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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무선센서노드 기반의 헬스 어 모니터링 시스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생체신호의 모니터링을 

한 체 데이터의 달은 무선센서네트워크 내의 데이터 트래픽과 에 지 소모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량의 처리 과정  알고리즘을 통해 ECG신호에서 의미있는 라미터만을 검출하여 송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정상 인 ECG에서 무선센서노드에서 R피크, RR간격을 검출할 수 있는 TinyOS 기반 어 리 이션을 구 하

으며 결과로 dECG, R피크, RR간격, HRV를 그래 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이용하면 ECG신호 체 

데이터가 아닌 주요 정보만을 보냄으로서 에 지 소모, 데이터량을 일 수 있다. 

ABSTRACT

The QRS complex in ECG analysis is possible to obtain much information that is helpful for diagnosing different types of cardiovascular 

disease. This paper presents the preprocessor method to detect R-peak, RR interval, and HRV in wireless sensor node. The derivative of the 

electrocardiogram is efficiency of preprocessing method for resource hungry wireless sensor node with low computation. We have 

implemented R-peak and RR interval detection application based on dECG for wireless sensor node. The sensor node only transfers meaning 

parameter of ECG. Thus, implementation of sensor node can save power, reduce traffic, and eliminate congestion in a W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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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선센서네트워크 기술은 헬스 어, 재난, 농장, 공공

시설물 등의 여러 분야에서 모니터링 는 분석을 한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헬스 어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체신의 모니터링을 한 목

으로 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1]. 무선센서네트워크

를 이용한 헬스 어의 연구 분야는 크게 생체신호 모니

터링, 안정 인 데이터 달 신뢰도 향상, 보안 등의 다

양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4]. 

무선센서네트워크 기술을 목한 헬스 어 시스템

에서 가장 보편 으로 사용하는 생체신호는  ECG 

(Electrocardiogram) 신호로서, 계측이 용이하며 보다 많

은 생체정보를 가지고 있다. ECG신호는 심장을 구성하

는 세포들이 시간에 따라 흥분, 회복할 때 생기는 

변화를 기록한 것으로 P-QRS-T 한 주기  보통 양방향

의 가장 높은 피크를 R 에 해당하며, 이러한 R 는 매 

심박동마다 반복 으로 나타난다. R 간의, 즉 심박 간

격간의 변화를 심박수 변이도라 부르며, RR간격 변이

율 는 HRV(Heart Rate Variability)라 한다. 심 도 신

호에서 R 는 매우 규칙 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 정량 인 수치로 간격을 분석하면 매 박동

시마다 조 씩 달리한다. 

이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를 각각 독립

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자율신경과 련된 다양한 

질환과 증상에 폭 넓게 용할 수 있다. ECG는 심장질

환 뿐만 아니라 HRV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울, 불안과 스트 스 후 증후군, 성격, 과민성 장 증

후군과 자율신경계와의 계에 한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dECG(Derivative of ECG)는 ECG신호를 미분한 것으

로, dECG는 높은 주 수 역인 QRS를 강조시키며 낮

은 주 수 역인 P와 T 를 감소시킨다. 한 베이스라

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신호뿐만 아니라 동잡음 역

시 감쇄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 에 한 미분을 용하 으며 식은 

(1)과 같다. 

                   (1)

은 dECG 신호로서, 그림 1에서 정상 인 ECG 

신호와 dECG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1은 ECG신호와 dECG신호를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1의 (a),(b)에서의 QRS-complex를 비교하면 dECG

의 경우 P 와 T , 동잡음이 감쇄되며 (a)에서의 R 의 

경우 (b)에서는 왼쪽 최고 에서 오른쪽 최  사이 

역의 제로 을 지나게 된다. 이를 통해 R 를 검출할 수 

있는 역이 선택된다.[5]  

(a)

(b)

그림 1. (a) 정상 ECG, (b)dECG
Fig.1 (a) ECG of normal subject, (b)dECG

본 연구에서는 HRV 검출을 해, 무선센서노드 기반

의 dECG를 이용한 경량 처리 과정을 구 하여 R피크 

검출 알고리즘을 구 하 다. 실시간 QRS-complex를 

검출하기 해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이는 

제한  자원을 가지는 무선센서노드에 용하기에는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QRS를 검출하

는 알고리즘  Pan-Tompkins 알고리즘은 여타 웨이블

릿, 보다 경량화 된 알고리즘이나 처리과정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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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소모한다[6]. 본 연구에서는 dECG를 이용하여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자원 소모율을 으며, 한 

필요한 계산량을 다. 체과정에 소모된 무선센서

노드의의 자원을 비교하며 성공 인 RR간격, dECG, 

HRV 그래 를 결과로 나타내었다.

Ⅱ.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는 무선센서노드에서 ECG 신호를 

dECG 변환하며 dECG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R피크를 

검출 하 고 이를 실험하기 해 그림 2와 같이 실험을 

수행 하 다. 실험에 사용된 ECG 데이터는 MIT-BIH 

데이터 베이스 100 코드를 사용하 다. 그림 2는 본 

실험을 구해 구성된 시스템도이다. ECG를 생성하는 

PC는 R피크와 RR간격을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구 된 무선센서노드로 데이터를 시리얼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달한다. 수신된 ECG 데이터는 무선센서노

드를 통해 dECG로 변환되며 R피크, RR간격 검출 알고

리즘을 통해 검출되며 해당 데이터를 싱크노드로 송

하게 된다. 송된 데이터는 모니터링이 PC를 통해 확

인된다. 

 

그림 2 시스템 구성도
Fig. 2 System architecture 

본 연구에서 사용된 NesC 기반의 TinyOS는 무선 임

베이드 센서네트워크를 해 고안된 오퍼 이  시스

템으로서,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요구되는 제한된 메

로리에 맞게 코드의 크기를 최소화 하여 구 되었으

며 코드의 재사용성을 해 컴포 트 형태로 구 되

어 있다. 

그림 3은 구 된 TinyOS어 리 이션의 구성을 보

여 다. 크게 메인과 연결된 dECG 검포 트는 하부 

컴포 트를 제어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컴퓨터

에서 생성하는 ECG신호를 받는  UART 컴포 트, 데

이터 수신  송신, R피크, RR간격을 검출 등의 무선

센서노드의 작동 유무를 확인 할수 있는 LedsC 컴포

트, 그리고 검출된 데이터를 싱크노드로 무선 송 역

할을 하는 Generic 컴포 트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UART  컴포 트로 수신된 ECG를 dECG변환  R피

크가 검출 알고리즘이 있는 DerivativeofECG 컴포 트

가 있다.

 

그림 3 TinyOS 어 리 이션 구성도
Fig 3. TinyOS application architecture 

DerivativeofECG 컴포 트에 구 된 함수   

outputReak() 함수는 Rpeak를 검출하기 해 구 된 컴

포 트이다. R피크 선출 방법은 선정된 문턱값을 dECG

가 넘었을 경우, ECG신호가 장된 버퍼의 해당 치에

서부터 최 값을 검색하게 된다. 이때 문턱값을 넘은 버

퍼의 치에서 이 의 값과 재값을 비교 하여 큰값을 

R피크 변수에 장하며 해당 버퍼 치값까지 장한

다. 하나의 새로운 dECG데이터 문턱값 보다 클 때, 비교

하여 장하게 된다. 무선센서노드의 자원 소모를 고려

하여, ECG 데이터를 장하는 버퍼를 최소화 하기 해 

2bytes 크기를 갖는 ECG를 40개를 장하며 다음 R피크 

값을 검출이 될 때 까지 데이터의 카운트를 통해 RR간격

을 검출하게 된다. 그림 4는 R피크, RR간격을 검출하는 

순서도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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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피크, RR간격 검출 순서도
Fig 4. The flowchart for detection of R-peak & RR 

interval

Ⅲ. 실험 결과

무선센서노드는 작은 용량의 메모리와 코드를 한 

장공간을 가진 디바이스이다. 따라서 ECG신호에서 

정 라미터를 검출하기 해서는 효율 인 코드의 

크기를 가진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를 들어, 일반 인 

무선센서노드 타입인 Telosb인 경우 16bit, 8MHz RISC 

CUP를 사용하며 이는 10K RAM과 48K 로그램 메모

리, 1024K 쉬 메모리를 가진다[7]. 재 일반 인 무

선센서노드를 한 OS로서, TinyOS가 가장 리 사용되

며 이는 약 4K의 운연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178bytes의 

코드 스 러를 차지하고 있다.[8] 표 1은 본 연구에서 

구 된 TinyOS 어 리 이션의 자원 유크기를 보여 

주고 있다. 

구 된 TinyOS 어 리 이션의 체 크기는 RAM 

601bytes, ROM 12,052bytes로 컴퓨터와의 시리얼, Led, 

무선 통신부를 포함하는 체 크기이다. dECG 변화부

와 R피크&RR간격 검출부는 각각 RAM 6bytes, 100bytes

이며 ROM 24bytes, 106bytes로 되어 있다. 이러한 작은 

용량의 크기로 인해, 향후 보안, 라우  등을 한 확장

성을 고려 할 수 있다. 

 

표 1. 구  어 리 이션 자원 유결과
Table 1. The experimental result about resource 

RAM ROM

체 크기 601 bytes 12052 bytes

dECG 변환부 6bytes 24bytes

R피크 & RR간격 

검출부
100bytes 106bytes

무선센서노드에서 구 된 dECG, R피크, RR간격을 

확인하기 해 모니터링 로그램을 구 하여 그래

로 확인 하 다. 그림 5는 구성하 으며 수신데이터를 

그래 로  그림 5는 무선센서노드에서 송하는 일반

인 ECG신호와 dECG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a)의 경우 

MIT-BIH데이터베이스 100번 코드의 데이터로서 

P-QRS-S-T 의 신호의 특징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b)는 무선센서노드에서 dECG로 변환된 그래 로서 P

, S , T , 동잡음이 제거되고 QRS-complex 역에 

한 부분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는 무선센

서노드에서 R피크를 검출한 값과 RR간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a)와 (c)에서의 R값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d)는 무선센서노드에서 HRV를 검출하여 

데이터를 송한 그래 이다. 무선센서노드에서 RR간

격이 수신되며 (c)의 세로축의 표시 단 는 ms 기 으로 

주로 0.8 에서 1.3  내외의 RR간격의 정상 인 심박

동수를 보여 주고 있다. 

수신된 HRV를 활용하여 1분간 평균 심박동수, 빈맥, 

서맥과 같은 심장 이상 징후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

며, 시간 역 해석(time domain analysis), 주 수 역 해

석(frequency domain analysis), 그리고 비선형 동역학

인 해석(non-lineal analysis) 방법으로 HRV를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선센서네트워크에서 단순히 ECG신호

만을 송하는 것보다 데이터량과 송회수를 이면

서 의미 있는 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더 효율 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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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5. 무선센서노드에서 수신된 데이터:
(a) ECG, (b) dECG, (c) R피크, (d) HRV
Fig. The dat from wireless sensor node:
(a) ECG, (b) dECG, (c) Rpeak, (d) HRV

Ⅴ. 결  론

무선센서네트워크를 기반한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

스템은 많은 연구와 구 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단순히 무선센서노드를 데이터 모니터링을 한 

달 디바이스로 사용하기 보다 비록 제한 인 자원 환경

을 가진 무선센서노드에 경량의 처리과정을 용하

여 의미 있는 생체 라미터를 검출 하 다. 이는 단순 

모니터링을 한 데이터를 달함으로 발생되는 에

지 소모율, 데이터 송횟수의 증가를 일 수 있다. 

처리 과정에서의 경량화로 인해, 정 한 QRS-complex 

분석을 한 알고리즘을 추가 하여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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