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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무선 바이오센서 기반에서 동물 생체측정 정보를 이용한 질병 예방 감시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제안 시스템은 바

이오센서를 이용하여 동물의 심박, 호흡수,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고 생체 신호를 계측하여 신호 처리된 정보

를 Zigbee 무선 통신모듈을 이용하여 원격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도록 설계하였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수집된 생체 정보의 

연속적인 변화를 통하여 가축의 이상여부를 판단하고 질병 발생여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가축의 상태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축산 농가의 질병 감시를 통하여 질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긴급대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활용 될 것이다.

키워드: 감시시스템(monitoring system), 질병예방(disease prevention), 바이오센서(bio-sensor)

I. 서 론

가축 밀집도가 높은 한국형 농가에서 가축전염성 질병을 효과

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질병의 진단뿐만 아니라, 예방, 
진단, 치료, 방역에 이르는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이 요구

된다. 또한 개별 농장 단위에서 시작하여 인근 농장 단위, 그리고 

전체 농장으로 확장되어가는 bottom-up 형태의 시스템 개발이 필

요하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가축전염병 방역시스템은 사전 예방적 

측면보다는 사후대처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병원체가 개개 농장

으로 유입되어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체측정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동물 질병 

예방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병원체 유입시 조기대

응을 위한 것으로 가축의 바이탈 신호를 DB화하여 저장하고, 결
과에 따라 가축의 이상여부를 표시하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향

후 본 연구의 결과물은 가축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

하여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긴급대처시스

템을 구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시스템의 설계

제안하는 질병 예방 감시 시스템은 무선 Zigbee 기반에서 실시

간으로 가축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해당 생체신호

는 심박, 호흡수, 운동량을 측정하여 원격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제안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모니터링 시스템 구조

Fig. 1. Architecture of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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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별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모듈은 각 바이오센서에서 측정

된 Raw Data는 신호 추출을 위한 필터(BPF, LPF, HPF)을 거치

고 신호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생체신호를 생성한다. 생
성된 신호는 계측 증폭기를 거쳐 무선 Zigbee 통신 모듈에 의해서 

전송되고 전송된 신호는 원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최종 모

니터링 표시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내의 생체정보를 그래프와 숫자 

형태로 사용자에게 보인다. 심박을 측정하기 위하여 심박동과 관

련된 전위인 ECG(Electrocardiogram) 데이터에서 주기 신호의 

최대값을 검출하여 Threshold 값을 만들기 위해 파형의 특성에 

따라 0.3~0.5정도의 계수를 곱한다. 그리고 안정된 값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균 필터를 사용하고 계산된 Threshold 보다 신호 처리

된 ECG 값이 더 크면 심박으로 인식한다. 건강한 소는 흉식호흡

과 복식호흡을 같이하고 횟수는 1분간에 18~30회이다. 흉식호흡

만 하는 소는 소화기계에 장애가 있을 때이며 호흡기계 질병에 걸

린 소는 흉식호흡은 하지 못하게 되어 복식호흡만 하게 되며 호흡

수가 증가하고 헐떡거린다. 이런 특성은 FSR(Force Sensing 
Resister) 센서를 사용하여 호흡으로 인한 밴드와 소 사이의 압력 

변화를 이용하여 호흡수를 측정한다. 운동량 측정은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소의 움직임에 따른 센서의 변위를 측정하고 각 

축의 신호에 절대값을 취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운동량을 알기 위

해서 축 값을 모두 합산하여 단위 시간 동안 적분하여 최종 운동

량 값을 얻는다. 측정된 데이터를 송신하기 위한 통신 모듈로 

Zigbee를 사용하며, 송수신 감도 개선을 위해 Herical 안테나

(1dbi)를 적용한다. Zigbee 무선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은 [그림 2]
와 같다. 데이터의 시작은 ‘$’(0x24)로 알리며 이후 소에게 할당

되는 ID 12자리, 심박수 3자리, 운동량 3자리, Error Check 1자

리 그리고 마지막을 알리는 ‘%’(0x25)로 이루어져 있다. Error 
check 1byte는 각 모듈의 이상 유무와 전원 잔량을 알린다. 데이

터는 9분대기, 1분 측정 후 전송 된다.

 Data Protocol  Error Check(1byte)

Byte 의미 값 Bit 값 의미

1 START 0x24 0 1 심박 ERR

 2~13 ID ASCII 1 1 호흡 ERR

14~16 맥박수 ASCII 2 1 운동 ERR

17~19 호흡량 ASCII

3~4

(전력)

00 100%

20~22 운동량 ASCII 01 75%

23 Error Check HEX 10 50%

24 END 0x25 11 25%

표 1. Zigbee 프로토콜 

Table 1. Zigbee Protocol

[그림 2]는 각 모듈에서 측정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a)는 심박 

검출을 위해 신호 처리된 최종신호이고 (b)는 FSR 압력 센서를 

통한 호흡의 주기를 보이고 있다. (c)는 운동량을 측정하기 위한 

3축 가속도 센서의 각 축의 합을 보인 것이고 (d)는 단위 시간 동

안 적분된 최종 운동량을 보인 것이다.

 

       (a) 심박 검출 ECG             (b) 호흡 검출 FSR

(c) 운동량의 합 검출              (d) 적분된 운동량

그림 2. 모듈의 측정 결과

Fig. 2. Module's Measurement Results

 

      

III. 결 론

본 논문에서 설계된 동물 질병 예방 시스템의 설계는 향후 구현

에 적용될 것이며 가축의 이상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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