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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significantly deteriorates the quality of life in aged men. Uroflowmetry is 

a convenient non-invasive clinical test to diagnose BPH. However, the test is usually performed in the presence of a 

technician, which may affect the way of urination for the lack of privacy. The present study developed a wireless 

uroflowmeter to provide the best privacy with a user program on PC evaluating the diagnostic parameters. Pilot 

experiment was followed to test clinical 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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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부신 경제 성장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와 각종 질병의 

진단방법 발달, 삶의 질 향상에 한 욕구 등으로 남성의 

립선 련 질환의 요성  발병 빈도가 다른 질환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질환인 립선 비 증(BPH, 

benign prostate hyperplasia)은 립선(prostate)이 조직․병

리학 으로 과도하게 비 해지는 질환이다[1,2]. 립선은 요

도가 시작되는 부분에 치해 있어 립선이 비 해지면 요

도를 압박하게 되어 여러 배뇨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3]. 

BPH는 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발병 빈도가 증

가하는데 60  이상 남성의 60～90%에서 발병하고 있다

[4,5]. BPH를 진단하기 해서는 여러 검사 방법 에서 비

침습 이며 검사방법이 간단한 요속검사(uroflowmetry)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6].

요속(urinary flow rate)은 단 시간 당 요도를 통해 배출

되는 요의 용 으로서 유량의 단 를 가진다. 표  요속검

사 방법은 배뇨 과정  요 무게가 변화하는 신호를 로드셀

(load cell)로 연속 측정한 후 축 된 요속신호로부터 진단매

개변수들을 산출한다. 요속검사는 배뇨양상을 검사하여 임

상 으로 요한 진단변수들을 산출함으로써 질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요의 무게를 측정하는 로드셀은 바닥에 

치하며, 그 에 배뇨용기를 올려놓고 피검자가 배뇨하므로 

요는 용기 상부에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요는 배뇨 형태에 따라 용기의 벽면  바닥에 충격을 가하

여 용기의 흔들림이 발생한다. 이러한 충격은 측정 잡음을 

발생시키고 실제 무게 신호에 더해져 측정되므로 검사의 신

뢰도를 하락시킨다. 이러한 충격 잡음을 최소화하기 해 

그림 2와 같이 깔때기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사용하여 요를 

모으기도 하지만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바닥에 가해지는 충

격을 완 히 제거할 수 없어 측정 잡음의 문제를 근원 으

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7].

Weight

Impact

Weight+ImpactLoad cell

그림 1  용기 벽면  바닥에서의 충격 효과

Fig. 1 Impact effect on the side and bottom of the 

container

그림 2  깔때기를 이용한 요 수집방법

Fig. 2  Funnel collection method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 본 연구 에서는 별도의 충격

방지용 기구없이 계측잡음을 제거할 수 있는 삼 평균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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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한 바 있다[8]. 기존의 표  요속검사 방법은 1개의 

로드셀을 사용하여 계측잡음이 요속신호에 포함되어 측정된

다. 삼 평균기법은 로드셀 세 개를 한 평면에 치시켜 요

의 무게를 각각 나 어 측정하여 합산한 후 요속신호를 산

출하므로 불규칙한 잡음 신호는 상쇄되는 효과를 나타낸다. 

요속검사는 요 무게를 배뇨의  과정 동안 측정하게 되

는데, 부분 병원의 특정 검사실에서 이루어진다. 검사자는 

피검자와 동일한 공간이나 근 한 거리에 치하여 검사 시

작  종료 등의 과정을 지도하게 되는데 이는 피검자에게 

심리 으로 불안감을  수 있어 원활한 배뇨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배뇨장애가 있는 피검자들의 검

사결과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배뇨 모습과 배뇨 

과정  발생하는 소리 등은 군가에게 노출시키기를 꺼려

하는 사생활(privacy) 문제로 최 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검사자와는 독립된 공간에서 피검자가 편

안한 심리상태를 유지하며 자연스러운 배뇨를 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한 무선 요속계를 개발하 다. 최 한 잡음 

신호를 상쇄하기 해 삼균평균기법을 용하는 무게 측정 

방식을 용하 으며, PC 상에서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

고 환자정보를 리할 수 있는 사용자 로그램을 개발하

다. 

2 . 본  론

2 .1  무게 측정에  의 한  요속 계측 원리

로드셀 에 치하는 요 수집용기의 무게는 그림 3에 보

인 것과 같이 요의 용 (V)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 단

면 (A)이 일정한 수집용기 내의 요 무게(W)는 식 (1)과 같

이 질량(m)과 력가속도(g)의 곱이다. 요속신호(F)는 V의 

시간 변화율로 정의되므로 W를 연속 으로 측정하여 시간

에 해 미분하면 식 (2)와 같이 F가 산출된다.

그림 3  무게 측정 방식의 표  요속검사

Fig. 3 Standard weight measurement technique to evaluate 

urinary flow rate

 W=mg=ρgV                                    - (1)

 where  V=urine volume, A=cross-sectional area, 

        W=urine weight, m=urine mass, g=gravity, 

        ρ=urine density

 




⋅


                              - (2)

 where  F=urinary flow rate

2 .2  삼 평균기 법

로드셀 세 개가 정삼각형의 세 꼭지 (A, B, C) 상에 

칭 구조로 치하고, W가 수직으로 가해진다면 그림 4에 

보인 것과 같이 로드셀 각각은 W/3의 무게를 감지하게 된

다. 세 개의 로드셀 각각은 식 (3)과 같이 계측잡음이 포함

된 무게신호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때 각각의 잡음이 완 히 

무질서하다면(random noise) 그 합이 0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식 (4)와 같이 로드셀 세 개의 무게신호를 합산하면 잡음을 

최소화한 요속신호를 얻을 수 있다.

  


 ,  


 ,  


          - (3)

 where W=total urine weight

       WA,B,C=weights distributed to each load cells

        eA,B,C=measurement noises interfered 

              in each load cell measurements

                           
                          - (4)

 if eA+eB+eC=0 

그림 4  삼 평균기법

Fig. 4 Weight measurements on the three vertices of 

regular triangle

2 .3  매개변수  설정

배뇨시 축 한 무게 신호를 용 신호로 변환한 후 수리미

분하여 얻은 요속신호로부터 임상 으로 요한 진단매개변

수 5종을 그림 5와 같이 설정하 다. 이는 비뇨기과에서 일

반 으로 사용하는 진단변수들이다.

배뇨시간(Tu)은 배뇨 종료시 (te)과 시작시 (ts)의 차이

로서 배뇨가 진행되는 시간이며, 배뇨용 (Vu)은 식 (5)와 

같이 총 배뇨시간 동안의 요속 신호를 분하여 산출하

다. 평균요속(Fmean)은 배뇨용 을 총 배뇨시간으로 나  계

산하 다(식 (6) 참조).

       



                             - (5)

       


                               - (6)

      where Tu=t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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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요속검사의 진단매개변수 정의

Fig. 5 Mathematical definition of the diagnostic parameters 

on uro-flow signal

한 배뇨 시작시 부터 요속신호가 최 값을 나타내는 시

까지 걸린 시간을 산출하여 최 요속 시간(Tmax)으로 설정

하 으며, 최 요속(Fmax)은 식 (7)에서와 같이 최 요속 시

(Tmax)에서 ±0.5sec(tM) 동안 F(t)를 평균하여 산출하 다.

        

 
 

 
                   - (7)

2 .4  시스템 구성

무선 요속 측정시스템은 그림 6과 같이 요 무게 측정부, 

신호 증폭부, A/D 변환부, 무선 송․수신부, 신호분석  

리 로그램으로 구성하 다. 요 무게 측정부는 세 개의 로

드셀, 무게 신호추출회로, 배뇨용기 등으로 구성하 다. 로드

셀(FX1901-0001, Measurement Specialties, U. S. A.)은 한 

변의 길이가 약 80mm인 정삼각형의 꼭지 에 치시켰으

며, 무게 신호를 측정하는 회로를 로드셀에 각각 연결하

다. 신호추출용 자회로를 최 한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해 각각의 로드셀 증폭기의 동작 역을 0～W/3로 설정하

으며, 이들 각각에 동일한 기 항을 연결하여 평균하

다. 따라서 각각의 로드셀 신호들(WA,B,C)과 평균한 신호

(WMEAN)는 동일한 출력 범 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각각의 

로드셀 증폭기들이 실제 무게를 3배 증폭한 것에 해당한다. 

로드셀 각각으로부터 측정한 무게 신호와 합산된 무게 신호

는 A/D 변환부에서 12bits, 100Hz로 A/D 변환하 다. 무게 

신호를 무선 송·수신하기 해 IEEE802.15.4의 통신규격을 

따르는 지그비 통신 방식을 채택하 고, RS-232 비동기 통

신을 하는 무선 송·수신 모듈을 제작하 다. 송신 모듈은 진

보된 RISC 구조를 사용하며 고성능이면서 소비 력형

의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Atmel 사의 ATmega 

128L[11]과 신호 데이터의 무선 송을 한 Zigbee(CC2420, 

CHIPCON, U.S.A.)칩으로 구성하 다. 수신모듈은 송신모듈

과 동일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무선 통신 칩을 사용하되 

시리얼 통신 칩(MAX3224, MAXIM, U.S.A.)을 추가하여 제

작하 다. 

그림 6  무선 요속 측정시스템 구성도

Fig. 6  Block diagram of wireless uroflowmetry system

신호분석  리 로그램은 그림 7과 같이 무선통신 설

정  오류 검증, 무게 신호 획득  용  신호 변환, 1차 

잡음제거, 수리미분 후 2차 잡음제거, 매개변수 추출  그

래  출력 부분으로 각각 모듈화하여 구성하 다. 무선통신 

설정  오류검증부에서는 무선통신 오류를 검사하여 오류

가 발생하면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 화면으로 송하고, 오류

가 없는 경우 무선통신에 의해 수신된 신호를 취득한 후 용

신호로 변환하 다. 신호 취득이 시작되면 기 1 간 신

호를 평균하여 신호의  보정을 수행하고, 1차 잡음제거

를 해 11pt. moving average(±50msec duration)를 수행하

다. 용 신호를 수리미분한 후 2차 잡음제거를 한 11pt. 

moving average(±50msec duration)를 수행하여 최종 요속

신호를 얻었다. 이 신호로부터 상기에서 도입한 매개변수를 

추출하고 그래 로 출력하도록 하 다.

그림 7 사용자 로그램 구성도 

Fig. 7 Block diagram of user program

2 .5  모의  배뇨 실험

500mL의 물을 모의배뇨 용기에 담아 수집용기 상단의 측

면에서 부으면서 무게 신호를 축 하 다. 로드셀 각각이 

측정한 무게 신호와 합산 평균한 무게 신호를 동시에 계측

하여 삼 평균기법의 잡음제거 효과를 확인하 다. 무선 요

속계 시스템으로 실시간 요속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

하기 해 모의 배뇨 실험을 수행하 다. 동일한 양의 물을 

상단에서 부으면서 무게 신호를 PC로 송하여 배뇨 과정

을 실시간으로 그래 로 출력한 후 진단 매개변수들을 산출

하고 환자정보 리 서버에 송하게 하 다.

그림 8 실험장치의 모식도

Fig. 8 Block diagram of the experimen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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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과   고찰

모의 배뇨를 수행하면서 특정 로드셀로부터 얻은 무게 신

호와 로드셀 신호의 합산평균 신호를 용  신호로 변환하여 

그림 9에 각각 표시하 다. 한 개의 로드셀 신호만 제시하

으나 나머지 두 신호의 형도 모두 유사하 다. 그림 

9(a)에서 기에는 용  신호상의 측정잡음이 작다가 진

으로 커졌다가 작아지며 말기에 다시 폭 커진 후 다시 

축소되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에는 유속이 커서 

수집용기 측면을 따라 유입되어 로드셀이 받치고 있는 바닥

면에 충격을 주지 않아 측정 잡음이 매우 작았다. 그러나 

물의 양이 감소하여 물 기가 수면 상부에 직  떨어짐에 

따라 잡음이 격히 증가하 으며 이어 다시 감소하 다. 

물 기가 측면으로부터 수면 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잡

음이 커지고 이때 유량의 크기는 아직 충분히 큰 상태이었

다. 이어서, 물 기가 연속 인 형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차 유속이 감소함에 따라 잡음도 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부드러운 물 기가 차 약해져서 바닥에 가하는 충격 효과

가 어지는 것으로 단되었다. 그 이후 유속이 더욱 감소

하여 물 기가 불연속 이 되면 방울방울 떨어지는 상이 

나타나고 이때 잡음 역시 불연속 이며 격히 그 크기가 

증가하 다. 이는 개개의 물방울이 력에 의해 가속되면서 

수면 상에 떨어져 충격 효과가 크고 이 충격 효과가 바닥으

로 해졌기 때문이다. 물이 모두 배출되고 모의 배뇨가 종

료됨에 따라 잡음이 없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었다. 그림 

9(b)는 합산 평균된 무게 신호로부.터 산출한 용  신호로 

모의 배뇨  과정에서 거의 잡음이 찰되지 않았다. 로드

셀로 측정한 개별 용 신호에 포함된 잡음의 크기를 정량

으로 비교하기 해 신호와 잡음을 분리하 다. 용 신호는 

진 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므로 3차 다항식으로 근

사식을 산출하 고, 이를 원 신호로부터 차감하여 잡음신호

를 얻었다. 신호  잡음비(SNRdB)는 평균 신호가 개별 로

드셀 신호보다 약 20.6dB 컸으며, 이는 원 신호의 진폭 비율

로 볼 때 약 10.7배 우수한 품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잡

음 성분이 제거된 매우 양질의 신호를 얻을 수 있었으며, 

표 으로 로드셀 한 개의 결과만을 제시하 으나 나머지 두 

로드셀 신호들의 결과도 모두 유사하 다. 따라서 잡음이 

거의 없으므로 수리미분하여 F를 얻을 때에도 잡음이 최소

화된 요속신호가 산출될 것이다.

  모의 배뇨실험을 수행하면서 무선 요속계 시스템에서 실시

간으로 측정한 요의 용  신호(상)와 이를 수리미분한 요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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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용 신호 (a) 개별 로드셀 신호  (b) 평균 신호

Fig. 9  Volume signal (a) Each load cell signal (b) Averaged 

signal

신호(하)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화면의 좌측 부분은 사용

자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과 검사 후 산출한 진단매개변수를 

디스 이해 주는 부분이다. 사용자 정보, 용  신호, 요속 

신호, 진단 매개변수, 측정시간 등의 정보는 검사 완료 버튼

을 르면 FTP를 이용하여 데이터 서버에 장된다. 

그림 1 0  용   요속 신호

Fig. 1 0  Volume and uro flow rate signals

그림 11은 데이터 서버 화면으로서 사용자 성명과 측정일시

로 해당 정보들이 담겨진 텍스트 일들이 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1  데이터 서버 화면

Fig. 1 1  Data server screen

4 . 결  론

표  요속검사는 요의 무게를 한 개의 로드셀로 측정하여 

요속신호를 산출한다. 이때 로드셀이 용기 바닥에 설치되고 

용기 상부에서 배뇨가 이루어지므로 소변의 무게신호에 충

격잡음이 더해져 측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변 수집

용기 바닥에 로드셀을 세 개 치시켜 신호를 합산 평균하

는 기법을 용하여 무게 측정 방식의 요속검사시 발생하는 

충격잡음을 최소화하 다. 한 기존 요속계와는 달리 피검

자와 검사자를 독립된 공간에 치시키고 검사한 후 측정결

과를 무선으로 송하도록 하여 피검자의 배뇨시 검사자가 

동일한 공간에 있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원활한 배뇨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삼 평균기법의 잡음 제거 효과를 확인하기 한 실험에

서 합산 평균한 무게 신호가 로드셀 각각에서 측정한 무게 

신호에 비해 잡음이 폭 축소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무선 요속계의 임상 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한 모의 배뇨

실험에서 요의 용 과 요속 신호가 실시간으로 그래 로 표

시되고, 진단매개변수가 검사화면에 출력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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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P를 이용하여 데이터 서버에 송한 사용자 련 

정보가 텍스트로 장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무선요속계와 PC 기반의 환자정보 리 

 측정 로그램은 정확한 요속 측정이 가능하며 유비쿼터

스 환경에서의 환자 리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향 후 BPH 환자를 상으로 실제 배뇨실험을 수행하여 

무선 요속계 시스템의 실용성  정확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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