체신호 모니터링에 한 부분은 이미 수년 부

터 연구가 논의 되어왔다.[1] 해당 분야에서는  장소

에 구애 받지 않으며, 신뢰도, 다양한 기능, 사용하기 쉽고 

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구 된 기술의 용이 

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2]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이 

Cloud Computing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하드웨어로 

Application을 달하는 것과 서버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소 트웨어를 통틀어서 일컫는 기술이다.[3] 이로 

인해 모바일 단말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 은 

Resource의 확장이다. 본 연구에서의 수행을 통해 다시 언

되겠지만 모바일 단말의 Resource는 여 히 한정 이다. 
Realtime  Signal Processing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하나의 Signal이 아닌 Multi Signal이라면 추가 으

로 고려해야 될 이슈가 발생한다. 개별 Signal에 한 분

석을 하는 Cloud 들을 엮어주고 리해  Platform이 필요

해 지는 것이다. Virtual Machine(VM)을 통해 Cloud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허가되지 않은 근을 막고 련 API를 

제공하는 Layer를 가진 Platform의 존재가 필요하다. [4]

 이와 련된 연구로는 Electrocardiogram(ECG)를 이용하여 

Cardiovascular Disease(CVD)를 감지하기 한Smartphone-
based Platform 모델 개발[5] 이나 Smart device를 이용한 

Remote monitoring system 개발[6]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실시간 시스템으로서 Smart device와 Sensor 사이에서 

Device가 실제  어느 수 의 성능을 보여주는 가에 한 

결과는 찾지 못하 다.
 하여, 본 연구에서는 Real Time Cloud System Platform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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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체제 OS  Android 4.1

프로세서 CPU
 nVidia 

Quad-Core Tegra3메모리 메인  1GB

Display Chip Set
 NVidia Geforce 

12-core
저장장치 내부저장공간  16GB

통신 무선LAN 규격  802.11 b/g/n
블루투스  블루투스3.0

파워 배터리  (4325 mAh)
I/O PORT USB  USB x 1 

에 한 기반연구로서 Smart Device와 Senser사이의 

Interoperability를 확보하는 것에 을 맞추어 우선 으로 

연구 환경을 개발하고 해당 환경에서 Interoperability를 높

이기 한 세부 쟁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

를 통해 Cloud System으로 정보를 넘기기 이  개기 역

할을 수행할 Smart Device가 체 시스템에서 수행할 역할

에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환경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비는 크게 3가지이며 실험에 사용

할 Signal은 Photoplethysmography(PPG) Signal 이다.  기기

는 신호를 측정할 개발보드와 해당 신호를 받아서 재 송

할 Smart Device, Server 역할을 하는 PC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개발보드에서 Smart Device로의 송은 Bluetooth 
Protocol을 사용하고 Smart Device에서 Server로의 송은 

TCP, 반 의 경우는 HTTP를 이용하 다. 
 기기  사용한 Smart Device의 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Smart Device 사양]

3. 시스템 설계  구 .

 상호 운용성에 한 연구에 앞서 해당 연구를 수행할 기

반 환경의 구축이 필요했다. 체 인 기능은 아래그림

[Fig.2]와 같은 흐름으로 수행된다.

[Fig.2 로토 타입 요약]

 실험에서는 생체신호  비교  단순하고 주기 인 신호

인 PPG Signal을 사용하 으며, 실험 요소는 어 리 이션

의 데이터 핸들링 방식에 따른 송률  효율에 한 비

교와 Sampling Rate에 따른 송률  효율에 한 비교 

분석으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세부 로세스는 아래 그림 Fig.3 과 같다. 

[Fig.3 Process Diagram]

  재 모델은 Sensor와 Smart Device 간의 Interoperability 
를 분석하기 한 모델이므로 Smart Device에서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로 구 하 다. 

 3.1 Smart Device Application 구
Smart Device Application 내부에서의 로세스를 보면 

UI를 다루는 Main Thread, Sensor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

는 Bluetooth Thread,, Server로 데이터를 송하는 TCP 
Thread, 웹에 게시된 데이터를 받아오는 Loader Thread로 

구성이 되어 있다. Main Thread는 GraphView Library를 

이용하여 입력된 데이터를 그래 로 보여 다.

[Fig.4 Smart Device 데이터 수신 화면]

입력된 Raw Data의 처리는 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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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Thread에서 처리가 되며 처리된 데이터는 

역변수로 선언된 버퍼들의 집합을 가지고 있는 Data
Buffer 클래스에 장한다. 여기에 장된 데이터에 모든 

Thread가 근 가능하여 해당 Thread의 기능을 수행한다.
 TCP Thread는 서버로의 데이터 송을 담당한다. 특정 

주기별로 묶어진 DataBuffer의 값들을 해당 주기마다 TCP
를 이용해 지정된 Server로 송한다.

 3.1 Server Application구
 Server Application은 QT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구 되었으며 Smart Device Application에서 송된 

처리된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장하고 그래 로 

출력한다. 그리고 이를  APM_SETUP 로그램을 

이용하여 웹에 게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ig.4 Server 데이터 수신 화면]

4. 실험 결과  분석 

   4-1 Data Handling 방식 비교. 

 핸들링 방식은1) Main Thread에서의 처리와 Bluetooth 
Thread에서의 처리 비교. 2) 단순 송과 어 리 이션 내 

처리 후 송 비교,  로 구성되어 진다.

    4-1.1) Data Handling 방식에 따른 차이

  Main Thread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와 Bluetooth 
Thread에서 처리하는 경우 각각의 차이에 한 비교이다.
Main Thread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Bluetooth Thread에서 받

은 데이터를 Handler Class를 이용하여 Main Thread로 넘

긴 후 처리하는 방식이고 아래와 같은 로세스를 따른다.

 [Fig.4 Main Thread 에서의 처리]

 Bluetooth Thread에서 처리하는 경우는 Bluetooth Thread에
서 받은 데이터를 static으로 선언된 buffer들을 포함하는 

DataBuffer Class에 장 시킨 후, Main Thread에서 일정 

시간 단 로 해당 Class에 근하여 출력화면을 Update하
는 방식이며 아래 그림과 같은 로세스를 가진다. 

 [Fig.4 Bluetooth Thread 에서의 처리]

송률의 측정은 블루투스 스택의 Buffer로 인해 정확한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Read 할 때에 Start bit를 먼  

읽어서 체크 한 뒤에 버퍼의 모든 데이터를 읽어 들여서 

한 개의 데이터만 받고 나머지 데이터는 버리는 방식으로 

버퍼의 효과를 무시하고 측정하 다. 실제 버퍼의 효과를 

그 로 두는 경우는 98%이상의 송률을 기록하다 시간

이 지나면 데이터가 비정상 으로 들어오다가 로그램이 

에러를 발생하며 종료되는 상을 보 다. 두 방식에 따른 

실험 결과는 아래 그래 를 표 된다.

[Fig.5 Thread에 따른 결과 비교]

 그래 는 Sampling Rate[Hz]을 X축, Transmission Rate[%]
를 Y축으로 되어있다. 실험결과 Main Thread에서 데이터

를 처리하는 방식은 Handler를 통한 메시지 달의 지연으

로 인해 성능 하가 에 띈다. Bluetooth Thread에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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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의 경우 100Hz의 Sampling Rate에서 

97.02%의 송률을 보 으나, Main Thread로 데이터를 보

내서 처리하는 경우 77.23%의 송률을 보여 19.79%의 데

이터가 추가 으로 손실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Main Thread는 UI를 비롯한 체 인 흐

름만을 리하고 세부 인 데이터 처리는 데이터를 받아

들이는 Thread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 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4-1.2) Smart Device의 기능에 따른 수행 차이.
 본 실험에서는 4-1.2)에서 실험한 Bluetooth Thread에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방식을 이용하 으며 비교군은 

Smart Device에서 Graph와 Raw Data의 출력 여부에 따

라 비교하 다. 아래는 실험 결과이다. 그래 는 X축이 

Sampling Rate[Hz], Y축이 Transmission Rate[%] 이다.

[Fig.5 기능 수행에 따른 결과 비교]

실험결과 기능 수행 여부에 따른 수행의 차이는 모든 

Sampling Rate에 해 다소 높아지긴 하 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단된다. 모든 결과를 표시하는 경우

에서 100Hz에서만 충분한 Transmission Rate를 보 는데 

출력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Hz에서 97.02%에서 98.44%로 

2% 미만의 성능 향상만을 보 으며 200Hz 부터의 격한 

송률 하향에 해서 의미 있는 성능향상을 보여주지 

못하 기 때문이다. 
 결과 으로 그래 를 출력하고 데이터값을 표기하는 

것은 시스템에 큰 부하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다만 

소폭이더라도 송률을 최 화시키기 해서는 부가 인 

기능 없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를 다시 서버로 

송시키는 제한 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 이다 라는 결론을 제시 할 수 있다.

5.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클라우드 시스템 랫폼에서의  

Smart Device의 역할에 해 제시 할 수 있다. 그래 와 

데이터를 모니터링 하는 기능은 큰 성능 하는 가져오지 

않지만 최 효율을 해선 기능제한을 고려할 순 있으며 

실시간성을 보장하기 해선 코드최 화가 필수 이다. 안
드로이드 OS의 실시간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수행은 스 쥴

링 방식 등에 의해 비효율 이며 실시간 시스템을 구 하

기 해선 추가 이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7]는 연구에

서도   이를 기반으로 Smart Device에서의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여 Server에서 그래 를 분석하는 형태의 Cloud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후속과제가 될 것이다. 
덧붙여 100Hz이상의 Signal을 95%이상의 Transmission 
Rate로 송하기 한 구  방안에 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IT융합 

고 인력과정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NIPA-2013-H0401-13-1006).
 본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 신인력양성사

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2011-05- -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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